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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모든 정책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대한 결과(expected consequences)
와 예기치 못한 결과(unexpected consequences)가 그것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연구
대상도 이 두 가지가 된다. 우리는 기대한 결과를 통해 해당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통해 해당 정책이 가진 오류를 지적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 특히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정책학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
로운 가설과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사례연구 중 상당수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소위 새만금 간척사업, 방
폐장 부지선정과 같은 대규모 정책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부동산
정책, 성매매방지특별법의 효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침에 대한 연구 등은 모
두 사전에 설계한데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정책의 예기치 못한 결과에 주목
하고 있는 연구들인 것이다. 기존 학자들이 이런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런 사례들
을 분석해 냄으로써 그에 대한 처방을 요구하는 사회 및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
킬 수 있고, 둘째는 이런 현상을 분석하면서 기존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새
로운 논리적 고리를 발견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풍부한 정책사례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기치 못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인
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사례연구를 하면서도 연구대상이 되는
정책사례를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
해 학문적 접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병선(2006)
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에 의하면 정책사례연구가 이론의
발전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로는 기존이론을 지지하거나 증명하려는
것, 기존 이론을 검증하려는 것, 새로운 이론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이 있다고
보면서, 특히 Popper의 반증주의를 들어 정책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그의 논리를 인용하면서 정책사례연구의 대상으로 특히,
예기치 못한 결과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의 예기치 못한 결과는 Popper
가 주장하는 반증을 통한 이론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리에 기반 해 정책설계를 할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
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가설과 이론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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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정책문제가 다양하듯 정책연구에 대한 접근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같은 정책문제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시각(perspectives)으로 보면 다른 결론과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NIE)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제도경제학은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인 요인 및
이해관계자의 유인(incentive)에 주목하는 접근방법이다. 제도는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제도의 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행동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신제도경
제학적 분석을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제도와 이해관계자의 유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당
초에 목적한 바를 달성할 보장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의 결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가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
던 결과이며, 흔히 정부개입의 근거로 파악되는 비합리적인 사회문제 역시 합리
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대한 연구로 신제도경제학이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
펴보기로 한다.

Ⅱ. 예기치 못한 결과, 그 의의와 가치
1. 예기치 못한 결과의 의의
예기치 못한 결과(unexpected consequences)란 정책효과가 정책이 최초에 설계
될 때 기대한 것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한다. 즉 정책효과가 정책이
기대한 수준보다 낮거나 높게 나타났거나, 정책이 사전적으로 의도한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책학에서 이런 예기치 못
한 결과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용어는 Wolf(1988)의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를 분석하면
서 정부의 개입이 사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것
인데, 이것은 정부산출물의 수요와 공급 특성, 즉 정부개입을 원하는 강력한 정
치적 압력, 정치가들의 좁은 시야와 높은 시간적 할인율 때문에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편, 정책학/행정학 분야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아이러
니(ironies)나 역설(paradoxes)이라는 용어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하다.
Ikenberry(1986)의 강한정부의 역설(the irony of state strength), Sunstein(199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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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국가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ory states)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Ikenberry
는 왜 강한국가가 오히려 약한 국가일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하고 있고, Sunstein
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규제가 왜 오히려 대상집단의 자유를 침해함으
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들의 연구는 정책을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기존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본다면(정정길,
2003), 분명 예기치 못한 결과(unexpected consequences)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루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상반되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이미 오랜 것이다.
1900년대 초반에 이미 Merton은 사회과학 연구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기존 통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현상, 즉 예기치 못한 현상에 대한 분석
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Merton,
1936:894).1) 그러나 그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
상을 단순히 초월적(transcendental)이고, 윤리적(ethical)이며 신학적(theological)인
것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이처럼 주먹구구식(rule of thumb)으로 접근하는 경향은 사라졌다. 사회
현상이 신의 뜻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된 인위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예전에는 설명조차 하지 못했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보다 풍부한 분
석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흔히 Parkinson의 법칙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한다” 라는 금언(maxim)은 실제
영국 해군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간의 심리적 요소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관리자는 동료보다는 부하를 두길 원한다는 점과 이렇게 부하가 늘어나게 되면
이들 간의 연계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써 공공조직, 나아가서는 사회 모든 조직의 팽창을 설명하는 중요한 설명양식이
되었던 것이다(Parkinson, 2003).
1) 그는 사회과학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행위의 결과가 의도한데로 나타나
지 않는 문제를 추적해 온 것이 기여하는 바가 실로 엄청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
대 사회과학에서의 주요한 학자들인 Machiavelli, Vico, Adam Smith, Marx, Engels,
Wundt, Pareto, Max Weber, Graham Wallas, Cooley, Sorokin, Gini, Chapin, von Schelting
은 모두 각각 그 학문적 무게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처럼 의도되지 않은 현상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사회과학의 이론을 더욱 풍요롭게 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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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공선택이론은 비경
제적 영역에 대해 경제적 분석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설명하지 못했
던 정책문제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의
역설에 대한 분석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전까지는 왜 투표가 비효율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공선택
론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원리가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Grand, 1991:436437).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투표는 특정한 계층의 선호를 과다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소득계층상에서 중산층보다 아래에 위치한 중위투표자들
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선호하고, 둘째, 투표는 순환적 결정의 오류
(cycling or inconsistent decision), 예를들어 교육과 국방지출, 국방지출과 도로건
설, 도로건설과 교육에 대해서 차례로 투표를 하였을 때, 교육보다는 국방지출
을 국방지출보다는 도로건설을 도로건설보다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순
환적 모순에 빠질 수 있으며, 셋째, 투표에서 모든 사람이 단지 한 표만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은 특정인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넷째, 사람들은 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
책에 대해 정확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마지
막으로, 정치적으로 만약 특정 정책에 대해 강력한 옹호집단이 있어서 자신들의
선호를 과장할 경우, 정책비용보다는 혜택이 과도하게 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
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점점 그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
법이 발견됨으로써 기존에는 설명하지 못했던 사회현상을 좀 더 풍부하게 설명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구체
적으로 어떤 이론적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2.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가치
정책사례연구를

연구대상에

따라

유형화하면,

기대한

결과(unexpected

consequences)에 대한 연구와 예기치 못한 결과(unexpected consequences)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대상은 각각 연구과정에서 기여하
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연구자는 현실세계를 관찰함으로서 이론을 도출하
게 되고, 이 이론을 도구삼아 논리적 추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 이루
어진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이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들 연구대상
이 이런 순환적 연구과정에서 각각 기여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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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 그 가치와 한계
먼저 기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해당 정책이 기초한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특정 정책의 효과가 최초에 기대한
대로 나타난 경우, 이를 분석해냄으로써 그 이론이 현실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 집행논리를 보면 이것을 분명
하게 알 수 있다. 정책은 흔히 바람직한 사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정당
성을 갖는 정부가 권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입에
대한 이론 및 논리가 존재한다. 물론 이런 전제하에 정책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
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도 세부적으로 설계된다. 정책
은 이처럼 엄격한 구성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책과정이 최초
기대한 논리대로 기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최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해 내는 작업이기도 하다.2)
물론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 이렇게 기존 이론을 귀납적으로 입증한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Robert D. Putnam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연구는 그 후 이루어진 수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으로서의 의의가 입
증되었고, Alfred Marshall이래 서로 연관된 기업이 특정한 장소에 집적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수많은 연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
정인 것이다(Kenney, 2000). 이와 같은 기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기존 이론의
타당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각각 다른 상황, 다른 국가, 다른 시대에서 다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론
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기존 이
론이 타당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존 이론
이 기대한 효과만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논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나아가 이런 기대한 결과에 국한된 연구는 만약 기존이론이 잘못된 것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정책효과가
2) 물론 이런 이유로 기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의 결과 해당 이론이 참이라는 결론을 도
출해 낼 수는 없다. 기대한 결과에 주목하는 귀납적 연구를 통한 인과성의 추론은
Hume에 의해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Hume은 귀납논증의 결론이 우리들이
행한 관찰들에 의해 지지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거짓이 될 개연성을 항상 가지
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였고 그러한 관찰 결과에 근거해서 하
나의 특정한 이론적 일반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Ladyman, 2002:86). 따라서 이런 그의 논리에 의하면 기대
한 결과가 아무리 해당 정책이 구성한 이론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타당
하고 참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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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 대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그 이론이 타당하다고 입증하게 되면 연구를
통해 오히려 왜곡된 이론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 정책사례연구는 기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결과를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기대한 결과만을 연구하는 경우 사장(死藏)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론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와 그 가치
그렇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unanticipated consequences)는 어떤 이론적
가치를 가질까? 그것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가설과 이론
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Popper의 반증주의를 적용한 최병선
(2006)의 연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기도 하다. 즉 Popper의 반증주
의에 의하면 기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기존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낱개의 진술이 쌓이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아무리 많이 쌓일지라도 그것으
로부터 어떤 가설이나 이론 등 보편진술(universal statement)을 논리적으로 도출
해 낼 수 없는 것이다(Popper, 1994, Magee, 1985). 따라서 Popper의 입장에서 보
면 이런 기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는
검증(verification)이 아니라 반증가능성(falisifiability)이 있는 것이야 말로 과학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과학이론은 끊임없는 반증과 시행착오
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지식으로 진보해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
한 결과 만에 주목한 연구는 반증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
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예기치 못한 결과에 연구는 Popper의 반증(falisification)
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론과 가설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와 가능성
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는 장점을 갖게 된다. 예기치 못한 결과에 주목하는 정책
사례연구는 기존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돕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문제의 발견은 과학(학문)발전의 단초이며 시발점이기도 하다. 대
표적인 사례연구로 꼽히는 Dahl의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Allison(1971)의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Pressman & Wildavsky (1973)의 Implementation은 모두 기존이론으로는 설
명되지 않거나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기도 하
이다(최병선, 2006).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가진 가치는 기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
이 가진 한계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대한 결과
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기존 이론의 확증에 머물 뿐만 아니라, 만약 기존이론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잘못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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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기존 이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과 가설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이론의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기존이론을 더욱
더욱 완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병선(2007)은 정책을 과학적 지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을 가설로 보아 이
것이 항상 틀릴 가능성, 즉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기대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Popper가 말하는 “닫힌 고리(closed
circle)"에 해당하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열린 고리(open circle)"에
해당하는 것이다. 닫힌 고리는 이론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그 정책이 기대한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원래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논리를 말하는 것이고, 열
린 고리는 기존 이론으로는 안 되는 정책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거나 기존 이론을 수정하는 것이다.

Ⅲ. 예기치 못한 결과, 합리성, 바람직함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론적 가치를 지니는 예기치 못한 결과
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어떤 시각과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기치 못
한 결과가 과연 비합리적인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이들은 분명 다른 개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사례연구에서 극심한 오해
와 혼동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혼동의 결과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에서도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개념
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논의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1. 예기치 못한 결과, 합리성, 바람직함의 관계에 대한 오해
1) 예기치 못한 결과와 합리성에 대한 오해
우리는 흔히 정책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야기하였을 때,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
를 취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신규기술개발지연 현상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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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성행하는 이유는 합리성에 대한 오
해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합리성을 목적-수단의 연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
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타나게 되면, 합리적인 것이고, 그
렇지 않으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성의 개념
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Simon이 제시한 합리성에 대한 개념 및 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합리성에 대한 접근의 핵심은 기존의 전통적 행정학이론이 취하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비판했다는 점이다. 즉 이전의 과학적 접근법
(scientific management) 및 원리주의적 접근방법에서 소개하는 가정들이 합리성
을 오해한 나머지 행정의 실제 및 행정인의 유인구조와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imon, 1978). 이런 이유로 그는 “제한적 합리성
(limited rationality)”을 제시하면서 실제 행정과 의사결정의 모습은 인간과 조직
의 인지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고려한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Simon은 이런 그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실질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있다
(Simon, 1978). 먼저 실질적 합리성은 주어진 조건과 제약요건의 한계 속에서 주
어진 목표의 성취에 적합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3) 이런 실질적 합리
성은 환경적인 제약 하에 주어진 목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는 것을 의미하
므로, 합리적인 해답은 오직 한 개뿐이라는 근본적인 가정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합리성에는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한데 첫째, 행위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전지전능할 정도로 합리적
인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 절차적 합리성은 문제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의 결과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실질적 합리성이 합리적인 인간이 명확
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당연히 합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
다는 결과의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근거
3) 최종원(1995)은 합리성에 대한 복잡한 측면을 정리하기 위해,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과
대안적 의미의 합리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
에 속하는 것으로 규범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설명적 합리성을 들고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이라고 한다. 한편, 대안적 의미
의 합리성에 속하는 것으로는 절차적 합리성과 진화론적 합리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그의 논의에 의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합리 접근이란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문제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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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일까? Simon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실질적 합리성에 기대 정책을
보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결과는 애초에 해당 정책 프로그
램이 의도했던 성과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 합리성에 기반 해서 특정 정
책 프로그램의 합리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즉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정책결정상황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서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를 완전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두 알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사회적 이익관계에 기반 한 비용과 편익을 완벽하게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인간은 Simon의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을 굳이 인용하지 않
더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인간은 인지적 한계
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며 모든 대안을 탐색해 낼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은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대안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적 합리성에만 치우친 결론으로 정책상황에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
런 결론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에서 출발한 비합리성을 내포한 역설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예기치 못한 결과와 바람직함에 대한 오해
예기치 못한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경향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책이 기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
지 못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 정책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정책에
대한 정의는 바람직한(desirable)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권위 있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책을 통해 기
대한 결과를 도출하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결론지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
예기치 못한 결과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결과는 실증적인 접근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규범적인 접근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설계를 통해 의도한 결과를 잣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정책효과의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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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 정도나 그 내용을 분석하려는 시도인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정책
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어느 특정집단의 시각에서 파악한 것으로 정
책결과가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주목하고 있는 시도인 것이다. 이런 두
접근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Merton, 1936:895).
더구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항상 바람직한 효과로 남는 것도 아니
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행위자에 따라 다르고,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
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한 결과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것
이다. 물론 이런 이것이 국외자(outsider)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
만 말이다.

2. 예기치 못한 결과, 합리성, 바람직함에 대한 타당한 이해
결국 이런 위의 논리로 파악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라는 것은 정책을 둘러
싼 인간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인 것이며, 그것이 바람직함
(desirableness)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흔히 정책사례연구에서
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함으로 인해서 분석의 정밀성을 사장(死藏)시킬 뿐만 아니
라, 논리적 비약을 하게 되며, 예기치 못한 결과를 새로운 개입장치를 고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택정책이다. 임대료 통제라는 수단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임대료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거의 모든 정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정
책이지만, 이 정책은 실시되기만 소수의 혜택을 보는 세입자를 제외하고는 주택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주택건설에 대한 수익을 떨어뜨려 민간부문을
통한 주택공급이 감소시키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Friedman, 1983).
그러나 주택정책에서의 더 큰 아이러니는 정부가 이런 주택공급의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에 있다. 물론 공공주택공급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
모 평형에 치중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중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택정책에서 이런 악순환이 생긴 이유는 바로 예기
치 못한 결과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즉 임대료를 억
제할 경우 초래된 주택공급의 감소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여, 이를 새로운 정부개입의 근거로 삼은 결과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가 정책과정의 동태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합리
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를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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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규제를 취하는 경우, 유발되는 신규기술개발지연 현상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Sunstein, 1997).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을 민간에 요구하면 횡단면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
태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세상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최선의 기술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위치를 다른 기술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그 결과 민간의
위험방지수준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제해 버리면, 이것은 기존에 최선의
기술이라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나 이 기술을 설치한 업체에게
강력한 진입장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공인
된 최선의 기술보다 나은 새로운 기술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
는 유인이 생길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민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전보다 더 나
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판매할 시장이 법적으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논리적 귀결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기술을 민간
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제가 신규기술개발의 지연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
를 유발시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유인구조를 고려한다면 너무나
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Ⅵ.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접근방법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계기
가 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현상과 구분될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
은 현상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
한 분석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때, 그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
에에 대해 본 연구에서서는 유인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유인구조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접근방식으로 신제도경제학의 유용성을 제
시한다. 신제도경제학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의 유인구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천(source)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인(cause)까지도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에 대한 본격적
인 논의를 위해 정책분석에 대한 접근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는 정책문제의 원
인을 열거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진 한계를 먼저 지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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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거식 접근의 개념과 그 한계
열거식 접근이란 문제의 원인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하나
들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열거식 접근은 현실의 정책문제에 대한 접근
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의 중요성에 주목한 Merton
역시 그 원인으로 무지(ignorance), 실수(error), 단기적 이익추구(immediate interest),
근본적인 가치(basic value), 자기패퇴적 예언(self-defeating prophecy)의 다섯 가지
를 들기도 했다(Merton, 1936). 즉, 그에 의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유는 첫째, 정책결정자나 집행 관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둘째,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이 불완전하여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셋째, 단기적
이익의 추구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예측가능 한 대안들이 무시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넷째, 근본적인 가치의 맹목적 추구로 경제성이나 효율성과 같
은 다른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예측가능 한 결과를 간과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자기패퇴적 예언, 즉 문제의 극복에만 매달린 나머지 그런 극복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정책 문제에 대한 열거식 접근은 이런 Merton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현실의
정책진단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접근을 통해 해당 문
제의 원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4)

즉, 정책문제의 원인을 열거적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정책 문제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
고 명확한 정책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문제에 대한 열거적인 접근은 잘 알려진 한계가 있는데 그
것은 바로 정책문제의 원인에 적절히 다가설 수 있는 타당하고 믿을만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Greenberg, Miller, Mohr & Valdeck, 1977). 즉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인을 열거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열된 원인
들이 포괄적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원인들
간에 상호배타성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Greenberg et. al(1977)도 이미 지적
한 것처럼 정책문제에 대한 엄격한 분류를 위해서는 그것이 기준의 포괄성
(comprehensiveness)과 기준간의 상호배타성(mutual exclusiveness)을 갖추어야 하
지만 기존 시도 중 어떤 것도 이를 충족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중 포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Merton의 열거적 접근을 다시 해석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물론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인의 나열만으로도 예
4) 흔히 활용되는 정책문제에 대한 열거식 접근의 예는 재정지출결정요인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행정적,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는 것(이달곤, 2004), 다수의 행정문제에 대
해 조직, 인사, 재무의 측면에서 다루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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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Merton의 진단과 같이, 예를들어, 만약 정책결정자나 집행 관료의 무지가 예기
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도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할지도 모른다. 그러
나 교육은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충분
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의도한 결과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기적 이익추구 역시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다. 이
것 역시,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수도 없이 많
은 대답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유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원인을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전문성, 정책환경의
급변, 예산의 제약 등이 그것이다. 물론 그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 백개
나 되는 추가적인 원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열거식
접근은 여전히 단순히 원인 그 자체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유발된 진정한 원천에 대한 설명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게 된다.
상호배타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열거적 접근에 의해 정책문제의 원인으로 제
시된 요인들이 상호배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제시된 요인들은 원인으로서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통계분석에서 제기되는 다중공선성
(multicolinearity)의 문제는 바로 이런 상호배타성을 갖는 문제의 나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단적인 예가 된다.5) 다중공선성이란 어떤 종속변수의 원
인으로 설명된 독립변수들 간에 독립성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인으로 제시된 요인들도 서로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들 원인들로 인한 설명의 신뢰도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 유인구조에 주목하는 접근의 유용성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접근
해야 할까? 본 연구에서는 유인구조에 주목하는 접근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유인은 특정한 정책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가 여러 대안들 중 특정한 대안을 채택
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제공하는 요인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
5) 회귀분석에서 결과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들이 높은 선형종속관계(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제곱추정량의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한다. 물론 이때도 y=a+bx+...ei에서 b의 계산은 가능하지만 b값 자체는 매우 불안정하
며 신뢰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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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이해관계자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 이해
관계자들은 이런 정책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관계자의 유인구조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유
발된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이 명백해진다.
한편, 예기치 못한 결과의 분석을 위해 유인구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
실에서 정책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방식을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즉, 현실의
정책에서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정정책을 고려하는 순간에도 문제는 지
속적으로 다시 정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
책이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유인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
든 크든 간에 필연적으로 예기치 않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
어,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부동산 경기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유인구조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들어 실시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바로 이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의 유인구조의 동태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재개발 억제정책이 주택공급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주택보유심리를 더욱 부채질하여, 주택거래를 줄이게 된 결과 부동산 가격이 더
욱 폭등하게 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6)

6) Vogel(1996)이 분석한 다음의 사례 역시 이와같은 유인구조에 입각한 분석의 유용성을
더욱 명확해 보면 왜 예기치 못한 결과의 분석에 유인구조에 주목해야 하는지가 명백
해 진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안전규제들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무수 많
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인구조에 주목하여 분석함으
로써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가 분석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1977년 3월 9일, FDA는 미국에서 사카린이 모든 식료품이나 화장품이 사용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중지시켰다. 정부의 결정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분도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규정에 의한 것으로, 1977년에 캐나다에서의 연구결과 사카린
의 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카린에 대한 금지는 즉각적
으로 식품제조업자들의 반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사카린
을 대체할 값싼 대체감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들조차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였는데, 이들이 든 이유는 당뇨병환자들은 이 규제로 인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설탕을 먹지 않고서는 달콤한 식품을 절대로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들었다. 물
론, 사업자 단체도 반발하였는데, 이들은 사카린에 대한 금지로 인해서 소프트드링크
회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이들 시장자체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전체 소프트드링크 판매에서 무려 11%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위의 분석을 보면,
사카린의 사용금지라는 조치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포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치에 반대한 사람들은 식품제조업자, 의사, 사업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자신의 유인에 의해 사카린 금지 조치에 반응함으로써,
이런 조치가 최초로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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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인구조에 주목하는 접근의 예: 신제도경제학
1) 신제도경제학의 소개
신제도경제학은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제도에 주목한다.7) 그리고 이들 제도가
인간의 행위를 제약한 결과, 나타나는 독특한 결과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관
심을 갖는다. 따라서 신제도경제학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열거식 접근만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는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행위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예기치 못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도 적실성 있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신제도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중요한 분
석도구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재산권과 거래비용이다.
먼저 재산권에서는 개인은 주어진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
향으로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되므로,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의 재산권 구조와 같
은 제도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
적 선호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은 법과 제도, 국가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
게 되므로 고전적 경제이론에서 설명하는 이윤최적화, 파레토 최적화의 논리는
상당부분 약화되어지게 된다(Furubotn & Pejovich:1972). Alchian & Demsetz에 의
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재산권의 구조인 공유재산(common property)과 사적
재산(private property)중에서 사적재산권구조를 취하는 것이 명확하게 효율적이
라고 한다(Alchian & Demsetz: 1973). 그것은 공유재산구조 아래에서는 개개인이

7) North에 의하면 제도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이라고 한다(North,1990:3). 이 말의
의미는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해 주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일련의 규
칙이라는 것이다. 이런 제도의 기능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 줌으
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고, 안정성을 만들어주며, 특히 교환의 구조를 제공해 주
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는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가 있는데 공식적 제도는
헌법, 법률, 재산권 등과 같은 입법기관이나 정부에 의해 외적으로 형성된 것인 반면,
비공식적 제도는 관습, 행위규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생활에서 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온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제도가 항
상 조화로운 것은 아니며, 흔히 갈등과 긴장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 및 경
제적인 변화방식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게 된다고 한다(North,1990:45). 또한 Hayek는
두 제도(질서)를 단순히 혼합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는데, 이는 조직의 질서에 근거
한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은 자연발생적인 질서를 교란시켜서 자연발생적 질서 속에
형성된 조화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최병선, 2000). 이와같은 결론이 발생하는 이
유는 근본적으로 공식적 질서와 비공식적 질서, 즉 조직의 질서와 자연발생적인 질서
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둘 모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상호
작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조직의 질서는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명령과 조직원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보조적인 규칙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자
연발생적 질서는 목적독립적이며,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인 것이다(최병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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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명확한 측정을 할 필요가 없고, 무임승
차의 유인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유재산권의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반드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성과 정보비대칭에 근거한 주인
-대리인 문제에 기인한다. 즉, 외부성은 특정인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으
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활동
에 있어서 개개인의 사적재산권이 명확하게 보장될 수 없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한편 주인-대리인 이론은 정보비대칭 상황아래에서 대리인이 주인에 대해
속이려는(shirking)는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주인의 재산권이 확
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결국 모든 이유로 인해 재산권 이론에서
는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게 하는 재산권을 비롯한 사회적 제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게 된다(Furubotn & Pejovich:1972).
한편 전통적 경제학이론에서는 시장에서의 거래는 그 자체로서 완전히 청산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환과정에서는 어떠한 비용요인도 고려치 않고 있다. 그러
나 North에 의하면 교환의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제도에 의존한다
고 한다(North,1990:25). 그에 의하면 거래비용은 측정비용(measurement cost)과
집행비용(enforcement cos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측정비용은 교환되는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집행비용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
권이나 계약관계를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거래비용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거래비용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제도는 기술과 함께 거래비용과 전환비용을 결정하는 교환의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거래
비용은 역사를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여러 경제
와 제도,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거래의 양태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North,1990:27). 한편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재산권이나 개인 간의 계약을 규율하는 규칙들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순수한 거래와는 왜곡되는 교환과 거래가 이루
어지도록 만드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결
정이 시장에서의 결정보다 비효율적임으로 말하는 것이다.

2) 예기치 못한 결과의 분석 수단으로서의 신제도경제학
그렇다면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으로서의 제도를 강조하는 신제도경제학
적 접근이 왜 열거식 접근에 비해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보다 강력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제도경제학적 접근이 갖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중요한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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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간에 대한 가정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y)으로 대
표되는 기존이론들이 주로 자원의 희소성(resource scarcity) 아래에서 부(wealth)
와 효용을 극대화하는 완전한 합리성(rationality)을 가진 인간의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신제도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위 동기의 다양성,
제도에 기반 한 환경의 이해와 판독을 강조한다(North, 1990). 따라서 이런 신제
도경제학적 접근을 취하게 되면, 정책 프로그램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유발된
원인으로서의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관료와 정책대상집단을
비롯한 해당 정책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집단의 유인구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
근이 가능해 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Peltzman(1975)의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에서
1966년에 입법되어 1968년에 발효된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에 의한 자동차 안전규제가 본래의 의도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그
리고 재산손실을 감소시키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안전규제를 통한 안전장
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사고 시 운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는 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운전에 주의를 덜 기
울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고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되었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8)
둘째, 조직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기존의 정책을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과정
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 과정 안에서 최적의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
(selection)하는 측면에 치우쳐 왔다(Buchanan, 1975). 그러나 신제도경제학에 의
하면 조직은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contract)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그 안에서는
정보의 문제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cy problem)
가 항상 문제가 된다(Spiller, 2008). 특히 행정학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관료
제의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사이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이 항
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cy problem)에 의
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제도경제학적 접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약적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 현실에서의
계약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즉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8) Pressman은 이에 대해서 정책과정은 정부제도(government institutions), 행위자(actors),
해당정책영역의 구체적 특징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관련해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ardach, 1979). 한편 Crozier(1964)도 역시 개인과 집단사
이의 권력의 배분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공식화(formalism)에 마비된 조
직연구의 영역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현실의 동태적
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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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계약이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당사자들이 완전히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모든 상황의 발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식으
로 각자가 위험과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 완전히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셋째, 계약이 합의된 내용대로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지만(박세일, 2000:244-245),
현실적으로 이런 완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들의 제한된 합
리성(bounded rationality)으로 인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고, 그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경우도 없다.
한편, 이것은 계약당사자가 불완전 정보(imperfect information)로 인해 불확실
성(uncertainty)에 봉착하게 되어 계약의 체결과 집행에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초래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개별
상황과 계약당사자의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고(measurement cost), 계약 이후 피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정확히 이행하는지 감시하는데 비용(monitoring cost)이 들
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의 집행을 중지시키고, 당
사자가 계약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Klein, 1991:89-90).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계약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계약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주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계약
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계약조건에 향후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것이고, 기회주의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계약과정에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
-agency problem)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항
상 불완전한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예측치 못한
상황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계약조건이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된
다.
따라서, 이런 정책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중시하는
신제도경제학적 입장에서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사실은 정보비
대칭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놓여 있는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간의 상호
작용에 기인한 것임이 보다 명확하게 포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문제를 둘
러싼 조직과정을 이것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계약
(contract)'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택(choice)”의 측면 보다 유용하기 때문
이다(Buchanan, 1975). 선택의 측면에서 현상을 보면, 개개인들의 효용 최대화
(utility maximization)나 비용 극소화(cost minimization)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게
되지만, 이런 접근방식은 개인의 선택과 그 결과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그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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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도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계약
(contract)”의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접근하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에 주목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유인
구조를 가진 개개인의 복잡한 교환의 구조를 정치(politics)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막론하고 특정한 선택이 발생한 원인
을 훨씬 심도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Williamson, 2002:438).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에 있어서의 시각차이이다. 신제도경제학에 의하
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개입의 근거로 삼아 추가적 처방
을 통한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특정 정책 프로그램을 둘러싼 기존 질서를
파괴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
제도경제학적 접근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분석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개입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신제도경제
학적 접근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해당 이해당사자의 유
인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 프로그램 자체에 기인함을 알 수 있게 되고, 경우
에 따라서는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를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제도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예기치 못한 결과의 분석을 하게 되면, 정책 프로그램 자
체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천착을 시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 그것이 이해당
사자의 유인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때는 과감히 폐지할 수도 있
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4. 전형적 사례를 통한 설명: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정책 프로그램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정책 프로그램은 국민주택기금으
로 운영되는 주택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핵심내용은 무주택자 서민이 주택을 구
입하거나 전세주택을 마련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시중의 금융기관보다 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9) 그런데 이런 본 정
9) 2009년 3월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
인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1억원 이내(3자녀 이상 1억 5천
만원)에서 연 5.2%(연 소득 2000만원 한도)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근로자･서민 주
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정책의
지원조건은 연 3,0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김현
욱(2005)의 연구결과도 이런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이처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조건이 하향조정된 이유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데 따라, 이 보다 낮은 소
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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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의도와는 달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자의 34.5%, 전세자금 대출자의 35.1%가
국민주택기금이 원래 의도한 대상을 벗어나는 소득 계층상에서 7분위(연봉
3,533만원) 및 8분위(연봉, 4,136만원)에 해당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되었
다(김현욱 외, 2005).
그렇다면, 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일까? 이미 논의한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열거식 접근을 적용해서 설명해 보자.
첫째, 이 프로그램이 내용이 의도하는 대상집단 모두에 명확하게 알려지지
못해서, 상당수의 가구들이 실제 이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로 하였으나, 이용
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실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정책 프
로그램의 경우, 이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회사나 조직에 속하는 근로자 계층
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고,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지원조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지원조건의 설계, 특히 가구소득 3,000만원 이하라는 지원조건에서 ‘소
득’의 개념에 대한 엄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다. 즉 이 프로그램의 지원조건을 보면, 소득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혜집
단의 직업에 따라 “소득”이라는 지표가 알려주는 정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공공부분이나 제조업, 금융업에 종사하
는 자와 같이 소득파악이 쉬운 계층에 비해, 개인 사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와
같이 본인의 소득신고에 의해 연소득 규모가 파악되는 사업자의 경우 실제 소
득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능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즉, 52여조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데 국토해양부 내에는 기금운용
최종 책임자인 장관과 국장급인 주거복지본부장, 과장급인 주거복지지원팀장이
있고, 실무자는 사무관 2명이 각각 기금운용과 기금제도 부분을 나눠 맡고 있는
데, 이런 단촐한 인력으로는 기금설계와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가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열거식 접근을 통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예기치 못한 결과의 분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위
연쇄적으로 낮춘 데 있다. 한편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전세로 입주하는 주
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연 4.5%로 전세자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는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금리를 0.5%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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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렇게 여러 원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좀 더 망라적인 대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홍보를 확대하고, 설계를 수정하
며, 국토해양부 기금운영부서의 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것이 될 것이다. 그
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위의 세 가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다른 중요할지도 모
르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즉 포괄성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자칫하면 제
시한 원인들 간에 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즉 상호배타성의 문제이다. 특히
상호배타성과 관련해서는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공공부문 종사자, 제조업, 금융
업 종사자 등 조직이나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 가지고 있어서 자영업자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
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수혜대상을 정확히 선정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상반
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인구조에 주목하는 신제도경제학적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먼저 신제도경제학의 입장에 서면,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지원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수혜집단인 일반국민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정책 프로그램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위험기피(risk-aversion)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이들이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 향후 발
생할 모든 사안을 미리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로 52조나 되는 기
금을 운용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자신에게 귀착될 책임을 최대한 회
피하려는 유인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수혜집단인 일반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정책 프로그램은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율과 상환조건, 그리고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인정되기 때
문이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해당사자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이들을 계
약(contract)의 입장에서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비대칭 하에서 수혜집
단인 일반국민 중 일부가 지원주체인 국토해양부와 금융기관을 속여, 자신의 정
보를 왜곡시켜 전달함으로써 수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쉽게 설명이 된다. 더구
나 이렇게 되면 열거식 접근에서는 단순히 이 프로그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수혜자 중 상
당수가 자신의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통해 최종적으
로 수혜집단에 속하게 된 이들이라는 점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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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더구나 이들 수혜집단은 이 과정에서 위탁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이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대출에 대해 수수료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
혜집단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조건에만 부합하면
대출을 승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자격이 안 되는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조건에 부합하게 스스로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의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11)
결국 신제도경제학의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
출지원 프로그램에서 수혜집단이 잘못 선정된 이유가 지원주체인 국토해양부의
제한된 합리성을 활용한 수혜집단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
게 된다. 이렇게 이 정책 프로그램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열
거식 접근에 비해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정책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유인과 이들 간의 계약관계
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열거식 접근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홍보부족, 프로그램
설계 오류, 지원주체의 능력의 한계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 원인들을 완벽하게 교정한다고 할지라도 신제도경
제학에서 진단하는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특성과 관계로 추후에
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신제
도경제학적 접근에서 얼마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이 섬세하게 이루어지
며, 특정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요구에 있어서도 얼마
나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책사례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의 이론적 중요성
을 Popper의 반증주의에 입각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다 타당한 분석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둘러싼 오해, 즉 합리성, 바람직함, 예기치
10) 이런 현상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었던 유사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인 생애최초 주
택구입 자금대출지원 정책 프로그램의 예에서도 드러난다. 즉 우리은행 이경성 과장
은 대출조건이 5000만원 이하였던 동안 3000만원-5000만원의 소득 신청자가 상당수
에 달했다고 소개하면서 생애최초 주택대출지원정책에서 발생된 수혜집단의 차별화
된 기회주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헤럴드 경제, 2006년 2월 23일자).
11) 사실 금융기관들의 이런 행태는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지
원정책을 담당하는 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의 주택기금팀 차장은 “대출자격을 꼼꼼
하게 따져 보고, 자신의 조건을 차근차근 잘 다듬으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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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결과 사이의 혼동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결
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히 원인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 유인구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하나로 수렴된다. 그것은 정책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유인구조 수준에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하며, 그럼으로써 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전방향적(forward-mapping)의 시각이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방향적 시각이란 정책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인식
한 결과, 문제의 발생을 곧 정부 개입의 근거로 보는 처방적 시각을 말한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정책 프로그램에
서 보는 것처럼 정책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유인구조에 주목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가적 개입의 근거가 되지 못함이 명백해진다.
열거식 접근에서 진단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의 확대, 정책 프로그램의
재설계, 국토해양부의 능력의 제고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 프로그
램에서 유발된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
문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의 유인구조에 입각할 때,
과연 해당 프로그램이 비용에 비해 편익이 더 큰 것이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천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 프로그램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합리성과 바람직함을 두고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원인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정책은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고, 정책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유인구조에 주목하는 신제도경제
학적 접근을 통해 널리 인식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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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expected Consequences
as the Object of Policy Analysis
Hyukwoo Lee
Unexpected consequences are situations where an action results in an outcome that
does not match what is intended. Unexpected consequences of public policy have
their own logic and mechanisms. The problem is that, at first blush, unexpected
consequences tend to be regarded as irrational and undesirable, so policy analysts
have been less interested in the real causes of unexpected consequences than they
deserve. Instead, they tend to enumerate superficial causes of such phenomena as
lacks of professionalism, lack of leadership,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among
others. However, we all know that professionalism may be a cause of unexpected
consequences. It cannot be said that professionalism always leads to intended
consequences. Even so, if policy analysts understood the incentive structure of policy
stakeholders which derives from the view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ey could
reach the conclusion that unexpected consequences are not abnormal, irrational, or
undesirable phenomena, but have their own reason for occurring. When they turn
their focus to incentive structure, policy analysts could discover more precisely the
real causes of unexpected consequences.
【Key words: unexpected consequences, falsification, rationality, new institutional
econo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