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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적 패러다임의 하나로 감성지능적 정부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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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추리를 시도하고, 실현을 위한 도구적 방법론으로 감성지능의 측정과 활

용,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템 사고를 제안하 다. 감성의 이성적 이해를 목적으

로 하는 미학적 아나로기를 대입함으로써 감성지능적 정부가 구현해야 할 공

감하는 정부, 예술가 또는 후원가적 정부, 그리고 알아채는 정부를 논리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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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택정책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을 예시함으로써, 이론적 설명에 그치

기 쉬운 감성지능적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가 감성지능적 정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론적 연

구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성과 대립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감성을 정부

의 새로운 행정관리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 점이나, 감성관리를 정

부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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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감성지능적 정부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한 머리 좋은 공무원들

이 퇴근도 안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지만1)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효율성을 강

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대대적인 정부혁신을 시도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이 그에 비례하여 혁신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

렵다2). 이는 정부가 이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갖

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가 일을 안했다

기보다 국민의 기대와 다른 일을 할 경우에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Nye, 2001). 정책은 정책수요자의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 해서 계

획･결정되어야 하며,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이 미친 여러 가지 향을 복합적

으로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수요자와 수혜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성지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감성지능에 관한 Goleman의 

선구적인 저서(Goleman, 1995)가 발간된 이후 감성지능은 이성과 대등하거나 더 

중요할 수 있는 지성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가장 뜨거운 핵심어3)의 하나로 자

리 잡게 되었다(Cherniss, 2000: 2). 감성지능은 심리학 뿐 아니라 사회학이나 정

치학, 경 학, 공학4) 등 다양한 유관분야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민

간 부문에서는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조직원과 고객의 감성을 관리하고 만족시

키는 감성관리와 감성마케팅, 감성공학에 입각한 제품개발 등을 활발하게 전개

1) ‘과천 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책(이철환, 1992)에서 보여진 것처럼 적어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양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적

인 능력이 질적인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정부’일 경우 국민

은 국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감성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외치면서 국민의 감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정부혁신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감성을 고려하고 국민

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감성 있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한다(2005.7.3자 한겨레 신문).

3) Cherniss(2000: 2)에 의하면 1998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린 감성지능에 관한 

아티클이 그 이전 40년간 HBR에 실렸던 다른 어떤 아티클보다 높은 구독율(percentage 
of readers)을 보 다고 한다.

4) 감성공학(Sensibility Ergonomics 또는 User Interface)은 물리적 편리성을 추구하던 

Hi-tech에서 정서적 충족을 추구하는 Human-tech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인간의 감성을 정량･정성적으로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를 제품이나 

환경의 설계에 적극 응용함으로써 보다 편리･안전･안락하고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하

는 공학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핵심적 요소(ABC)로서 Amenity, Beauty, 
Culture를 들고 있다(김대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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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이성이 아닌 감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시했던 시도는 

Mayo의 호오손 실험을 출발점으로 한 인간관계론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초

합리성을 강조한 Dror의 질적 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5). 그러나 Simon(1976)
이 제약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대해 논의한 이후 감성보다는 정책의 

내용적･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절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

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의사결정 이론에서도 감정이나 감성은 간과되어 왔는데, 
이는 의사결정이 이성적 또는 인지적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서용･김근식, 2007).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태주의적 

전통에서도 합리성을 강조한 것은 물론, 최근의 신공공관리적 관점에서도 민간 

경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성 극대화에 우선순

위를 두어 왔다. 이는 정부가 이성적 주체로 기능해야지 감성적 주체가 되어서

는 안 된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성이 논리성이나 합

리성, 객관성, 효율성을 의미하는 반면, 감성은 비논리성, 비합리성, 주관성, 비
효율성을 의미하는 상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감성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감성적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이성적 활동으로 이해해

야 한다. 정부가 감성을 활용하려면 오히려 고도로 이성적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공감하고 그들의 감성적 만족을 높이려

면 정부정책에도 감성지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사

이버민주주의와 e-거버넌스가 구현되면서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현대 행정에서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은 정책대상

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전과 같은 NIMBY 시설 

입지의 경우 지역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의와 순응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문제는 일반인이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인

지적이 아니라 정서적 내지 감정적 느낌에 좌우되기 쉽다는 것이다6). 따라서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주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감정이입적으로 

공감하고 그에 맞는 처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정부가 감정적

이 되서는 안 되며, 감성통제를 통한 감성관리라는 일종의 以夷制夷적 입장을 

5) 감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설명, 타학문의 

원용, 철학적 인간학의 토대, 감정이입의 방법론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활행정학’의 

패러다임(조무성, 2007)에서도 감성정부적 특징을 일부 엿볼 수 있다. 

6) 김서용･김근식(2008: 375)에 의하면 최근에 원자력과 같은 위험관련 연구에 있어서 기

존의 인지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서(emotion), 감정(affect), 느낌(feeling) 등에 초점을 맞

춘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 또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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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족을 제공하기 위

한 차원에서 감성을 활용해야 하므로, 고객의 감성을 조작하거나 환상을 유발하

기도 하는 민간부문의 감성관리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나 심리학에 기

반을 둔 감성관리에서는 이성과 대립적으로 이해되는 감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

성적인 판단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의 개념과 태생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행정관리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감성과 정부를 연결하여 ‘감성정부’를 개

념화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이대희(2005, 2006, 200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7)으로 보이지만, 역시 이성과 대비되는 차원에서의 감성을 논함으로써 감성

정부가 마치 반이성적 정부를 의미하는 것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초래되고 있

다. 감성정부의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비

전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성적 효율성을 강조한 신공공관리적 패러다임을 넘어 감성지능

을 매개로 한 새로운 행정관리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감성지능적 정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감성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이론적 지향을 수용하면서 반이성적, 감정적 정부라

는 대립적 개념을 피하고자 한다8).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첫째, 심리학 

대신 미학이론과의 아나로기 검토를 통해 감성지능적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와 개념적 요소를 도출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를 시도

할 것이다. 18세기에 ‘미학(Aesthetics)’이라는 학문분과를 처음 제시9)한 Baumgarten

7) 정부가 감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연구는 대부분 정치학이나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예로 Westen(2007)은 미국인들이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투표에

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공화당이 유권자의 감성에 더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Stearns(1997)는 감성적 규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노동운동이나 투표참여율의 

감소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Burkitt(2005)은 이라크전에 관련된 시민운동과 정부의 대

응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감성의 정치적 힘은 비이성(irrationality)이 아니라 ‘관
계적 논리(relational logic)’에서 나오며, 권력관계에 있어서 감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국민을 통치하는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박흥식(2005)은 

감성공학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감성이미지와 평가이미지 요인과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방정부가 이미지 통합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

시한 바 있다.  

8) ‘감성관리적 정부’라는 개념도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아나로기에 충실

하려면 ‘미학적 정부’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학(Aesthetics)이라는 독립

된 학문분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한계가 있다. 감성관리나 감성

지능을 강조할 경우 정부에 의한 감성조작(manipulation)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표기에 있어서는 감정적 정부라는 의미로 해석

되기 쉬운 ‘Emotional Government’가 아니라 'Emotion-Managing Government' 또는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학에서는 

Sensibility를 감성으로 해석하고 Perception을 지각으로, Emotion을 정서로 해석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Sensible Government'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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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미학은 ‘어떻게 사물이 지각(sense)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가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된다(Levinson, 2003). 미학적 접근은 감성을 중시하되 이성적 인

식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개인적 심리상태, 이성과 대비되는 감성에 주목하는 심

리학을 바탕으로 한 기존 감성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편,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를 시도함에 있어 정책수요자 및 대상자의 관계에 

주목하는 외부적 차원에 한정하고자 한다. 내부적 차원의 개념화는 교육이나 리

더쉽,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추후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이론적으로만 논의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감

성지능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감성마케팅 차원에서 활용되는 기법을 중심으로 인적 능력 개발

을 위한 방법론 차원에서 감성지능의 측정과 교육을, 분석적 방법론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사례로 한 데이터마이닝과 시스템 사고의 인과지도를 제시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감성지능적 정부의 맥락적 이해

1. 감성의 재발견: 감성지능(EI)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지능(intelligence)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억이나 문제해

결과 같은 인지적 측면(cognitive aspect), 즉 이성적 지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

다. 그러나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비인지적 측면(non-cognitive aspect), 즉 감성

적 지능도 이성적 지능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연구가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Cherniss(2000)는 Wechsler(1958)가 지능적(intellective) 요인과 함께 애정

적, 개인적, 사회적 요소로서 비지능적(non-intellective) 요인을 중시하면서 지능

(intelligence)을 “적절하게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환경을 다

루는 집합적 내지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Gardner(1983)는 IQ로 측정되는 전통적인 지능 뿐 아니라 개인 내적(intrapersonal) 

9)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적 시각에서의 지각은 진리와 관계된 것이었다. 지각

과 결부된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지각 자체는 진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중세에 들어

서 지각은 진리가 아니라 죄와 구원의 문제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것을 현세적인 것

과 결부시킴으로써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답다’거나 ‘아름다운 것은 추

한 것보다 더 추하다’는 변증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주관과 객

관의 문제로 귀결된다. 객관적인 것은 과학의 역에 속하는 반면 지각은 주관적인 

역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일의성이 아닌 다의성의 지배를 받는 주관적 지각 내지 

감성적이고 상상적인 인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미학은 이러한 

지적 요청에 의해 태어나게 된다(강대석,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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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나 개인 간(interpersonal) 지능을 포함한 복합지능(multiple intelligence)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 다. 감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성공을 예측케 

하는 도구로서 IQ, 즉 이성적 지능이 갖는 한계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Cherniss, 2000). 450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40년간의 종단면 분석을 통해 IQ의 

유용성을 검증코자 했던 서머빌 연구(Sommerville study)에 의하면 직업이나 인

생에서의 성공을 이루는데 IQ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던 반면, 좌절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더 큰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narey & Vaillant, 1985). Feist & Barron(1996)가 80명의 버클리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40년 뒤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성공여부를 좌우하

는 요소로 IQ보다 사회적 내지 감성적 능력이 4배나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성적 능력과 대비되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은 Salovey 

& Mayer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feeling)과 감성(emotion)을 

감지하고, 그것들을 서로 구분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가이드하기 위해 그

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Salovey & Mayer, 1990). 한편 

Goleman은 직장에서의 성공이 IQ가 아닌 감성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며 그러한 

능력이 훈련과 경험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감성지능을 재조명한 바 있

으며, 감성지능을 “스스로를 동기유발시켜 난관을 헤쳐 나가게 하고, 자극을 통

제하고 쾌락을 지연시키며, 자기 기분을 억제하여 고민이 사고능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정이입과 희망을 갖는 능력”라고 설명하고 있다(Goleman, 
1995). 이러한 감성지능이 사회적 성공과 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은 여러 경 학적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Rafaeli & Sutton, 1990; Cavallo & 
Brienza, 2001). 예를 들어 소매점 관리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에 따라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좌우될 수 있으며(Lusch & Serpkenci, 1990), 의
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관

심있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공감능력을 판매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Pilling & Eroglu, 1994). 미용사의 수다스러움, 세금 징수원

의 험상궂음, 여승무원의 친절과 같은 특정 종류의 감성은 직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는데 Hochschild는 이를 감성노동

(emotional labour)라고 명명한 바 있다(Hochschild, 1983; Martin et al., 1998). 
Putnam & Mumby(1993)는 Simon의 제약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대응하

는 개념으로 조직에서 감성표출의 인위적 제약을 ‘제약된 감성성(bounded 
emotionality)’이라고 하 는데,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는 이러한 제약된 감성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Mumby & Putnam, 1992). 물
론 이러한 결과가 인지적 능력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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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 능력으로서의 IQ는 일종의 필요조건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과학자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

의 이성적 능력, 즉 IQ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는 연구과정에서 겪는 난관을 헤쳐 나가고 다른 팀원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을 갖추는 것이 높은 수준의 IQ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Cherniss, 2000). 감성지능이 직장에서의 업무성과를 좌

우하는 강력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Goleman은 감성

지능은 경쟁력의 기반(bedrock)을 제공하는 요소일 뿐이며, 업무성과에 중요한 

것은 감성경쟁력(Emotional Competence)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감성경쟁력은 

“감성지능에 기초하여 업무의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습득된 능력”으로 개념

화되며, 분석적 추론이나 기술적 전문성을 의미하는 인지적 경쟁력(cognitive 
competence)과 달리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감정이입

(empathy)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능력으로 이루

어진다고 한다(Goleman, 1998: 28).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향력을 높여줌으로써 성취를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2. 감성의 관리와 활용

조직적 차원에서 감성을 다루고자 하는 시도는 공공부문보다 민간기업 역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의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적 차원은 조직구성원의 감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함으로

써 조직성과의 창출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감성관리의 역에 해당한다. 내적

인 차원에서 감성관리(emotion management)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감정과 표

출에 향을 미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향을 미치는 방식을 관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Totterdell, 2002). 종전의 감성관리는 피고용인의 복지나 직무

만족의 차원에서 좁게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피고용자가 느끼고 표출하는 

감성이 그들의 업무성과는 물론 타인의 업무성과에까지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피고용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모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Douglas et al., 2004; Morrison, 2007). 반면, 외적 차원은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에 차별성이 적어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매출을 높

이려는 감성마케팅에 관한 연구(Barlow & Maul, 2002; Freemantle, 1998; Robinette 
et al., 2003; 안종문･박기남, 2003; 임치환, 2005; 정수진, 2006)와 소비자의 감성

을 측정하고 만족수준을 파악하려는 연구(Caro & Garcia, 2007; Kernbach & 
Schutte, 2005; Paquet et al., 2003; Pugh, 2001; 박종원･조 란, 1998; 백승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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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1997; 유한정 외, 1997; 유현중 외, 2001; 윤형건･한귀자, 2000; 임기용 외, 
1999; 최성운･이락구, 2000; 최정심, 1996)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학적 역에서 감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대희(2005, 2006, 2007)
의 연구 외에 최근 손호중(2007)과 오세윤 외(200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감성자본의 관리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이나 정책집

행 관료의 순응제고를 위한 감성변수 선정과 같은 조직 내의 감성관리에 한정

하고 있어 외부적 차원의 행정관리 패러다임으로서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

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학적 차원에서 감성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으나 

새로운 리더쉽의 유형으로 제시하거나 조직인의 행태, 교육에 관한 것(Bass, 
2002; Caruso et al., 2002; Cherniss & Adler, 2000; Fairholm, 2007; Fineman, 1993; 
Palmer et al., 2001)이 대부분으로 감성을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3.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를 위한 미학적 접근의 가능성

감성지능적 정부를 논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감성이

라는 개념과 정부라는 개념이 양립가능할 것인지, 오히려 정부는 감성적이기 보

다 이성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감성을 감정과 구별하지 않거나 감성을 이성과 대립되는 개념

으로 보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감성과 감정은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감정

(affect)은 공포, 기쁨, 즐거움과 같이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반응이

나 심리적 상태(psychological state)를 의미하는 반면, 감성(emotion)은 의식적이고 

평가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Finucane et at., 2003; Greenberg & Paivio, 1997; 김
서용･김근식, 2007). 감성이 이성에 비해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따라서 신

뢰할 수 없는 주관적 정서라는 구별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성지능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는 인지적 지능인 이성과 비인지적 지능인 감

성이 각각의 축으로서 지능(intelligence)을 구성하는 상호 양립적･보완적인 관계

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감성과 이성의 상대적인 차별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감성을 

정부활동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출발한 이분법적 감성이론

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은 미학적 접근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11). 미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감정이입(empathy)을 바탕으로 감성을 이성

10) 감성정부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대희(2005: 2)의 연구에서도 감성정부의 어식 표기

인 Emotional Government가 어권 학자들에게 대통령의 감정적 실수와 같은 비이성

적 선입견을 촉발시킨다고 하면서, ‘감성적 지성의 행정’라는 보완적 견해를 제시하

고 있다(이대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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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해(understanding)하거나, 직관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상을 창

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학이론에서는 'sensibility'를 ‘감성’
으로 이해하며(오종환, 2007), 대상을 향수하는 능력을 감식력 있는 판단(sensible 
judgment) 또는 미의 감관(sense of beauty)라고 설명(김한결, 2007; 서원주, 2007)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trati(1999)는 미학적 감정이입을 통해 조직과 의도된 행

위(intentional action)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1> 조직과 의도된 행위의 감정이입적 이해를 위한 구성요소

구성요소 미학  근방법 의 미

감정이입의 의지

･타자와의 동일시 ･지 , 이성 , 객  해석 뿐 아니라 삶과 경험에 한 

감정  감성  이해를 통해 조직을 이해해야 함

･감 (sensory 

faculties)의 활성화

･타인의 행 로부터 직 인 경험을 탐구하기 한 

비정형 , 비공식  악

정보의 수집

･자기 찰 ･타인의 입장에 자기를 치시키고 자신의 감각, 행 , 

동기, 단 등에 질  정보를 찰하여 흡수

･직 ･행 자의 인식 , 감성 , 취미 단  상태를 단하기 

해 직 을 활용 

･유비추리 ･행 자가 조직 내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을 질 으로 

악하고 가설을 도출하기 해 닮음을 활용

･상상력을 통한 경험 ･직 과 유비추리를 통해 자신을 타자화하여 타인의 

복잡한 동기와 역할을 찰

 

자료) Strati(1999: 73)을 수정

미학의 메타포는 정치와 경 의 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Goehr는 정치와 대

립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예술의 개념을 완화하기 위해 아나로기적 접근을 시도

하면서, ‘예술은 미이고 정치는 거버넌스’, ‘예술은 자유이고 정치는 권력’이라

는 이분법적 명제의 조화를 탐구하고 있다(Goehr, 2003). 예술을 통해 인식되는 

미적 가치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좋을 삶(good life)’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학적 기법인 모순･은유･은유･상징과 같은 ‘거리두기

(distantiation)’를 통해 정치적 박탈을 비 스럽고 조용하게(secret and silent) 구현

함으로써 '공적 비 (public secret)’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chmitt & 
Simonson(2007)은 마케팅 기법에 미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11) Welsch(2005)는 미학이론의 범용성과 경계확장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과학에서의 진

리와 현실이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식에 따라 작동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예술

과 다르지 않고, 논리적 잠재력이 아니라 심미적 잠재력이 수학자들의 핵심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는 이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DNA 구조의 판독을 시도한 많은 

과학자 중에서 왓슨만 성공한 것은 그가 해결점이 가장 우아해야 한다는 심미적 가

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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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객의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킨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학의 개념을 

대입할 수 있다고 할 때 감성지능적 정부는 미학적 정부12)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모색: 

미학적 아나로기를 중심으로

1. 유비추리를 위한 이론적 모색의 틀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미학이론과의 접목을 통해 감성지능적 정부의 이

념형(ideal type)을 탐색적으로 구성해 보는 것이다. 감성지능의 활용차원에서 보

았을 때 감성지능적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위 

이성적인 면만 고려해서도 안되고, 이성과 대립되는 감정적 차원의 감성에만 치

우쳐서도 안된다. 대신 두 가지의 지능을 모두 활용하여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

수요와 만족을 감정이입적으로 알아챔으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리모형은 Hood가 분류한 행정관리적 가

치 중 시그마(sigma)형 가치보다 쎄타(theta)형과 람다(lambda)형 가치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Hood(1991)에 의하면 시그마형은 목적지향적 관리

개념으로 절약과 효율, 낭비요인 제거와 같은 합리적 측면을 성공의 잣대로 중

시하는 반면, 쎄타형은 정직하고 공정한 관리를 지향하는 관리개념으로 신뢰를 

중시하며, 람다형은 안정적･탄력적 관리개념으로 적응성, 조직의 여유 등을 강

조한다. 기존의 신공공관리적 접근이 시그마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감
성지능적 접근은 탄력적 적응을 통해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감성적 신뢰를 얻고

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 차원의 효율성(efficiency) 뿐 아니라 

감성적 차원의 적실성(relevance)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에 필요한 미학적 아나로기의 도출

을 위해 일반적인 정책과정, 즉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단계별로 감성지능적 정

부가 고려해야 이슈, 의미, 목표를 설정하고 유비추리가 가능한 미학 개념을 제

시함으로써 이론적 모색의 틀로 삼고자 한다. 미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감성적 

지성 내지 심미적 경험의 해석에 있어서도 직관, 상상 그리고 반성이라는 복합

심미적 과정을 중시(Welsch, 2005)하고 있으며, 공감각적 직관과 통찰력을 바탕

으로 한 작품구상,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휘한 예술작업, 그리고 반성적

(retrospective) 회고를 통한 비평을 거치는 점에서 정책과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

12) 미학적 정부의 의미는 뒤에서 보듯이 ‘공감하고, 창의적이며, 알아채는 정부’의 의미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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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수립 단계에 적용가능한 미학적 개념으로 미적 태도

(aesthetic attitude)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책대상 집단이 처한 현실과 수요를 제

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부(sensitive government)가 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점

은 관료가 특정집단의 요구에 포획되거나 연계된 이익에 매몰됨으로써 공적 가

치가 아닌 사적 가치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문제해결의 실

마리를 미적 태도론의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을 중심으로 찾아볼 것이다. 
집행단계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예술가(artist)처럼 열정을 다해 몰입하지

만 민간의 역에 대해서는 후원가(patron)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천재

와 창조성의 개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단계에서는 근저에 숨어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다차원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아나로기로 해석과 비평, 감정이

입(empathy)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감성지능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수요와 만족을 파악하고 평

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하나의 예시적 구현방안으로 민

간에서 고객의 감성파악에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지도 활용방안을 예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모색의 틀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모색의 틀

･정책과정
수립(Plan) 집행(Do) 평가(See)

･감성지능  

행정 리의 

이슈

･정책 상이 처한 실과 

수요를 특정이익에 

포획되지 않고 공감하는 

행정 리

･창조  신과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는 

행정 리

･정책효과와 정책 상집단의 

만족을 감정이입 으로 

해석해 내는 행정 리

･ 실  의미

･ 상집단의 입장에 공감하되 

특정 이익에 포획되지 

않아야 함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최 한의 역량을 발휘하되 

민간 역에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함

･정책효과간의 상 계를 

악하고 계량  수치 뿐 

아니라 주  만족도 

평가해야 함

･감성지능  

정부의 목표
･공감하는 정부 (sensitive)

･ 술가  후원가  정부 

(artist or patron)
･알아채는 정부 (sensible)

･미학  

아나로기
･미  태도론 ･천재와 창조성 ･해석과 비평, 감정이입

･구 방안 

( 시)

･인  능력 제고 차원 : 감성지능의 고양  활용

･분석･평가능력 제고 차원 :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지도

2. 미(美)적 태도: 공감하는 감성지능적 정부(Sensitive Government) 

정부가 정책대상자 또는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성적으로 공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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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정한 이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공감하는 감성지능적 정부의 

의미를 규정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모순되기 쉬운 이러한 상반된 요청을 양립시

키기 위하여 미적 태도(aesthetic attitude)라는 미학적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미적 태도를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인지의 대상을 그 대상 자체를 위

해서, 무관심적으로, 공감적으로, 주목하고 관조하는 것”으로 정의한 Stolnitz 
(Stolnitz, 1991)의 견해에서 제시된 요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무관심적(disinterested)’이라는 것은 ‘대상을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대상 그 자체로만 관조하는 것’(Levinson, 2003)을 의미한다. 대상 외적이므

로 배제해야 할 관심이란 작품을 소유하려는 관심, 대상에서 지식을 얻으려는 

인식적 관심, 심지어는 대상을 판단하려는 관심 등도 포함될 수 있다(최경석, 
2007). 만일 어떤 사람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무관심적으로 음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

다. 어느 그림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고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그림을 어떤 연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무관심적 주목이 될 수 없다(Dickie, 1983). 
일반적으로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편견의 결여나 중재의 공평성 등을 의미할 수 

있으나, 미학에서의 무관심적은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한 관심

을 갖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심의 결여나 부주의, 배제와 같은 

‘비관심적’(uninterested)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관심자체에 집중하

는 것이므로 훨씬 더 관심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최경석, 2007). 반대

로 관심이란 것은 어떤 대상의 현존과 결합된 만족을 뜻하며, 이러한 만족은 필

연적으로 욕구와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미적 판단으로서의 취미(taste)는 

어떤 대상의 현존과 결합된 것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를 고찰하고 직관하고 반

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과 관련된 즐거움이 판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

며, 판단 자체가 즐거움으로 귀착되어야 한다(김광명, 2004). 
무관심성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하여 Kreitman(2006)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형식주의(Formalism)과 관계된 강한 의미의 

무관심성으로, 감상자가 작품의 외적 관련으로부터 면역(immune)되 있어야 하

며, 모든 감정과 믿음, 개인적 경험을 떠나 오로지 작품과의 내적 관계만 구성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은 형식주의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는 있으나 다소 완화된 무관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식적 특성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통의 지각(normal 
sense)에 따라 인식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 경험이나 감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입장은 가장 약한 의미의 무관심성으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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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지식이 심미적 반응과 연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

제하는 것이 반드시 작품의 향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

쟁에 참전했던 군인이 오페라의 전투신을 보면서 실제 전쟁터와 같지는 않을 

지라도 주어진 맥락 안에서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이다. 
‘공감적(sympathetic)’이라는 것은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

면서 대상의 유도에 따라 일치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서는 우리를 대상과 분리시키거나 적대적으로 만드는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Stolnitz, 1991). 따라서 자신의 도덕적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작품에 대한 반

응이 달라지는 것은 공감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극을 감상할 때 

작중 인물의 가치관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인물의 입장에 공감하며 자

신의 굳어있는 주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최경석, 2007). 
‘관조 또는 주목(contemplation)’은 단순히 멍하게 응시하는 수동적 반응이 아

니라 민감하고 활기찬 적극적인 주목을 의미한다(Stolnitz, 1991). 최경석(2007)에 

의하면 작품에 대한 주목은 상상력과 감정을 촉발시키고 시각적 관조 뿐 아니

라 긴장과 같은 신경적 반응, 장단을 맞추는 신체적 반응 등도 포괄한다고 한

다. 미적 태도로서의 관조 또는 주목은 우리가 사물 속에서 사물처럼 상징적으

로 느끼게 되고 대상 속에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 본질은 공감의 상태

라고 할 수 있다(박준원, 2007). 

3. 천재와 창조성: 예술가 및 후원가로서의 감성지능적 

정부(Government as an Artist & Patron) 

미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종전의 모방자가 아니라 

천재(genius)로서 예술가를 평가하는 전환점이 발생하게 된다. 작품보다 천재적

인 예술가로서의 인물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외부 대상이나 사건을 실재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해 주는 예술가를 높이 

평가했으나, 모방적 활동이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플라톤의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면서 예술활동이 외부 세계의 시각적 모방 뿐 아니라 외부 세계

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모방, 나아가 이상적 세계를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진엽･하선규, 2007). 이후 18세기 낭

만주의를 배경으로 한 표현론에서는 꿈, 신화, 환상, 무한의 역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 감성, 상상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으

며, 그러한 능력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때론 광기 어

린 천재의 몫이라고 보았다. 예술은 그러한 천재의 직관과 상상력의 역이며, 
예술가는 삶 속에서 성취한 가장 높고 좋은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여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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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삶을 고양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김진엽･하선규, 
2007). 미학적 고찰의 대상인 미(美)는 명석하고 판명한 추론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재적인 예술가에 의해 파악되는 신비한 질서이므로 천재는 신에 

사로잡혀야(divine) 하며, 예술에 대해 법칙을 부여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Harries, 1987). 
따로 배우지 않고도 조화미의 신적인 원형을 눈 앞에서 창조할 수 있는 천재

의 개념은 창조성이나 상상력(imagination)의 개념과 나란히 쓰이게 된다. 천재개

념이 독창적인 창조정신으로 재정립되면서 신에 버금가는 창조자의 위상을 획

득하게 된 것이다(이순예, 2007). 칸트도 천재를 가리켜 ‘실제의 자연에 의해 공

급된 자료로부터 제2의 자연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인 생산적 상상의 능력을 사

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창조와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오병남, 2003). 쇼펜

하우어에 의하면 ‘단순한 재능인’이 시대의 정신에서 촉발되기 때문에 시대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다음 시대에 수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 반면, 비
정상적인 지성의 과잉상태에 있는 ‘천재’는 시대의 문화과정에 개입하지 않지만 

시대적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천재는 인간적인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낯

선 존재이며 비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무엇으로서 위대한 역에 도달할 수 있

기 때문이다(김문환, 2007). 아울러 천재적인 인간은 순수한 지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 자신의 관심이나 욕구, 개성을 폐기하고 순수

한 인식 주관으로 남아 세계를 명석하게 바라볼 수 있다. 평범한 인간의 인식능

력이란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인데 반해 천재적인 인간은 세계를 드러내는 

태양이 되는 것이다(Harries, 1987). 요컨대 천재의 첫 번째 특징은 창의성

(originality)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오병남, 2003). 
천재의 작품을 대하는 일반인은 천재의 드러냄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므

로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하거나 변형을 요구할 욕구를 가지기 쉽다. 한 예로 

천재인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다비드를 조각하고 있었을 때 당시 피렌체 행

정부의 수반이었던 소데리니(Soderini)가 작업현장에 나와 작품의 코를 더 다듬

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고 한다. 당초 다비드 상을 세울 위치가 

10m 높이의 기둥 위 으므로 머리와 코 부분을 좀 더 크게 만들었던 미켈란젤

로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코를 다듬는 척 하면서 대리석 가루만 조금 

떨어뜨리게 된다. 하지만 그를 본 소데리니는 크게 만족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Bohm-Duchen, 2002). 이는 잘못된 후견인의 자세이며, 천재가 아닌 후견인은 

천재의 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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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과 비평, 감정이입: 알아채는 감성지능적 정부(Sensible 

Government) 

미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는 작품의 해석을 통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미
학이론에서는 주로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비평을 시도하고 있으나 감성적 지성

이 필요한 분야라면 예술작품에 국한할 필요 없이 해석적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다13). 해석학(Hermeneutics)이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다른 神들의 메시지

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인 Hermes로부터 유래한다. 그는 날

개달린 신발과 모자,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와 해석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해석하

여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했던 것이다(남태우, 2006). 신의 역에서 인

간의 품으로 떨어진 해석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올바른 해석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답

변이 해석학적 전통의 축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일의적인 해

석을 갖는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작품을 산출한다. 
따라서 하나의 고유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작품을 평가하거나 거리가 먼 유형

의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할 경우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변기를 전시회

에 설치했던 뒤샹(Duchamp)의 작품을 피카소(Picasso)의 큐비즘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카소의 큐비즘은 말레비치(Malewitsch)의 절대주의나 칸딘스키

(Kandinsky)의 추상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합심미

적 이중지각이 필요하다. 뭉크의 그림 ｢절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각적 지각

은 물론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적 지각까지 요청되기 때문이다(Welsch, 
2005). 

그러나 엄 하게 보았을 때 예술작품의 의미(meaning)를 발견하는 해석에 있

어서 참인 해석이 하나뿐인가, 아니면 다수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김희정, 2007). 참인 해석은 하나뿐이라는 일원론적 견해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텍스트가 갖는 의미라고 하면서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

를 보고하는 것이 해석이지 해석자 자신이 무엇인가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Beardsley, 1970). 제한된 다원론에 따르면 하나의 예술작품은 다양한 목적

과 해석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의 

13) 해석과 비평에 있어서 미학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은 미국의 하버드대가 그간 대

학교육에 있어서 미국사회 위주의 편협한 부분을 극복하고자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년 만에 교과를 개편하면서 ‘미학과 해석의 이해 (Aesthetics and Interpretive 
Understanding)’를 8개의 학부 필수과목 중 가장 첫 번째 과목으로 선정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동 과목의 목적은 예술작품에 대한 미학적 반성과 해석적 능력을 통해 

비평기술을 제고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이론, 미학, 철학, 수사학, 언어론, 지각이

론과 같은 이론적 틀 속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Harvard Univ.,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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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그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진위의 판단이므로 단일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면 단일한 해

석이 아닌 다수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Stecker, 1995). 반면, 회의

론적 해석이론에 의하면 제한 없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면서, 해석을 

함에 있어 참이나 거짓의 판정이 가능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해석의 대상보다 해석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해석자는 예술작품 속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가진 불확실성이나 미결정적

인 부분을 보완하는 공동 창조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김진엽(1996)은 해석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첫 번째는 토대론적 해석이론

(Foundationalist theory of interpretation)이다. 이는 우리의 세계와 지식, 합리성 등

을 정당화시켜 주는 궁극적 토대가 존재한다는 토대론(Foundationalism)에 기초

한 것으로, 텍스트의 의미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석의 목적은 텍스트

의 의미를 결정하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회의론

적 해석이론(Sceptical theory of interpretation)으로, 해석을 정당화시켜주는 궁극

적인 근거로서 토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해석활동을 즐기거

나(Hedonistic scepticism) 모순적인 해석의 미궁에 빠지는(Nihilistic scepticism) 입
장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 세 번째는 비토대적 규제 속에서 해석활동을 하고자 

하는 프래그마티스트(Pragmatist)적 이론으로, 주어진 토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

고 경험주체와 경험대상이 상호작용하면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인간의 주

체적 활동을 중시하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에 해당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

르면 해석은 텍스트의 의미를 파헤쳐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의미있게 

만드는 일이 되며(Shusterman, 1988), 하나의 해석이 아닌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

는 다원론(Pluralism)과 다수의 해석 중에 선택되는 해석의 오류가능성과 개정가

능성(Fallibilism)을 인정14)하게 된다. 
해석과 비평에 있어서 감정이입15)을 통한 이해(empathetic understanding)가 중

요하다. 감정이입은 대상주체(target agent)의 심적 상태를 들여다 보아야하는 내

성적(inward-looking) 작업이므로 내적 성찰(introspection)로 하나로 이해되기도 하

14) 프래그마티스트의 관점에 따르면 모호한 해석의 기준이 때론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햄릿이 아버지의 살해범에 대한 복수를 머뭇거리는 이유를 프로이트적 외

디푸스 컴플렉스로 이해할 수도 있고, 사실은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유령의 말이 믿

을만하지 않아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에 

나오는 두 소년의 관계를 현대에 있어서는 동성애적 코드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다의성이 자의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해석의 범위는 텍스트가 발생

하 거나 해석되는 전통의 문맥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김진엽, 1996). 

15) 감정이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는 어떻게 생명이 없는 물질적 존재인 회화나 조각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작품에 투사되는 가를 밝히고자 하는 예술심리학적 노력의 일환이다(조진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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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상주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외성적(outward-looking) 
활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석자와 대상주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Currie(2003)는 서로 간의 의식차이

(mental difference)가 있기 때문에 대상주체의 입장과 다를 지라도 해석자의 입

장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 대상주체의 입장이 다를 경우 해석자의 입장

은 보완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해석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시

도하되 그것이 곧 대상주체의 입장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 혼합적인 입장의 

3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하다고 한다.  

5. 감성지능적 정부 모색에의 함의: 不感정부에서 感性지능적 정부로

미학적 아나로기를 통해 구축될 수 있는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은 ‘정책수

요를 미적 태도에 입각하여 공감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창

조성을 바탕으로 몰입하며, 정책효과와 정책대상자의 만족도를 감정이입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하여 환류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채 그들만

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불감적 행태를 떠나 공감하고 해석하면서 정책대

상자의 실질적 만족에 기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감성지능적 정부는 정책대상 집단의 입장과 수요를 관료의 입장이나 

법률 해석적 차원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이 때 중

요한 것은 비관심이 아닌 무관심적 차원의 관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관심성

의 핵심은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학적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정이익이나 지대(rent)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객

관적인 입장에서 대상 그 자체에 주목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행정학이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Ostrom(1974)이 제시한 민주행정이론의 핵심은 공급(provision)
과 생산(production)의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바, 생산이 투입을 산출로 변화시키

는 기술적 과정이라면 공급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

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신공공관리론은 

민주행정이론과 관점을 달리 한다고 한다(이명석, 2006).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

와 자율관리를 강조했던 신공공관리적 접근의 결과 역설적으로 개별 정부기관

들이 고객의 수요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거나 그들의 정책목표가 고객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자위하는 우를 범했다고 하는 Dunleavy 외의 연구

(Dunleavy et al., 2006)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들에 따르면 정부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성과를 중시하는 작동자(effector)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고객의 수요와 선호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holistic view)에서 파악하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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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detector)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생산

하지 않는 간접적 정부(indirect government)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책수요

자와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교량형성(bridge 
building)에 있다고 하는 Kettl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Kettl, 
2002). 최근 경기도 화성시가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동사무소 운 의 경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를 찾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파악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상대하는 일선관료의 경우 훌륭한 

학벌이나 예리한 이성보다 민원인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감성지능을 갖춘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이다. 뒤
에서도 다시 언급되겠지만 감성지능적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인사배치에 있어서

도 승진이나 임용시험 성적과 함께 감성지능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감성지능적 정부는 예술가와 같은 천재적 직관과 창조성을 함양해야 

한다. 조각가가 정교한 측정과 세부적인 수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거나 음악

가가 오선지에 수많은 음표를 그려 넣기 전에 필요한 것은 직관과 창의력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촉발된 정부혁신의 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

직자들이 기존과 다른 창의적 직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innovation)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으로 조직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의미(Abramson & Littman, 2002)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정

부혁신이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관료들의 직관과 창의력을 높이는데 집중하지 않고 매뉴얼처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형화하고 규정하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
러한 직관과 창의력은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직관과 창의력도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직관

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공적 역이 아닌 민간 역에 대해서는 그들의 직관

과 창의력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입장에만 머물러야 한다. 후원자의 입장에서 검

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규제개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을 실현

함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규제완화(deregulation)보다 전략적 개혁(proactive 
reform)의 차원에서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와 대안적 규제(alternative regulation)
를, 반응적 개혁(reactive reform)의 차원에서 재규제(reregulation)을 강구하는 등

의 유형별 접근전략을 검토해야할 것이다(Hansen & Pedersen, 2006; 김정해, 
2007). 직관과 창의력은 천재가 타고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몰입과 노력을 통

해 성취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16) 다른 비유를 들자면,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 수학적 창의력을 높이고 실제 많은 수

학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대신 ‘수학 점수 올리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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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학습화를 주창한 Senge(1990)에 따르

면 학습조직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의 통찰력 제고(personal mastery), 사고체계의 

변화(mental models), 공통비전의 구축(shared vision), 소규모 조직학습의 활성화

(team learning)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한다. 감성지능적 정부에서는 관료들의 직

관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의 학습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

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셋째, 감성지능적 정부는 정책을 집행한 후에 외형적인 변화나 단순한 수치

적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부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효과를 해석해 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선적 해석이 아닌 순환적 해석, 양적 해석이 아닌 질적 해석, 
기존의 논리에 얽매인 인습적 해석이 아닌 새로운 감성적 해석17), 계량적 만족

이 아닌 주관적 만족에 대한 해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Hood(2005)는 

계량적 성과평가에 집중했던 신공공관리적 혁신의 결과 나타나기 쉬운 문제점

을 몇 가지 패러독스로 유형하고 있는데, 한 예로 생산 패러독스(production 
paradox)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까지 성과측정을 확대함으로써 관리

적 책임성을 모호하게 하는 역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토크빌 패러독스

(Tocquevillian paradox)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려고 

했던 공공개혁이 오히려 평가와 통제의 강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Frederickson 패러독스(Frederickson's paradox)는 1990년 이후 공공관리에

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와 벤치마킹을 강조한 결과 획기적인 혁신보다 오히

려 동질화와 획일화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시혜적 지원이 필요

한 복지 분야의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적 접근

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Fox & Kim(2004)은 저소득층 중에

서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추가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PD Waiver) 제공

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들이 병원에 더 자주 가고 구급

차 이용과 재택검진도 더 많이 함에 따라 당초보다 예산지출이 증가했기 때문

에 효율성 면에서는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욕창 발병율과 

응급실 이용률이 줄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기적인 비

용은 증가했고 병원이용률도 줄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욕창이나 응급실 이용률 감소와 같은 인과적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또 다른 질

적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성지능적 정부에서는 부분이 아

닌 전체(gestalt), 숨겨진 질서(fractal)와 같은 순환적 해석, 단기적 효율성 보다 

대상자의 만족과 장기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해석과 비평을 함

17)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기상청의 일기 예보에 오보가 많을 경우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라면, 더 저렴하고 정확한 예측을 위해 신경통 

환자를 여럿 불러 모아 신체의 반응이 오는 가를 기준으로 강우확률을 예측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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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평가자는 평가대상과 떨어져 있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목격자가 바

다의 난파선과 아무런 관련 없이 안전한 망루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목격자의 위치 또한 흔들리고 있는 난파선 안이어야 한다는 것이 미학적 비평

과 해석의 조건이기 때문이다(Welsch, 2005). 감성지능적 정부는 정책대상자와 

외떨어진 존재가 아닌 감정이입적으로 동질화된 상태에서 평가대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감성지능이 높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만족을 더 높

일 수 있기 때문이다(Kernbach & Schutte, 2005). 

Ⅳ. 감성지능적 정부 구현을 위한 예시적 방법론의 탐색

1. 인적 능력 제고 차원: 감성지능의 측정과 활용

감성을 관리하는 능력은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

나 특히 동료나 고객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직업에서 그 중요성이 

가장 커진다.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필요한 직업일 경우 피고용자는 고객을 

상대함에 있어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을 표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감성관리는 상황에 따라 기쁘거나, 중립적이거나, 때론 불쾌한 

감정이 혼합된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관여하게 된다(Totterdell, 
2002). 감성지능적 정부를 구현하려면 정책대상자의 감성적 변화에 반응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감성지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원인과의 접

촉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배치함

으로써 민원인의 감성이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erniss(2000)
은 감성지능의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모형

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수단인 Bar-On의 EQ-1(Bar-On, 1997) 모형은 직

업 내지 과업위주의 모형이 아니라 주로 감성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치유적 

목적에 활용되는 자가측정 모형에 해당한다. 다요인 감정지능 스케일(Multifactor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모형(Mayer, Caruso & Salovey, 1998)은 지각, 구분,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과업을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이나 예측력

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감성경쟁력 목

록(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모형은 Goleman의 감성경쟁력 연구(Goleman, 
1998)에서 제시된 내용을 위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대상자의 경쟁력을 

평가하게 하는 모형인데, 역시 예측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타 EQ Map(Orioli et al., 1999) 모형 등이 있으나 활용도가 높지

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성지능의 측정은 보다 정교한 경험적 연구를 필요로 하나, 본 연구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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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약식으로 공무원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성지능의 측정과 훈련 목적으로 개발된 

Daniel(2000)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감성수준이 가장 낮은 부서 

중 하나로 평가되는 건교부(8명)와 행정자치부(12명)의 공무원 20명과 서울의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을 측정해 보

았다. 자가진단 모델은 8개 분야별로 12 문항씩 총 9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측정의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하여 적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18) 72개 문항을 선정하여 설문을 재구성하 다. 설문지는 양 부

처 과장급 공무원과 대학의 협조를 얻어 지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회수해 줄 것

을 요청하 으며 2007.9.17～18일간 실시되었다. 확보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다

변량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고, 공무원의 감성지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간단한 t-test만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감성지능이 대학생의 감성지

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처나 

성별, 연령, 근무연한 등과 관련해서도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표 2> 공무원과 대학생의 감성지능 차이에 대한 독립 t 검정결과

이러한 차이없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샘

플수가 적었거나 감성지능을 측정하는 문항 내용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

았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19). 두 번째로 실제로 공무원의 

감성지능이 낮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들이 몰감성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법이나 제도적 제약에 의해 ‘제약된 감성’만을 표출하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한국적 행정현실에 맞는 감성지능 측정 설문을 새로이 개발하고 표본을 늘려 

18) 6개 분야는 감성적으로 예민한지 여부, 자아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 외향

적인지 내향적인지 여부, 어른스러운지 유아스러운지 여부, 추종자인지 리더인지 여

부, 타인과의 관계가 공격･방어적인지 여부로 구성된다. 

19) 예를 들어 외향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설문 중에 야간에 윗층에 사는 사람이 소음

을 내며 성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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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여전히 감성지능에 차이가 없을 경

우에는 내면의 감성지능을 창의적인 측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간의 감성지능을 비교하여 감

성지능이 높은 사람을 일선 민원기관에 배치하는 등의 인적 자원 관리수단으로

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분석･평가능력 제고차원: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템 사고

감성지능적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한 후 정책대상자의 만족과 정책의 효과를 감정이

입적 해석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 주목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민간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템 

사고의 인과지도이며, 예시적 활용을 위해 감성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주택정

책 관련 이슈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고도로 이성적인 기법

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감성지능적 정부가 ‘감정적’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성적 접근을 통한 감성관리라는 본 연

구의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

법론을 의미하며 내용적으로는 데이터로부터의 지식 채굴(knowledge mining from 
data)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Han & Kamber, 2001).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모형화함으로써 유용한 지

식을 추출할 수 있는 탐색적 모델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품질개선, 이미지 분

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최종후･소선하, 2005), 특히 최근에는 고객의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한 고객관계관리(CRM)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Berry 
& Linoff, 2000). Dunleavy 외(2006)도 디지털 거버넌스 시대에 고객의 수요를 선

제적으로 예측하고 위기발생을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의 선결조건에 해

당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수단으로 신경망 분석20), 연관성 분석21) 등이 있는데 기업에서 마케팅 

20) 최근 이준용 외(2007)와 심재헌 외(2007)는 신경망 분석을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 예

측과 산업용지 공급가격 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전통적인 통계분석 

모형과 달리 다중공선성과 같은 문제가 없고 비선형 패턴에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회귀분석 등에 비해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 흔히 월마트의 장바구니 연구로 알려진 연관규칙 활용사례에 따르면 기저귀 구매자

와 맥주 구매자 간에 순차적 연결이 있음을 파악하고 기저귀와 맥주를 같은 코너에 

배치함으로써 제품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Governatori & Stranieri, 
2001). 이때 이론이나 가설을 미리 세울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에서 직접 규칙을 찾아

낸다는데 기존 연구방법과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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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의사결정 나무분석이다(김연형 외, 2006). 예를 

들어 과거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은 선물이나 할인제

공 등을 통해 우수고객을 붙잡아 두는 것이지만,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통해 계

속 고객의 지위를 유지할 ‘좋은 고객’과 이탈 가능성이 큰 고객을 구분할 경우 

이탈 가능성이 큰 고객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son et al., 2000). 감성지능적 정부적 분석･평가 차원에서 데이터 마

이닝이 갖는 유용성 중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에서 자유롭고 설문조사와 같은 편견(bias)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강윤경･김명배, 2007). 설문조사의 경우 대상자의 의지나 감정, 
선입견 등이 작용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정적 입장은 반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Loosveldt & Storms, 2007), 데이터 마이닝은 설문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개개인의 의

지와 반응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22)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관심적 태도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자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

한 방법으로 2006년도 주택금융실태조사(국민은행, 2006) 자료23)의 일부를 활용

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택금융실태조사는 국민은행이 

주택금융 수요자의 인적특성과 주택금융 및 구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

기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는 것으로 2006년의 경우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3,5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독립변수는 가

구주 연령과 월소득, 현 거주형태만으로 한정하 고, 종속변수를 범주형 주택구

입시기(1년 내, 2년 내, 2년 후, 계획없음)로 하여 Clementine 10.1의 의사결정나

무 기법인 CHAID를 적용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시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거형태로 나타났는데, 전세 거주자의 경우 1년 이내 구입

희망자가 21.1%, 2년 이내가 34.8%, 2년 이후가 23.5%, 의사없음이 20.7%로 자

가나 월세 거주자에 비해 주택구입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전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에 이어 

연령, 자가는 반대로 연령에 이어 소득, 월세는 연령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

22)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의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의 혜택을 계속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물어볼 필요 없이, 실제 드러난 개별 고객들의 서비스 이탈이나 유지여부를 그들의 

인적 정보와 매칭시킴으로써 어떤 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3)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려면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업과 달리 정부 차

원에서 관리하는 현시선호 자료를 구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기에 대신 표본 수

가 상대적으로 큰 동 자료를 활용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이 활용가능성을 예시하는 

것에 한정되 있으므로 적용 자체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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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1～2년 내에 주택구입의사가 높은 계층은 전세에 거주하는 월 350만 

원 이상 소득자로 30대 이하와 4～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감성지능적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계속 생산･관리하면서 데이터의 분석을 바

탕으로 위의 계층이 선호하는 주택24)을 1～2년 내에 집중 공급하는 계획을 수

립해야 할 것이며, 무관심적 관심과 감정이입을 통해 계층별 차이를 보다 면

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5). 

<그림 1>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통한 주택구입시기 분석

한편,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Forrester(1961)
가 처음 제시한 방법론으로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를 피드백 구조를 통해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하는 경우 파

라미터의 예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파라미터의 계수적 

엄격성에 관대해진 대신 연구자의 주관을 중시하는 소프트한 측면의 시스템 사

고가 강조되면서 인과지도를 통해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김도훈 

24) 어떤 평형과 가격대의 주택을 수요하는 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5) 최근 강북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민간정보업체와 언론의 경고와 달리, 
건교부는 단지 총량적 개념의 입주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전세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

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08.2.26일자).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새학기를 맞아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입주물량이 많은가 등에 대한 세 한 분석없

이 실제 시장의 움직임과 동떨어진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감정부의 한 예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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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999). 이러한 차원에서 Anderson & Johnson(1997)는 시스템 사고의 원칙으

로 큰 그림(big picture)의 구상, 단기와 장기적 시각의 균형, 동적･복합적･상호의

존성의 중시, 측정가능 변수와 불가능 변수의 동시고려, 그리고 시스템과 분석

가 간의 상호 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Checkland & Scholes(2005)도 인과지도 

분석을 중시하는 소프트한 접근법을 통해 각종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

한 시스템 사고는 뉴욕의 마약조직 검거가 오히려 마약 범죄자의 증가를 초래

한 사실을 설명하거나 카드회사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휴카드를 도

입해야 하는 이유 등을 분석하는데 쓰이는 등 정책과 경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김창욱, 2005).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에 대해 감정이입적으로 

다양한 해석과 비평26)을 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참여정

부 주택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2>의 왼편에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

려했던 정책효과의 인과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규제를 강화하

고 대체공급을 늘림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초과수요를 해소할 경우 주

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음의 루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의 정책효과는 우측의 인과지도에서 보듯이 서로 간에 향을 미침으

로써 단선적이기 보다 동태적인 양의 인과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정부규제의 

강화로 주택공급이 줄면서 희소가치와 투자가치가 높아지거나 가격하락을 기대

하고 구입시기를 연기하여 전세수요와 전세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

승을 유발하는 루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공급의 확대가 토지보상비

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자금으로 재유입되거나, 
타지역으로의 개발확산을 통해 가격차이가 줄어들면서 가격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경우, 또는 매입임대 확대나 공 개발 등을 통해 정부비중이 커질 경

우 민간투자에 구축효과를 일으켜 민간의 주택공급이 줄게 될 경우에도 주택가

격 상승을 유발하는 루프가 나타날 수 있다. 

26)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성공하려면 ‘강남 아줌마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다양한 논리적 장치를 강구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대

상자의 반응과 정책효과의 상호 인과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장에 내성을 키우고 원

하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정이입적으로 다양한 정책효과를 바라보

려면 실제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

나게 될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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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사고의 인과지도를 통한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피드백 루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통해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

게 둔화된 것이 사실이나, 수도권 집값이 2007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

고, 서울의 다세대･다가구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0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매입을 추진하게 되

는 등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현상을 초래27)하 다. 이는 

정부가 기대했던 음의 피드백 루프 뿐 아니라 정책효과 간에 예상치 않았던 양

의 피드백 루프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28)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의 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정책평가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며, 감성

지능적 정부는 정책효과를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단선적으로 파악하지 말고 

다양한 인과관계를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기

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새로운 지평의 가능성과 한계

과거의 전자정부가 하이테크(hi-tech)를 중시했다면 기술발전이 간과했던 감성

을 중시하는 감성관리적 정부는 하이터치(hi-touch)를 중시하는 행정관리 이념형

27) 한국경제신문 2007년 9.20, 10.6, 10.12, 10.16 자 등 참조

28) 보다 엄 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루프별로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정교한 시뮬레이션

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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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고객의 만

족을 이끌어 낼 수 있듯이 행정에 있어서도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가 감성지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성적 인식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전자정부나 모바일 정부도 기술인식과 상

황인식을 거쳐 감성인식으로 이어지는 감성적 정부의 구현29)으로 이어져야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성정부

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적 행정관리와 보

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학적 아나로기를 통한 유

비추리를 시도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도구적 방법론으로 감성지능의 측정

과 활용,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템 사고를 예시적으로 제안하 다. 기존의 감성

관련 연구에서는 감성을 이성과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컸던 관계로 

이성적이어야 할 정부가 감성적일 수 없다는 귀결로 흐르기 쉬웠으나, 감성의 

이성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미학적 아나로기를 대입함으로써 감성지능적 정

부가 구현해야 할 공감하는 정부, 예술가 또는 후원가적 정부, 그리고 알아채는 

정부를 논리적 모순 없이 개념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

문에서 소비자의 수요와 감성파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

템 사고를 소개하고 정책수요자의 수요와 평가가 중요한 주택정책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예시함으로써, 공허한 이론적 설명에 그치기 쉬운 감성지능적 정부

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비

추리적 개념과 예시적 방법론들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평가적 차원에서 제시한 비평과 해석의 문제는 계획 차원에서 대상의 파악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감성지능을 통해 시스템 인과지도를 보다 세

하게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감성지능적 정부의 이론적 가능성

과 도구적 실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일종의 시론적 제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가 이성적이었던 반면 앞으로는 감성적이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지양하고, 지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차원인 감성지능을 

어떻게 행정관리적 패러다임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 특히 아직까지 감

성지능적 정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다른 

학문분과에서 발달해 온 이론과 사례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논리적 

비약도 있었다고 본다. 다만, 이성과 대립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감성을 정부의 

새로운 행정관리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 점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

는 민간에서 활용되는 감성관리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앞으로 감

29) 2002.10.29자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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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능적 정부의 이론화와 구현을 위한 보다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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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ory study on conceptua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focusing on analogy with Aesthetics and 

methodological operation

Yoonseuk Woo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as a public 
management paradigm, and to introduce exemplary methods for realizing it. For the 
first aim, it employs aesthetic analogies such as aesthetic attitude, genius and 
originality, and empathic hermeneutics as well as emotional intelligence, data mining 
and systematic thinking for the second. 

By applying aesthetic analogies, it finds that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is 
sensitive, artistic and patronal, and that sensible government can be conceptualized 
without logical contradiction. It also gives examples of measurement methods like 
data mining and systematic thinking,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private sector for 
emotional management, to evaluate housing policy and thus helps achieve the 
theoretical concept of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Although it inevitably carries theoretical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previous 
literature, it is still meaningful in terms of trying to create a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based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 scrutinizing ways of introducing 
emotional management into the public realm.

【Key word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Aesthetics, 
Aesthetic attitude, Genius and creativity, Empathetic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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