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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해서 선거이 에 경제정책 등을

조정한다는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이론을 사용하여 한국의 공공부

문 인력이 정치 요인(선거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그리고 한국에서의 연구결과가 정부형태,공공부문 개방성 정

도,사회복지수 ,투명성 정도 등에서 한국과 차이가 존재하는 스

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특히,스웨덴 자

료는 앙정부부처,지방정부부처,기타 공공부문과 공기업 등을 모

두 포 하는 체 공공부문 자료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본 연구

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 앙정부부처)인력

의 경우 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매년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정권 기에

정부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말기에 증가하는 상이 료 항이

아닌 선거라는 정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을 시사한다.

둘째,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

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통령 단임제라는 특수성에 따른 료들

의 행태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를 하여 앙정부 부

처를 정치(합의),경제(생산),복지·교육(통합),규제· 리(집행)기능

별로 분류하여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보았다.분석결과에 따르면 한

국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료들의 산극 화를 반 하는 정치,

경제,규제· 리 부문보다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 복지·교육 부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회귀계수

값:4.7%).

셋째, 한 선거경쟁 사회복지 비 과 선거주기와의 교차항

(interactionterm)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 되는지를 추가 으로 살펴보고 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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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쟁이 높을수록(1 당선자-2 득표자 차이가 을수록)공공

부문 인력은 0.3%씩 증가하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그

러나 사회보장지출 비 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1.3%씩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와 경기주기를 사용하여 공

공부문의 인력은 정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민간부문의 인력

은 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부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분석결과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선거주기에 의해

서만 증가하고 있다.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에 의해서

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차이가 외부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주장에 한 실증분석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섯째,이런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즉,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에서도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한 이런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는 정치인들이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공공부문 인력이 감소하는

부문에서 선거주기에 따라 공공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의 인력은 선거

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다.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

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연구결과가 한국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

반에 존재하는 상이라는 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 ·정책 함의를 가지고 있

다.먼 공공부문 인력이 선거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 ·

실증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다음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간

과하고 있었던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인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

치인과 산극 화를 추구하는 료들의 다른 행태를 구분하여 살

펴보고 있다.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의 정

부조직 개편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반 할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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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행정서비스 운 방식의 변

화에 따른 효율 인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선거주기,경기주기,공공부문 인력,민간부문 인력,정치인

과 료,한국과 스웨덴

학번:2007-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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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과 의의

본 연구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해서 선거이 에 경제정책 등을

조정한다는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이론을 사용하여 한국의 공공부

문의 인력이 정치 요인인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즉,선거에 의해서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지,공공부문의

인력이 정치인과 료들 에서 구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하는지,

선거주기에 따른 인력증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는 다르게 나

타나는지,그리고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단지 한국의 특수성 때문

이 아니라 한국과 정치·제도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이에 해서 본 연

구의 의의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선거주기에 의해서 한국의 공공부문( 앙정부)

인력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공공부문 인력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와 정부역할을 측정하는 요한 변수이다.게다

가 최근에는 정부개 의 주요 심 상이 되어 왔다.따라서 공공부

문의 인력이 정치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향을 받는지 혹

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고려는 매우 부족한 실이다.

특히,직업안정성이 높은 한국의 공공부문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며 공공부문에 진입하려는 인력들도 매년 크게 증

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인력을 요한 시장

정책 개입수단의 하나로 사용해오고 있다.이는 공공부문의 인력이

통령령에 의해서 정부가 직 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한

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통령 등 정치인들이 조정하기가 용이하면

서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가시 인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사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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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

구들에서는 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공공부문 인력을

결정하는 선행연구들도 주로 인구,재정지출,행정수요증가 등에 한

정되어 있고 정치 요인에 한 고려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가 공공부문 인력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실제로 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

문의 체 인력변화를 살펴보면 정권 기에는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말기에는 다시 인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

런 상을 선거주기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둘째,하지만 정권 반의 정부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 말기에

다시 정부 인력이 증가하는 상은 정권말기 통령의 임덕에 따

른 료들의 기회주의 행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통령 단임제라는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수성하에서는 공

공부문 인력증가에 료들의 선호가 강하게 반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이 정권

에는 감소하다가 정권 말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상(문명재,

2009)을 주로 정권말기 료들의 항으로 해석하고 있다(김태유

외,2009;정정길 외,2007).따라서 정치인들과 료들 에서 구

의 선호에 의해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 증가가 발생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앙정부 부처를 정치(합의),경제(생산),

복지·교육(통합),규제· 리(집행)기능으로 분류하 다(정용덕,2002).

그리고 선거주기와 정부부처 기능별 인력증가 상을 구분하여 살

펴보고 있다.이 에서 법과 규제,공공재 생산,정책조정 집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정치,경제,규제· 리 부문에서의 인력증가는

료들의 산극 화 선호를 반 할 것이라고 간주하 다.반면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하는 복지·교육 부문에서의 인력증가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할 것이라고 간주하

다.이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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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지 아니면 료들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공공부문 인력증가가 매년 증가하는 상이 아니라 실제

로 선거에 의해서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 해서 1983년부터 2007

년까지 정치,경제,복지·교육,규제· 리 기능별 부문의 총 인력에

한 시간추세(time-trend)변화도 살펴보고 있다.만약 공공부문 인

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면 이는 선거주기 효과와 상 없이 자발

으로 증가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체 앙정부 인력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교원과 경찰(해양포함)

인력을 분석 상에서 순차 으로 제거하면서 통계결과의 변화도 살

펴보고 있다.이를 통해서 선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체

공공부문에서의 인력증가 효과가 아니라 단지 교원과 경찰 인력의

증가에 의한 효과인지를 추가 으로 검토해보고 있다.

그러나 공공인력 증가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방식만으

로 선거에 따른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한

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인

력 증가에서 실제로 정치인들의 향력 정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보고 해서 선거경쟁 사회복지지출 비 과 선거주기와의 교차

항(interactionterm)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직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아질수록 유권자들의 지

지를 얻기 해 더 기회주의 으로 행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Aidt

etal,2011).따라서 2 득표자와 득표율 차이가 게 당선된 정권

일수록 즉,선거경쟁이 높을수록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해서 임기

기간 내에 공공부문 인력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의 득표결과를 심으로 측정되는 선거경쟁이 치

열할수록 유권자가 선거결과에 미칠 향력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

에 투표율도 높아지게 된다(Downs,1957;윤성호 외,2010). 한,

선거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많은 유권자의 표를 회득하기 해서 정

당들은 그들 정당이념과 상 없이 략 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



- 4 -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주 ,2007).따라서 선거경

쟁의 증가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공공부문 인력을 더욱 증가시키

려는 유인을 제공해 다고 가정하고 있다.

선거경쟁 뿐만 아니라 집권정부의 지지도 정도도 선거가 다가올

수록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가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다(김진하,2010;김태완,2012;안철 ,2005;엄기홍,

2012;최 진,2001;안용흔,2013).이는 집권정부의 지지도와 실제

선거결과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권정부의 지지도보다 선거결과인 선거경쟁 정도를

정치인들이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직 인 유인을

제공하는 실제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선거경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도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한국의 경우 사회복지 부문의

서비스 인력 부족문제와 이들 부문에 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다(김

태일,2009,2012).따라서 정치인들에게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사

회복지 정책에 한 지출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런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로 공공부문의

인력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를 들면,사회복지지출 비

이 1% 증가할수록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가 약 6명 정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게다가 재 천 명당 22.1명인 한국

의 공무원 인력은 앞으로 사회복지지출 비 이 20% 까지 증가할 경

우 천 명당 48-86명 수 까지 증가할 것으로 측되기 때문이다(장

덕희·김태일,2010).

이처럼 선거주기에 따른 앙정부 기능별 인력증가와 선거경쟁

사회복지지출 비 을 통하여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 증가가 득표

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에서 정당이

념(보수 혹은 진보)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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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정당이념별로 실업률에 한 선호가 따르기 때문에 진보정권

과 보수정권에서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 정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본 연구는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

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하여 의사결정 주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외부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일반 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본질 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왜냐

하면 시장은 효율성을 추구하고,질과 가격에 의해서 상품이 선택되

는 반면에 정부는 그 지가 않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시장

은 경쟁 환경에 있지만 정부는 독 환경에 있다는 에서 본질

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Kettl,1993).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주요 상인 시민과 고객의

행태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를 들면,시민과 고객

은 그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민간부문에서의 고객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불

만이 생기게 되면 즉각 으로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이탈방식(exit)을 선택하게 된다.반면에 국가와 같은 사회조직의 시

민들은 이탈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와 같은 항의

(voice)방식을 사용하게 된다(Hirschman,1970).

이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본질 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왜 공공조직이 민간조

직과 본질 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한 실증분석이 거의 존재

하고 있지 않다.그리고 실증분석이 존재하더라도 빈약한 이론에 근

거하고 있다(BozemanandBretschneider,1994).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정치 요소인 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인

력변동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 공공부문의 고용은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라 가계들의 수입

과 지출감소를 완화시켜 주기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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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도 한다(Rodrik,2000).뿐만 아니라 선거주기는 확 재정정책

등을 통하여 간 으로 민간부문 고용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Coelhoetal,2006).이처럼 공공부문의 고용은 정치 요인뿐만 아

니라 경제 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민간부

문의 고용은 경기주기 뿐만이 아니라 정치 요인에 의해서도 향

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이에

한 고려 없이 공공부문의 고용 등은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고용 등은 이윤극 화

를 추구하는 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GregoryandBorlan,1999;DahlandLindblom,1953;Wamsley

andZald,1973;Boyne,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 이외에도 경기주기를 통하여 실

제로 공공부문의 고용은 정치 요소인 선거주기에만 향을 받는

지 그리고 민간부문의 고용은 시장 환경 요소인 경기주기에 의해서

만 향을 받고 있는지에 해서도 추가 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

다.이를 통하여 실제로 선거주기와 경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을 구분하는 요소인지에 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연구결과가 한국의 특

수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용되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정부형태,공공부문 개방성 정도,사회복지수 ,투명성 정도 등에서

한국과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특

히,스웨덴 자료는 앙정부부처,지방정부부처,기타 공공부문과 공

기업 등을 모두 포 하는 체 공공부문 자료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선거가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 공공부문의 인력변화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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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 아니면 료들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선거주기와 경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 각각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연

구결과가 한국과 다른 특성을 가진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하여 한국의 공공부문의 경우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앙정부부처(공공부문)연도별 정원을 패 자료로 구성했다.그리고

한국의 민간부문의 경우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표 산업

분류에 따른 5인 이상 산업체별 총인원수(민간부문)를 연도별 패

자료를 구성했다. 한 스웨덴의 경우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스웨덴 표 산업분류에 따른 세세

분류별 산업체를 기 으로 패 자료를 구성해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스웨덴 공공부문의 자료는 앙정부부문,지방정부부문,

공기업 등을 모두 포 하는 체 공공부문 자료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리고 민간부문의 자료 역시 체 스웨덴 민간부문을 상으

로 하고 있다.따라서 스웨덴 체 노동시장의 인력변화가 선거주기

와 경기주기에 의해서 어떻게 향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법은 패 자료 분석기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model)을 사용하고 있다.고정효과 모형은 일반 으로 국가

간 특성을 통제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구방법

이다. 한 랜덤효과 모형과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고정효과모

형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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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 정치 경기주기가설:내용과 한계

1.정치 경기주기가설의 개념 의의

민주주의란 경쟁 인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해서 그들의 정책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Downs,1957).

즉,정치 경쟁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호소하려고 노력한다(Key,1949).따라서 많은 학자

들도 선거 때문에 발생하는 정치인들의 확장 충동에 해서는 실질

으로 동의해오고 있다(Cameron,1978).1)이처럼 민주주의 선거제

도가 정치인들에게 추가 인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정

치인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법성을 매번 갱신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Vergne,2009).

직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요한 심은 자신들의 임기가 유한

하다는 것 자제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는 반 정당에 의해서 그

들의 치가 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하지만 직 정치

인들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들을 변화

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따라서 직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를 들면,선거에서 승

리하기 해서 그들의 향력을 행사하여 특별한 정책을 실행하도

록 만들지,혹은 객 으로 행동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Drazen,2000).

1)Kramer(1971)와 Tufte(1975)의 미국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유권자들

은 직 정치인들이 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실질 개인소득을 증

가시키는 경우에는 단기 인 선거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리고 직 정치인들은 이런 계를 잘 알고 있다.따라서 자 을 경제에

주입함으로써 개인수익을 올리고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합한 정책들을

선거 시기에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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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재선(re-election)기

회를 높이기 해서 선거 이 에 확 재정정책 등을 사용하려고 노

력하는 선거년도의 경제(election-yeareconomics)를 정치 경기주

기(politicalbusinesscycle)가설이라고 부른다.정치 경기주기(

산)가설은 Nordhaus(1975)와 Lindbeck(1976)등에 의해서 이념

논의를 통하여 체계 인 이론으로 발 되었다(Cameron,1978).

이런 정치 경기주기가설은 두 가지의 이론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하나는 유권자들의 정치 선호는 경제 효용의 극 화에 의

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경제 투표(economicvoting)의 가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 정치인들은 재선(reelection)을 달성하기

해서 노력한다는 가정이다(황 배,1996).따라서 자신의 재선을

해서 정책수단을 조정하려는 정치인들이 노력들이 선거 후에

있어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들과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 자 등을

발생시킨다.이처럼 정치 경기주기가설은 재선을 하려는 정치인들

의 노력들이 선거주기에 따라서 거시경제에서도 일정한 주기를 발

생시키게 된다는 이론이다(BrenderandDrazen,2005).

Nordhaus(1975)등이 이념 으로 발 시킨 정치 경기주기가

설 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기반

을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즉, 통 이론들이 경기변동

발생 원인을 외생 혹은 측치 못한 충격 등에서 찾았던 반면에

정치 경기주기가설은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라는 정치 요

인과 정당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기변동의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은국,2008).

한 정치 경기주기가설 이론은 정치와 시장의 불완 성과 정

보 비 칭성(informationasymmetries)에 근거하여 반복 인 선거에

의한 정치인들의 정책왜곡 상을 이론 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Vergne,2009).2)

2)그러나 노드하우스(Nordhaus, 1975)의 정치 경기순환 주기가설(Political

BusinessCycles:PBC)에 한 비 도 존재하고 있다(Drazen,2001).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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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주기(정치주기)발생원인

그동안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은 선거주기(정

치주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기회주의 행동과 정당이념에 의

해서 발생된다고 제시하고 있다.즉, 직 정치인들이 그들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하여 선거이 에 경제정책 수단을 조정하려는

기회주의 (opportunity)행동들에 의해서 선거주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한 실업과 인 이션에 해서 다른 선호를 가진 보수정당

과 진보정당간의 정당이념(partisan)의 차이에 의해서 선거주기가 발

생하게 된다(Alesinaetal,1997).이에 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기회주의 모델(opportunisticmodels)

기회주의 모델의 표 인 학자로써는 Nordhaus(1975)와

Lindbeck(1976)로 이들은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기회주의 동기를

강조한다.즉, 직 정치인들은 매 선거 때마다 그들이 재선하기에

유리한 기회를 극 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들을 선택하게 된다.따라

서 정치인들은 선거주기에 따라서 확 재정정책 등을 기회주의 으

로 활용하게 된다.3)

통령이 통화 정책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가정은 연방 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Board)의 독립성에 반한다.비록 통화정책의 결정에서 행정부가 강한

향력을 행사 할지는 모르지만 통령이 통화정책은 선거수단으로 쉽게 사용

한다는 것은 실 으로 용이하지가 않다.둘째는 노드하우스(Nordhaus)모델이

투표자들의 비이성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만약 선거

이 의 낮은 인 이션과 높은 경제 활동이 선거 이후의 높은 인 이션과

높은 실업률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안다면,이런 정책을 유도하는

직 정치인들을 지지하기 보다는 재신임하지 않을 것이다.셋째는 인 이션

을 통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필립스 곡선에 한 설명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비록 양도(transfers)나 다른 형태의 재정정책이 선거이 에 경기에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PBC모델에서는 재정정책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3) 기의 이론 배경은 선거에 임박해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조정되는 근시안

(myopic)이고 비이성 (non-rational)유권자를 가정하고 있다.그들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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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회주의 모델에 의하면 정치인은 정권을 지속 으로 유

지하기 해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득표수를 극 화하려고 한다.

이를 하여 선거 직 에 재정확 를 실시하거나 통화량 공 등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추려는 팽창정책을 추구하게 된다.그리고 재

선에 성공한 이후에는 선거 직 의 팽창정책으로 인한 부정 효과

를 극소화하기 해서 긴축정책을 추구하게 된다(Nordhaus,1975).

이처럼 정치인들이 선거이 에 확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팽창정책을 통해서 실업은 선거 이 에 감소하게

되지만 이에 한 부정 인 반응인 인 이션은 선거 이후에나 나

타나게 된다.따라서 확 재정정책을 통한 인 이션은 직 정치

인들에게는 선거 시기에 그들의 재선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Suzuki,1992).

노드하우스(Nordhaus,1975)와 Lindbeck(1976)의 정치 경기주

기에 한 이론은 그 이후 RogoffandSibert(1988),Rogoff(1990),

PerssonandTabellini(1990)등에 의해서 합리 기 를 가진 기회

주의 모형으로 발 되었다(Efthyvoulou,2012).특히,Rogoffand

Sibert(1988)와 Rogoff(1990)는 합리 정치 경기주기가설(rational

politicalbusinesscycle)을 제시하여 통 인 정치 경기주기 가

설의 이론 측면에 해 많은 발 을 가져왔다.4)

경제 상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인 이션과 실업률간의 계를 이해하지 못하

고 있다.따라서 선거이 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들은 직 정치인들에게 투표

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한 경제는 과거 회고 측으로 쉽게 설명

되어지는 필립스 곡선을 가정하고 있다.따라서 모든 직 정치인들은 선거 이

에 총수요(aggregatedemand)를 증가시킨다.그리고 인 이션은 시차를 두

고 발생한다.따라서 인 이션은 선거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Alesina,1989).

4)RogoffandSibert(1988)모델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합리 인 측을 가지고 있

으나 정치인들의 능력(competence: 은 수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

력을 말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직 정치인들은 능력에 한 신호로

선거이 기간에 정부지출을 증가시킨다.여기에서 정치 경기주기는 지출

(spending)을 의미한다. 한 직 정치인들의 능력의 높고 낮음은 정부지출에

한 의지를 의미한다.능력이나 선거후의 재정 자는 선거 이 에는 측되지

않지만 정부지출은 선거 이 에 유권자들에게 정부에 한 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이후에도 Rogoff(1990)는 자신의 모델을 더 발 시켰다. 직 정치인

들은 선거 에 유권자들이 가시 으로 좋아하는 항목으로 략 으로 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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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드하우스(Nordhaus,1975)와 달리 유권자들을 합리

(rational)이라고 가정한다.그리고 유권자들은 정부서비스를 낮은 가

격으로 제공하는 정치인들을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간주한다고 가

정하고 있다. 한,선거주기에서 세 ,정부지출,재정 자,통화성

장 같은 거시경제 정책에 한 설명을 기존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서 제시한 유권자의 단기성향을 정보의 비 칭성으로 체하여 설

명하고 있다(VeigaandVeiga,2007).5)

따라서 기회주의 모델에 따르게 되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정보비 칭성을 이용하여 선거 이 에 그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기 해서 기회주의 으로 행동하게 된다.그리고 이런 기회주

의 행동들은 선거주기에 따라서 거시경제 성과에서도 주기를 발

생시키게 된다(Alesinaetal,1997).

2)정당이념 모델(partisanmodels)

Hibbs(1977)와 Alesina(1988,1989)로 표되는 정당이념 모델은

정당마다 각 정당의 이념에 따라 다른 정책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는 것이다(이은국,1995).즉,정치인들은 기회주의 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당이념 인 정치 선호에 의해서 정부정책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TepeandVanhuysse,2009).이는 정치가

들의 행동에 근거한 근방식으로 Wittman(1977)에 의해 제시되었

고,Calbert(1985)와 Alesina(1988)등에 의해서 발 되었다(Alesina,

구성을 조작한다는 것이다.비록 선거주기에서 이런 결과는 모호하지만 실제로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5) 를 들면,투표자들이 경제 환경이나 정치가들의 능력에 한 완 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투표자들의 정보비 칭성은 선거 이 에 정부

로 하여 정치 경제주기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이은국,

1995).즉,정치인들은 선거 이 에 새로운 공공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

써 유권자들에게 능력 있게 보이게 된다. 한 재정 자가 나타나는 것을 숨기

거나 늦춤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이후에 유권자들이 이런 재정 자를 세 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이 에 유권자들에게 일시 인 번 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Alesina,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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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Hibbs(1977)는 경기확장정책에 해 정책결정자들의 정당 이념

동기를 강조한다. 를 들면,높은 인 이션과 높은 실업률에

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각기 상이한 이념 차이를 가지고 있

다.따라서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진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각기 집

권을 했을 때 인 이션과 실업률에 한 정당의 선호가 정책결정

의 우선순 에 반 되게 된다(BlombergandHess,2003).즉,진보

정당은 인 이션보다는 실업에 더 큰 심을 가지는 반면 보수정

당은 실업보다는 인 이션에 더 큰 심을 가지고 있다. 한 진

보정당은 사회 안 ,보건 공공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반면에 보수정당은 행정과 사회기반 시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Hibbs,1977;Boix,1997).

그 후 Alesina(1987,1988)는 통 인 정당이념 모형을 발 시

킨 합리 기 를 가진 정당이념(rationalpartisanmodel)모형을

제시했다.이들은 Hibbs(1977)의 이론과 동일하게 좌 정당은 인

이션을 찬성하고 우 정당은 반 인 이션을 강조한다는데 동의

하지만 유권자들의 단기성(short-sightedness)을 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권자들은 합리 이고 미래지향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정당간의 차이 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념에 따른 경제정책에 한 차이를 설명하는 정당

이념 모델(partisanmodel)은 정당들의 사회 ·경제 구분이 쉽게

가능한 OECD국가들의 거시경제 변동만을 부분 으로 설명하고 있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즉,서구의 형 인 진보-보수 간의 성향

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당 간 이념성과 경제선호에 한 구분이 어

려운 개발도상국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 이 있다.실제

로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당이념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ShiandSvenss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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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거주기(정치주기)의 효과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가지고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으로

구분하고 있다.기존 선행연구들은 특정단일국가나 국가 간 비교 연

구에서 주로 선거주기의 존재유무에만 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해서 선

거주기가 실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다른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1)선거주기가 공공부문에 미친 향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에 미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확

재정정책,정부지출 구성의 변화,확 통화정책,세 ,그리고 공무원

보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선거주기가 확 재정정책에 미친 향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에 미친 향은 주로 확 재정정책을 상

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가 부분이다.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들은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서로 상반되고 있다.이처럼 정치

경기( 산)주기 가설의 존재여부에 한 논의는 노드하우스

(Nordhaus,1975)가 처음으로 이론 근거를 제시한 이후로 지 까

지 지속 으로 논쟁의 상이 되어왔다.선거주기가 확 재정정책에

미친 향을 구분해서 각각의 쟁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선거주기는 확 재정정책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즉,선거시기가 다가올수록 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재선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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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기 해서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fthyoulou,2012).이는 단일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구에서도

역시 발견되고 있다.이처럼 직 정치인들이 선거 이 에 확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재선에 유리한 치를 차지하

기 해서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확 재정지출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인들의

인기를 높이기 한 효율 인 수단이기 때문이다(Schuknecht,

2000).실제로도 공공지출의 확 는 직 정치인들의 재선동기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senberg,1992). 한 재선에 성

공한 정치인들은 그 지 않은 정치인들보다 선거 이 에 정부지출

을 더 확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ettersson-Lidbom,2003).

한 국내의 경우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부분의 연구들

이 확 재정정책 등에 한정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다.6)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1990년 를 심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1980년

민주화 이후 통령 단임제 등의 정치 구조 변화 가능성을 간

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반면에 선거주기가 확 재정정책 등에 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반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비록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재선

을 해서 정부지출 등을 이용하지만 이런 선거주기(electoralcycle)

효과가 이를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무 과장되었다는

비 이다(BlaisandNadeau,1992).

를 들면,확 재정정책 신에 긴축정책을 사용한 정부의 지

지도가 오히려 하락하지도 않고 선거에서 득표율에도 향을 주지

6) 를 들면,비록 통계분석이 아닌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미시경제 측면에서

의 건설공사 수주액,건축허가건수,정부의 수산업 출자 등은 정치 경기순

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이동윤,1996).그리고 1963년-1997년까지 한국의 선

거( 통령과 국회의원) 1분기에 재정을 확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안

용흔,2006).그리고 1970년-2008년까지 통령 선거(직 선거만)와 국회의원 선

거를 상으로 선거년도의 재정변수의 일시 변화를 측정한 결과 총수입이 선

거 이듬해 주기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정치 산순환 가설이 설

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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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집권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하여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해도 오히려 선거결과에 아무런 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Alesinaetal,1998).게다가 정치

경기( 산)주기 이론은 유권자들의 재정선호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

는다는 주장도 있다.7)즉,선거가 다가올수록 좋은 경제 상태는

직 정치인들인 재선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믿는 일반 인 인식과 증

거들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 의 경제활동의 증가가 실제로 정치인

들이 재선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에 한 실증분석들은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비록 유권자들이 경제에 심이 많지만 이것이 총수요 경제활동

에서 계량 으로 증명할만한 주기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그리고

경기호황이 직 정치인들의 재선에 도움을 다는 실증 인 증거

도 역시 거의 없다(BrenderandDrazen,2005).게다가 선진국이나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선거이 이나 임기동안의 재정 자

는 오히려 직 정치인들의 재선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BrenderandDrazen,2008).

한,국내에서도 자료 분석 기간 등의 한계 등이 존재하고 있

어서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이은국,1999)

해외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정치 경기주기 가설이 존재하고 있

지 않은 연구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8)

7) 를 들면,선거 시기에 정부재정 구성에 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재

선에 나쁜 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재정보수주의자들(fiscal

conservative)로 높은 정부지출이나 재정 자를 가진 정치인들을 재신임 하지

않는다.이는 미국(Peltzman,1992),라틴아메리카(Kraemer,1997),이스라엘

(Brender,2003),콜롬비아(DrazenandEslava,2005)등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결론 으로 확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자는 정치인들의 재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다른 정부체계

나 선거체계를 가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Brender and

Drazen,2008).

8)이은국(1999)은 1987년 12월-1997년 12월까지 월별 자료를 가지고 14 15

통령 선거를 상으로 정치 경기주기가설(실업률)을 검정한 결과 정치 경

기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그러나 이는 자료 부족과 자료

유형(월별,분기별,연도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특히,15 선

에서 IMF외환 기에 따른 경제 기라는 특수성은 집권당의 경제부양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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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주기가 정부지출 구성변화에 미친 향

선거주기는 확 재정정책 이외에도 정부지출 구성의 변화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소 구유통 지출(porkbarrel

spending)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회주의 지출은 유권자들이 찰하

기가 용이한 도로,학교,상수로 등의 기간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공공지출 구성변화를 통하여 반 인

재정지출의 증가 없이도 선거에서 유리한 치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Vergne,2009).9)

를 원천 쇄 해버렸다. 한 김종표·박경산(1992)은 1980년 제12·13 국회의

원 선거와 1987년 통령 선거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발주 건설공사와

같은 특정부분에 국한하여 정치 경기순환이 존재하며 반 으로 정치 경

기순환의 존재를 뒷받침해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그러나 선거 후로 6개

월만 제한 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따른다.그리고 권선주

(2001)는 1962년-2000년까지 산 재정정책을 상으로 선거주기( 통령 선

거 는 국회의원선거)가 존재하는지를 단순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는 정치 경기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기백(2002)도

1972년-2000년까지 연간정부 산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

은 재정지출의 정치 경기변동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병근

외(2003)는 1971년-2000년까지 선거( 통령,국회,지방선거)가 정부지출( 앙정

부 총지출,지방정부 총지출, 앙 지방정부 총지출)에 미친 향을 분석한

결과 통령 선거는 정부 지출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정부 선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

9) 를 들면,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지출과 참 용사들에 한 연 지출이 선거년

도에 형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ufte,1978).그리고 캐나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유권자들에게 정부성과의 가시성이 높은 교육,교통과 통신,

그리고 여가와 문화(학교,도로,하키링크)등과 같은 항목의 정부지출은 선거년

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neeboneandMckenzie,2001).뿐만 아니라

선거 이 에 많은 사회서비스와 도로 건설 지출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BlaisandNadeau,1992).이런 선거에 따른 정부지출의 구성변화는

인도(Khemani,2004),멕시코(Gonzalez,2002),콜롬비아(Eslava,2005),그리고

포르투갈(Veigaetal,2007)등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선거주기가 정

부지출 구성 변화에 미치는 향은 단일 국가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에서도

정 으로 나타나고 있다.PerssonandTabellini(2003)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

가에서 선거이 에 복지비의 지출의 확 는 선거시기와 비례하고 있다.선진국

뿐만 아니라 42개의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선거년도에 이나 보조 같은 가

시 인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Vergne,2009).그러나 한국의

경우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김충환·원동철(2001)에 따

르면 선거로 인해 정책 으로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출을 상으로 하

여 최소자승법 AR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선거로 인한 특정지출의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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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거이 에 정부지출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 정치인들은 선거 이 의 지출을 통하여 그들이 더 많은 공공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호를 유권자들에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정

치인들의 능력과 정부지출에 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선거 이 에 찰되는 부분 인 정부지출을 통하여 직 정치인

들의 능력에 해서 추론하게 된다.따라서 재선을 해 노력하는

직 정치인들에게는 선거년도에 유권자들이 찰 가능한 항목들의

산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게 된다(Rogoff,1990;

RogoffandSibert,1988).

특히,RogoffandSibert(1988)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국방,외교,

소득재분배,입법제도 등의 효율성에 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그러나 소방,교육,공공안 등의 공공서비스에 한 효율성

평가는 용이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년도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한 산을 집 으로 증가시켜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된다(Veiga and

Veiga,2007).

(3)선거주기가 확 통화정책 기타정책에 미친 향

선거주기는 확 재정정책과 정부지출 구성뿐만 아니라 확 통화

정책과 세 측면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확 통화정책에서 정치

주기가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고 있다(Grier,1989;

Beck,1987).10)그리고 한국의 경우에서도 선거주기가 확 통화정책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 ·노

성을 찾지 못했다.오히려 선거연도에 사회보장비 등의 항목이 감소하고 선거기

간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

10)1961-1982년까지 미국의 통령 선거는 이자율, 자,그리고 GNP등 통화량

증가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ier,1989). 한

Beck(1987)도 같은 기간에 미국의 통화 공 에서의 정치 주기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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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1988).11)그러나 이런 소수의 연구이후 미국의 통화정책에서의

정치 주기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거 이 의 통화정책에 한 기회주의

인 선거주기는 발견하지 못했다(Alesinaetal,1997).왜냐하면 통

화정책을 통한 경제조정은 이론 으로나 실증 으로 발견되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Drazen,2000).

선거주기는 세 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

다른 연도에 비해서 선거가 있는 년도에 세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ettersson-Lidbom,2003).12)그러나 실제 으로 선

거 이 에 세 율의 변화시킨다는 것은 실 가능성이 부족하다.왜

냐하면 세 개 안이 의회를 통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한 정책효과도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이다(Eslava,2011).게다가

낮은 세 기 은 가진 개도국에서의 세 감소는 정부지지를 유의

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uknecht,

2000).

이외에도 선거주기는 공공부문의 월 등에도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연방정부 료들의 과 군인들의 월

이 선거가 없는 년도에 비해서 선거년도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Borjas,1984;Mintz,1988).이는 한국에서도 선거가 공

공부문의 공무원 보수증감률과 공무원 부패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상헌,2000a;김상헌,2000b).13)

11)1965년-1985년까지 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분기별 자료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정 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연도별 자료인 명목가처분소득과 세출은 부정 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

었다.따라서 한국에서는 재정운용보다 통화정책에 의해서 정치 주기 상이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12) 를 들면,캐나다 지방정부의 경우 선거 년도에 모든 정당들이 세 증가를

일시 으로 지했다(KneeboneandMckenzie,2001).뿐만 아니라 1960-1994년

인도의 14개 주요 주 정부들의 경우도 선거년도에 제조나 생산에서의 물품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hemani,2004).그리고 한국에서도 1963-1992년까지

앙정부의 연도별 조세수입을 가지고 실증분석 결과 한국은 약 2.31년의 정치

조세주기를 보이며 선거 1.04년 에 극 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록,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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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주기가 민간부문에 미친 향

선거주기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선거주기는 주로 체 실업률과 GDP

성장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되고 있다.하지만 이에 한 실증분석

결과는 서로 상충되고 있다.Nordhaus(1975)에 따르면 독일,뉴질랜

드,미국 그리고 랑스와 스웨덴에서 선거 시기에 실업률이 낮아지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948-1976년까지 미국의 실

업률 변화를 살펴본 Tufte(1978)에 따르면 선거이 에 실업률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Grier(2008)의 연구에서도

1961-2004년까지 미국 통령 선거가 분기별 실질 GDP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회주의 정치 경기주기가 선거이 의 GNP나 실업

률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미국이나 OECD 국가들에서 일

반 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다(Drazen,2000). 를 들면,1948년 1

분기-1995년 2분기까지 미국의 통령 선거가 통화정책을 통한 거

시경제 조정에 한 정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aust

andIron,1999).뿐만 아니라 Alesina등(1997)에 따르면 2차 세계

이후의 1947-1994년까지 미국에서는 선거년도에 경제성장이나

실업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14)그리고 18개의 OECD국가들을

13)김상헌(2000a)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증감률 역시 선거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66년-1997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1985년 이 에는 공무원

보수증감률에 GNP상승률, 앙정부 재정수입상승률이 향을 미치지만 1986년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증감률에 통령 선거유무와 민간부문의 보수상승률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그 이 해의 공무원 보

수 상승률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약 3%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김상헌(2000b)에 따르면 1973-1997년까지 연도별 공무원 징계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 징계건수에서 선거(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주기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선거에서 멀어질수록 공무원부패에 한 발 노력이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선거년도에 경제성장이나 실업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동시에 선거이 의

재정 자(budgetdeficit% ofGDP,personaltransfers% ofGNP)의 감소나 팽

창통화정책(rateofgrowthofmoney,interestrates)그리고 선거이후에 인

이션율이 상승하는 등의 결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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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선거가 GNP 성장,실업률,인 이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본 결과 일본은 제외하고는 실업이나 경제성장에 정치 주

기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AlesianandRoubini,1992).15)

4.선행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의의

1)선행연구의 한계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연구

들이 선거 이 의 좋은 경제 상태는 직 정치인들이 재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16) 한 이를 통하여

직 정치인들이 선거 이 에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상태 등을

좋게 만들기 하여 어떻게 거시경제정책 등을 조작하는지에 한

다양한 시사 을 제시해주고 있다.하지만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

가설에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 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정치 산주기 가설은 유권자들이 오직 경제문제를 다

루는 정치인들의 능력에 근거하여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가정하

고 있다.따라서 직 정치인들은 특정한 재정정책 등을 통하여 그

들이 유능하다는 신호를 유권자들에게 보냄으로써 재선을 보장받는

다는 가정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Efthyvoulou,

2012).왜냐하면 좋은 재정성과 등이 직 정치인들의 재선기회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되는지에 한 명확한 증거 역시 존재하고 있지

않다(BrenderandDrazen,2008).게다가 경제문제가 언제나 공공정

책 의제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요한 문제로 고려하는 것이 아닐

15)선거 이후에 인 이션은 선거 이후에 즉각 으로 증가하고 있었다.이는 선

거이 의 확장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이에 한 표 인 연구로는 Nordhaus(1975),Tufte(1978),Hibbs(1978),

BrenderandDrazen(2005,2008),ShiandSvensson(2003,2006),Eslava(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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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즉,유권자들은 정부성과를 테러와 범죄 응,사회정치

문제와 외교문제 리 등 비경제 인 문제에 의존해서 평가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Efthyvoulou,2012).

특히,유권자들이 이성 이고 정치인들의 기회주의 행태에

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정치인들의 확 재정정책

들에 해서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왜냐하면 확 재정정책

은 결국은 재정 자나 인 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따라서 선거 이 의 재정정책의 조작은 정치인들이 재선 성공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선 실패에 기여하게 될지도 모른다

(BrenderandDrazen,2005).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잘 알고 있는

직 정치인들은 무의미하게 확장재정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

을 수도 있다(Eslava,2011).17)

한 그동안의 정치 경기주기에 한 연구들은 직 정치인들

의 재선의지와 그에 따른 경제 결과의 조작에만 심을 두고 있

지 실제로 직 정치인들이 이런 거시경제들을 조작할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지에 한 심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황 배,1996).왜냐하면 정치 의도와 능력에 한 불일치로

인하여 정치 경기변동에 한 경험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

들은 주로 확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들이 정치인들의 재선에 유리한

향을 미친다는 제조건하에 주로 선거와 경제정책 등의 상

계 입증에 을 두고 연구해오고 있다.18)

17)PerssonandTabellini(2000)등은 도덕 해이 모형(moralhazardmodel)을 통

하여 직 정치인들은 선거기간 동안에 확장정책 보다는 고용 증가 등의 성과

증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합리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를 들면,합리 인

유권자들은 선거이 에 인 이션을 발생시키려는 직 정치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기 인 이션 역시 높아지

게 된다.이런 경우에는 정치인들은 확 재정 정책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

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Persson and Tabellini,2000;Shiand Svensson,

2002).

18) 를 들면,선거와 정부 총지출(BlaisandNadeau,1992;Pettersson-Lidbom,

2003; Andrikopoulos et al,2004) 그리고 선거와 세 율(Kneebo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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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선

거주기가 고용(실업)에 미친 향에 해서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19)그러나 선거주기가 고용에 미친 향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왜냐하면 고용(실업)이 확 재정정책 등보다 직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Ursprung,1984;Kirchgassner,1986;Lewis-Beck and Paldam,

2000).그리고 직 정치인들은 고용 증가를 통하여 부분 으로 본

인 자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ClarkandMilcent,2011). 를

들면, 실업률 증가는 직 정치인들의 지지를 감소시키지만

(Bertrandetal,2007),20)고용증가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재선기회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larkandMilcent,2011).

특히,공공부문 고용의 경우 정치인들이 조정이 용이 할뿐만 아

니라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한 공공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가시 인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인력

에 미친 향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셋째,정치 경기( 산)주기 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은 그 분석

기법과 분석 상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Efthyvoulou,2010).올바른 분석기법에 한 고려 부족으로 인

하여 변수들 간의 내생성의 문제와 한 통제변수 등을 고려하지

McKenzie,2001;Pettersson–Lidbom,2003;Andrikopoulousetal,2004)등과

의 계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DahlbergandMörk,2011).

19)비록 Nordhaus(1975)에 따르면 임기이 에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기 이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상이 미국,독일,뉴질랜드 등에서는 뚜렷하고 랑스,스

웨덴 등에서는 다소 존재하고 있다.그리고 Tufte(1978)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선거이 에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기회주

의 정치 경기주기가 선거이 의 실업률 등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미국이나 OECD 국가들에서 일반 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다(Drazen2000).실

제로 캐나다(Reid,1998),한국(이은국,1999),그리고 18개의 OECD국가들 에

서 실업에서 정치 주기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AlesianandRoubini,1992).

20) 랑스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선거 2년 에 실업률의 표 편차 1단

증가는 직 정치인들의 지지를 1.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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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한 신뢰성 문제 등을 야

기 시키고 있다.21)

를 들면,FaustandIrons(1999)는 Alesina등(1997)의 미국을

상으로 한 정치 주기가설에 한 연구들이 정교하지 못한 회귀

분석 모델과 회귀변수들 간의 내생성 문제,그리고 한 통제변수

의 생략 등으로 인하여 분석결과에 해 많은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고 비 하고 있다.따라서 이런 정교하지 못한 분석기법에 의거

한 분석결과에 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넷째,최근 연구범 가 확 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등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의 문제 들이 지 되고 있다.즉,자료 근상의 한

계로 인해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연구들이 비교국가들의 정치 환경의 특수성과 경제나 사회

환경 등의 차이 을 제 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내포하

고 있다.

단일 국가만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재정변수에서 신뢰할만한

시간 기간이 꽤 짧다.이는 통계 분석의 결과를 약화시키는 단 을

가진다.따라서 여러 연구들에서 여러 국가 간 시계열 자료 비교를

통해서 이런 문제 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Alesinaetal,

1992,1993,1995;Roubinietal,1989).하지만 여러 국가 수 의 비

교연구들이 각 국가 간의 정치·경제 차이 과 국가 간의 제도

21)분석방법과 분석기법의 차이에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를 들면,Tufte(1978)와 Frey-Schneider(1978a;1978b;

1979)가 사용한 데이터의 연구결과는 Brown-Stein(1982)과 Alt-Chrystal(1983)

가 이에 한 의구심을 제시했다.BrownandStein(1982)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76년까지 11월에 미국의 이 지출이 최고를 기록한 것은 오직 1962년과 1972

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AltandChrystal(1983)는 Frey-Schneider연구

결과는 GDP(GrossDomesticProduct)를 제외했기 때문에 GDP를 포함하게 되

면 선거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정치 주기가설이 나타

난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BlaisandNadeur,

1992).Paldam(1979,1981)은 연구는 데이터가 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정부만을 상으로 선거주기 결과를 제시했다.비슷하게

GoldenandPoterba(1980)의 연구는 다섯 가지 정치 기능에서 세 가지의 선거주

기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비록 그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회귀계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회귀계수는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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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결과에도 신

뢰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KneeboneandMckenzie,2001).

를 들면,단순 국가더미 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다른 환경들을

얼마나 통제가 가능한지에 해 의문이 든다.게다가 국가 간

(cross-country)비교 연구들은 자료에 한 질이 낮아서 자료 분석

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본질 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DahlbergandMörk,2011).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비교 상 국가들의 정치·제도

차이를 반 할 수 있는 분석범 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통

하여 국가 간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주기에 한 효과가 국가 간 차

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국가 간 어떤 차이에

의해서 선거주기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

요가 있다.

2)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선거주기가 인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이

를 하여 기존의 정치 경기( 산)주기가설에서 사용된 이론과 실

증분석 결과들을 사용하여 선거가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에 향을

미치는지,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정치인들과 료들 에서 구

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하는지,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는 각각 어떤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한국에서의 연구결과

가 다른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

다.이런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연구들에서 등

한시했던 선거주기가 인력변동에 미친 향을 살펴보고 있다.특히,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변동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살펴보고 있다.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입장에서 볼

때 직 정치인들에게는 확 재정정책보다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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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는 매우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Ursprung,1984;

Kirchgassner,1986;Lewis-BeckandPaldam,2000).왜냐하면 유권

자들은 국가 경제 상태에 한 정보가 없어도 실업률 등을 통하여

정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Conoveretal,1986).

부분의 유권자들은 인 이션,국제수지와 산균형 등에

해서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2).그러나 실업률 수 에 해

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실업률 수 은 언론

이나 개인 상호간의 계에서 쉽게 알 수 있고 한 언론을 통하여

기억하기 용이하게 생생하게 달되기 때문이다(Conover etal

1986;Paldam andNannestad,2000).하지만 선거주기에서 재정정책

보다 고용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더 효율 인 략인지에

한 논의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 경기주기가설에서 강조하는 재선을 목

으로 재정정책 등을 조작하는 경우 산출되는 경제 균형은 최 의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다(이은국,1998).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정치 경기주기 상의 제거 극소화 방안에

한 정책 연구보다는 이런 정치 경기주기 상이 존재하는 측

면에만 연구들이 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주기가 인력에 미치는 향은 정 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왜냐하면 공공부문의 고용의 경우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인력들이 증가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질이 증

가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고용 증가를 통하여 실업률

등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DahlbergandMörk,2011).그러나

기존의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 변동에 미친 향은 미국의 경

찰(Levitt,1997),독일의 공립학교 교사(Tepeetal,2009),스웨덴과

22)덴마크 유권자들을 상으로 거시경제에 한 지식수 과 측을 측정한 결과

실업은 상 으로 정확하고 분명한 반면 인 이선은 다소 모호하다(Conover

etal,1986).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인 이선의 본질에 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Peretz,1983). 한 부분의 사람들의 인 이선에 한 잘못된 이해

는 비록 그들의 실질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인 이선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고

말하는 것을 설명해 수 있다(Katona,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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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지방정부 인력(DahlbergandMörk,2011)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 선거가 민간부문 고용에 미친 향에 한 연구 역시 소수

이다. 재까지는 포르투갈의 지방정부의 민간 기업들을 상으로

연구한 Coelho,Veiga,andVega(2006)의 연구23)와 필리핀을 상으

로 연구한 Labonne(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Coelho등(2006)의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인구요소(15세 이하와 65

세 이상 인구비율과 인구 도)만 사용하고 있어 민간고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경제 요소들은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Labonne(2013)의 연구는 분석기간이 짧고

분석 상인 필리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

계가 존재하고 있다.24)따라서 선거주기가 실제로 민간부문의 고용

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주장하기 해서는 다

른 국가들을 상으로 그 연구범 를 확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가 정치인들

과 료들 에서 구의 기회주의 행태를 반 하는지를 살펴보

고 있다.일반 으로 정치 경기주기 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

로 직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선호를 만족시켜 주기 해서 재정

정책들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ogoff,1990;Rogoff and

Sibert,1988;BrenderandDrazen,2005;Efthyvoulou,2012).그리

고 직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지출(voter-friendly

spending)을 선거이 에 증가시켜 그들의 선호가 유권자들의 선호가

비슷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Drazen and

Eslava,2010).

그러나 선거주기에서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에 미치는 향은 정

23)Coelh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 1년 에 지방회사들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런 고용의 증가는 정부투자 지출의 기회주의

선거주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VeigaandVeiga,2004).

24)Labonne(2013)의 연구 한계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본 연구의 두 번째 의

의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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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들(politicians)과 료(bureaucrats)의 기회주의 행태로 구분하

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들은 정치

인과 료이기 때문이다(AlesinaandTabellini,2008). 한 투표극

화(votemaximization)를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산극 화(budget

maximization)을 추구하는 료들은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GregoryandBorland,1999).

를 들면,투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선호

를 만족시켜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Alesina and Tabellini,

2008).따라서 증가된 행정서비스 수요 등 이익집단인 유권자들의

요구 등에 의해서 공공인력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이명

석,1998).반면에 산극 화를 추구하는 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해서 공공인력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이는 업무량의

증가나 감소와 상 없이 공무원 수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려는 킨

슨 법칙(Parkinson,1957)과 조직의 리자는 조직의 목표극 화보

다는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여 과잉인력으로 조직을 운 한다는

리암슨의 리자 자유재량이론(이은국,1995)을 통해서 설명되어

지고 있다(이명석,1998).

그러나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 에서

정치인들과 료들의 행태가 선거주기 효과에 미친 향에 해 구

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한 공공부문의 인력증

가를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들인 정치인과 료의 행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도 역시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인력에서

의 선거주기 효과의 발생 원인을 정치인들과 료들의 행태로 구분

하여 살펴보고 있다.

특히,5년 통령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공공부

문의 인력 증가는 통령의 권력 정도가 큰 정권 기보다는 권력

정도가 낮은 정권말기에 료들의 기회주의 행태에 의해서 증가

할 가능성도 높다.이처럼 공공부문 인력증가에서의 료들의 기회

주의 행태는 선거주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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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는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인들의 행

태인지 아니면 정권말기 임덕에 따른 료들의 행태인지를 구분

해서 살펴 볼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가 노동시장의 인력에 미친 향

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치는 향

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다.뿐만 아니라 선거주기가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미친 향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

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을 구분하

여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 다른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선거주기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해야 하는 이

유는 바로 공공부문의 특수성 때문이다.왜냐하면 공공부문의 고용

과 임 은 정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고용

과 임 은 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Gregory and

Borland,1999). 한 법 근거에 기반을 둔 소유권의 개념에 따른

다면 공공조직의 소유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한 집합

소유주이다.그리고 민간부문의 소유자는 기업가나 주주들이라고

볼 수 있다(Boyne,2002).

따라서 공공조직은 정치 향(politicalinfluence)을 받게 될

것이다.반면에 민간조직은 시장의 향(marketinfluence)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즉,공공부문의 결정자들인 정치가나

료들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에 의해 향을 받는 반면에 민간부문

의 결정자인 기업가들은 시장메커니즘과 이윤극 화에 향을 받게

된다(Tansel,2005).

실제로도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의 고용 형태는 경기 역행 이거나 경기

주기와는 약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왜냐하면 공

공부문은 정부에 의해서 외생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부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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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경기선행 으로 나타나게 된다(QuadriniandTrigari,2008).그

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은 이윤극 화 수단보다는 계층 간 는 지역

간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lesinaet

al,2000).

를 들면,이탈리아의 경우 부유한 지역인 북쪽 지방보다 가난

한 남쪽 지방에서 공공 고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Alesinaet

al,2001). 한 미국의 경우에서도 수입 불평등과 인종 다양성이 높

은 시에서 공공고용이 높게 나타났다(Alesinaetal,2000).17개 유

럽지역에서도 공공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지역 즉,지역 간 불평등성

이 높은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Kessingand

Strozzi,2012).따라서 선거주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변동

에 다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측 할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20여년치의 패 자료를 통하여 선거주기가 한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그리고 스웨덴 자료를 통하여 한국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이 실제로 정치

환경인 선거에 의해서 직 인 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GregoryandBorland,1999;Boyne,2002;Tansel,2005).

넷째,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인 한국과 스웨덴을 상으로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치 경기주기 가설은 선진국(주로 OECD 국가들)보다는 개발도

상국가에서 더 일반 으로 찰되고 있고 그 효과도 더 큰 것으로

25)지 까지 선행연구들 에서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다만,2003년-2009년까지 필리핀 지방정부

의 분기별 노동력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정치

경기주기의 존재 여부를 연구한 Labonne(2013)의 연구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

을 뿐이다.그러나 Labonne(2013)의 연구는 분석기간이 짧고 필리핀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왜

냐하면 필리핀의 경우 취업을 해서는 지방정부의 시장의 취업 추천서를 필요

로 한다.따라서 시장은 추천서를 통해서 고용 로커로서의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몇몇 지방정부에는 귀족에 의해 다스려지는 가족왕국(family

dynasties)이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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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Brender and Drzaen,2005;Shiand Svensson,

2006). 한 Drazen(2000)에 따르면 미국이나 OECD 국가들에서는

선거주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최근에

는 OECD 국가들만을 상으로 선거주기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도

드물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인 한국을 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서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그리고 한국의 분석결과가 스웨덴에서 동일하게 나

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스웨덴은 OECD국가이지만 통령제 국가와의원내각제

국가라는 정부형태,공공부문 개방성 정도,부패 투명성 정도,그

리고 사회복지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이런 정치

·제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결과가 스웨덴에서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

다.

특히,본 연구에서는 198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과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민간부문을 상으로 선거주기가 인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 1989년부터 2009년까

지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상으로 한국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그리고 인력변동에 향

을 미치는 다른 경제 요인들을 통제하고 있다.따라서 이를 통하

여 실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스웨덴의 표 인 자료를 통하여 기존의 선

행연구들이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단순 국가더미 만으로 다른 국가

들의 다른 환경들을 통제하는 한계 을 극복하고 있다(Dahlberg

andMörk,2011). 한 이런 한계 들이 극복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

연구 결과들에서 야기되는 분석결과에 한 신뢰성 문제도 역시 극

복하려고 하고 있다(Kneebone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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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공공부문 인력변동 발생원인

1.공공부문 인력변동 발생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인력변동의 발생 원인을 정치인과 료

의 선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는 정치

인과 료들이다. 한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과 산극 화

를 추구하는 료들은 각기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공공

부문의 인력 결정에서 각기 다른 선호를 반 할 가능성이 높다

(GregoryandBorland,199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정치인과 료들의 선호를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한 국가공무원 수의 증가는 정부규모의 팽창을 나타내는 요

한 지표로 사용된다(이은국,1995).그러나 지 까지 정부규모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정부의 산규모 팽창에만 집 되

어서 정부 공무원 정원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으로 정부규모(인력)팽창원인에 한 표 인 가설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명석,1998)26).하나는 정

부가 공 해야 할 공공재의 증가,소득재분배 문제의 심화,이익집

단들의 요구 증가 등 정부에 한 ‘수요의 증가’로 정부 인력이 증가

한다는 가설이다(Dawns,1957;Black,1958;BuchananandTullock,

1962;Muelleretal,1986).

즉,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부 인력이

증가하게 된다.그리고 다른 하나는 료의 향력,집권화,그리고

재정 환상 등 ‘공 측면’의 원인으로 정부 인력이 증가한다는 가

설이다(Niskanen,1971; Romer et al,1979; Schneider,1986;

26)이는 공무원 수의 팽창이 정부의 산규모 팽창에 반 되기 때문에 정부인력

보다는 산규모가 정부규모의 측정에 보다 하 다. 한 공무원 수의 증가

보다 산규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정부규모의 지표로써는 산

이 유용성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명석,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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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nanandBuchanan,1980).즉, 료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하여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특히,본 연구의 분석 상인 한국과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 증

가가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 료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먼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통령 단임제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런 정치인들의

선호와는 상 없이 료들이 정권말기 통령 임덕에 의해서 자

신들의 이익을 하여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따라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스웨덴의 경우 표 인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이 70여 년

동안 장기 집권해오고 있다.그래서 스웨덴 공공부문 인력은 정치인

들의 선호가 강할 것이라고 측이 가능하다.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에도 공공부문의 인력증가에서 공공부문 의사결정자인 료들의

산극 화 상이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증

가도 정치인과 료의 선호들 에서 구의 선호를 반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정치인들이 공공부문 인력변동에 미치는 향

먼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선거주기에 따라서 이를 증가시키

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유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왜냐하면 투

표극 화(votemaximization)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유권

자들의 선호를 만족시켜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

이다(AlesinaandTabellini,2008).이는 정부성장을 설명하는 수요

모형 는 반응 정부(responsivegovernment)모형에 의해서 설

명이 가능하다.

수요모형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 해야 하는 공공재의 증가,소

득재분배 문제의 심화,이익집단들의 요구 증가 등에 의해서 정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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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공인력)이 증가하게 된다(Lowery and Berry,1983;Mueller

andMurrell,1986;이명석,1998;하미승,2013).왜냐하면 정책수단

으로서 공공부문의 고용은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고용은 시민들에게 증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는 수단으로 사용된다.이는 HambrikandMason(1984)에 따르면

통령 핵심 집권세력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

와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이창원 외,2009).

한 정치인들은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 공공부문 고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즉,공공부문의 고용은 지역별 차이에 따른 소득재분

배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KessingandStrozzi,2012).Alesina등

(2000)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시의 공공부문 고용은 수입 불평등과

인종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정치인들이

재선에서 유리한 치를 차지하기 한 방법으로 공공고용을 사용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27)뿐만 아니라 19개의 유럽지역에서도 상

으로 평균수입이 낮은 지역에서 공공부문의 고용이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KessingandStrozzi,2012).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 한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선거주기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7)유권자는 산층(middleclass:majority)과 빈곤층(poor:minority)으로 나뉜다.

그러나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산층(middleclass)의 지지 없이는 재선에

성공할 수 없다.결국 재선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이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만 한다.이런 이유로 직 정치인이 만약 직 재선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산

층에게 과도한 세 을 부과할 수가 없다.따라서 직 정치인들은 어떻게 다수

에서 소수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이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일반 으로 소

득재분배는 세 을 통해서 을 이 하는 직 인 방법이다.다른 간 인

형태는 공공고용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수입의 증가를 얻는 것이다.이런

공공고용의 수단으로서의 재분배 정책은 비록 공공사업이 낭비 이더라도 사회

체로는 정 인 외부성을 발생시킨다.뿐만 아니라 소득층은 더 많은 공공

재화를 사용하므로 더 많은 공공고용은 그들의 선호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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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료들이 공공부문 인력변동에 미치는 향

한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료들이 그들의 산극 화를 추

구하려는 유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통령 단임제를 실시하

고 있는 한국의 경우 매 정권 교체시마다 정권 기의 강한 향력

에 의해서 료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지만 정권말기의 정권

임덕에 기 한 료들의 기회주의 행태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

하다.이는 정부성장을 설명하는 공 모형 는 과 정부모형

(excessivegovernment)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공 모형에 따

르면 료들의 향력,집권화,그리고 재정환상 등에 따라서 정부

규모(공공인력)가 증가하게 된다(Niskanen, 1971; Romer and

Rosenthal,1979;Schneider,1986;BrennanandBuchanan,1980;이

명석,1998;하미승,2013).

왜냐하면 킨슨 법칙(Parkinson,1957)에서 강조하듯이 행정

리자나 행정 료들은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부하배 의 법칙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이명석,2008;하미승,2013). 한 Niskanen(1971)

이 제시한 산극 화 모형에 따르면 료들의 향력 등에 의해서

정부규모가 증가하게 된다.이는 료들이 자신들의 향력과 승진

기회를 확 하기 해서 산규모의 극 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RomerandRosenthal,1979;BrennanandBuchanan,1980;강인

성,2008).28)

28) 한 료투표모형(bureauvotingmodel)을 통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정부

규모 확 에 한 선호를 추정할 수 있다.즉,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선거에 극

참여하게 되며 이런 투표결과는 상 으로 더 많은 공공지출을 선호하는 후보

자를 지지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선호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규모가 실질

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왜냐하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자기이익 극 화를

해서 선거에 극 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Garand,Parkhurst,and Secou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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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선거주기가 공공과 민간 인력에 미친 향

1.선거주기와 공공과 민간 인력변동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선거주기 효과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정정책 등에

을 두고 연구해오고 있어서 선거주기가 고용에 미친 향에

한 논의는 것의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가 고용에 미

친 향에 해서 살펴보고 있다. 한 이런 선거주기 효과가 공공

부문 고용과 민간부문 고용에 미친 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

다.이처럼 선거주기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을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은 확 재

정정책 등에만 을 두고 연구해왔다.따라서 선거주기가 인력변

화에 미친 향의 효과를 통하여 선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

력변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도덕 해이 모형(PerssonandTabellini

2000;ShiandSvensson,2002)에 따르면 선거년도에 확장재정정책

보다는 고용증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직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더

합리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9)그러나 아직 이에 한 이론 ·실증

29)즉,도덕 해이 모형(moralhazardmodel)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합리 이기

때문에 선거이 의 인 이션을 발생시키려는 직 정치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따라서 유권자들의 기 인 이션 역시 높다.이런 경우 확 재정 정책

은 균형산출 성장에 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PerssonandTabellini,2000;

ShiandSvensson,2002). 한 합리 인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유능하게 보이

기 한 과도한 노력에 따른 과도한 차용에 한 찰이 가능하다.결국 유권자

들은 선거 이 의 직 정치인들의 과도한 재정 자에 모든 행태들에 한 추

론이 가능하게 된다(ShiandSvensson,2006).따라서 합리 인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선거 주기 재정 확장 정책은 결국은 인 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확

장재정 정책에 따른 직 정치인들이 얻게 될 잠재 인 성과를 반감시키게 된

다(Eslava,2011).실제로 몇몇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유권자들은 재정 보

수 (fiscalconservatives)이고 자를 유발하는 직 정치인들을 재선에서 실패

하게 만들고 있다(Peltzman,1992;Alesinanetal,1998;Brender,2003).그러므

로 직 정치인들은 선거기간 동안에 확장정책 보다는 고용 증가 등의 성과 증

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합리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Perssonet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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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들은 부족한 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가 인력

변동에 미친 향을 통해서 도덕 해이 모형이 강조하는 선거에서

의 고용정책이 실질 으로 합리 인 수단인지에 한 이론 ·실증

분석을 제시해 수가 있다.

한 정치 요소인 선거를 통해서 공공경제의 확장을 통한 정

부성장을 설명 할 수 있다(Cameron,1978).일반 으로 공무원 수의

증가는 정부규모 팽창에 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이은국,1995).

그러나 지 까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왜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

는지 그리고 공공부문 인력의 변동원인이 무엇인지에 한 연구들

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가 않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가

정부성장의 요소 의 하나인 공공부문의 인력 변동에 미친 향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인력이 어떻게 증가하고 변화하는지에 한 이

론 ·실증 분석을 제시해 수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에서 인력증가 효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일반 으로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보다 정치 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왜냐

하면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서 근무하는 료제들도 정치 통

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통 으로 행정학자들 간에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DahlandLindblom,1953).

한 소유권 인 법 상태에 근거하여 정부기 과 기업을 분류하고

있는 DahlandLindblom(1953)과 WamsleyandZald(1973)에 따르면 공

소유와 공 재원에 근거하고 있는 공공조직들은 주로 의회 등 정치 기

들의 통제를 받게 된다.반면에 민간소유와 민간재원을 가진 민간조직들은

주로 경제시장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Bozeman etal,

1994).따라서 공공조직들은 투표극 화(votemaximization)를 추구하는 정

치인들의 향을 크게 받을 것임을 추론 할 수 있다.즉,선거주기에 따른

인력증가라는 선거주기 효과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선거주기가 미친 효과에 해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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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비록 필리핀을 상으

로 한 Labonne(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이 의 고용효과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이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필리핀의 정치·경제 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일반화시키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상으로 선거주

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과 차이 을 살펴보고

있다. 한 한국에서의 이런 연구결과가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하여 실제로 정치

요소인 선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변동에 한 향력에서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볼 수 가 있다.

이처럼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 미친 향을

통하여 실제로 선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 증가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공공부문의 특수성에 의해서 민간부문의 인력보다

공공부문의 인력이 정치 요인인 선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를 살펴보고 있다. 한 이를 통하여 왜 공공부문의 인력변동과 선

거에 한 계를 연구하는지에 한 이론 ·실증 증거들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에 한 고려들과 실증분석들이 부족한 편이었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한국과 스웨덴의 표 인 자료를 통하여 이에 한 이론 ·

실증 분석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2.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

여기에서는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에

해서 살펴보고 있다.기존의 정치 경기주기 가설에서는 선거가 재

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미친 향에만 심을 가지고 있었고 선거

가 정부인력 변화 등에 미친 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가 않다(DahlbergandMör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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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에서의 공공부문의 고용 략은 재선(re-election)에

한 유인이 강한 직 정치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교사,경찰,지방 공공서비스 종사 인력 등에

한 유권자들의 심이 높다.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시기가 다가

올수록 이런 부문의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하고 있

다(Levitt,1997;TepeandVanhuysse,2009;DahlbergandMörk,

2011).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인력규모에 한 결정은 주로 정치인들이

담당하거나 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재정정

책과 달리 직 정치인들이 인력채용 규모를 직 으로 조정하기

가 용이하다는 장 도 가지고 있다(Levitt, 1997; Tepe and

Vanhuysse,2009;ClarkandMilcent,2011).이처럼 선거주기가 공

공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치는 요인에 해서 선행연구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선거주기에 따라 정치인들이 공공부문의 인력을 증가시키

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가시 인 효과를 나타내기 유

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독일의 공립학교 교사,미국 도시의 경찰,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방 공공서비스 종사 인력 등에서 선거주기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Levitt,1997;Tepe and Vanhuysse,2009;

DahlbergandMörk,2011).이는 직 정치인들이 공공부문 종사자

들의 인력 증가를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유능하다는 신호

(signal)를 보낼 수 있다.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함으

로서 그들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Persson and

Tabellini,2000).

를 들면,1992년-2004년까지 독일의 16개 주의 경우 선거주기

에 따라서 신규교사 채용이 3.3%~3.6% 가량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15세 이상의 성인들이 읽기,

수학,과학에서 OECD 다른 국가의 학생들보다 낮은 성 을 보인

PISA-2000시험 후에 독일 공공교육에 한 정치 심은 매우



- 40 -

증가했기 때문이다.이처럼 공공교육에 한 높은 심은 선거에서

교육문제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한 사항이 되었다.결국

직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신규교사 채용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

재하게 되었다(TepeandVanhuysse,2009).

한,1985년-2002년까지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방정부 통합 자

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지방정부의 고용은 선거가 없는

연도에 비해서 선거연도에 1000명당 0.6명씩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방정부가 어린이 보호,노인과 장애인 보

호,학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르딕의 국가에서

는 지방정부 인력의 채용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높은 가시 인 효

과를 보여 수가 있기 때문이다(DahlbergandMörk,2011).

그리고 1970년-1992년까지 인구가 250,000명이 넘고 시장

(mayor)이 직선제인 미국의 59개시를 상으로 선거주기와 경찰인

력 규모의 계를 살펴 본 결과 시장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연도에 비해서 1인당 직 경찰 수가 1.2%,그리고 주지사 선

거는 선거가 없는 연도에 비해서 2.4% 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tt,1997).

이는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로 범죄율의 지속 인 증가 때

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기 때문이다.따

라서 직 정치인들은 선거 이 에 경찰 인력을 증가시키려는 유인

이 강하게 존재하게 된다.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실질

인 범죄의 감소나 그들이 범죄를 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직 정치인들이 공공부문 인력을 선거 략 수단으로 사

용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인력변동은 직 정치인들이 조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Levitt,1997;TepeandVanhuysse,2009;Clark

andMilcent,2011). 를 들면,독일의 경우 학교 커리큘럼, 산,

그리고 교사채용 등은 주 교육부(StateMinistriesofEducation)에

의해서 직 으로 결정되고 있다.따라서 주 정부는 신규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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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량을 가지고 있다(TepeandVanhuysse,2000). 한,미국의

경찰조직은 시 수 에서 운 되며 경찰 이슈에 한 최종 결정은

시의 시장(mayor)이 책임지게 된다.결국 경찰 인력과 성과에 련

된 칭찬이나 비난에 한 최종 책임은 시장이 담당하게 된다(Levitt,

1997).

랑스 공공병원의 경우도 민간병원과 비 리 병원과는 달리 공

공병원의 인력증가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에 따른 환자인력증가 보

다는 정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민간과

비 리 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의 고용은 지방정부 표와 시장

(mayor)이 참여하는 병원 리 원회(Hospital’sBoardofDirectors)

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ClarkandMilcent,2011).

3.선거주기가 민간부문의 인력 변동에 미친 향

선거주기는 공공부문 고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

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는 재선을 한 정치인들의 노력에 따른 확

재정정책들을 통하여 간 으로 지방민간부문의 고용증가와 실

업률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들은 좋은 경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재선(re-election)

에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해서 노력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Drazen,2000;Hibbs,2006;

Tufte,1978).이는 선거 이 에 경제 상태를 증가시켜 유권자들에게

유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재선기회를 증가시

키게 된다는 RogoffandSibert(1988)가 제시한 합리 정치주기가

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선거주기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직 미친 향에 한

연구는 Coelho,Veiga,andVeiga(2006)의 1985년-2000년까지 포르

투갈의 지방기업들을 상으로 연구한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



- 42 -

다.Coelho등(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거년도와 선거 1년

에 지방 민간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이런

고용증가는 건설,공공근로,기타 개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인

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르투갈 지방 민간 기업에서 정치주기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방시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유능하다는 신

호(signal)를 보내기 해서 시내도로와 도로보수,지방도로 등 건설

부문에서의 투자지출을 선거년도에 각각 14.9%,10.4%,21.7%씩 증

가시켰기 때문으로 추론된다(VeigaandVeiga,2004).즉,확 재정

정책을 통하여 간 으로 지방기업들의 인력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0)

30)뿐만 아니라 선거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증가는 정치인들과 연 이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정치인들의 재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 를 들

면, 랑스의 경우 이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CEO에 의해서 운

되는 주식시장에서의 공개거래 회사는 비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 이나 세

혜택들이 거의 없더라도 선거년도에 높은 취업률과 낮은 해고율을 보 다.이는

정치 으로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 운 되는 회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

직 정치인이 그의 소속 정당에서 정치 향력이 클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Bertrand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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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가설 연구 설계

제1 연구가설:선거주기와 인력변동

1.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선거주기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 앙정부)인력이 선거에 의해서

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공공부문 인력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

로 성장하는지와 정부역할을 측정하는 요한 변수이다.특히,한국

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 인력이 정부개 의 주요 심

상이 되어 왔다.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이 실제로 정치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향을 받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고려는 매우 부족한 실이다.

한 직업안정성이 높은 한국의 공공부문은 학생들이 가장 선

호하는 직업이며 공공부문에 진입하려는 인력들도 매년 크게 증가

하고 있다.31)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을 청년실업을 해소

하기 한 시장정책 개입수단의 하나로 사용해오고 있다.32)이는 공

공부문의 인력이 통령령에 의해서 정부가 직 리하고 있기 때

문이다.33)

31)7 의 경우 응시 경쟁률이 1980년 39.2:1에서 2004년에는 136.5:1로 3배 이상

증가하 고 9 의 경우는 1980년 28.6:1에서 89.9:1로 3배 정도 증가하 다(오호

,2005).

32)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해서 김 정부에서는 신규채용 공무원 수를 당 6

천명에서 9천명으로 50% 늘리기로 했다(2002.01.29.http ://article.joins.com

/news/article/article.asp). 한 노무 정부에서도 공무원 채용 규모를 2003년

보다 4,000명 늘린 3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2003.09.2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

33)한국의 국가공무원 정원수는 법 근거에 의해서 계획 이고 체계 으로 리

되고 있다.이는 한 국가공무원 정원에 한 법 근거로써는 통령령인 ‘행정

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칙( 통령령 제24462호)’가 있다.따라서 앙행정

각 부처의 정원은 행정기 의 업무의 양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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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정치인( 통령 등)이 조정하기

가 용이하면서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가시 인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사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 1980년 이후 한국의 모든 정권에서 일 되게 정권 기에

는 정부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후반기에는 정부 인력이 다시 증가

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김근세,2005;문명재,2009).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이 실제로 선거주기로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

보고 있다.실제로도 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의 체 인

력변화를 살펴보면 정권 기에는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말기에는

다시 인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아래 [그림1]).

[그림1]한국 정권별 앙정부 공무원 황:1983-2007년

고 각 부처는 정원 범 내에서 실국별 정원 배정 등을 통해 합리 으로 정원

을 리하고 있다. 한 앙행정기 의 장은 그 기 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

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처별 기인력 운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

월 말까지 안 행정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행정부장 은 제출받은 부

처별 기인력 운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앙행정기 별 는

주요 기능별로 기인력 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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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정치 경기주기가설은 임제가 확립되어 있는

통령제 국가인 미국 등 경우이거나 안정된 정당구조에 의해서 집권

자가 상당기간 임이 가능한 유럽 등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발생

된다고 볼 수 있다.이런 환경 하에서 정치인들은 재선에서 유리한

치를 차지하기 하여 확 재정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BrenderandDrazen,2005,2008).

반면에 통령의 재선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의 경우에서도 이

런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집권정부와 정치 이념과 성향이 비슷한 후보자의 당선을

통령 선거에서의 재선으로 간주하면(이 선·조문경,2007) 임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정치 경기주기가설을 사용하여 선거주

기가 공공부문 인력에 미친 향에 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통령도 퇴임 이후의 자신의 안 을 보장받기 해서

같은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한다(안용흔,2013).게다가

통령이 국민들의 직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므로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에 향을 미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그림1]에서 살펴본 야 같이 앙정부부

처 인력이 정권 기의 인력감소 했다가 정권말기에 증가하는 상

이 선거주기의 향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있다.즉,선거

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따라

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가설 1:선거가 다가올수록 한국의 공공부문( 앙정부)

인력은 매년 증가 할 것이다.

2.공공부문 인력증가 발생원인:정치인과 료

한국의 앙정부(공공부문)인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기에는 감소하다가 정권말기에 증가하는 상은 선거의 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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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상은 정권말기 통령의 임

덕에 따른 료들의 기회주의 행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왜냐하

면 5년 통령 단임제라는 한국의 특수성 상황에서는 정권 반에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료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반 하지 못하다가

임덕이 발생하는 정권말기에는 료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반 하

여 공공부문의 인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정권 에 인력이 감소하다가 정권 말기에

인력이 증가하는 이런 상(문명재,2009)을 정권말기 료들의

항으로 해석하고 있다(김태유 외,2009;정정길 외,2007).따라서 한

국 특수성 상황에서는 정권말기의 공공부문 인력증가가 정치인들

의 선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료들의 선호에 따른 것인지를 살

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앙정부부처를 정치(합의),경제

(생산),복지·교육(통합),규제· 리(집행)기능으로 분류하 다(정용

덕,2002).이 에서 법과 규제,공공재 생산,정책조정 집행 등

을 주로 담당하는 정치,경제,규제· 리 부문에서의 인력증가는

료들의 산극 화 선호를 반 할 것이라고 간주하 다.반면에 사

회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하는 복지 교육 부문에서의 인력증가

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할 것이라고 간주했

다.

복지·교육 부문에서의 인력증가를 정치인들의 선호로 가정한 이

유는 그동안 한국의 경우 국민들의 복지행정서비스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증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록 보건·복지행정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더욱 상되고 있다(강인성,

2008).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재 매년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해서 필연 으로 복지서비스를 생산·제공할 정부인력 규모

의 증 가 상되고 있다(장덕희·김태일,2010).이처럼 지속 으로

증가하는 복지행정 서비스 분야에 한 시민들의 요구증 는 유권

자들의 선호를 반 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복지서비스 분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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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증가시킬 강한 유인을 제공해주게 된다.

한국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복지행정서비스의 확 에 따른 국

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한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 된 것이

라면 앙부처 공무원의 인력증가는 사회복지·보건·교육 등의 부문

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반면에 한국의 공공

부문의 인력증가가 산극 화를 추구하는 료들의 선호에 의한

것이라면 정치,경제, 리 등의 부문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상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는 료들의 선호보다는 정치인들의 선호

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2:한국에서의 공공부문의 인력은 료들의 선호보

다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할 것이

다.

즉,한국의 공공부문( 앙부처)의 인력증가는 정치,경제, 리

부문보다는 보건,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3.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치인들의 선호:선거경쟁

그러나 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공공인력을 기능별로 구분

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에서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실제로 한국

의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를 추가 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이를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선거경쟁과 선거주기와의 교차항(interactionterm)분석을 통

해서 공공인력 증가에 정치인들의 향력이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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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 가설의 확 재정정

책에 해서 유권자들의 선호가 상반되는 것과는 달리 공공부문 인

력증가에 해서는 유권자들이 이를 선호한다고 가정하고 있다.왜

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어린이 보호,학교나 노인보호센터

등의 인력증가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DahlbergandMörk2011).

한 한국의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할 때 ‘지역주의’

가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안용흔,2013).이는 집권정부 지지도와

실제 선거결과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권정부의 지지도보다는 실제 선거에서의 당선 차이(1

득표율-2 득표율)가 정치인들에게 다음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

부문 인력을 더욱 늘리도록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고 있다.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따라 정치인들은 매번 선거에서 그들

의 법성을 갱신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이런 선거경쟁은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재선기회를 높이기

해서 공공정책을 조작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해주게 된다

(Vergne,2009).특히, 직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아질

수록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해 더 기회주의 으로 행동하고 있

는 경향이 있다(Aidtetal,2011).

한,선거 경쟁이 심해질수록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지를 동원

하게 되고 유권자들도 정치에 더 많은 심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직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지지를 얻

기 해서 경제에 더 향을 미치려고 한다.반면에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끌지 않는 이상주의 인 정

책을 추구하게 된다(Frey & Schneider,1978;Boix & Stokes,

2007).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와 2 득표자

간의 득표율 차이가 게 당선된 정권일수록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재임기간동안 공공부문의 인력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가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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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87년,1992년,1997년,2002년,그리고 2007년 한국의

통령 선거에서 통령 당선자와 2 득표율 차이는 매우 다(아

래 [그림2]).이는 정치인( 통령 등)들에게 다음선거에서 승리하기

하여 공공부문 인력을 더욱 증가시키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해주

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3: 통령 선거에서 투표경쟁의 정도가 커질수록

공공부문 인력에서의 선거주기 효과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

즉,선거에서 2 득표율의 차이가 게 당선된 정권(당선자)일

수록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의 고용은 더욱 증가시킬 것

이다.

[그림2]역 통령 1 당선자와 2 득표율 차이

4.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치인들의 선호:사회복지비

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에 정치인들의 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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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서 선거경쟁 이외에도 사회복지지

출 비 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지를 살

펴보고 있다.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서비스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이들 부문에 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다(김태일,2009,

2012;장덕희·김태일,2010).따라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선

택해야 하는 강한 유인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사회보장지출 비

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이런 사회보장지출 비 의 증가는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면,사회보장지출이 1% 증가할 때

마다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가 약 6명씩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게다가 재 천 명당 공무원 수가 22.1명인 한국의 공

무원 수는 2030년까지 사회보장지출 비 이 20%까지 증가하게 되면

천 명당 공무원 수는 약 48-86명 수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장덕희·김태일,2010).

게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선거주기 효과가 나타나는 표 인 부문이다.

를 들면,선거이 의 정부지출은 사회복지 분야에 집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정책 상 집단에 한 정부지출은 직 정치인

들이 표를 얻는 효율 인 수단이기 때문이다(BrenderandDrazen,

2008).그리고 유권자들은 소방,교육,공공안 등의 공공서비스에

한 효율성 평가는 용이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년도에 이런

분야의 산을 집 으로 증가시키게 된다(Veiga and Veiga,

2007).실제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권자들은 공공투자 등의 요

한 구성요소인 도로 등에 한 투자가 높은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재선시키고 있다(Peltzman,1992;Brender,200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

히 OECD 평균보다 낮은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림3]).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인력의 수도 매우 부족한 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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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해서 사회복지지출 비 을 지속

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한 이런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는 공

공부문의 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4:사회복지지출 비 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공공부

문 인력에서의 선거주기 효과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

[그림3]사회복지지출비 :한국과 OECD평균

5.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당이념

정치 경기주기가설이 발생되는 원인은 정치인들의 기회주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당간의 이념 인 선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TepeandVanhuysse,2009).왜냐하면 실업과 인 이션에 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상이한 이념 차이에 따라서 각각의 정권

이 집권했을 때 각 정당의 선호가 정책에 반 되기 때문이다.

정당이념의 선구자인 Hibbs(1977)에 따르면 진보정당은 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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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비해서 평균 으로 높은 인 이션과 낮은 실업률을 선호한

다고 가정하고 있다.이는 경기침체동안 상류층보다 더 고통을 당하

게 되는 소득층들이 진보정당의 지지층이기 때문이다.반면에 보

수정당은 낮은 인 이션과 높은 실업률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에서도 정당이념간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두환 정부에서 김 삼 정부를 보수정부

로34)그리고 김 정부와 노무 정부를 진보정부로 구분하고 있

다.즉,1983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정당이 집권한 기간인 반면에

1997년과 2002년에 김 후보자와 노무 후보자가 당선된 1998

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은 진보정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정당이념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차이가 존재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즉,선거주기에 따

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낮은 실업률을 선호하는 진보정당(1998년

-2007년)이 집권했을 때가 보수정당(1983년-1997년)이 집권했을 때

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연구가설 5: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보수정

부( 두환,노태우,김 삼 정부)보다 진보정부(김 정부와 노

무 정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6.공공과 민간부문 인력증가와 선거주기/경기주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주체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선거주기 효과에 차이가 존재할

34)비록 어떤 연구에서는 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를 군사정부로 그리고 김 삼

정부를 문민정부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그리고 김 삼 정권을 보수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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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공공부문의 고용과 임 은 정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그리고 공공부문의 결정자인 정치인들은 투표극

화(votemaximization)을 추구하고 있다.반면에 민간부문의 고용과

임 은 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그리고 민간부문의 소유주인

기업가나 주주들은 이윤극 화(profit maximization)를 추구한다

(GregoryandBorland,1999;Boyne,2002).따라서 이런 외부환경

결정주체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부문 인력은 선거주기에 의해서 크

게 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된다.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정치

요인인 선거보다는 경제 요인인 경기주기에 의해서 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소수의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인력채용 규모를 직

조정하기가 용이하고 일반유권자들의 심이 증가하고 있는 경

찰,공립학교 교사,공립병원 인력 등에서 선거주기에 따라서 인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vitt, 1997; Tepe and

Vanhuysse,2009;ClarkandMilcent,2011).특히,한국의 공공부문

의 정원은 통령령(제24462호)에 근거하여 매년 운 계획을 수립하

여 앙정부에 의해서 집 으로 리 운 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 요인인 선거주기에 따른 인력변동은 민간부

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직 으로 더 크게 발생 할 것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거주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과 민간부문의 인력 효과

에 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면,공공부문 인력 증가는 이윤극

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계층 간 는 지역 간 소득재분배 수단 등

공공성(publicness)측면을 반 하는 경향이 높다.실제로 이런 상

은 이탈리아의 부유한 지역보다 가난한 지역에서(Alesina etal,

2001),그리고 미국의 경우 수입 불평등과 인종 다양성이 높은 시에

서 공공고용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Alesinaetal,2000).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가진 공공부문 인력은 득표극 화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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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직 인 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주기 보다

는 선거주기에 더 큰 향을 받을 것이다.반면에 이런 특성을 가지

고 있지 않은 민간부문의 인력은 이윤극 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선

거주기보다는 경기주기에 더 큰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 에서 정치주기와 경기주기를 모두 고려하

여 실제로 공공부문의 인력은 정치주기에 의해서만 향을 받고 민

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향을 받는지에 한 연구

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고용은 국내경기의 침체 등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Rodrik,2000).그리고

선거주기는 확 재정정책 등을 통하여 간 으로 민간부문 고용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Coelhoetal,2006).이처럼 공공부문의 고

용은 정치 요인과 경제 요인 모두에 의해서 향을 받을 수 있

다.그리고 민간부문의 고용은 경제 요인과 정치 환경에 의해서

도 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이에 한 고려 없이

공공부문의 고용 등은 정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민간

부문의 고용 등은 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GregoryandBorlan,1999;DahlandLindblom,1953;Wamsley

andZald,1973;Boyne,2002).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선거주

기와 경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살

펴보고 있다.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

다.

연구가설 6:공공부문 인력은 경기주기 보다는 선거주기에

의해서 더 큰 향을 받을 것이다.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선

거주기보다는 경기주기에 더 큰 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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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자료수집과 측정

1.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먼 한국의 공공부문은 1983년

부터 2007년까지 앙행정기 부처별 연도별 정원 황이다.이에

한 자료는 안 행정부의 정부조직 리정보시스템

(www.org.mospa.go.kr)을 참조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빈번하게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따라서 정부부처 조직의 통합과 분화

를 통해서 새로운 부처가 생겨나고 폐지되었다.따라서 그동안 통합

되거나 신설 는 폐지된 정부부처 조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가 요한 고려 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Lewis(2002)의 정부조직 분류에 근거하여35)새로

성립된 조직이 기존의 조직들을 통합 한 경우와 부처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분석단 로 분석하고

있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인 ‘94년 12.7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

그리고 ’98년 2.28일에 재정경제부로 명칭 변경). 한 기능분화에

따라 신설된 조직의 경우에는( :기상청의 경우 ‘90년 12월 과학기

술처에서 분리 신설)기존 조직과 신설 부서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

의 분석단 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앙정부 부처의 개별 분석

단 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먼 통합부서인 상공부와

35)일반 으로 정부조직이 폐지되었을 때 그들의 기능은 다른 정부조직으로 이

된다.특히 정부조직의 폐지가 이념이나 정당 다수석의 교체니 통령의 교체에

따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정부조직의 폐지에 한 사례들에 해서

등한시해왔다. 한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정의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

니다.왜냐하면 새로 성립된 조직이 이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로운 부처명을 사용하고 이 조직과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면 새로운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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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산업자원부로,교통부와 건설부는 건설교통부로,수산

청과 해운항만청은 해양수산부로,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경찰청의 경우 1990년 12월 신설되

었으나 본 자료에서는 경찰청 신설 이 의 문교부에서 경찰인력 구

분이 가능하여 1983년부터 경찰인력을 산정하고 있다.그리고 2004

년 6월에 신설된 소방방재청의 경우 원래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여 산정하고 있다.

특히,1986년에 폐지된 매청의 경우 분석 상에서의 포함여부

가 통계 유의성에 향을 못 미치고 있었다.따라서 매청을 본

연구의 분석 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리고 문교부의 인력에는

체 교원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군인 인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 한국의 앙정부 부처를 정용덕(2002)의 한국 앙국가 하

기구의 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합의기능은 정치기능으로,생산기

능은 경제기능으로,통합기능은 복지·교육 기능으로,집행기능은 규

제 집행기능으로 구분하여 분류하 다.이는 Clark and Dear

(1984)의 자본주의 국가기구 유형화 모형에 근거한 것이다.이를 통

하여 앙정부 부처별로 선거주기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

펴보고 있다.

특히,복지·교육 기능에 해당되는 분류에는 국정홍보처,정보통

신부,환경부,문화 부,문화재청 등 정보,통신 매체의 부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엄격한 의미의 복지·교육 기능이라고만 보기는 한

계가 있다.그러나 이들을 포함시켜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 유의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이들을 포함하여

범 한 복지·교육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표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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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id 부처명 부처 역 명칭 변경 통·폐합

정치
기능
:합의

17 통일부
국토통일원 (63.7신설,총리소속)⇒ 통일원
(90.12)⇒ 통일부 (98.2)

18 외교통상부
외무부 (48.7신설)
⇒ 외교통상부(98.2명칭변경)

19 법무부 (48.7신설)

20 검찰청 (49.12신설,법무부)

22 국방부 (48.7 신설)

23 병무청 (70.8신설,국방부)

24 방 사업청 (06.1신설,국방부)

31 경찰청 (90.12신설,내무부)

경제
기능
:생산

9 재정경제부
재무부 (48.7,신설)와 경제기획원 (61.7,신설)
⇒ 재정경제원 (94.12.7,통합)
⇒ 재정경제부 (98.2.28,명칭변경)

10 국세청 (66.2,재무부 신설)

15 과학기술부 (63.7신설,총리소속)

16 기상청 (90.12신설,과학기술처)

38 농림부
농수산부 (77.3명칭변경)⇒농림수산부 (86.12)
⇒ 농림부 (96.8:수산기능 해수부 이 )

39 농 진흥청 (62.3신설,농림부)

40 산림청 (66.8,신설)

41 산업자원부

상공부 (48.7신설)와 동력자원부 (77.12신설)
⇒ 상공자원부로(93.3 통합) ⇒ 통상산업부
(94.12)⇒ 산업자원부 (98.2:통상기능 외교부
이 )

42 소기업청
공업진흥청 (73.1신설,상공부)⇒ 공업진흥청
(96.2폐지)⇒ 소기업청(96.2)

50 건설교통부
교통부 (62.2신설)와 건설부 (62.6신설)
⇒ 건설교통부 (94.12통합)

51 해양수산부
수산청(62.2신설,농림부)⇒ 96.8해수부통합)
항만청 (75.12,교통부)⇒해운항만청(77.12)⇒
해양수산부 (96.8통합)

52 철도청 (63.8신설,교통부)⇒ 철도청 (05.1폐지)

54 매청 (55.2,재무부 신설)⇒ 매청 (86.12,폐지)

14 교육인 부
문교부 (48.7,신설)⇒ 교육부 (90.12,명칭변경)
⇒ 교육인 자원부 (01.1,명칭변경)

25 국가보훈처 (62.5신설)⇒ 국가보훈처 (84.7명칭변경)

34 문화 부
문화공보부 (68.7개편)⇒ 문화부 (89.12분리)
⇒ 문화체육부 (93.3)⇒ 문화 부 (98.2)

<표1>한국의 공공부문분석자료: 앙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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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교육
기능
:통합

35 문화재청 (99.5신설)

36 국정홍보처
공보처 (89.12신설)⇒ 공보실 (98.2신설,국무
총리)⇒ 국정홍보처 (99.5국무총리 확 )

37 청소년

체육부 (82.3신설)와 체육청소년부 (90.12).
⇒ 문화체육부 (93.3 통합)⇒ 청소년보호
(99.2)⇒ 청소년 원회 (99.2변경)⇒ 국가청
소년 원회 (06.3명칭변경)

44 정보통신부 체신부 (48.7신설)⇒ 정보통신부 (94.12)

45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 (55.2 개편)⇒ 보건복지부 (94.12
명칭변경)

46 식품의약청 (96.2신설)

47 여성가족부
여성특별 (98.2신설)⇒ 여성부 (01.1)⇒
여성가족부 (05.6)

48 환경부
환경청 (79.12 신설, 보건사회부)⇒ 환경처
(89.12,총리소속)⇒ 환경부 (94.12)

49 노동부 (81.4신설)

규제
리

기능
:집행

1 통령비서실 (63.12신설)

2 통령경호실 (63.12신설)

3 총리비서실 (63.12신설)

4 국무조정실
행정조정실 (73.1신설)⇒ 행정조정실 기능 이
(98.2폐지)

5 감사원 (63.12신설)

6 기획 산처
기획 산 (98.2,신설)와 산청 (98.2신설)
⇒ 기획 산처(99.5,통합)

7 공정거래 (81.4,신설).자료는 1998년부터 사용

8 융감독 (97.12,신설)

12 조달청 (61.10,경제기획원 신설)

13 통계청 (90.12,경제기획원 신설)

21 법제처 (61.10신설)

26 앙인사 (99.5신설)

27 국가청렴
부패방지 (01.7신설)⇒ 국가청렴 (05.6명칭
변경)

28 고충처리 (94.1신설)

29 국가인권 (94.1신설)

30 행정자치부
내무부 (48.7신설)와 총무처 (63.12신설)
⇒ 행정자치부 (98.2통합)
소방방재청 (04.6행정자치부)

43 특허청 특허국 (63.12신설,상공부)⇒ 특허청 (76.12)

53 정무장 실 정무장 (81.4총리소속)⇒정무장 (98.2폐지)

55 자문 기타 자문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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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 민간부문에 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통계(www.laborstat.molab.go.kr)의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5인

이상의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자료를 사용하 다.직종별 사업

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의 정상 인 경 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규모별,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

를 한 고용정책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용노동부,2013).조

사 상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2천여 개 표본

사업체로 근로자 황(총 근로자수 등), 원과 부족인원 채용계

획인원,구인인원 채용인원 등 5개 역에서 총 17개 항목을 조

사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의 민간부문의 자료구성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2>).

한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 자료는 재 스웨덴

Uppsala 학에 소재한 IFAU (InstituteforEvaluationofLabour

MarketandEducationPolicy,일종의 노동정책연구소)에서 속 가

능한 고용자-고용인 데이터(employer-employeematcheddata)를 사

용하고 있다.스웨덴 IFAU의 고용자-고용인 데이터는 스웨덴 모든

근로자에 한 수조사라고 볼 수 있다. 한 본 자료의 가장 큰

장 은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방

한 자료라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IFAU 개인별 수 의 원시자료를 5인 이상 사업

체를 분석단 로 사용하고 있다.즉,개인별 자료를 산업세세분류별

기 에 따라 총합(aggregate)수 으로 구성한 후에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총 인력변화를 살펴보고 있다.이는

2002년 스웨덴 표 산업분류에 (SNI:SwedishStandardIndustrial

Classification2002)따른 15개의 산업 분류 기 에 따라 각 세세분

류별 사업체로 구분된다.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3>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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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산업 분류 id 산업 분류

1 농업,수렵업 련서비스업 29 기가스증기업

2 임업,벌목 련 서비스업 30 수도사업

3 어업 31 건설업

4 석탄 업 32 자동차 매수리 차량연료

5 기타 업 33 도매 상품 개업

6 음식료품제조업 34 소매 소비용품수선업

7 담배제조업 35 숙박 음식 업

8 섬유제조업 36 육상운송 이 라인

9 의복 모피제품 37 수상운수업

10 가죽가방신발 38 항공운송업

11 나무 나무제품(가구제외) 39 여행알선 운수 련

12 펄 종이 종이제품 40 통신업

13 출 인쇄기록매체복제 41 융업

14 코크스,석유정제핵연료 42 보험 연 업

15 화합물 화학제품 43 융 보험 련 서비스

16 고무 라스틱 44 부동산업

17 비 속 물제품 45 기계장비소비용품임

18 제1차 속산업 46 정보처림 기타컴퓨터운용

19 조립 속제품 47 연구 개발업

20 달리분류안된기계 속 48 기타사업 련서비스

21 사무계산회계용기계 49 교육서비스업

22 분류안된 기기계 기변환 50 보건 사회복지사업

23 상음향 통신장비 51 생 유사서비스

24 의료정 학기기시계 52 회원단체

25 자동차 트 일러 53 오락문화 운동 련

26 기타운송장비 54 기타서비스업

27 가구 기타제조 55 수리업

28 재생재료가공처리

<표2>한국의 민간부문 분석자료:사업체노동력조사(1993-2007년)

주:농업.임업.어업은 1999년부터 존재함.수리업은 2002년부터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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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작 정의와 측정

1)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한국의 공공부문의 앙정부 부처의

연도별 정원수와 민간부문의 산업부문별 연도별 종사자수이다.36)먼

한국의 공공부문은 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앙정부 부처별

연도별 정원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민간부문은 1993년-2007

년까지의 산업 분류별 5인 이상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의 연도

별 인력규모를 사용하고 있다.37)

한국의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란 앙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국공립 교원,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김태일,2012).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제

외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국가 반 인 요정책이나 활동들이 지

방정부 보다는 앙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따라

서 한국의 경우 앙정부 공무원만을 상으로 하여도 공공부문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한국의

체 공무원 규모에서 앙정부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 역시 높다.38)

36) 통 으로 공공부문의 규모는 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 을 사

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경우 비록 공공부문의 규모는 변하지 않거나 민간부

문보다 천천히 감소하고 있더라도 경기침체 등에 의해서 민간부문의 고용이 감

소하게 되면 체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는 한계

를 가지게 된다(Cusacketal,1989).

37)산업 분류별 5인 이상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사업체의 정상 인 경

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규모별,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한 고용정책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용노동부,2013).

조사 상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2천여 개 표본사업체로

근로자 황(총 근로자수 등), 원과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구인인원

채용인원 등 5개 역에서 총 17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에 한 총 종사자 근로인원을 살펴보면 1983년에 2,513,819명에서 2007년

에는 6,767,705명이다.따라서 한국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인력을 거

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ttp://laborstat.molab.go.kr/).

38) 를 들면,1980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부(국가와 지방),입법부,사법부,기타

로 구성된 연도별 공무원 황에서 국가( 앙)공무원이 차지하는 비 은 과반수

를 넘는다,즉,국가( 앙)공무원의 비 이 각각 1980년 74%,1990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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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스웨덴 자료의 경우 종속변수는 1989년-2009년까지 5인

이상의 스웨덴 산업세세분류별 공공부문( 앙과 지방정부부문)39)과

민간부문의 연도별 총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산업세세분류별 자료를 통해 최근 20여 년 동안의 스웨덴의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인력 변화를 모두 살펴볼 수가 있다.이런 2002년

스웨덴 표 산업분류(SNI: Swedish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2002)에 따른 스웨덴의 세세분류별 산업체의 구분은

매년 720~780여 개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다.40)

2)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써는 한국의 선거주기(electoralcycle)를

사용하고 있다.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이

선거주기를 더미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를

연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즉,선거년도(=0)를 기 으로 선거 1년

(=-1),선거 2년 (=-2),선거 3년 (=-3),선거 4년 (=-4)으로

선거주기를 연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이를 통하여 선거가 다가올

수록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 선거주기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인력에도 어떤 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그리고 지방의회 선

2000년 63%,2010년 63%로 체 공무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연도별 공무원 황:1965-2011).

39) 스웨덴 공공부문은 정부부처(ministry),정부기 (agency),정부기업(public

enterprises),공기업(state-ownedcompanies)로 구분할 수 있다.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만찬가지로 앙정부 부문과 지방정부부문 모두 각각 공공기 (pubic

authority)과 정부기업(public enterprises)을 포함하고 있다 (Swedish Public

Finance2009).

40)FAU의 고용자-고용인 데이터에 따르면 1989년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종사자 수는 총 3,836,450명( 앙:506,239,지방:1,097,232,민간:2,232,979명)

이다.그리고 2009년에는 20년 보다 16.8%가 증가한 4,481,578명( 앙:

396,643,지방:1,044,946,민간:2,396,0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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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각기 다른 임기를 두고 다른 시기에 실시되고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령 선거만을 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왜냐하

면 한국은 매우 강력한 통령 심제를 실시하여 왔고 모든 정치권

력이 통령에 편 되어 있기 때문에 통령 선거에서 정치 경기

순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동윤,1996).41) 한 한국의 공공

부문( 앙정부)의 인력도 통령에 의해서 향을 받고 있다.42)특

히, 통령 선거는 지역단 의 심사를 상으로 하는 국회의원선

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달리 국가 단 심사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서의 한국의 통령 선거는 총 5번으로

1987년,1992년,1997년,2002년,2007년이다.그리고 보수정권( 두

환,노태우,김 삼 정부)과 진보정권(김 ,노무 정부)의 정권교

체가 존재하고 있다.이를 통하여 실제로 통령 단임제라는 한국

특수성 하에서도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서 선거주기 효과가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통령 선거주기가 민간부문의

인력변동에도 향을 미치는지를 추가 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정치인들의 선호가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하여 선거경쟁과 사회복지지출 비 변수들과 선

거주기와의 교차항(interactionterm)분석을 통하여 추가로 살펴보

고 있다.이를 통하여 선거경쟁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지출

비 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 인력증가에서 선거주기 효과가 더욱

41) 통령 선거만을 선거주기로 사용한 연구들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통령

선거에서 재정주기 상을 발견하지 못한 이은국(1999)의 연구와 통령 선거와

공무원의 보수증감률 계를 발견한 김상헌(2000a)의 연구,그리고 국채사업과

통령 선거와의 계를 발견하지 못한 문명재 외(2007)의 연구가 있다.

42)즉,국가공무원 정원에 해서는 통령령인 ‘행정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칙( 통령령 제24462호)’으로 법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앙행정기 의 장은 그 기 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처별 기인력 운 계획을 수립하여 안 행정부장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매년 4월 말까지).그리고 안 행정부장 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앙행정기 별 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기인력 운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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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선거경쟁은 1987년,1992년,1997년,2002년 통령 선거에서 1

당선자와 2 득표자간의 득표율 차이를 사용하고 있다.본 연구

에서는 선거경쟁 측정방식은 Gray(1976)의 선거경합도 방식을 사용

하고 있으며,43)선거 경쟁 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Ct=100

– (1 득표율t– 2 득표율t)

그리고 사회복지지출 비 은 체 GDP에서 사회복지지출 비용

이 차지하는 비 을 사용하고 있다.44)이는 체 GDP에서 정부의

노인과 유족,장애인과 병자들의 보조 비율,소득 구분에 의

한 가계에 한 정부보조,순 사회복지 총 지출을 합한 비 이다.

이는 OECD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선거주기는 4년으로 선거시기가 법정화

되어 있다.1994년 이 에는 매 3년마다 선거가 실시되어왔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매 4년마다 9월 세 번째 주 일요일에 의회, 역

자치단체, 기 자치 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박노호,

2008).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에 살펴보는 스웨덴의 선거

는 총 5번으로 1991년,1994년,1998년,2002년,2006년이다. 한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89년-2009년 사이에 사회민주당이 지속 으로

정권을 유지하 으나,1991년-1994년과 2006년-2010년은 보수연합이

43)일반 으로 선거경쟁은 후보자들의 득표결과를 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측정된

다.구체 인 를 들어 보면 득표율 차이,조정된 득표율 차이,득표수 차이,엔트로피,

그리고 경쟁도 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이들 각각 장단 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한

방법이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윤성호·주만수,2010).Gray(1976)선거 경쟁의 정도를

바로 앞 선거에서의 정당 간 득표차로 표 하고 있다.Mt=S1,t-S2,t,S1,t는 t기의 선

거에서 제1당의 득표율,S2,t는 t기의 선거에서 제2당의 득표율,Mt는 t기의 선거에서 두

정당의 득표차를 나타낸다.이를 100이라는 수치에서 득표차를 뺌으로써 경쟁의 정도를

악했다.

44)사회복지비용에 해 OEC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Publicexpenditure

onold-ageandsurvivorscashbenefits,in% GDP;publicexpenditureon

disabilityandsicknesscashbenefits,in% GDP;publicexpenditureonfamily

bytypeofexpenditure,in% GDP;Nettotalsocialexpenditure,in% of

GDP



- 65 -

정권을 획득하여 두 번의 정권교체가 존재하고 있다.

3)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한국과 스웨덴 모두 세계은행(WorldBank)의 자

료인 1인당 GDP성장률, 체 인구에서 15세~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 , 체 GDP에서 앙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 ,도시인구 비

율,그리고 시간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첫째,1인당 GDP성장률은 공무원 규모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공공부문의 인력의 경우 1인당 GDP로

별되는 생활수 보다는 GDP로 별되는 경제규모에 의해 향을

더 큰 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DP 신

에 1인당 GDP성장률을 사용하고 있다.왜냐하면 1인당 GDP가 커

질수록 국가의 공무원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사회 서비스 공 등의 증가에

따른 정부 역할에 한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이와 동시에

증가된 서비스 공 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 능력도 증가하기 때문

이다(김태일·장덕희,2006). 한 정치 경기주기 가설에 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GDP 신에 1인당 GDP를 사용하고 있다(이

선·조문경,2007;BrenderandDrazen,2005; BrenderandDrazen,

2008;Efthyvoulou,2010).45) 한 GDP와 1인당 GDP를 사용해도

선거주기가 공공부문 인력에 미치는 향에 한 통계결과는 바

지 않는다.이에 한 설명은 <부록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인구규모는 행정수요 증가의 가장 직 인 원인이다(하미

승,2013).1970년 이후 공공부문 팽창의 주요 원인 의 하나로 인

구요인을 강조하는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즉,공공부

45)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은 공공질서 안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재정지출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선·조문경,

2007).



- 66 -

문의 팽창과 인구 도와 인구규모 등의 변수간의 계에 을 맞

추고 연구되어 오고 있다.46)왜냐하면 인구규모가 증가할수록 정부

가 제공해야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특

히,청년인구나 고령인구 등 특정 연령별 인구집단이 행정수요 증

에 향을 미친다(Lewis-Beck& Rice,1985;하미승,2013). 한

많은 학자들이 공공부문 인력에서의 인구규모를 필수 인 변수로

사용해오고 있다(Lewis-Beck,1985;Grand,1989;Agelletal,1987;

이명석,1998;이은국,1995;하미승,2013).

본 연구에서는 체 인구수 보다는 체 인구에서 15~64세 인구

가 차지하는 비 을 사용하고 있다.47)이는 체 인구수보다는 실제

로 공공부문에서 고용되어 활동하는 연령 의 인구비 이 공공부문

인력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셋째, 체 GDP에서 앙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 을 사용하

고 있다.48)일반 으로 정부의 산이 부족하거나 재정 자가 심화

되게 되면 정부인력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하미승,

2013).결국 재정 제약은 공공부문 고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감

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TepeandVanhuyssse,2009).실제로도

정부부채의 증가는 공공부문 고용증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46)터싱과 헤닝(TussingandHenning,1974)은 인구 연령구조비율과 도시화비율

이 공공지출,이 지출과 소비지출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는데 부양인구의

비율과 이 지출 간에 정(+)의 상 계가 나타났다. 리(Kelly,1976)는 도시

화율,인구 도,부양인구비율,인구증가가 정부지출에 미친 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변이요소가 공공부문 팽창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냈다.

특히 발과 그의 동료들(Bahl,Kim andPark,1986)은 한국의 근 화 과정에서

도시화 인구증가가 공공부문 팽창에 미친 향을 분석했다.연구결과에 따르

면 1%의 도시인구증가는 약 2%의 1인당 지출 증가를 가져오며 1953년~1975년

까지 정부지출의 약 38%가 순 인구증가에 따른 외연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이은국,1995).

47)Totalpopulationbetweentheages15to64isthenumberofpeoplewho

couldpotentiallybeeconomicallyactive(WorldBank)

48)Debtis the entire stock ofdirectgovernmentfixed-term contractual

obligationstoothersoutstandingonaparticulardate.Itincludesdomestic

andforeignliabilitiessuchascurrencyandmoneydeposits,securitiesother

thanshares,andloans(World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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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usacketal,1989;TepeandVanhuyssse,

2009).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인력에 향을 미치는 요소

의 하나로서 GDP에서 앙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 을 통제하

고 있다.

넷째,그리고 도시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의 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많은 연구들에서 공무원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

화율을 제시하고 있다(Kelly,1976;Bahletal,1976;Lybeck,1986;

이환범 외,2011).왜냐하면 도시화율의 증가는 교통문제,공 보건

문제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에는 정부가 도

시화율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정부규

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별 추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제하기 해서 연도별 시간변수를 사

용하고 있다.

4)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치 공공고용 주기 가설이 존재하는지를 실증

분석하기 하여 한국의 공공부문은 1983년-2007년까지 앙정부부

처별로 그리고 민간부문은 1993년-2007년까지 5인 이상 산업 분류

산업분류별로 패 자료를 구축했다.그리고 스웨덴의 경우는 1989년

-2009년까지 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산업세세분류별로 패 자

료를 구축하 다.이를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을 사용하고

있다.

직 으로 패 개체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가 아니

라 체를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그리

고 체 모집단에서 무작 로 추출된 표본은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

정하게 된다(민인식 외,2012).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의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체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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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 한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 모형과 회귀분석 모형

의 결과들을 같이 비교 제시하여 고정효과모형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특히,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찰되지 못하는 국가 간 특수성

이 많다.따라서 이를 단순하게 회귀분석(OLS)을 실시하게 되면 연

구결과에 편의(bias)가 존재하게 된다.따라서 1990년 의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을 주로 사용하

다(ShiandSvensson,1993).왜냐하면 고정효과모형은 국가 간의

특성(country-specificeffect)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Shiand

Svensson,2006).이런 고정효과 모형은 최근에도 국가 간 비교연구

에서 여 히 사용되고 있다(Schuknecht, 2000; Persson and

Tabellini,2002;DahlbergandMörk,2011).

본 연구에서도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model)을 사용하여

한국의 연구결과가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49)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한국과 스웨덴으로 나

수 있다.한국의 경우는 거주기가 공공부문 인력에 향을 미치는지

(식①),선거주기 효과가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식②와 식

③),그리고 선거주기 효과에 정당이념이 존재하는지(식④)를 살펴보

고 있다.

Employitc=θ·ELEtc+δ·Χitc+τi+εitc…………①

Empitc = θ·ELEtc+λ·Χitc+τi+εitc…………②

Employitc=θ·ELEtc+λELEtc*Po+δ·Χitc+τi+εitc…③

Employitc=θ·ELEtc+λELEtc*Pa+δ·Χitc+τi+εitc…④

49)일반 으로 패 자료 분석에서 고정효과 모형인지 확률효과 모형인지를 단하

는 기 은 데이터에서 패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ui)에 따른 추론이

다.본 분석 자료와 같이 패 개체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분이 아니

라 체 자료를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차항(ui)을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

이 보다 하다고 볼 수 있다(민인식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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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itc:한국 공공/민간부문(c)의 부처/산업(i)별 연도(t)인력 수

Empitc:한국부처분류(C):정치,경제,규제 리,복지 교육

ELEtc:한국(c)의 연속변수(t)5년 선거주기

ELEtc*Po:한국 선거주기*선거경쟁,선거주기*사회복지지출 비

ELEtc*Pa:한국 선거주기*정당이념(진보유무)

Χitc:인력변화에 향을 미치는 1인당 GDP성장률,15-64세 인구비율,

앙정부 부채 비율,도시인구 비율,시간변수

τ i: 찰되지 않는 부처 산업별 고정 효과

한 스웨덴의 경우는 선거주기가 공공부문 인력에 향을 미

치는지(식⑤),선거주기 효과가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식

⑥),그리고 선거주기 효과에 정당이념이 존재하는지(식⑦)를 살펴보

고 있다.

Employitc=θ·ELEtc+δ·Χitc+τi+εitc…………⑤

Empitc = θ·ELEtc+λ·Χitc+τi+εitc…………⑥

Employitc=θ·ELEtc+λELEtc*Pa+δ·Χitc+τi+εitc…⑦

Employitc:스웨덴국 공공/민간부문(c)의 산업(i)별 연도(t)인력 수

Empitc:스웨덴 산업분류(C):행정일반,교육 복지,기타 공공부문

ELEtc:스웨덴(c)의 연속변수(t)4년 선거주기

ELEtc*Pa:스웨덴 선거주기*정당이념(진보유무)

Χitc:인력변화에 향을 미치는 1인당 GDP성장률,15-64세 인구비율,

앙정부 부채 비율,도시인구 비율,시간변수

τ i: 찰되지 않는 산업별 고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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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측정지표

종속

변수

한국 공공부문 인력 한국 앙정부 부처별 연도별 정원수

한국 민간부문 인력 한국 5인 이상 산업 분류 연도별 정원수

스웨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인력

스웨덴 5인 이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산업세세분류별 연도별 정원수

독립

변수

한국 통령

선거주기

선거년도=0,선거1년 =-1,선거2년

=-2,선거3년 =-3,선거4년 =-4

스웨덴

선거주기

선거년도=0,선거1년 =-1,

선거2년 =-2,선거3년 =-3

한국 선거경쟁 100-(1 득표율-2 득표율)

한국 사회복지비용 사회복지비용/GDP(%)

통제

변수

1인당 GDP성장률

(경제주기)
연도별 1인당 GDP성장률(%)

15세-64세

인구비율
15-64세 인구/ 체 인구수 (%)

앙정부 부채비율 앙정부부채/GDP(%)

도시인구 비율 도시인구수/ 체인구수(%)

연도
한국:공공:1983-2007년,민간:1993-2007년

스웨덴:공공과 민간:1989년 -2009년

5)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측정지표와 기 통계량

(1)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측정지표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과 스웨덴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

제변수들에 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표3>)와 같다.

<표3>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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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종속
변수

ln(공공부문인력) 1087 7.29 1.85 2.94 12.78

ln(민간부문인력) 798 10.95 1.39 6.02 13.33

독립

변수

한국 선거주기 1087 -1.98 1.41 -4 0

선거경쟁 893 95.13 3.22 91.4 98.4

사회복지비용 817 4.83 1.60 2.73 7.68

선거경쟁*선거 893 -188.0 134.8 -393.6 0

복지비 *선거 817 -8.76 7.25 -21.61 0

통제

변수

1인당 GDP성장률

(경제주기)
1087 6.56 3.68 -6.85 11.10

15세-64세 비율 1087 70.05 2.30 64.21 71.98

앙정부부채비율 1087 16.81 6.18 7.99 30.07

도시인구 비율 1087 75.93 5.93 61.61 81.98

연도 1087 1995.7 7.24 1983 2007

(2)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 통계량

한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의 선거주기가 인력변동에 미친

향에 한 변수들의 기 통계량은 아래(<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4>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 통계량:한국

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

웨덴의 선거주기가 인력변동에 미친 향에 한 기 통계량은 아

래(<표5>)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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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종속
변수

ln(공공부문인력) 6741 5.92 2.34 1.61 12.57

ln(민간부문인력) 14918 6.77 1.84 1.61 11.65

독립
변수

스웨덴 선거주기 6741 -1.41 1.04 -3 0

통제

변수

1인당 GDP성장률 6741 1.38 2.64 -5.83 4.58

15세-64세 비율 6741 64.43 .64 63.68 65.60

앙정부부채비율 6741 54.63 14.19 35.56 77.99

도시인구 비율 6741 83.90 .50 83.1 84.91

연도 6741 1998.1 6.08 1989 2009

<표5>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 통계량: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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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 앙정부 인력)

선거주기
.024***

(.007)

1인당 GDP성장률
-.000

(.003)

15-64세 비율 -.317***

(.084)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도시인구 비율
.208***

(.040)

연도
-.077***

(.012)

상수항
167.584***

(24.193)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1

제4장 연구 분석결과 논의

제1 공공과 민간부문 인력과 선거주기:한국사례

1.공공부문 인력과 선거주기

여기에서는 한국의 앙정부 부처(공공부문)인력이 정권 기에

는 감소하다가 정권말기에 증가하는 상이 통령 선거주기에 의

해서 설명이 가능한지에 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 있다(아래<표

6>).

<표6>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효과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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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결과( 의 <표6>)에 따르면,한국의 경우 통령

선거주기는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1983년부터 2007년까지 통

령 선거가 다가올수록(5년 주기)한국의 앙정부부처 인력은 매년

2.4%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이는 공공부문 인력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매년 평균 으로

12,923명씩 증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가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논의에서

처럼 유권자들에게 큰 향을 미칠지에 해서는 의문이 있다.왜냐

하면 민간부문에 비해서 공공부문 인력증가의 비 이 작기 때문이

다.그러나 앞에서 언 한 것처럼 한국의 공공부문은 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직업 의 하나이다.그리고 한국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

소하기 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을 증가시켜 왔다.따라

서 실제로 증가된 인력의 숫자보다는 재 국가공무원 시험을 비

하는 응시자들의 황을 고려해보면,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유권자

들에게 가시 인 성과를 보여주기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를 들면,국가공무원 시험(5 ,7 ,9 )의 경쟁률은 1980년에

최소 12:1~최 119:1,1990년에 최소 12:1~최 121:1,그리고

2002년에는 최소 11:1~최 327:1로 꾸 히 증가해왔다. 한 국가

공무원 응시인원도 1980년 134,839명에서 2002년에 171,955명으로

증가하 다(행정자치부 통계연보).특히,2013년 최근에는 행정·입

법·사법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

생은 약 4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응시자 수가 매년 증가해

왔다.뿐만 아니라 최고 경쟁률이 774 1이 될 정도로 그 응시 경

쟁도 치열해지고 있다.50)따라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 인력

50)비록 공무원 시험 결시율이 20~30%로 높은 편이고 여러 시험을 치르는 복

응시자가 포함되어 있지만,안 행정부·법원행정처·국회사무처·경찰청·소방방재

청 등에 따르면 2013년 행정·입법·사법부 국가공무원 공채에 지원한 인원은 35

만8678명이다.여기에다 17개 시·도 지방직 7·9 공무원 공채 응시자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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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어느 정도는 정 인 향을 미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통령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에 미친 향은 공무

원의 보수증가에 향을 미친다는 김상헌(2000a)의 연구가 유일하다

고 볼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한국의 통령

선거주기는 공무원 인력증가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추가 인 사실을 발견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런 연구결과는 경찰인력(Levitt,1997),공립학교 신규교사

(TepeandVanhuysse,2009),지방정부 인력(DahlbergandMörk,

2011)등과 같은 공공인력 증가에 선거주기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선

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령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확 재정정

책에서의 Nrodhaus(1975)의 기회주의 인 선거주기 효과는 나타나

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 선·조문경,2007).왜냐하면

통령 단임제인 한국의 경우 차기 선거의 결과보다는 재임기간 동안

의 업 달성을 해서 통령 임기 반에는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임기 말기에는 오히려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력에서는 선거

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이

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해 수 있다.

통령 단임제라는 정치상황에서 재정정책과 달리 선거주기는 공공

부문 인력에서 정 인 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선거주기 효과에

서 정부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 재정정책과 공공부문 인력에

교육직 9 시험 의사자 9만 4623명을 더하면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자수는 약

45만 3301명에 달한다.이는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해지고 안정 인 직장에 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매년 공무원 시험에 도 하는 인원이 증가해오고 있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

3081200923000431&mode=sub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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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 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특히,한국의 경우 통령 단임제로 연임제한(one-term limit)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으로 재선이 허용되는 정치인들의 경우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 정치인들보다 경제성장이나 확 재정정책 등 정치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ltetal,2011).이는 평 형

성(reputationbuilding)모형에 따르면 재선에 한 가능성을 높이

기 해서 첫 번째 임기기간 동안 그들의 평 을 높이려고 많은 노

력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BesleyandCase,1995).51)

그 다면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에서의 공공부문 인력이 선

거가 다가오면서 증가하는 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한 추가 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존 선행연구

들이 제시한 평 형성(reputationbuilding)모형을 다르게 해석하

고 있다.한국의 정치인들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 인력을 증

가시키는 이유는 일 잘하는 정부로 기억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

고 있다. 통령의 연임이 보장되는 미국 등의 통령 선거제도에서

는 재선을 해서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킬 유인이 강하게 존재할

것이다.반면에 통령 단임제가 존재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정권

시기( 기와 말기)에 따라서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value)가 다를 것

으로 추론된다.

를 들면,정권 반에는 정부 인력을 감소시켜서 유권자들에

게 개 성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정권 말

기에는 정부인력 증가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공공서비스

를 제공해 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이처럼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의 인

력이 증가하는 상은 통령 단임제라는 임기제한에 따른 한국

51)미국의 삼선제한(two-term limit)을 가진 주의 주지사의 경우 세 과 지출이

두 번째 임기에 비해서 첫 번째 임기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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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하에서의 선거주기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한,공공부문 인력증가에는 선거주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

제변수들도 향을 미치고 있다. 를 들면, 앙정부 부채비율 증

가와 도시인구 비율의 증가도 한국 공공부문의 인력증가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도시인구 비율의 증

가는 행정서비스의 증가를 반 하기 때문에 도시인구 비율의 증가

가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

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는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는

정부의 재정 제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재정 제약과 상 없이

정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에 해서는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반면에 15-64세 인구비율의 증가는 공공부문의 인력성장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한국의 국가

공무원 채용제도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한국의 앙정부

부처의 경우 신규채용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으로의 진입이 용이하

지가 않다. 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폐쇄 으로 리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인구(15-64세)비 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공공부

문 인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그러나 1인

당 GDP성장률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경기주기는 한국의 공공부

문 인력에는 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본 연구의 R-squared값은 그리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다(아래 <표7>의 모델[1]).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독립변수로 이

의 공공부문 인력 수(laggeddependentvariable)나 체 실업률을

사용하여 R-squared값이 상 으로 높다.그러나 실업률을 통제

하게 되면 앙정부 체 인력과 실업률이 상호 향을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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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

2007년

1988년
-

2007년

1993년
-

2007년

1998년
-

2007년

[1] [2] [3] [4]

선거주기 .024***

(.007)

.031***

(.007)

.052***

(.008)

.007

(.011)
1인당 GDP

성장률
-.000

(.003)

-.000

(.003)

-.003

(.003)

-.000

(.004)
15-65세

비율
-.317***

(.084)

-.310***

(.077)

-.396***

(.067)

.128

(.130)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21***

(.005)

.031***

(.006)

.012

(.009)
도시인구

비율
.208***

(.040)

.208***

(.040)

.185***

(.061)

.705

(.676)

연도 -.077***

(.012)

-.081***

(.015)

-.087***

(.027)

-.218

(.214)

상수항
167.584***

(24.193)

173.904***

(29.331)

195.250***

(50.170)

377.583

(373.113)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1

부처 id

893

52

0.0012

부처 id

694

52

0.0013

부처 id

489

51

0.0011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은 통제

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의 선거주기 효과에 한 R-squared값

이 낮은 이유는 1998년에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통령령 제24461호)

을 제정하여 정부인력 규모 상한을 273,982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비록,국가공무원 정원 국회·법원·헌법재 소·선

·감사원의 국가공무원, 직 통령 비서 ,정무직공무원,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교원은(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

조)총정원령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런 제약에 의해서 한국

공무원 정원증가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7>한국의 역 정권별 선거주기와 공공부문 인력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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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표7>)에서는 체 분석 상에서 두환 정부에서부터 순

차 으로 제외하면서 선거주기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노태

우 정부에서 노무 정부까지를 분석하게 되면 R-squared값이 약

간은 상승하고 회귀계수 값도 증가하게 된다(모델[2]).그리고 김

삼 정부에서 노무 정부까지를 상으로 살펴보면 선거주기 효과

의 회귀계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모델[3]).반면에 김 정부

와 노무 정부는 선거주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고 있다(모델[4]).

2.공공부문 인력증가 발생원인:정치인과 료

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의 경우 선거주기에 따

라서 선거가 끝나면 인력이 감소했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인력

이 증가하는 상이 나타난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령 단임제라

는 특수성 때문에 정권 반에 공공부문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후

반에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는 상을 선거주기 효과로만 단정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왜냐하면 통령의 연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의 경우 이런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 형태는 정권말기 통령의

임덕에 따른 료들의 행태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앙정부부처 인력은 1987년 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정권에서 집권 반에 정부 인력이 감소했다가 집권후반기에는

정부 인력이 다시 증가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의 [그림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앙정부 인력의 증가

형태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한 선거주기 효과인지 아니면 정권말

기 통령의 임덕에 따른 료들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

여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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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한국 정권별 정부인력 황: 기, 기,말기

출처:문명재(2009)재구성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인 앙정부 부처를

① 정치,② 경제,③ 복지·교육,④ 규제 집행기능 등의 기능별

로 구분하 다.52)이들 에서 ① 정치,② 경제,④ 규제 집행기

능 부문은 법 집행과 규제,공공재 제공,정책집행 등의 업무를 담

당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인력증가는 료들의 선호를 반 한

다고 가정하고 있다.반면에 ③ 복지·교육 부문은 최근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은 부문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인력증가는 유권자들을 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52)이에 한 한국의 앙부처별 분류기 은 ClarkandDear(1984)의 자본주의 국

가기구 유형화 모형에 근거한 정용덕(2002)의 한국 앙국가 하 기구의 기능별

분류에 의거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용덕(2002)의 합의기능은 정치

기능으로,생산기능은 경제기능으로,통합기능은 복지·교육기능으로,그리고 집

행기능은 규제·집행기능으로 구분하 다.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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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 앙정부 인력)

정치기능

[1]

경제기능

[2]

복지/교육

[3]

규제/집행

[4]

선거주기
.008

(.008)

.013

(.009)

.047***

(.016)

.023

(.017)
1인당 GDP

성장률
-.005

(.004)

-.003

(.004)

.007

(.007)

.000

(.007)
15-64세

비율
-.125

(.094)

-.167

(.103)

-.630***

(.180)

-.298

(.187)
앙정부

부채비율
.004

(.005)

.010*

(.006)

.020*

(.011)

.032***

(.011)
도시인구

비율
.098**

(.045)

.109**

(.049)

.389***

(.086)

.207**

(.090)

연도
-.030**

(.013)

-.053***

(.014)

-.129***

(.026)

-.077***

(.027)

상수항
69.021**

(26.518)

117.676***

(29.254)

278.961***

(52.774)

164.055***

(55.376)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77

8

0.0037

산업id

319

14

0.0170

부처 id

242

12

0.0076

부처 id

349

19

0.0037

<표8>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 발생원인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 <표8>),선거가 다가올수록

보건·복지·교육부문53)에서만 공공부문( 앙부처)의 인력이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델[3]).반면

에 정치54),경제55),규제·집행56)기능 부문에서는 선거주기 효과가

53)여기에 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교육인 자원부,국가보훈처,문화 부,

문화재청,국정홍보처,청소년 원회(체육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

청,여성가족부,환경부,노동부이다.

54)정치기능에 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검찰청,

국방부,병무청,방 사업청,경찰청 해양경찰청이다.

55)경제기능 부서는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경제기획부와 재무부),국세청, 세

청,과학기술부,기상청,농림부,농 진흥청,산림청,산업자원부(상공부와 동력

자원부), 소기업청,건설교통부(건교부와 교통부),해양수산부(항만청과 수산

청),철도청, 매청이다.

56) 통령비서실, 통령경호실,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감사원,기획 산처,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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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즉,한국의 앙정부부

처(공공부문)의 인력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건·복지 교육 분야

에서(모델[3])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매년 4.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료

들의 기회주의 행태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하는 정치인들

의 행태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정용덕(2002)의 분류에 근거한 보건·복지 교육 분야

(모델[3])는 보건,교육,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매체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정보,통신 매체 부문인 문화 부,문화

재청,국정홍보처,정보통신부,환경부를 제외하고 일반 으로 간주

하는 보건·복지 교육 분야인 교육인 자원부,국가보훈처,청소년

원회(체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청,여성가족부,노동부만을

상으로 선거주기 효과를 분석해도 여 히 통계결과는 변하지 않는

다.오히려 회귀계수 값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회귀

계수:0.063,p값:0.013).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교육기

능에 정보,통신 매체도 포함한 범 한 정용덕(2002)의 분류를

그 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 교육 분야의 인력에서만 선거주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 교육

분야는 선거주기와 상 없이 증 되는 수요에 의해서 매년 지속

으로 인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왜냐하면 OECD국가를 상으

로 살펴본 Cusacketal(1989)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인력증

가는 주로 보건,교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와 도서 ,박문

등의 지역공동체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에

는 정부 인력이 자발 으로 증가하는 상이지 선거주기 효과에 의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정부부처 기능별로 총 인력변동

거래 , 융감독 ,조달청,통계청,법제처, 앙인사 ,국가청렴 ,고충처리

,국가인권 ,행정자치부(총무부와 내무부,소방방재청),특허청,정무장 실

자문 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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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시간 변화를 추가 으로 살펴보고 있다(아래 [그림5]).

[그림5]한국 정부부처 기능별 총 인력증가:1983년-2007년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부처 기능별 총 인력 변동의 추세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교육 분야는 매년 지속 으로 총 인력이 증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지속 인 인력증가는

1983년-1991년과 2003년-2007년에만 나타나고 1991년-2002년에는

거의 인력변동이 없다.따라서 복지 교육 분야에서의 인력증가는

선거와 상 없이 매년 공공부문 인력이 자발 으로 증가한 것이 아

니라 선거주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정치 분야의 총 인력도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 을 유지하고 있다.그리고 규제분야와 경제 분야의 총 인

력은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한국의 앙정부부처 인력의 변화는 복지 교

육 분야의 인력을 제외하고 다른 부문에서의 총 인력의 변화는 그

리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는 교원과 경찰(해양포함)인력이

체 공공인력( 앙정부 공무원)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57)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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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체 공공부문 인력의 증

가이기 보다는 실제로는 교원과 경찰인력의 증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교원과 경찰인력을 순차 으로 제거하여도 선거주기

효과의 결과가 변하지 않는지를 추가 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체 공공부문 인력 에서 교원인력을 제외하여도 회

귀계수 값은 변하지 않는다(회귀계수:0.024,p값:0.001).그리고 경

찰인력을 추가 으로 제외하여도 회귀계수 값은 여 히 변하지 않

는다(회귀계수:0.025,p값:0.001).이는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

에서 선거주기 효과는 특정 부문 인력의 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 공공부문 인력에서 발생하는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치인의 선호:선거경쟁

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정치인

들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그러나

단지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만으

로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 되는 선거경

쟁의 변수와 선거주기 간의 교차항(interactionterm)분석을 사용하

여 추가 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를 통하여 공공부문 인력증가에서

선거주기와 공공부문 인력간의 계가 선거경쟁에 의해서 어느 정

도 향을 받는지를 추가 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재정보수주의자들인 합리 인 유권자

들은 확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자와 인 이션 등의 발생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확 재정정책은 오히려 정

치인들의 재선에 불리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공

57)교원 인력의 경우 1983년 207,862명에서 2007년에는 341,800명으로 증가하 다.

이는 본 연구의 교육부의 체 인력의 1983년 95%에서 2007년에는 96.6%를 차

지하는 비 이다.그리고 경찰인력의 경우는 1983년 58,175명에서 2007년에는

해양경찰까지 포함한 인력은 107,9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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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 인력의 증가는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과 실업률 감소 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DahlbergandMörk,2011),유권자들은 공공

부문의 인력증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경우에는 정치인들

은 그들의 재선을 해서 극 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활용할 유인

이 존재하게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공공부문 인력

증가를 선호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집권정부의 지지율보다는 선거에서의 경쟁

(당선자와 2 당선자간의 득표율 차이)이 정치인 등이 공공부문 인

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직 인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왜냐

하면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가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집권정부의 지지율과 실제 선거결과와

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한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owns,1957;윤성호 외,2010).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육정책에서

처럼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해서 민주당은 보수 인 방향으로 그리고 공화당은 진보 인 방

향으로 그들의 정당이념과 상 없이 략 으로 정책 방향의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강주 ,2007).이처럼 선거경쟁이 높을수록 정치

인들은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해서 극 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권정

당의 지지율 보다는 실제 선거에서의 1 와 2 득표율 차이를 선

거경쟁 정도로 간주하여 정치인들의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한 유

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아래 <표9>),선거주기와 선거경

쟁의 교차항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모델[3]).비록 선거경

쟁이 증가할수록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공부문의 인력은 매년 0.3%

씩 증가하지만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따라서 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경쟁의 증가는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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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 앙정부 인력)

[1] [2] [3]

선거주기
.024***

(.007)
.007
(.008)

-.275
(.240)

1인당 GDP성장률
-.000

(.003)
-.001
(.003)

-.003
(.003)

15-64세 비율 -.317***

(.084)
.071
(.099)

.065
(.099)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22*
(.005)

.023*
(.005)

도시인구 비율
.208***

(.040)
-.002
(.053)

.008
(.053)

연도
-.077***

(.012)
-.008
(.019)

-.014
(.020)

선거경쟁 -.049*
(.008)

-.043*
(.010)

선거경쟁*선거주기 .003
(.003)

상수항
167.584***

(24.193)
22.620
(38.419)

32.769
(39.366)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1

부처 id

893

52

0.0035

부처 id

893

52

0.0036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9>한국의 공공부문 인력과 선거경쟁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선행연구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경우 직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한계효용(시장소속정당 득수요-제2반 정당 득표수)이 작을수

록 선거에서 더 기회주의 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Aidtetal,2011).그러나 한국의 경우 선거경쟁이 증가할 때,선

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지만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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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치인의 선호:사회복지비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정치인들의 향력이 존재

하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선거주기와 사회복지지출 비 에 한

교차항(interactionterm)분석을 추가 으로 실시하고 있다. 재

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 유

권자들의 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이런 유권자들의 선호

를 반 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 이 날

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정부 산 증·감에 한 최종

결정권은 매년 정기국회에 의해서 결정된다.따라서 사회복지지출

비 에 한 결정권은 료들보다는 정치인들의 향력이 더 클 것

이라는 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는 정부 인력의 증

가로 연결되게 된다.한국의 경우 정부인력 규모는 인구 1000명당

32.3명으로 다른 OECD국가들의 평균 40% 보다 작은 수이다.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 제공하는 서비스 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일,2012).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보건·복지행정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상된다(강인성,2008).특히,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한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서

비스에 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는 한국에서는 공공인력을 증

가시킬 유인을 제공해 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를 통하여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지속 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사회보장지출 비 이 1% 높아질수록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가 약

6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의 인

구 천 명당 공무원 수가 22.1명인 재의 한국의 공무원 수는 2030

년에는 사회보장지출 비 이 20% 내외로 증가했을 때,인구 천 명

당 48-86명 사이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장덕희·김태일,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는 정부인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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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 앙정부 인력)

[1] [2] [3]

선거주기
.024***

(.007)

.039***

(.008)

-.024

(.025)

1인당 GDP성장률
-.000

(.003)

-.001

(.003)

-.002

(.003)

15-64세 비율 -.317***

(.084)

-.224**

(.097)

-.267***

(.098)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46***

(.009)

.038***

(.010)

도시인구 비율
.208***

(.040)

.301***

(.057)

.295***

(.056)

연도
-.077***

(.012)

-.144***

(.025)

-.132***

(.026)

사회복지지출비
-.053*

(.030)

-.017

(.033)

복지비 *선거주기
.013***

(.005)

상수항
167.584***

(24.193)

285.81***

(48.473)

266.86***

(48.788)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1

부처 id

817

52

0.0021

부처 id

817

52

0.0025

에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아래 <표10>)에 따르면,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에 해서 선거주기와 사회복지지출 비 은 각각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그러나 선거주기와 사회복지비 의 교차항은 공공

부문 인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델[3]).

<표10>한국의 공공부문 인력과 사회복지지출 비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즉,사회복지지출 비 이 증가할수록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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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력은 매년 1.3%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델3]).이처럼 교차항의 추정계수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양(+)의 수 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는

통령 선거에 1년 다가갈수록 0.04%만큼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

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8)

결론 으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료들의 선호를 반

하기 보다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정

부부처 기능별 분류에서 보건·복지 교육 분야의 공공부문 인력에

서만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한 사회복지지출 비 이 증

가할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선거경쟁의 증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에서 정치인들의 선호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보인다.

손호 외(2009)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사회복지,고령화 사회 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정부의 우선 처가 필요한 정책분야로 제시

하고 있다. 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치안질서,사회복

지,교육이 지지를 얻은 반면에 정부운 리 분야의 기 들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005년 행정자치부 조사 자료).

특히,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지출 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수

요 증 와 이에 한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에 따라서 의

료,교육 보육 등에 한 정부의 역할의 증 요구가 꾸 히 증

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일,2009,2012;장덕희·김태일,2010).

따라서 정치인들에게 사회복지분야에 한 인력증가 유인이 늘 존

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당이념

58)선거주기가 1년 늘어날수록(선거년도가 다가올수록)–0.24+사회복지지출 비

평균(4.83)*0.013(%)=0.04% 만큼 인력이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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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 앙정부 인력)

[1] [2] [3]

선거주기
.024***

(.007)

.003

(.008)

-.002

(.010)
1인당 GDP

성장률
-.000

(.003)

-.002

(.003)

-.003

(.003)
15-64세

비율
-.317***

(.084)

.044

(.102)

.021

(.105)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25***

(.005)

.024***

(.005)
도시인구

비율
.208***

(.040)

.013

(.051)

.025

(.053)

연도
-.077***

(.012)

-.010

(.016)

-.014

(.017)
진보정권

유무
-.355***

(.060)

-.310***

(.075)
진보정권*선

거주기
.015

(.015)

상수항
167.584***

(24.193)

23.429

(33.937)

31.952

(35.016)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1

부처 id

1087

53

0.0016

부처 id

1087

53

0.0016

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정치인들

의 선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그 다면 여기

에서는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논의처럼 정당 간 이념차이

에 의해서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에서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표11>한국의 공공부문 인력과 정당이념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본 연구에서는 198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역 정부 에서

김 정부와 노무 정부(1998년-2007년)를 진보 정권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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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1997년까지의 두환 정부,노태우 정부,김 삼 정부를 보

수정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 <표

11>),한국의 경우 진보정당이 보수정당보다 선거주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 인력을 더욱 증가시키는지에 한 교차항(interaction

term)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모델[3]).따라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간의 이념 차이에 한 선거주기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가정하는 진보정당이 보수정당보다

실업률을 낮추는데 더 노력한다는 주장이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

에 한 선거주기 효과에서는 나타나고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국

의 경우 정당의 형성과 해체가 정치 이념과 성향보다는 정치

인해 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안정 인 정당구조가 유

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선·조문경,2007).따라서 이

런 한국 상황 하에서는 공공부문 인력에 한 정당이념간의 차이

가 발견되기 어려운 것으로 추론된다.

한 한국의 경우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미친 향을 살펴보면([모델2]),보수정권 집권 시 보다 진보정권 집

권 시에 오히려 공공부문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1997년 외환 기를 겪으면서 공공부문 반에 도입된 감

축 리 정책에 의한 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즉,진보정부

인 김 행정부의 경우 외환 기 극복을 해서 국민의 정부출범

시 수립한 국가공무원 인력감축 4개년 계획(1988-2001)에 따라 1988

년(9,084명),1999년(7,973명),2000년(4,299명),2001년(22,365명)에 지

속 으로 정부 인력을 감축했다(김근세,2005).

6.공공/민간 인력증가와 선거주기/경기주기

여기에서는 선거주기가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을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하여 실제로 공공부문 인력은 투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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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향에 의해서 선거주기에 직 인

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반면에 민간조직은 선거 등의 정치

요인 등과는 상 없이 이윤극 화를 추구하는 기업가나 주주의

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따라서 선거주기와 경기주기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Boyne,2002;GregoryandBorlan,1999).

한 공공부문이 정치 향만을 받는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의 주장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인력은 선거주기 뿐만이 아니라 경기

주기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왜냐하면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 민간부문과 달리 소득재분배 수단(Alesinaetal,2000)과 경제

기에 한 사회보장 보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Rodrik,

2000)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 뿐만이 아니라 선거주기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도 있

다.왜냐하면 선거주기는 확 재정정책 등을 통하여 간 으로 민

간부문 고용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Coelhoetal,2006).

이처럼 공공부문은 선거주기 뿐만이 아니라 경기주기에 의해서

도 향을 받을 수 있다. 한 민간부문은 경기주기 뿐만이 아니라

선거주기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정치 경기( 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선거가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을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노력이 없

었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정치 향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의

향을 받는지에 한 고려도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환

경의 차이와 공공부문의 특수성이 선거주기와 경기주기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아래 <표12>)에 따르면,한국의 경우 통

령 선거주기는 공공부문의 인력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선거가 다가올수

록 매년 공공부문의 인력이 2.4%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고 있다.이는 공공부문 인력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매년 평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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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 공공/민간 인력)

공공
[1]

민간
[2]

공공/민간
[3]

공공/민간
[4]

선거주기
.024***

(.007)

-.009

(.010)

.019***

(.007)

.021**

(.008)

1인당 GDP

성장률
-.000

(.003)

.010***

(.003)

.004*

(.002)

.004*

(.002)

15-64세

비율
-.317***

(.084)

-.013

(.077)

-.185***

(.053)

-.185***

(.053)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15**

(.007)

.007

(.005)

.007

(.005)

도시인구

비율
.208***

(.040)

-.063

(.069)

.054

(.048)

.054

(.048)

연도
-.077***

(.012)

.071**

(.031)

-.003

(.022)

-.003

(.022)

공공유무 omitted omitted

선거주기*

공공유무
-.003

(.010)

상수항
167.584***

(24.193)

-125.774**

(58.155)

24.862

(39.884)

24.779

(39.898)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산업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1

산업id

798

55

0.0007

부처/산업 id

1492

107

0.0002

부처/산업 id

1492

107

0.0014

12,923명씩 증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경기주기(1인당

GDP 성장률)는 공공부문 인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못

미치고 있다(모델[1]).

<표12>한국의 공공/민간부문 인력과 선거주기/경기주기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반면에 통령 선거주기는 민간부문의 인력에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경기주기(1인당 GDP성

장률)는 민간부문의 인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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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경제가 성장할수록 민간부문의 인력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델[2]).이는 민간부문은 인력은 경제

성장률이 1%씩 증가할수록 매년 평균 으로 약 6만 명씩 증가해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은 정치 향(선거주기)에 의

해서만 증가하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제성장률(경기주기)에

의해서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런 이유는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주체들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 정치 향에 의해서 결정되고 민간부문의 인력은 시장의

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Boyne,2002;GregoryandBorland,1999).즉,공공부문 인력은 득

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향을 받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이윤극 화를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향을 받고 있다는 기

존의 DahlandLindblom(1953)과 WamsleyandZald(1973)등의 주

장이 한국 상황에서도 용된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 한국 민간부문의 경우 공공부문과 달리 인력변동에 선거주

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의 <표

12>의 모델[2]).이는 선거주기에 따라서 민간부문의 인력이 증가한

다는 포르투갈의 Coelho 등(2006)의 연구와는 상반된다.그러나

Coelho등(2006)의 연구는 인력변동에 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지 않다. 한 선거주기에 따른 민간부문의 인력

증가는 포르투갈 국가만의 특수성 때문 일 수도 있다.따라서 선거

주기에 따른 민간부문의 인력증가는 한국에서는 다른 성향으로 나

타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공공문과 민간부문을 합하여(1993년-2007년)분석한 결

과( 의 <표12>의 모델[3])에 따르면,한국의 경우 체 노동시장

인력은 선거가 1년씩 다가올수록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매년 1.9%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수록 체 노동시장 인력도 매년 0.4%씩 증가하고 있는



- 95 -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선거주기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

이 민간부문의 인력보다 더 증가하는지에 한 교차항 분석(모델

[4])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결론 으로 한국의 경우 통령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들( 통령 등)의 직 인 향을 받는 공공부문( 앙정부부처)에서

는 선거주기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력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선거주기는 민간부문의 인력에는 향을 못 미치고 있다.기

존의 선행연구들이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치는 향

을 구분해서 분석하지 못하 다면 본 연구는 선거주기가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을 각각 구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의사결정주체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실증분석을 제시

해주고 있다.

특히,고용에 한 정치인들의 향력은 민간부문에는 직 인

향을 못 미치고 공공부문에만 제한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사

을 제시해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경기주기는 한국의 공공부문 인

력증가에는 향을 못 미치고 민간부문의 인력증가에만 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공부

문 인력의 신규 채용을 통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한 정책들의

효과가 제한 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이 정치 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작은 정부 논쟁에 한 새로운 시사 을 제시

해 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인력은 이윤극 화를 추구하는 시장의 향보다는 유권자들

의 선호를 반 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인력은 OECD 국가들보다 작은 반면에 앞으

로 의료와 교육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

서 이에 한 정부역할은 지속 으로 확 될 가능성이 높다(김태

일,2009).따라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작은 정부 이

념에 따른 무분별한 인력감축보다는 증가하는 사회복지 교육 서



- 96 -

비스에 따른 정부역할을 감당하기 한 한 인력 감축에 한

효율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 공공과 민간부문 인력과 선거주기:스웨덴사례59)

1.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필요성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살펴본 선거가 공공부문 인력에 미친

향,공공부문 인력증가의 발생원인,그리고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 미친 향과 선거주기와 경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인력에 미친 향에 한 연구결과가 한국의 특수성 때문

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를 하

여 스웨덴의 상으로 한국에서의 분석결과를 용하여 분석하고

있다.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선행연구들이 개발도상국을 상

으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실시한 것에 비해서 본 연구는 OECD국

가인 한국과 스웨덴을 상으로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특히,선거시기의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의원내각에서는 선거 시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

아서 이에 따른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이는 정치인들이 경제 상

태를 고려하여 선거 시기를 조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이다.60)

59)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웨덴 자료는 재 UppsalaUniversity의 IFAU

(TheInstituteforLabourMarketPolicyEvaluation:노동경제연구소)에서 보유

하고 있는 자료이다.이 자료는 비공개 자료이지만 본 연구자는 재 IFAU의

LenaHensvik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자료 사용에 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본 박사논문에서 스웨덴 IFAU의 자료는 앞으로 LenaHensvik과 공

동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에 발표할 계획이다.

60)HeckelmanandBerument(1998)에 따르면 선거 시기의 내생성이 존재하는 일

본과 국에서는 정치 경기주기가설보다는 기회주의 선거 시기(OET:

opportunisticelectiontiming)때문에 발생하는 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즉,

직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하여 선거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을 때 직 정치인들은 선거 에 경기를 조작하는 신에 경제상태가

좋을 때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거시경제를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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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 OECD의 의원내각제 국가들 에서 선거일이 고정되

어 있는 국가는 스웨덴,노르웨이,스 스가 유일하다(Pettersson-

Lidbom,2003).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통령제인 한국과 의원내각

제인 스웨덴에 한 비교는 이런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 보다 엄

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한국과 스웨덴은 정부형태의 차이 이외에도 공공부문의

개방성 정도,사회복지 수 정도,정치인들의 지 (rent)수 등에

서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들이다.먼 스웨덴은 한국보다 공공부문

의 개방성 정도가 높다.스웨덴 공공부문의 채용은 앙정부에서

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부부처(ministry),행정기 (agency),지방

정부(municipality)에서 각자의 채용계획에 따라 자율 으로 진행하

고 있다(MacDonald,1992). 한 스웨덴 공공부문 채용정책과 련

해 월 ,승진,고용과 해고 등은 으로 행정기 (agency)의 재량

에 맡겨져 있다.(OECD,2005).

특히,스웨덴은 공공부문의 채용은 실 (merit)과 능력(skill)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모든 빈자리는 외부 으로 공개채용을 한다

(OECD,2010).뿐만 아니라 직종 간 이동(Occupationalmobility)이

장려되며 이는 개인 월 증가에 반 된다.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간의 이동(mobility)도 역시 장려되고 있다(Bossaertetal,2001).

따라서 스웨덴 공무원들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고용 계에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Demmke,2004;김상

묵,2008).61)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신에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

게 된다는 것이다.이런 경우에는 통 인 정치 경기주기가설에서 간과하고

있는 강한 내생성(endogeneity)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선거시기가 고정

된 국가와 고정되지 않은 국가를 분리해서 연구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HeckelmanandBerument,1998).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스웨덴의

경우 의원내각제 이면서도 OECD 국가들 에서 선거 시기가 외생 으로 결정

되는 국가이다.따라서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는 선거 시기의 내생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 할 필요가 없다.

61) 를 들면,한국과 달리 스웨덴 공무원들은 일반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법

(私法)의 용을 받는다.한국은 공무원에 한 법률 규제가 있으나 스웨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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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의 공공부문은 고 직인 일부 고 공무원단을 제외

하고는 앙정부의 시험에 의해 앙 집 으로 리되고 있다.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이동(mobility)도 역시 자유롭지 않다

(OECD,2010).특히,한국의 국가공무원 정원수는 법 근거에 의해

서 계획 이고 체계 으로 리되고 있다.이는 한 국가공무원 정

원에 한 법률로서 통령령인 ‘행정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

칙( 통령령 제24462호)’가 있다.

한,스웨덴의 경우 세계에서 표 인 복지국가이다.스웨덴의

복지모델을 통하여 스웨덴은 계층 간의 소득균등화,완 고용실 ,

노사합의에 의한 임 결정 등 완벽한 복지정책을 실 해 오고 있다

(양 모,2008).그리고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 비 은 OECD 평균

인 20%보다 높은 30% 수 을 상회하고 있다.반면에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비 은 여 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0% 정도

에 머물고 있다.따라서 스웨덴의 사회복지비 지출비 이 한국의 그

것보다 약 3배 정도나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투명성 정도에서도 한국과 스웨덴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

다.스웨덴의 경우 부패인식지수가 9 로 그 순 도 세계 4~6 로

투명성 정도가 매우 높은 수 이다.이처럼 부패인식수 이 높은 이

유는 정치인들에 한 강한 제도 제약을 통해 공공자원을 남용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공무원의 직업윤리 의식도 매우 강하다.

한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행정 반에 한

효율 인 외부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박상철,2008).반면에 한국의

경우 지속 으로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여 히 4~5

로 그 순 도 2000년에 48 에서 2007년에는 43 로 여 히 40

서는 계약 노동 련 입법의 규제를 받는다. 한 한국에서는 충성과 정치

립 등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직업상 의무를 부과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계약상

의 의무만 존재할 뿐 법률에 의한 직업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Bossaert

etal,2001).따라서 스웨덴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민간부문과 유사하게 해고와

구조조정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김상묵,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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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에 머물러 있다(e-나라지표,2013).

셋째,분석 자료의 표성이다.한국의 경우 체 공공부문을

상으로 하지 않고 공공부문을 표하는 앙정부 부처와 체 민간

부문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반면에 스웨덴의 자료는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스웨덴 체 공공부문과 체 민간부문을 포 하는 자

료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공공부문의 경우 앙정부부처,지방정

부부처,기타 공공부문과 공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체 공공부문

자료이다. 재까지는 이처럼 자세한 자료를 사용하여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에 미친 향을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스웨덴의 표 인 자료를 통하여

두 국가 간의 정치·제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거가 공공부문

인력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인력증가

가 정치인과 료들의 선호 구의 선호를 반 하는지를 살펴보

고 있다. 한 선거주기와 경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분석

한 연구결과가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형태,사회복지수

,공공부문 개방성 정도,투명성 정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스

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공공부문 인력과 선거주기

여기에서는 스웨덴 공공부문에 한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를 해서 1989년부터 각 정권별로 공공부문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그림6]).스웨덴의 경우 1991

년-1994년과 2006년-2009년을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이 지속 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다.그리고 1992년부터 1990년 말까지 심각한 경제

기를 겪었다.

스웨덴 공공부문의 고용은 보수연합 정권(2006-2009년)이 집권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각 정권별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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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1992년 경제 기 이후 반 인 공공부

문의 인력은 감소했지만 선거년도인 1994년,1998년,2002년,2006년

에는 체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을 확인 할 수

가 있다.이는 스웨덴에서도 선거직후 공공부문의 인력이 감소했다

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 선거주기와 공

공부문의 인력 간에 상 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

다.

[그림6]스웨덴 정권별 공공부문 인력변화:1989-2009년

따라서 실제로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에서도 선거주기가 존재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아래 <표13>).분석결과에 따르면,스웨덴

의 선거주기는 공공부문( 앙정부와 지방정부부문)인력 증가에 통

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1989

년부터 2009년까지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매년 2.1%

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의 인력이 선거주기

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다.특히,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달리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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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스웨덴 공공부문 인력)

선거주기
.021**

(.010)

1인당 GDP성장률 .007

(.005)

15-64세 비율
-.240***

(.090)

앙정부 부채비율
-.010***

(.003)

도시인구 비율
.507**

(.199)

연도
-.059***

(.018)

상수항
97.915***

(18.518)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over-all)

산업 id

6741

586

0.0030

문의 인력 등에 한 정치 향력이 상 으로 은 국가이다.

왜냐하면 스웨덴 공공부문의 인력의 채용과 해고는 으로 행정

기 (agency)의 재량이며 공공부문의 모든 빈자리는 외부 으로 공

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OECD,2010).따라서 공공부문 채용에 정

치 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가 않다.

이런 스웨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개방성이 낮고

정치 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의 인력에

서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공

공부문의 개방성 정도와 정부형태와 상 없이 공공부문의 인력은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향을 받는다는 공공부문의 특

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Boyne,2002;Gregory

andBorland,1999).

<표13>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과 선거주기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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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주기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동일하게 도시인구 비율의 증가

도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한 15-64

세 인구 비율의 증가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인력증가에 부정 인 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공공인력과 선거주기 효과발생원인:정치인과 료

여기에서는 에서 살펴본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가 선

거주기에 따른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후

반의 료들의 행태를 반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본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스웨덴 공공부문의 경우 2002년 스웨덴 표 산업

분류에 의하여 각 산업별로 총 15개의 산업 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총 15개 산업 분류를 ① 행정·치안·사회보장부문,② 보

건복지·교육부문,그리고 ③ 기타 공공부문으로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이처럼 스웨덴의 공공부

문 분류는 한국의 공공부문 분류와 다르기 때문에 스웨덴 공공부문

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 료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에 한 가정도 한국의 그것과 다르다.

즉,스웨덴의 공공부문 분류 에서 행정·치안 등과 보건복지·교

육 부문에서의 인력증가가 나타난다면 료들의 선호를 반 한다고

가정했다.왜냐하면 스웨덴은 표 인 복지국가이며 일반 행정,사

회복지 교육 등의 분야가 체 공공부문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009년 기 ).반면에 기타 공공부문에서의 인력증가

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한다고 가정했다.왜냐하면 본 연구의 분

석자료 기간 동안 기타 공공부문의 인력은 무려 50% 가량이 감소했

기 때문이다.이는 Hibbs(1977)의 주장에 따르면 스웨덴의 사회민주

당은 확장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소득층이나 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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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스웨덴 공공부문 인력)

행정,치안

사회보장 등

[1]

교육

[2]

보건복지

[3]

기타

공공부분c)

[4]

선거주기
.003

(.019)
.010
(.025)

.009
(.024)

.022*

(.012)

1인당 GDP

성장률
.017*

(.010)
.017
(.013)

.006
(.013)

.006

(.006)

15-64세

비율
-.085

(.156)
.097
(.215)

-.213
(.210)

-.327***

(.107)

앙정부

부채비율
-.003

(.005)
-.003
(.007)

-.005
(.007)

-.012***

(.004)

도시인구

비율
.202

(.349)
.378
(.478)

.271
(.443)

.541**

(.240)

연도
.003

(.032)
.011
(.044)

.009
(.041)

-.070***

(.021)

상수항
-9.149

(33.129)
-51.905
(45.638)

-18.553
(43.626)

121.420***

(22.062)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

산업id

588

28

0.0058

산업id

368

24

0.0116

산업id

754

57

0.0039

산업 id

5405

505

0.0000

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스웨덴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한다면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

<표14>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증가 발생원인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c)기타공공부문:농업 산림,어업, 업 채석,제조업, 기·가스·수도,

건설,도소매 수리업,호텔 식당,교통·설비·통신, 융 개,부동산·

임 사업 활동,기타 서비스업임.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스웨덴 공공부문에서의 선거주기

효과는 기타 공공부문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 104 -

( 의 <표14>의 [4]).즉,선거가 다가올수록 기타 공공부문의 인력

에서만 매년 2.2%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비록 행정·치안 사회보장 부문과 보건복지·교육

부문도 선거가 가까울수록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지만 이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모델 [1]-모델[3]).

따라서 스웨덴 공공부문에서 인력증가는 료들의 선호를 반

하기 보다는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의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분석결과는 70여 년간

스웨덴을 지배한 사회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소득층이나

산층에 한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7]은 스웨덴 산업 분류별로 1989년과 2009년의 공공

부문의 인력변동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이 자료에 따르면,1989년

에 비해서 2009년에 행정,치안 사회보장 부문은 13.9%, 교육부

문은 40.9%씩 각각 증가하 지만 보건 복지부문은 31.4% 가량

감소했다.반면에 기타 공공부문의 경우는 체 으로 57.4%나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2)

이처럼 선거주기에 따른 스웨덴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1989년

에 비해서 2009년에 2.3% 인력이 증가한 행정,치안 사회보장 부

문,교육부문,보건·복지 분야가 아닌 체 인력이 57.4%가 감소한

기타 공공부문 분야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경우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이 증가하는 이유

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공공인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62)IFAU 자료를 통하여 1989년과 2009년의 스웨덴의 산업 분류별 인력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행정,치안 사회보장 부문은 1989년 205,133명에

서 2009년 238,412명으로 13.9%가 증가했다.교육부문은 1989년 224,249명에서

2009년 379,59명으로 40.9%가 증가했다.그러나 보건 복지부문은 1989년

678,973명에서 2009년 516,493명으로 31.4%가 감소했다.반면에 기타 공공부문의

경우는 1989년 495,126명에서 2009년 314,386명으로 총 5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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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7]스웨덴 산업별 공공부문 인력변동:1989년-2009년

출처:IFAU데이터

이처럼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는 이탈리

아의 경우 부유한 북쪽보다 덜 부유한 남쪽지역에서 공공고용을 재

분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Alesina등,

2001). 한 미국의 경우 수입 불평등과 인종 다양성 높은 곳에서

공공고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Alesina등의 연구결과(2000)와 19

개국의 유럽지역에서도 평균수입이 낮은 지역에 공공부문의 고용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KessingandStrozzi(2012)와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 으로 안 한 공공부문의 직업은 국내경기의

외부 험에 의한 부분 인 보험역할을 담당한다는 Rodrik(2000)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스웨덴은 1990년 반

부터 19990년 후반까지 극심한 경제 기를 겪으면서 상당부문에서

직업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선거주기에 따른 스웨덴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체 인력이 감소한 부문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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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스웨덴의 공공부문의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가 료

들의 성향을 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웨덴의 공공부문에 한 특

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즉,부패인식 수 이 높고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 공공부문의 료들은 그들의

산극 화를 추구할 유인이 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선거주

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는 료들의 선호보다는 소득재분

배 문제의 해결을 해서 체 인력이 감소하는 공공부문의 인력을

증가시키는 정치인들의 선호가 더 크게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 증가 원인은 한국과 스

웨덴 모두 동일하게 료들의 선호보다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다만,한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선거주

기 효과의 발생원인은 증가된 사회서비스 공 과 유권자들의 선호

를 반 하는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는 공공부문 인력이 감소하는 부

문에서의 인력증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수단에 의한 것으로 추론된

다.

4.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당이념

에서 살펴 본 것처럼 스웨덴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한국과

동일하게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

다.그 다면 여기에서는 정당 간 이념차이에 의해서 공공부문 인력

에 한 선거주기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스웨

덴의 경우 1991년 선거와 2006년 선거에서 보수연합이 승리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이 지속 으로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아래 <표15>),스웨덴의 경우도

한국과 동일하게 정당이념 차이에 따른 선거주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모델3]).뿐만 아니라 보수연합에 비해서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시에도 선거주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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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스웨덴 공공부문 인력)

[1] [2] [3]

선거주기
.021**

(.010)

.021**

(.010)

.019

(.022)
1인당 GDP

성장률
.007

(.005)

.006

(.006)

.006

(.006)
15-64세

비율
-.240***

(.090)

-.233**

(.092)

-.233**

(.092)
앙정부

부채비율
-.010***

(.003)

-.010***

(.003)

-.010***

(.003)
도시인구

비율
.507**

(.199)

.527**

(.211)

.529**

(.212)

연도
-.059***

(.018)

-.061***

(.019)

-.061***

(.019)
진보정권

유무
.009

(.032)

.012

(.049)
진보정권*선

거주기
.002

(.026)

상수항
97.915***

(18.518)

99.772***

(19.559)

99.955***

(19.714)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

산업 id

6741

586

0.0030

부처 id

1087

53

0.0016

부처 id

1087

53

0.0016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델[2]).

<표15>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증가와 정당이념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즉.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이 보수정당보다 선거주기가 다가올

수록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키는지에 한 교차항(interaction

term)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모델[3]).이는 스웨덴의 경

우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 한 선거주기 효과에서 사민당과 보수

연합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분석결과

는 당 이념에 따라 진보정당은 보수정당에 비해서 평균 으로 낮



- 108 -

1989년-2009년 사민당 집권 시 보수연합 집권시

[1] [2] [3]

선거주기
.021**

(.010)

.021

(.013)

.008

(.173)
1인당 GDP

성장률
.007

(.005)

.006

(.010)

.007

(.010)
15-64세

비율
-.240***

(.090)

-.176*

(.096)

-.844

(1.439)
앙정부

부채비율
-.010***

(.003)

-.006

(.004)

-.022

(.018)
도시인구

비율
.507**

(.199)

.235

(.413)
omitted

연도
-.059***

(.018)

-.039

(.032)

.026

(.121)

상수항
97.915***

(18.518)

76.770**

(30.691)

10.174

(149.772)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

산업 id

6741

586

0.0030

부처 id

4804

568

0.0054

부처 id

1937

511

0.0006

은 실업률을 선호한다는 가정(Hibbs,1977)이 스웨덴의 공공부문의

인력에서는 나타나고 있지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보정권인 사민당과 보수연합 정권이 공공부문 인력증

가에 미친 향을 살펴보면([모델2])양 정당간의 차이가 공공부문

의 인력 증가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는

1992년-1994년까지 지속된 경제 기에 의하여 체 공공부문의 인

력이 크게 감소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한,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를 정권별로 구분하여 추가 으로 살펴보고 있다(아래 <표

16>).이를 통하여 진보정권과 보수연합 정권간의 선거주기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표16>스웨덴의 정당별 공공부문 인력과 선거주기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 109 -

스웨덴은 1992년-1994년과 2007년-2009년을 제외하고는 사회민

주당이 70여 년간 지속 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국가이다.따라서 사

회민주당 집권 시기(1989-1991년,1995년-2006년)와 보수연합 집권

시기(1992년-1994년,2007년-2009년)로 구분하여 선거주기가 공공부

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을 살펴보고 있다( 의 <표16>).

분석결과에 따르면,사회민주당 집권 시기([모델 2])와 보수연합

집권 시기([모델 3])모두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증가에 통계

으로는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해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이념

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증가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5.공공/민간부문 인력증가와 선거주기/경기주기

여기에서는 선거주기와 경기주기가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에 미친 향을 살펴보고 있다.스웨덴의 경우 표 인 복지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스웨덴만을 상으로 선거주기 효과를 연

구한 논문의 거의 없다.63)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아래 <표

17>),한국의 공공부문과 동일하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매년 스웨덴

의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 선거주기 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선거주기는 민간부문의 인력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선거주기(동시선거)는 스웨덴의 공공부문( 앙정부부

문과 지방정부부문)의 인력증가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

63)1974-1998년까지 스웨덴 288개의 지방정부를 상으로 선거연도에 지출이 증

가하고 세 이 감소하는 합리 선거주기 가설을 발견한

Pettersson-Lidbom(2003)과 1985-2002년까지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방정부 통합

자료를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고용은 선거가 없는 연도에 비해서 선거연도에

1000명당 0.6씩 고용이 증가하고 있을 발견한 DahlbergandMörk(2011)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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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스웨덴 공공/민간 인력)

공공

[1]

민간

[2]

공공/민간

[3]

공공/민간

[4]

선거주기
.021**

(.010)

-.012**

(.005)

-.002

(.005)

-.019***

(.006)

1인당 GDP

성장률
.007

(.005)

.022***

(.003)

.017***

(.003)

.018***

(.003)

15-65세

비율
-.240***

(.090)

-.216***

(.046)

-.199***

(.042)

-.198***

(.042)

앙정부

부채비율
-.010***

(.003)

-.006***

(.002)

-.007***

(.001)

-.007***

(.001)

도시인구

비율
.507**

(.199)

.326***

(.102)

.351***

(.094)

.356***

(.093)

연도
-.059***

(.018)

-.014

(.009)

-.026***

(.008)

-.027***

(.008)

공공유무 omitted omitted

선거주기*

공공유무
.055***

(.010)

상수항
97.915***

(18.518)

22.500**

(9.737)

42.994***

(8.846)

43.539***

(8.841)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

산업 id

6741

586

0.0030

산업id

14918

819

0.0004

산업 id

21659

1405

0.0002

산업 id

21659

1405

0.0051

으로 나타났다(아래 <표17>의 모델 [1]).즉,스웨덴 체 공공부문

의 인력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매번 선거가 다가올수록 체 공

공부문의 인력이 매년 2.1%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7>스웨덴 공공/민간부문 인력과 선거주기/경기주기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이처럼 스웨덴의 공공부문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선거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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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체 공공부문의 인력이 감소했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체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연임이 보

장되는 스웨덴의 경우 정치 경기주기가설에서 가정하는 재선에

유리한 치를 차지하기 해서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추론된다.특히, 표 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의 경우 이미 충

분한 공공부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가

선거주기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스웨덴에서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하에서는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통제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재정정책에 한 미세조정이 가능해진다는

PerssonandTabellini(2003)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64)그

리고 교사,경찰,병원인력,지방정부 인력의 공공부문의 인력에 선

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epe and Vanhuysse,2009;Levitt,1997;Clark and Milcent,

2011;DahlbergandMörk,2011).65)

스웨덴의 민간부문의 경우도 인력변동에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

하고 있다( 의 표<17>의 모델[2]).그러나 흥미롭게도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선거가 다가올수록 민간부

문의 인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런 스

웨덴 민간부문의 상은 선거효과가 민간부문에서 정 으로 나타

64)반면에 통령제하에서는 통령과 다수당이 통령 소속정당이 아닌 분 정부

가 구성될 경우 정부 산을 통과시키기 해서는 의회와 통령간의 합의가 이

루어져야 한다.

65)그러나 본 연구는 1985년-2002년까지 스웨덴과 핀란드 지방정부 단 별로 지

방정부 인력에서 선거주기 효과를 연구한 DahlbergandMörk(2011)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ahlbergandMörk(2011)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고

용은 선거가 없는 연도에 비해서 선거연도에 1000명당 0.6씩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스웨덴 자료만 상으로 분석하게 되면 선거주기

효과는 스웨덴 지방정부 인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부정 인 향

(-0.356***)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 1989년-2009년까지 산업세세분

류별에 의한 스웨덴 앙정부부문과 지방정부 부문을 모두 합한 스웨덴 체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분석 상과 분석기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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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Coelhoetal,2006)와는 반 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선거주기가 스웨덴의 민간부문에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이동이 자

유롭기 때문에 상호간의 구축효과(crowdingouteffect)때문에 발생

하는 상으로 추론된다.이에 해서는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 민간부문의 인력증가도 한국과 동일하게 정치

요인인 선거보다는 경기주기(businesscycle)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1인당 GDP성장률이 1% 증가할수록 스웨덴의

민간부문의 인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2.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스웨덴의 민간부문의 경우도 기존의 선

행연구들의 주장처럼 시장메커니즘의 향을 받는다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Boyne,2002;Gregory andBorland,

1999).

그리고 공공문과 민간부문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 의<표17>의

모델[3])에 따르면,스웨덴의 경우 체 노동시장 인력에 한 선거

주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다만 경기주기(1인당 GDP성장

률)가 가 할수록 체 인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1.7%씩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선거주기 효과에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 인 향력을 살펴보면(모델[4]),민간

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선거주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회귀계수값:5.5%).

본 연구의 비교국가인 한국과 스웨덴의 경우 OECD국가들이지

만 정부형태의 차이,공공부문의 개방성 정도,그리고 사회복지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과 스웨덴의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은 모두 동일하게 선거주기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반면에 한국과 스웨덴의 민간부문

은 선거주기 보다는 경기주기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은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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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는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한 DahlandLindblom(1953)

과 WamsleyandZald(1973)등의 주장이 국가 간 정치 ·제도 차

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한국과 스웨덴 모두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료들의 선호

보다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

이유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즉,한국에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 에 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해서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

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에서는 공공인력이 감소하는 부문에서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스웨덴의 경우 이미 사회복지 수 이

높은 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에 한 유권자들

의 선호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스웨덴에서 장기집권

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의 정책지지 상자들이 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수단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에서 정당이념간의

차이가 한국과 스웨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이는 한국의

경우 양당제이면서도 아직 정당이념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

문에 공공부문 인력에서 정당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오래 부터 양당제가 확립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정당이념에 한 차이가 발견되

고 있지 않는다는 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를 들면,유권자들은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해서는 정

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모두에서 공공부문

인력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이에 한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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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정책 함의

제1 연구결과 정리 제시

본 연구는 정치 경기주기가설 이론들을 사용하여 선거가 한국

의 공공부문 인력 변화에 향을 미치는지,한국의 공공부문 인력

증가의 발생 원인이 정치인들의 선호인지 료들의 선호인지,그리

고 선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변화에 각기 다른 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그리고 한국에서의 이런 연구결과들

이 정치 제도 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고 있다.

이를 하여 198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 앙정부

부처)과 1993년부터 2007년까지 5인 이상 체 민간부문의 자료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스웨덴의 5인 이상의 체 공공부문( 앙정

부와 지방정부부문)과 체 민간부문의 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의 선행연구들이 국가 간 비교연

구에서 단순히 더미로만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한데 반해서 본 연구

는 한국과 스웨덴의 정치·제도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표 이고

정량 인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

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선거주기는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선거가 다가

올수록 한국의 공공부문( 앙정부부처)인력은 매년 2.4%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한국의 공공

부문의 인력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반에 인력이 감소했

다가 정권후반에 다시 인력이 증가하는 상이 통령 선거주기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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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기회주의

행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통령의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통령 단임제 하에서 정권 반과 정권후반에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를 들면,한국의 정치인들( 통령 등)은 정권 기에는 정부인

력 감축을 통한 개 성향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재선이 보장되지 않

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정권말기)정부인력 증가를 통해서 공

공서비스를 더욱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하여 유권자

들에 일 잘하는 정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선거주기에 따라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인력 결정이 통령 등에 의해 직 인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즉,공공부문( 앙정부부처)인력의

경우 통령령에 근거하여 각 부처 장 들이 매년 운 계획을 수립

하여 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통령 선거는 공무원 보수에

향을 미친다는 김상헌(2000a)의 연구이외에도 공무원 인력증가에

서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추가 인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 통령 단임제로 인하여 확 재정정책에서는 정치 경기주기

가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선·조문경(2007)의 연구결과에 다르

게 공공부문 인력증가에는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한다는 추가 인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주기에 따라 증가한 앙정부부처(공공부문)인력은

매년 평균 약 1만3천 명 정도 수 으로 민간부문 인력증가에 비해

서 그리 큰 편은 아니다.따라서 이런 정도의 공공부문 인력증가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향을 미칠지는 의문이

다.그러나 재 국가공무원 시험을 비하는 응시자수가 45만 명을

이르는 실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인력증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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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시 인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공공부문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의 R-squared

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1998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 총정원

령에 의해서 정부인력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증가가

제한 인 이유 때문에 R-squared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그리고 역 한국의 정권들 에서 김 삼 정부에서 노무

정부까지에서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에 한 회

귀계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한국의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는 료들

의 선호보다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앙정부 부처인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선거주기 효과를 살

펴본 결과 료들의 선호를 반 하는 정치,경제,규제 등의 분야보

다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만 선

거주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즉,선거가

다가올수록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인력만 매년 4.7%씩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최근 증

되는 복지행정 서비스에 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응하기 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 복지 교육 분야 인력의 증가가 선거주기 효과에 의해서

가 아니라 자발 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인지를 살펴보기 해서

198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앙정부 부처 기능별 총 인력의 변화

의 추세를 살펴보았다.그러나 복지 교육 분야의 총 인력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뿐만 아니라 체 공공

부문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교원과 경찰인력이 선거주기 효과를

설명할 가능성도 높다.따라서 분석 상에서 교원과 경찰 인력을 순

차 으로 제거해보아도 선거주기가 공공부문 인력에 미치는 통계결

과는 여 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 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는 사회복지 교육 부문

의 자발 인 인력 증가나 혹은 공공부문 인력의 큰 비 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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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원 경찰 인원의 증가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선거주기에 따

라서 체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단순히 정부 인력의 기능별 분류를 통해서만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증가가 실제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고 있는지를 선거경쟁과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와 선거주기와의 교차항(interactionterm)분석을 통하여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후보자들의 득표결과를 심으로 측정되는 선거경쟁이 치열할수

록 유권자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거에서의 선거경쟁을 통하여 선

거경쟁이 높아질수록 임기기간동안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

한 치를 차지하기 해서 공공부문 인력을 더욱 증가시키려고 한

다고 가정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1 당선자와 2 득표자간의 득

표율 차이가 을수록(선거경쟁이 심할수록)선거주기에 따라 공공

부문 인력은 0.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 서비스 인력부족 문제와 이들 부문

에 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매우 높다.따라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사회복지지출의 비 을 늘릴 것

으로 가정했다.실제로 정부 산에 한 결정은 료들이 아닌 국회

(정치인들)에 의해서 매년 결정되기 때문이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 비 이 증가할수록 선거주기에서 공공부문 인력은

1.3%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 비 이 1% 증가할수록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를 약 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그리고 앞으로 사회보장지출 비 이 20%까지 증가하게 되

면 한국의 공무원은 경우는 천 명당 48명-86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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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장덕희·김태일,2010).따라서 지속 인 사회보장지출

의 증가는 공공부문 인력을 꾸 히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는 산극 화를 추구하는

료들의 선호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한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왜냐하면 앙정부 부처의

기능별 분류에서 료들의 선호보다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교육 분야 인력증가에서만 선거주기 효

과가 존재하고 있다. 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하

여 더욱 노력하는 표 인 변수인 선거경쟁의 증가는 공공부문 인

력에 향을 미치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그러나 최근

한국의 유권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지출 비 이 증가할

수록 공공부문 인력이 더욱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는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런 선

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증가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간의

정당이념에 의해서 선거주기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진보정권의 경우 보수정권보다 실업률을 더 낮추려고 노력하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한 선거주기 효과에서 진보정권(1998년-2007년)과 보수정권

(1983-1997년)간의 정당이념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한국의 경우 진보정당(김 정부와 노무 정부)이 보수정

당( 두환,노태우,김 삼 정부)보다 선거주기에 따라서 공공부문

인력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이

는 아마도 진보정당인 김 정부의 집권시기가 외환 기라는 경

제 기에 의해서 정부 인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다섯째,선거주기가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에 미친

향을 살펴보고 있다. 한 경기주기가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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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력에 미친 향도 역시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하여 정치

요인인 선거가 공공부문 인력뿐이 아니라 민간부문 인력에도 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그리고 공공부문은 선거주기 이외에

도 경기주기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하

여 정치 환경과 시장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선거주기는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증가에만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민간부문의 인력증가에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향을 못 미치고 있다.반면에 경기주기는 공공부문의 인력증

가에는 향을 못 미치지만 민간부문의 인력증가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의사결정 주체들의 차이에 의해서 공공부문 인

력의 경우 정치 향에 의해서 결정되고 민간부문의 인력은 시장

의 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Boyne,2002;GregoryandBorland,1999).즉,공공부문 인력은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향을 받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이윤극 화를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향을 받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추론된다(DahlandLindblom,1953;WamsleyandZald,

1973).

기존의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은 선거(정치)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미친 향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았

다.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 노동시장에서 정치인들의

향력은 공공부문에서만 제한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사 을 제시

해주고 있다. 한 경기주기는 공공부문 인력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이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해

서 공공인력의 신규채용을 증가시킨 정책들의 효과가 제한 이었

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결론 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경기주기 보다는 선거주기

인 정치 향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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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 인력은 시장의 향보다는 정치 향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정부조직은 이윤극

화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하는 정치인

들의 향이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등장하는 작은 정부 이념에 근거한 일 인 정부인력 감축

에 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즉,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하여 이런 변화와 유

권자들의 선호를 반 할 필요가 있다.이를 하여 정부부처를 기

능별로 구분하여 한 정부인력 효율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보여 진다.

여섯째,이처럼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정부형태,공공부문 개방

성 정도,사회복지수 ,그리고 투명성(부패인식수 )정도에서 차이

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즉,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한국만의 특수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용될 수 있는지를 스웨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 인

력증가에서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선거가 다가올수록 스웨덴 공공부문 인력은 매년 2.1%씩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 이런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한국과 동일하게 료들의 선호보다는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한 것

으로 보여 진다. 를 들면,스웨덴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체 공

공부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행정,복지 교육 부문보다

는 1989년 이후로 공공부문 인력이 크게 감소 한 기타 공공부문에

서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2.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정치인들이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인력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공공부문의 인력을 선거주기에 따

라서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스웨덴의 경우도 한국과 동일하게 선거주기는 공공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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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가에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경

기주기는 민간부문의 증가에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공공부문의 인력은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향을 받는다는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한

DahlandLindblom(1953)과 WamsleyandZald(1973)등의 주장이

정부형태와 공공부문의 개방성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스웨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째,본 연구는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66)기존

의 선행연구들이 선거주기를 선거년도(=1)와 비선거년도(=0)의 더미

변수를 사용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를 연속변수로 사용

하고 있다.따라서 선거변수를 연도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인력변

동을 살펴보아도 한국과 스웨덴 모두 선거년도가 다가올수록 회귀

계수 값이 순차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선거주기를 연속변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여 진다.

한 공공인력의 크기는 본 연구의 경기주기로 사용하고 있는 1

인당 GDP로 표되는 생활수 보다 GDP로 표되는 경제규모에

더 큰 향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경기주기 변수로서 1인당 GDP

성장률과 GDP를 각각 사용해서 분석해보아도 선거주기가 공공부문

의 인력에 미치는 향에 한 통계분석 결과의 유의미한 정도는

크게 바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Moultonbias를 통제

하여 고정효과모형과의 결과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일반 으로 거

시 독립변수(선거 시기)를 미시 종속변수(부처인력 는 산업별 인

력)에 회귀분석하게 되면 거시 독립변수의 t값이 과 측정 되고 결

과 으로 귀무가설을 무 많이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문제가 발

생 할 수 있다.따라서 Moultonbias를 제거하게 되면 선거주기의

독립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66)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1>의 분석결과의 타당성 부분에 제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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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ltonbias를 통제해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통계 유의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은 고

정효과모형,랜덤효과모형과 회귀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국가 간 차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편의(bias)를 가진 회귀분석

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 모두에서 분석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2 학문 함의 정책 시사

기존의 정치 경기( 산)주기 가설이 강조하는 확 재정정책이

나 통화정책,그리고 정부지출 구성의 변화 등과 달리 본 연구는 선

거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을 살펴보고 있다. 한 공공

부문 인력증가의 발생 원인이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 혹은

료들의 선호를 반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그리고 선거주기와

경기주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 증가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특히,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상으로

한국에서 나타난 연구결과가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학문 함의 정

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선거에 의해서 확 재정정책 등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에 한 이론 ·실증 분석을 제시해주

고 있다.그동안 정치 경기주기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선

거가 재정정책에 미친 향보다는 선거가 인력 증가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이에 한 실증분석의 매우 부

족한 편이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스웨덴의 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공

부문 인력에서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을 제시해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인력은 정치 향을 받는 반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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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의 향을 받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

시해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본질 으로 다른지 그리

고 공공부문의 성장(인력증가)을 설명하는 외부환경 요인이 무엇인

지에 한 실증분석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런 분석결과가 정치 ·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

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런 분석결과는 한

국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는 을 제시해 주고 있다.

둘째,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권자인 정치인과 료들의

행태를 비교하고 있다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비록 정치인과

료들의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들이지만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과 산극 화를 추구하는 료들은 각기 다른 선호를 가진

다.따라서 의사결정에서도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공공부문 의사결정에서 정

치인들과 료들이 실제로 다른 형태를 보인지에 한 이론 ·실증

분석이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스

웨덴의 공공부문 인력 증가가 정치인과 료들의 행태 구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지에 한 이론 ·실증 분석을 제시

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의 증가는 료들의 선호보다는 정

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론 ·실증 결과를 제

시해주고 있다.정권 말기 한국의 통령 단임제에서의 정부부처 인

력의 증가를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료들의 항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이런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 요인에 의

해서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시사 을 제시해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 증가에서도 료들의 선호보다는 공공부문

인력을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의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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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시사 을 제시해 수가 있다.한국의 경우 선거주기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증가하는 사회복지 서비

스 증 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의

해서 주로 사회복지 교육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앞으로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강조되어 왔던 작은 정

부에 한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는 시사 을 제시해 주고 있다(김

태일,2009).왜냐하면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보건,의료,교

육 서비스에 한 시민들의 요구는 증가할 것이다.그리고 유권자들

의 선호를 반 하는 정치인들이 의해서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한 공공부문 인력은 더욱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다.따라서 앞으

로 한국 앙정부 인력에 한 방향도 감축 리 보다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별 인력의 증가와 감소를 유연하게 조 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안병 외,2007).

넷째,앞으로 한국의 행정서비스 운 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

인 행정통제와 유권자들의 참여에 한 합리 인 운 방식에

한 제도 시사 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본다.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선거 때마다 주기 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보건·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행

정서비스 운 방식에 한 변화가 요구된다.즉,민간을 활용한 서

비스 간 제공 방식이 증 될 것으로 보인다(김태일,2009).그러나

이에 한 행정통제 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의 경우 정치인들과 료들의 부패인식수 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e-나라지표,2013).즉,투명성 정도가 낮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민간부문을 활용한 서비스 간 제공방식이

제 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따라서 이에 한 제도 보

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를 해서는 스웨덴의 경우처럼 공

무원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고 감시기능의 독립성과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효율 인 행정외부통제 방안들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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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박상철,2008).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반에

한 정책이해집단과 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하여 높은 수 의 참여

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이도형,2008).

다섯째,정치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는 공공부문 인력의

성 평가와 장기 인 국가과제에 한 시사 을 제시해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정치 요인

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런 공공

부문의 인력 결정은 이윤극 화가 아니라 득표극 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치인들에 의한 공공부문 인력증가가 사회 체 후

생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치

를 차지하기 한 것인지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특

히,정치인들이 장기 인 에서 노동시장 체의 실업률을 증가

시키기 보다는 단기 인 에서 공공부문 인력증가에만 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 에서 가장 낮은 고용율과 출산율

이 문제가 되고 있다.따라서 노동시장 체 으로 고용율 제고가

매우 시 하다고 볼 수 있다.이를 통하여 경제문제 뿐만이 아니라

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정치인들이 득표극 화를 해서 장기 으

로 요하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민간부문 인력증 라는 과제보다는

단기 으로 조정하기 용이한 공공부문 인력의 증 에만 집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선거주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효율 인지에 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해 정부가 실시해오고 있는 공공부

문 인력의 신규채용 증가 방식은 시장에 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이는 정치인들이 가시 인 정책에만 치

하고 있지 않는지에 한 의문이 든다.따라서 정치인들은 장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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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공부문 고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용 증 를 통하여 사회

체의 후생을 증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3 본 연구의 한계 추후연구방향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이론 ·정책 시사 을 내포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한 이런 본 연구

의 한계 을 통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체 공공부문 인력을 분석하지 못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즉,공공기 의 종사자 공공부문 비정규

직의 인원인 감춰진 인력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를 들면,2005

년 기 으로 공무원 정원은 931천명인 반면에 정부부문 비정규직,

공공기 종사자와 비정규직 규모를 모두 합하게 되면 1,465천명이

된다(이근주 외,2007).따라서 선거주기에 의해서 실제로 한국의 공

공부문이 증가하는지에 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앙정부 인력은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만 선거주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런 감춰

진 인력들이 실제로는 정치,경제,규제 집행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따라서 앞으로 정부 인력에 한 선거주기 효과에

서는 이처럼 숨겨진 인력들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에 미친 향 인력

에 미친 향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선거라는

정치 환경이 공공부문의 인력뿐만이 아니라 산 등 다른 요인들

에도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를 통하여 실제로

선거가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산 증 를 통해서 간 으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타당성을

제시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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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 이외의 공공부문 인력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를 들면,정부부처

를 할하는 장 의 향력이 통령의 향력보다 공공부문의 인

력에 더 큰 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정부부처 인력은 각

부처의 수장인 장 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한국 앙정부부처 장 의 특성과 재임기간 등의 향력 등 료들

의 향력이 공공부문 인력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셋째,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유권자들이

선거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그동안의 선행연

구들은 정치인들의 행태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향에만 연구가

한정되어 왔다. 한 정치 경기주기가설에서도 정치인들이 유권자

들의 선호를 만족시켜주기 하여 확 재정정책 등을 조정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어떤 행태가 선거 결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태나 선거결과 등이 유권자들의 행태변화 간

에 향을 미치는 역의 인과 계(reversecausality)가 존재할 가능

성이 있다.따라서 이런 편의(bias)를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연구방

법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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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분석결과의 타당성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결과들에 한 타당성

(robustness)을 제시해 주고 있다.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선거주기

를 더미변수가 아닌 연속변수로서 사용하는 선거주기 변수의 타당

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고용에 미친 향에 한 타당성이다.이를 통제변수들을 순차 으

로 추가하면서 선거주기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변경되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이를 통하여 독립변수의 향력이 다른 변수들의 통제여

부에 상 없이 일 되게 추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 그리고 경기주기로서 1인당 GDP 성장률과 GDP 사용에

한 통계결과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실제로 공공인력의 크기

는 1인당 GDP로 표되는 생활수 보다 GDP로 표되는 경제규모

에 더 큰 향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제변수로 1인

당 GDP를 사용한 경우와 GDP를 사용한 경우를 모두 비교하고 있

다.

그리고 본 연구는 Moultonbias를 통제하여 고정효과모형과의

결과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일반 으로 거시 독립변수(선거 시기)

를 미시 종속변수(부처 는 산업별 인력)에 회귀분석하게 되면 거

시 독립변수의 t값이 과 측정 되고 결과 으로 귀무가설을 무 많

이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따라서

Moultonbias를 제거하게 되면 선거주기의 독립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에 미친 향은 고

정효과모형뿐만 아니라 회귀분석(OLS)과 랜덤효과모형을 통해서 고

정효과 모형 사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145 -

한국 ln(공공) 스웨덴 ln(공공)

[1] [2] [3] [4]

선거4년 기 기

선거3년 .028
(.031)

-.002
(.033)

기 기

선거2년 .044
(.031)

-.018
(.033)

.096***
(.032)

.038
(.033)

선거1년 .077**
(.031)

.045
(.033)

.090***
(.032)

.074**
(.037)

선거년도 .099***
(.031)

.090***
(.033)

.124***
(.033)

.065*
(.034)

1인당 GDP
성장률

.001
(.003)

.011*
(.006)

15-65세
비율

-.365***
(.087)

-.248***
(.091)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11***
(.003)

도시인구
비율

.234***
(.042)

.574***
(.209)

연도 -.083***
(.012)

-.065***
(.019)

상수항 7.243***
(.022)

180.206***
(24.838)

5.838***
(.025)

103.457***
(19.455)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산업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0

부처 id
1087
53
0.0002

산업 id
6741
586
0.0000

산업 id
6741
586
0.0030

1.선거주기 연속변수에 한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거주기에 한 선행연구들이 더미변수

(선거 년=1,그 외 년도=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과 달리 선거기간

을 연속변수로 가정하고 있다.67)

<표18>선거주기 연속변수에 한 타당성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67)즉,한국의 경우 통령 임기 5년을 주기로 선거년도=0,선거1년 =1,선거2년

=-2,선거3년 =-3,선거4년 =4로 구성하 다.그리고 스웨덴의 경우는 선

거주기 4년을 기 으로 선거년도=0,선거1년 =1,선거2년 =-2,선거3년

=-3으로 구성하여 선거주기를 분석하고 있다.



- 146 -

ln(한국 앙정부 인력)

선거주기 .025***

(.007)

.025***

(.007)

.019***

(.007)

.018**

(.007)

.018**

(.007)

.024***

(.007)

1인당 GDP

성장률
.000

(.003)

.004

(.003)

.005

(.003)

.005

(.003)

-.000

(.003)

15-65세

비율
.012**

(.005)

.011**

(.005)

-.065

(.076)

-.317***

(.084)

앙정부

부채비율
.000

(.004)

.020***

(.005)

도시인구

비율
.030

(.030)

.208***

(.040)

연도
-.077***

(.012)

상수항
7.342***

(.017)

7.341***

(.025)

6.496***

(.369)

6.439***

(.369)

9.525***

(3.102)

167.96**

(24.193)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0

부처 id

1087

53

0.0000

부처 id

1087

53

0.0005

부처 id

1087

53

0.0023

부처 id

1087

53

0.0021

부처 id

1087

53

0.0001

따라서 의 <표18>에서와 같이 한국과 스웨덴의 선거변수를

연도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인력변동을 살펴보았다. 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년도가 다가올수록 한국과 스웨덴의 공공부문의 인력

은 연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선거주기와 공공부문 인력에 한 타당성:한국

1)선거주기 변수의 타당성

<표19>선거주기와 공공부문 인력에 한 타당성:한국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여기에서는 독립변수인 한국의 선거주기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의 <표19>).통제변수들을 단계 으로 추가하여 독립변수인

선거변수의 향력이 다른 변수들의 통제여부에 상 없이 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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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 공공부문 인력)

[1] [2] [3] [4]

선거주기
.013*

(.007)

.024***

(.007)

.024***

(.007)

.024***

(.007)

ln(GDP)
.422***

(.086)
1인당

GDP성장률
-.000

(.003)
15-64세

비율
-.078

(.095)

-.316***

(.083)

-.317***

(.084)

-.316***

(.083)
앙정부

부채비율
.018***

(.005)

.020***

(.005)

.020***

(.005)

.020***

(.005)
도시인구

비율
.050

(.051)

.208***

(.039)

.208***

(.040)

.208***

(.039)

연도
-.062***

(.012)

-.077***

(.011)

-.077***

(.012)

-.077***

(.011)

상수항
120.903***

(25.113)

167.416***

(23.539)

167.96**

(24.193)

167.416***

(23.539)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10

부처 id

1087

53

0.0001

부처 id

1087

53

0.0001

부처 id

1087

53

0.0001

추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한국의 선거주기의 회귀계수 값

은 다른 변수들을 순차 으로 통제하여도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

2)통제변수:GDP사용 시와 1인당 GDP성장률 사용 시

<표20>GDP와 1인당 GDP사용 시 타당성:한국

a)(): 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의 <표20>은 경기주기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와 생활수

을 나타내는 1인당 GDP성장률을 사용했을 때의 분석결과 차이

를 살펴보고 있다.먼 1인당 GDP성장률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

지 않았을 때 선거주기의 회귀계수 값은 변하지 않는다.그리고

GDP를 포함했을 때(.013)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024)회귀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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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스웨덴 공공부문 인력)

선거주기 .033***

(.010)

.031***

(.010)

.020*

(.010)

013

(.010)

.012

(.010)

.021**

(.010)

1인당 GDP

성장률
-.005

(.004)

-.012***

(.004)

.000

(.004)

-.002

(.004)

.007

(.005)

15-65세

비율
-.217***

(.019)

-.458***

(.032)

-.306***

(.088)

-.240***

(.090)

앙정부

부채비율
-.013***

(.001)

-.008***

(.003)

-.010***

(.003)

도시인구

비율
-.122*

(.066)

.507**

(.199)

연도
-.059***

(.018)

상수항
5.969

***

(.018)

5.972

***

(.018)

19.933

***

(1.203)

36.169

***

(2.108)

36.380

***

(2.110)

97.915

***

(18.518)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

산업 id

6741

586

0.0000

산업 id

6741

586

0.0000

산업 id

6741

586

0.0017

산업 id

6741

586

0.0023

산업 id

6741

586

0.0023

산업 id

6741

586

0.0030

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특히,1인당 GDP성장률을 사용하거나

GDP를 사용해도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에 미치는 향에

한 통계 유의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선거주기와 공공부문 인력에 한 타당성:스웨덴

1)선거주기 변수의 타당성

<표21>선거주기와 공공부문 인력에 한 타당성:스웨덴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스웨덴의 선거주기의 회귀계수 값도 다른 통제변수들을 순차

으로 통제하여도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 의 <표21>).따라서 스

웨덴의 경우도 독립변수인 선거주기의 향력이 다른 변수들의 통

제여부에 상 없이 일 되게 추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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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스웨덴 공공부문 인력)

[1] [2] [3] [4]

선거주기
.019*

(.010)

.017*

(.010)

.021**

(.010)

.017*

(.010)

ln(GDP)
.088

(.096)
1인당 GDP

성장률
.007

(.005)
15-64세

비율
-.264***

(.100)

-.222**

(.089)

-.240***

(.090)

-.222**

(.089)
앙정부

부채비율
-.009***

(.003)

-.009***

(.003)

-.010***

(.003)

-.009***

(.003)
도시인구

비율
.311*

(.171)

.353**

(.165)

.507**

(.199)

.353**

(.165)

연도 -.043***

(.016)

-.047***

(.015)

-.059***

(.018)

-.047***

(.015)

상수항
81.343***

(16.107)

84.451***

(15.747)

97.92***

(18.518)

84.451***

(15.747)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

산업 id

6741

586

0.0031

산업 id

6741

586

0.0030

산업 id

6741

586

0.0030

산업 id

6741

586

0.0030

2)통제변수:GDP사용 시와 1인당 GDP성장률 사용 시

<표22>GDP와 1인당 GDP사용 시 타당성:스웨덴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의 <표22>은 통제변수로 스웨덴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

와 생활수 을 나타내는 1인당 GDP성장률을 사용했을 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1인당 GDP성장률 변수의 포함여부와 GDP

변수의 포함여부에 상 없이 각각의 선거주기의 회귀계수 값은 거

의 변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거나

GDP를 사용해도 선거주기가 공공부문의 인력에 미치는 향에

한 통계 유의성도 역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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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한국 공공부문 인력)

ln
(스웨덴 공공부문 인력)

고정효과
Moulton
bias

통제결과
고정효과

Moulton
bias

통제결과

선거주기
.024***

(.007)

.024***

(.008)

.021**

(.010)

.021*

(.011)
1인당 GDP

성장률
-.000

(.003)

-.000

(.004)

.007

(.005)

.007

(.007)
15-64세

비율
-.317***

(.084)

-.317***

(.078)

-.240***

(.090)

-.240**

(.109)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20***

(.005)

-.010***

(0003)

-.010***

(.003)
도시인구

비율
.208***

(.040)

.208***

(.039)

.507**

(.199)

.507**

(.242)

연도
-.077***

(.012)

-.077***

(.013)

-.059***

(.018)

-.059**

(.025)

상수항
167.584***

(24.193)

167.584***

(26.222)

97.915***

(18.518)

97.915***

(28.384)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산업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37

부처 id

1,087

53

0.0001

산업 id

6741

586

0.0030

산업 id

6,741

586

0.0030

4.몰튼 바이어스 통제 시 결과의 타당성

<표23>고정효과 모형과 Moultonbias통제 결과:한국과 스웨덴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여기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와 Moultonbias를 통제한 분

석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 의 <표23>).본 연구에 존재하는

Moultonbias를 통제하여도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의 통계 유의

성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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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한국의 공공부문 인력)

고정효과 랜덤효과 OLS

선거주기 .024***
(.007)

.024***
(.007)

.029
(.043)

1인당 GDP

성장률
-.000
(.003)

-.000
(.003)

-.001
(.019)

15-64세

비율
-.317***
(.084)

-.317***
(.084)

-.474
(.492)

앙정부

부채비율
.020***
(.005)

.020***
(.005)

.008
(.028)

도시인구

비율
.208***
(.040)

.209***
(.040)

.286
(.236)

연도 -.077***
(.012)

-.077***
(.012)

-.113
(.069)

상수항 167.584***
(24.193)

167.532***
(24.241)

243.577*
(141.657)

fixedeffect

표본수

부처수

R-squared

부처 id

1087

53

0.0001

부처 id

1087

53

0.0001

1087

0.0099

5.고정효과 모형의 결과의 타당성:OLS,랜덤효과 비교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정효과뿐만 아니라 랜덤효

과와 회귀분석 결과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이를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1)한국의 사례

<표24>고정효과,랜덤효과,회귀분석결과:한국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한국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의 경우 회귀계수

값과 통계 유의성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다.다만 회귀분석의 경

우 패 분석과 결과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앞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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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스웨덴 공공부문 인력)

고정효과 랜덤효과 OLS

선거주기
.021**

(.010)

.020*

(.010)

.002

(.029)
1인당 GDP

성장률
.007

(.005)

.006

(.005)

-.005

(.014)
15-64세

비율
-.240***

(.090)

-.241***

(.091)

-.107

(.244)
앙정부

부채비율
-.010***

(.003)

-.010***

(.003)

.006

(.008)
도시인구

비율
.507**

(.199)

.434**

(.201)

-1.574***

(.548)

연도 -.059***

(.018)

-.051***

(.018)

.163***

(.049)

상수항
97.915***

(18.518)

86.655***

(18.675)

-180.523***

(50.483)
fixedeffect

표본수

산업수

R-squared

산업 id

6741

586

0.0030

산업 id

6,741

586

0.0030

6,741

0.0045

했듯이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찰되지 못하는 국가 간 특수성이

많다.따라서 이를 단순하게 회귀분석(OLS)을 실시하게 되면 연구

결과에 편의(bias)가 존재하게 된다.

2)스웨덴의 사례

<표25> 고정효과,랜덤효과,회귀분석:스웨덴

a)():호 안은 표 오차(standarderror임).

b)*p<.10,**p<.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뜻함.

스웨덴의 경우도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의 경우 회귀계

수 값과 통계 유의성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다.다만 회귀분석의

경우 패 분석과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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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한국과 스웨덴의 선거주기와 정치 특성

1.한국의 선거주기와 정치 특성

한국의 정치제도는 통령 심제 국가이다.행정부,입법부,사

법부 에서 통령이 행정에 한 강한 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통령제 국가라고 볼 수가 있다.한국의 선거는 통령선거,국회

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가 있다. 한 선거일 역시 법정화 되어

있다.68) 한 통령 선거는 5년 마다,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4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특히, 통령 선거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로 확정되었다.따라서 통령 선거는 매년 5년 마

다 국 유권자들을 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앙선거 리 원회,

2013).

한 1980년 이후 한국의 통령 당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군사정권인 두환 정권인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권인 제6공

화국을 거처 문민정부인 김 삼 정부,국민의 정부인 김 정부,

참여정부인 노무 정부로 이어져왔다.비록 한국의 경우 통령 단

임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령의 연임은 보장되지 않는다.그

리고 정당 이념별로 정권을 구분해보면 두환,노태우,김 삼 정

부가 보수정부라고 볼 수 있고 김 정부와 노무 정부는 진보

정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한국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 인력의 변동을

정치 경기주기가설을 통해서 살펴보기 해서는 선거주기에서

통령 단임제로서의 한국의 정치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왜냐하면 정치 경기주기 가설은 통령제 국가의 경우 임

68)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르면 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70일 이후 첫 번

째 수요일,국회 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되어 있다.따라서 보통 통령 선거는 12월 에,국회의

원 선거는 4월 에,지방선거는 6월 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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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립되어 있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안정된 정당구조에 의해서

집권자가 상당기간 임이 가능한 국가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조문경,2007).이런 환경 하에서 정치인들은 재선에서 유리

한 치를 차지하기 하여 확 재정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BrenderandDrazen,2005,2008).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5년의 통령제 단임제 국가이다.따라서

이런 한국의 정치 환경 하에서도 선거주기로 인한 재정지출의 정

치 경기변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그

러나 국내의 정치 경기주기 가설에 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통령 단임제라는 정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가 않다.즉,선거주

기에서 통령 선거와 기타 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를 구분하

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한 그 연구결과도 서로 상반되고 있다.69)

한 통령 선거만을 상으로 정치 경기주기가설을 연구한 국

내 논문은 이은국(1999)의 연구와 이 선·조문경(2007)의 연구가 유

일하다.그러나 두 연구 모두 한국에서 통령 선거에서는 정치

경기주기 가설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70)

일반 으로 한국의 경우 통령 임이 제한되어 있어 차기 선

거에서 여당 는 집권정부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정당의 후보자

의 당선을 재집권으로 본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선·조문경

(2007)은 한국의 정당의 형성과 해체가 정치 이념과 성향보다 주

로 정치 인 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에서는 노드

69)한국에서 정치 경기주기 가설이 존재한다는 정 인 연구결과(이동윤,1996;

안용흔,2006;김성태,2011;안종범,2001;최 ·노 래,1988;유 록,1996등)

와 부정 인 연구결과(김종표·박경산,1992;권선주,2001;박기백,2002;문병근,

2003;김충환,2001)가 있다.

70)이은국(1999)의 연구는 자료부족(1987년-1997년)부족과 IMF경제 기라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반면에 통령 단임제라는 정부형태를 고려한 이 선·조문경

(2007)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단임제 정부가 선거 실시 이 에 재정지출을 증가

시킬 정치 의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즉,

통령 임기 반에는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재정지출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런 결과는 한국의 단임제 정부 하에서는 차기 선거

의 결과보다는 재임기간 동안 통령 본인의 업 달성을 한 정치 효용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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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Nordhaus)식의 정치 경기변동의 가능성을 차단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 다면 통령 단임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선거주기가 공공부

문에 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함의

이다.즉, 통령 단임제 하에서 정치인들은 확 재정정책에서와 동

일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반면에 공공부문 인력에서의 선거효과

는 확 재정정책과는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한국의 공공부문 형태(변천)와 공공인력

1)한국의 공공부문 형태(정부조직 개편 황)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은 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 조직으로 나

다.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상인 1983년부터 2007년까지의

앙정부조직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변천 황을

설명하고 있다.왜냐하면 한국의 앙정부의 경우 통령 선거 직후

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조직의 신설·통합·폐지 기능

분화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1948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약 50여 차

례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문명재,2009).이런 한국의 정부조직 개

편의 특징은 앙행정조직의 생존기간이 매우 짧을 정도로 자주 단

행되었다.그러나 이처럼 잦은 정권교체나 권력구조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조직의 유형(부·처·청)과 계층제 내에서의 치,그리고 조직

의 리방식 등의 앙행정조직의 근간은 지속 으로 유지되었다는

제도의 지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염재호 외,2004).

한 한국은 정부수립 당시 미국이나 국 등과 달리 구체 인

사안이나 조직별로 개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부조직법이란 일반법

을 제정하여 행정조직을 통일 으로 규율하 다.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68회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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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여 히 근본 은 틀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윤주철,

2012).본 연구의 분석범 인 제5공화국부터 노무 정부까지(1981

년-2007년)의 앙행정 정부조직의 성장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공화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조직의 정비를 추진하

다. 앙행정부처 체 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신설,폐지,개편은

움직임은 활발하 다(안병 외,2008). 두환 정부는 1981년 12월

31일에 3개의 조직을 폐지하고 1개 조직을 신설할 정도로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윤주철,2012).이런 국 과주의의 원칙에 따

른 기구 축소는 정부수립 이후 최 의 인 조직 감축으로 평

가된다(정정길 외,2007).특히, 두환 정부는 집권 기 부처의 감

축보다는 실·국·과 등의 하 조직과 공무원 감축에 을 두고 조

직개편을 실시했다.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고,1983년에 체육부

가 신설되었지만 총 부처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반면에 하

조직은 축소·조정되었으며 인력 한 ·상 직 가 폐지되었다(문

명재,2009).

다음으로 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이후 집

권한 노태우 정부는 1989년과 1990년에 규모 조직개편을 주도했

다.이를 통하여 환경청,국토통일부,문교부,조사통계국, 앙기상

,체육부 등이 폐지되고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

었다(문명재,2009). 한 환경처,경찰청,교육부,기상청,체육청소

년부,통계청,통일원 등을 신설하 다(윤주철,2012).한편 사회정화

원회와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등 정부부처에 설치된 각종

원회를 폭 으로 정비하 다.그 결과 398개의 원회 에서

101개 폐지되고 17개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정정길 외,2007).

본격 인 문민정부 시 를 연 김 삼 정부는 1993년,1994년,

1996년 등 3차례에 걸친 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1993년에는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그리고 동력자원부와 상공

부를 상공자원부로 통폐합했다.1994년 12월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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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재정경제원으로,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로 통폐합했

다.그리고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했으며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

로,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했다.

그리고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그리고 소기업청을

신설하고 공업진흥청,수산청,해운항만청을 폐지했다(문명재,2009).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앙정부 조직이 다시 팽창하 고 복수 직

을 확 함으로서 국 단 조직이 폭 늘어나게 되었다.이는 정

권말기 료집단의 항에 따른 것으로 추론한다(정정길 외,2007).

IMF 경제 기와 함께 출범한 김 정부도 1998년,1999년,

2001년의 조직개편을 진행했다.1998년에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

부와 산청,기획 산 원회로 분리,통일원을 통일부로 격하하고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했다. 한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

자치부로 통폐합하고 식품의약품안 청을 신설했고 공보처를 폐지

했다.그리고 외무부는 외교통상부로,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문화체육부는 문화 부로 개편했다.1999년 5월에는 제2차 정부조

직 개편을 통해서 국정홍보처와 문화재청을 신설하고, 산청과 기

획 산 원회를 기획 산처로 통폐합했다.2001년에는 제3차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성부가 신설되었다(문명재,2009).

기존 정부들의 조직 감축이 정권을 료장악을 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치 목 을 달성한 이후 다시 조직의 확 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 다.이와 달리 김 정부는 작은 정부를 향한 다양

한 노력을 시도하 다.그러나 정권 후반기의 제3차 조직개편에서는

정치논리에 휩쓸려 조직규모가 다시 확 되었다(정정길 외,2007).

노무 정부는 김 정부를 계승하여 구조개편과 감축보다는

업무처리방식 는 운 체제 개선에 을 두었다.2004년 9월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2005년 6월에는 방 사업청을 각각 신설했

다(문명재,2009).특히,노무 정부는 인 조직개편 보다는

일을 심으로 한 개편을 통하여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따

라서 정부조직 개편은 필요할 때마다 소폭으로 이루어졌고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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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부분이 정부 규모의 증가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특

히,노무 정부는 일을 잘하는 정부라면 정부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따라서 국가공무원 수는 크게 증가하 고 장·

차 고 직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 통령 국무총리 소속

의 원회도 격히 증가하여 통령 직속 원회의 수는 이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 다(정정길 외,2007)

2)한국의 공공부문 인력

아래([그림8])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앙부처 공무원 규모는

지속 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한국의 총 공무원 수의 증가

는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1988년부터 1997년까

지는 경제 성장의 시기 다.따라서 정부역할 확 행정수요 증

로 인하여 격한 공무원 수의 증원이 이루어져왔다.

[그림8]한국 앙정부부처 공무원 연도별 총 인력:1983-2007년

출처:공공(안 행정부의 정부조직 리정보시스템)

그러나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IMF경제 기를 겪으면서 신

공공 리 행정개 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공무원 수의 감축

이 이루어졌다.그리고 2003년부터 최근까지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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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의 부족사태를 겪은 데 한 반작용과 인구·경제규모·복지

등 꾸 한 행정수요 증가에 응하기 해 진 으로 공무원 인력

규모를 확 했다고 볼 수 있다(하미승,2013).

3.스웨덴의 선거주기와 정치 특성71)

스웨덴 헌법은 정부조직법(InstrumentofGovernment),의회법

(Riksdag Act),왕 계승법(ActofSuccession) 언론자유법

(Freedom ofthePressAct)등 4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헌법은

주권재민,국민의 기본권 자유 완 보장, 의제 민주주의,의회

의 우월 지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내각을 통한 권력의

민주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외교통상부,2004).

스웨덴 의회의 경우 1816년 이래로 상하 양원제를 유지하고 왔

으나 1968년 헌법의 개정으로 인해 1971년부터는 단원제를 실시하

고 있다.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 이었으나 1994년 EU 가입에 따른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4년 선거에서부터 임기가 4년으로 1년 연

장되었다. 한 선거일도 매 4년마다 9월 에 실시할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의원 선출 방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직 선출하

는 방식으로 투표는 원칙 으로 정당에 한 신임투표이며 개인에

한 것은 아니나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당 특정인에 한

지지투표도 가능하다(외교통상부,2004).

반 으로 스웨덴의 투표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1920년 스

웨덴의 투표율은 50% 정도 다.그 이후 투표율은 꾸 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투표율이 90%에 이르 다.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약

간 감소하여 2000년에는 투표율이 약 80%에 이른다.스웨덴은 선거

를 통해서 4개의 의회를 구성한다.의회(TheRiksdag),유럽 의회

(theEuropeanParliament),카운티 의회(countycouncil),그리고 지

71)외교통상부(2004)의 “스웨덴 개황”과 LarssonandBäck(2008)의 “Governing

andGovernanceinSweden”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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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Riksdag
County
Council

Municipality

System PR PR PR PR

Votingage 18 18 18 18

Eligibleage 18 18 18 18

Threshold 4% 4%(12%) 3%

Constituencies 1 29
yesbut
varies

varies,not
always

Adjustmentseats 49 yes,1/10

Preferencevote yes(8%) yes(8%) yes(5%) yes(5%)

Period 5years 4years 4years 4years

No.ofseats 19 349 31-149 31-101

Averageturnout 40% 80% 78% 78%

Eligibility EUcitizen
Swedish
citizen

EUcitizen,
Nordic

citizenand
threeyears
residence

EUcitizen,
Nordic

citizenand
threeyears
residence

방의회(municipalcouncil)이다.이에 한 설명은 아래(<표26>)와

같다.

의회의 의석을 가지기 해서는 선거에서 최소한 4%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72)그리고 재 스웨덴에는 8개의 정당들이 있다. 도

당(Moderate Party:Moderaterna,M),기독교 민주당(Christian

Democrats:Kristdemokraterna,KD),자유당(the LiberalParty:

Folkpartiet Liberalerna, FP), 앙당(Centerpartiet, C), 녹색당

(MiljöpartietdeGröna,MP),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S),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SD),좌익당(Vänsterpartiet,

V)등이다.

<표26>스웨덴 선거체제의 공통 과 차이

출처:LarssonandBäck(2008)

72)310명의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의 유권자수에 따라 각 지역구에 배분(4년마

다 조정가능)되며,각 정당은 각 지역구별로 할당된 의석수를 놓고 경쟁하게 된

다.39명의 비례 표의석은 국을 1개의 선거구로 계산하 을 경우,각 정당의

의석확보 상수와 지역구 의석수(310석) 각 정당의 실제 당선자수를 비교하

여 상기 의석수 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된다(외교통상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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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스웨덴의 집권정당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1982년부터 1991년까지 사회민주당이 재집권 했으나 계

속된 경제사정의 악화와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1991년 9월 총선에

서는 보수당을 심으로 하는 자유, 앙,기민의 4개 보수정당 연

합이(170석)사회주의계보다(154석)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보수계 연

립 내각이 집권하 다(외교통상부,2004).

그리고 1994년 9월 총선에서는 사민당이 재집권하 다.정권을

잡은 사민당은 긴축정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부지출 삭감을

한 정책을 추진하 다.1998년에도 사민당은 역시 재집권 하 다.

그러나 2006년 사민당은 공공부문 확 라는 구처방을 내세워 유권

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종도우 연합은 실업해소책으로 감

세와 민간부문 확 를 이끌어냄으로써 정권 교체에 성공하 다(장선

화,2007).73)

73)1982년 9월 19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Falldin 앙당 당수 심의 앙,자유당

연정은 실업률 3.7%,인 이션 8.5%,재정 자 128억불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노동자들 한 기 계획 등의 사회보장정책의 확 실시를 공약으로 내

건 사민당 등 사회주의계에 패배했다.따라서 OlofPalme사민당 당수가 10월 7

일 의회에서 총리인 을 받고 18명의 각료를 임명함으로써 사민당 단독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한 1985년 9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사회주의계 정당이

보수계 정당에 7표 차로 승리함으로써 좌 당 조 하에 Palme 리하의 사민

당 단독 내각이 계속 집권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 9월 19일 총선에서는 환경문제,원자력발 소 존속 여부 등이 선

거쟁 이 됨으로써 환경당이 최 로 원내정당으로 등장함으로써 6 정당구도

를 형성하게 되었다.동 선거에서 좌 당의 조 하에 재집권한 Carlsson사민

당 단독 내각은 지속된 국내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어려움에 직면하

게 되었다.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에 따른 물가상승,임 인상 압력,국제

수지 악화 등과 90년 부터 본격화된 은행,상업계,교원,공공교통 분야에까

지 확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이를 타계하기 하여 1990년 2월 8일에

물가동결,임 인상 동결,불법쟁의 지,임차료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긴 경

제조치를 취하 다.그러나 좌 당을 포함한 야당 부가 이 긴 조치에 반 함

으로써 국회에서 이 긴 경제조치안이 부결되었다.

한,1998년 9월 20일 총선에서는 사민당(131석)은 좌 당과 환경당의 력을

얻어서 국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고(190석)GöranPersson총리 하에 사

민당 단독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 하게 되었다.동 선거의 특징을 살펴보

면 자유당과 앙당에 한 지지가 감소한 반면에 기독민주당은 지지가 확 되

었다.따라서 기독민주당은 보수당에 이은 보수 계열 제2정당으로 등장하 다.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는 사민계열은 1998년 선거 시와 유사한 지지율을 획득

하여 계속 집권이 가능해졌다.Persson총리는 2개 좌 계 정당들과 정책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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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에서 1991년

과 2006년에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먼 1991년 9월 15일 실

시된 총선에서는 국내경제 불황,국제수지악화 등 경제문제와 소련

과 동규권의 자유화 등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 비동맹

립주의 재검토 여부 등이 커다란 선거쟁 으로 두되었다.선거

결과 보수당을 심으로 하는 자유, 앙,기민의 4개 보수정당 연

합이(170석)사회주의계보다(154석)다수를 차지함으로써 CarlBildt

보수당 당수를 심으로 하는 보수계 연립 내각이 집권하 다.동

선거에서 1990년 12월에 창당한 진우 정당인 신민주당이 25석을

얻어 최 로 의회에 진출하 다.반면에 환경당은 의회진출에 실패

하 다.

하지만,1994년 9월 18일에 총선에서는 사민당이 승리하 다.그

러나 단독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는데 실패(161석)함으로써 자유당,

좌 당,환경당 등과 연정을 검토하게 되었다.그러나 Ingvar

Carlsson사민당수는 실업 재정 자로 변되는 경제난국 타개를

해서 사민당 단독 정부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단 하에 소수단독

내각을 출범시키게 되었다.동 선거에서는 신민주당은 의회 재진출

에 실패하 고 환경당은 18석을 얻어 의회에 재진출하게 되었다.

1996년 6월 Carlsson사민당수는 수년간 지속된 경제 기가 회복기

미를 보이자 사임을 선언하 다.이에 사민당은 GöranPersson재

무장 을 당수 신임 총리로 선출하고 신내각을 구성하 다.

한 2006년 총선에서는 1994년 이후 지배 인 정당이었던 사민

당이 패배하고 보수당,국민당, 앙당,기독민주당의 우익보수 연립

정당이 승리했다.4개 우익정당들의 스웨덴을 한 연합(Alliance

forSweden)의 승리는 사민당 장기집권에 한 정치체제의 비효율

성과 요란 페 의 통치스타일에 한 반감,좌익계열 정당달의 동시

통해 독자 인 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 으로는 높은 경제성장과 낮

은 실업율 달성에 성공하 다.그리고 외 으로는 EU와의 력 강화,인권

국제평화 기여,인도 원조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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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상,그리고 도우익 4개 정당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

동선거 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최연 ,2007).

4.스웨덴의 공공부문 형태와 공공인력

스웨덴의 행정구조는 ‘앙(central)- 역자치단체(regional)-기

자치단체(local)’로 구성되어 있다(LarssonandBäck,2008). 앙정

부는 수상(PrimeMinister)과 각 부(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고

앙정부의 각 부는 해당 부 소 업무에 해 정책결정을 하고,산

하기 의 업무를 지원·조정·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역자치단

체의 행정기 별도의 지청은 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스스

로 집행하기도 하고,해당지역의 기 자치단체가 업무를 잘 수행하

도록 지원·조정·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리고 기 자치단체는

주로 육아,유치원, · ·고등학교 교육 주택,복지서비스 제공 업

무를 수행한다.그리고 기 자치단체는 자체의 조세권을 가지고 있

어 재정자립도 역시 높은 편이다(박승희 외,2007).

1)스웨덴 앙정부

스웨덴의 앙정부는 스웨덴 경제에서 상 으로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08년을 기 으로 살펴보면 약 체 GDP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한 앙정부 부문은 공공부문의 은 부문을 차지

하고 있다. 를 들면 스웨덴 체 노동시장에서 지방(municipalities

orcountycouncil)정부가 차치하는 비 이 25%인데 반해서 앙정

부는 약 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Swedish Agency for

GovernmentEmployers,2008).74) 한 스웨덴 앙정부부문은 주로

74)StatisticsSweden(2008)에 따르면 스웨덴 노동시장 구성인력은 다음과 같다.

TheGovernment5%,Municipalitiesandcounty councils24%,Agriculture

andforestry,fishing2%,Manufacturing15%,Construction6%,Tradeand

transport18%,Financialoperationsandcorporateservices16%,Other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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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 (ag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부처들은 입법,정책결정

과 통제에 책임이 있는 반면에 정부기 은 주로 정부사업을 수행한

다.

앙정부는 국가의 모든 일을 장한다.그리고 정부 청

(Government Office: Regeringskansliet), 수상(Prime minister:

Statsrådsberedningen),정부부처(theMinistry ofAgriculture,the

MinistryoftheEnvironment등),그리고 행정 리사무소(Officeof

AdministrativeAffairs)의 지원을 받는다. 한 외교부(theMinistry

ofForeignAffairs)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는 기껏해야 고용인원이

몇 백명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정부 청으로 불리는 수상,정부부

처,행정 리사무소의 고용인원이 4,600명 정도인 반면에 정부기

(governmentagencies:ämbetsve가)과 원회(boards:styrelser)고

용인원은 약 25만 명이다.

재 스웨덴 정부는 20-22개의 행정부처로 구성되어 있다.수상

(thePrimeMinister)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는 동일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정부부처 장 후보자들이 따라야 하는 공실 인 윤리

규정은 없다.스웨덴 앙정부는 정부 청(governmentoffice)과 정

부기 (governmentag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정부는 고

직을 임명함으로써 정부기 을 통제한다.임기는 6년으로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www.sweden.se).그리고 2010년 앙정부 부처

는 수상과 12개의 정부부처 그리고 행정기 들로 구성되어 있다.모

든 부처 장 들은 정치 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다 약

200개의 행정기 들 에서 약 4,500명이 정치 으로 임용되었다

(swedengovernmentofficesyearbook,2010).

정부기 들의 주요 임무는 정부와 의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다.75)정부기 과 원회(agenciesandboard)은 시간제나 일제

6%,Personalandculturalservices,etc8%.

75)정부의 공식 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의회에 법안 제출,의회 결정의 집행,

산을 집행하기 해서 의회에 의해 결정된 산 할당,EU에서 스웨덴을 표,

다른 국가들과 약 체결,다른 국가기 에 의해 취 되지 않는 어떤 행정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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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PrimeMinister’sOffice 106 132 177 199 160

MinistryofJustice 349 358 371 394 348

MinistryforForeignAffairs 1410 1350 1322 1343 1258

MinistryofDefence 155 162 167 180 176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Affairs 276 285 305 285 264

MinistryofFinance 458 447 452 481 464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92 209 215 208 194

MinistryofAgriculture 159 146 162 156 154

MinistryoftheEnvironment 220 196 191 200 183
Ministry of Enterprise,
EnergyandCommunication 415 322 324 350 328

Ministry ofIntegration and
GenderEquality 122 133 134 100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천 명 에서부터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용인원들로 구성되어서 문화된 업무를 수행한다.2010년 재

스웨덴에는 약 300개의 정부기 (governmentagencies)이 있다.76)

<표27>스웨덴 정부기 (GovernmentAgency)의 구성원 수

을 결정,집행부서의 운 과 직 인 행동(www.sweden.se).

76)수상실(ThePrimeMinister’sOffice)은 정부기 들을 표하고 있으며 스웨덴

의 EU 정책에 한 책임을 진다.인력은 약 160명 정도이다.법무부(The

MinistryofJustice)은 136개의 정부기 (agency)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350명

의 인원을 가지고 있다.외교부(TheMinistryforForeignAffairs)는 스톡홀름

에 1260명의 공무원들과 520명의 해외 근무자들을 가지고 있다.국방부(The

MinistryofDefence)는 12개의 정부기 과 180명의 공무원들이 있다.보건복지

부(TheMinistryofHealthandSocialAffairs)은 18개의 정부기 과 260여명의

공무원들이 있다.재무부(TheMinistryofFinance)는 58개의 정부기 과 460명

의 공무원들이 있다.교육부(TheMinistryofEducationandResearch)는 59개

의 정부기 과 190명의 공무원이 있다.농업부(TheMinistryofAgriculture)는

7개의 정부기 과 150명의 공무원들이 있다. 환경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는 10개의 정부기 과 180명의 공무원들이 있다.산업자원부(The

MinistryofEnterprise,Energy,adm Communications)은 26개의 정부기 과

330명의 공무원들이 있다.문화부(TheMinistryofCulture)는 32개의 정부기

과 100명의 공무원들이 있다).고용부(TheMinistryofEmployment)는 10개의

정부기 과 100명의 공무원들이 있다.마지막으로 내무부(The Office for

AdministrativeAffairs)는 정부부처들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며 약 650명 가량

의 공무원들이 있다(swedengovernmentofficesyearboo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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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ofCulture 119 111 99 97

MinistryofEmployment 94 97 92 96
Office for Administrative
Affairs 665 697 708 674 649

joint 9 36 61

Totalnumber 4514 4639 4771 4856 4471

Proportionofwomen/men(%) 58/42 58/42 58/42 59/41 59/41

출처:SwedenGovernmentOfficesYearbook,2010

스웨덴 앙정부부문의 인력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edishAgencyforGovernmentEmployers,2008). 앙정부 종

사자들의 인원수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평균 1.6%씩 증가

하 다.이는 2000년 높은 교육 수 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간

주되고 있다.그러나 2007년에는 약간의 감소추세이고 2008년에는

11,000명이 감소했다.따라서 2008년 기 으로 살펴보면 약 228,000

명이 앙정부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공공부문의 가장 1990년 의 가장 큰 변화는 규모의 정

부기업들이 민 화된 것이다.스웨덴 우정국(theSwedish Postal

office)과 스웨덴 기 통신회사인 Vatternfall(the Swedish

TelecommunicationsAdministrationandtheelectricityenterprise)

이 민 화되었다. 한 2000년에는 스웨덴 국 철도(SwedishState

Railways)이 스웨덴 교회(ChurchofSweden)처럼 민 화 되었다.

앙정부 인력들은 1990년 반에 민 화됨으로써 민간부문의 고

용자수는 증가했다.그러나 민간 역도 역시 인원감축에 의해서

체 고용원인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한 민간부문 체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인력감소가 발생했다.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민간

부문의 역은 다시 증가했다.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역시 민간 역의 인력 증가에 향을 미

치고 있다.그러나 제조업 분야는 외이다.제조업 고용자들은

1990년 이후 꾸 히 감소하고 있다. 한 비록 지방정부 인력도

1990년 반부터는 감소하 으나 상 으로 안정 인 경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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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비록 1990년 반이후 앙정부 인력은 상 으로 안정 으로

남아있더라도 앙정부에는 많은 변화들이 발생했다. 학

(UniversitiesandColleges)졸업자들이 과거 10년 동안 20%나 증가

했다.1990년 반부터 상승은 2005년까지 지속되었다.그러나 사회

공공 기반시설은 1990년 반부터 격히 감소했다77).이처럼 사

회공공 기반시설들이 감소한 것은 바로 민 화에 따른 것이다.

한 경찰,법원,검찰청,그리고 교정시설을 포함한 법 기

들도 1990년 반 이후에는 감소하게 되었다.그러나 최근 2008년

에는 44,500명 정도가 증가했다.최근의 이런 증가에도 비교하고 이

분야의 인원은 1990년 와 거의 비슷하다.감축인원은 주로 행정직

원들을 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스웨덴 행정구조의 특징 의 하나는 바로 정부기

(agency)이다.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를 화하기 해서

정부기 (agency)을 운 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스웨덴은 이미 통

으로 자율 인 정부기 (agency)을 운 해오고 있다(OECD,

2002).비록 정부부처(ministry)에 고용되는 공무원 수는 은 반면

에 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부기 (agency)에 고용되어 있다.이런

정부기 들은 정부와 행정부처에 의해 그들의 산이나 정치 지

지를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기 들이 자신의 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증가하 다. 한 소속 공무원들의 모집

방법과 수 을 결정하는데 자율성 역시 높아졌다.

이런 정부기 (governmentagency)의 수는 1990년 반 이후로

지속 으로 감소했다.정부개 으로 말미암아 2009년부터 2010년까

지 20개의 정부기 이 감소했다.41개의 정부기 이 단계 으로 감

소했고 21개의 정부기 이 설립 다(Sweden GovernmentOffices

77)theSwedish Road Administration,theSwedish RailAdministration,the

SwedishCivilAviationAdministration.theSwedishMaritimeAdministration

andtheSwedishNational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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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PrimeMinister’sOffice 3 3 3 3 2

MinistryofJustice 149 142 142 136 136

MinistryforForeignAffairs 11 11 11 11 11

MinistryofDefence 16 16 13 12 12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Affairs 17 16 14 16 18

MinistryofFinance 56 57 59 61 58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102 66 61 55 59

MinistryofAgriculture 16 11 10 10 7

MinistryoftheEnvironment 44 40 16 15 10

Ministry of Enterprise,
EnergyandCommunication 69 27 29 24 26

Ministry ofIntegration and
GenderEquality 13 12 8 6

MinistryofCulture 34 34 33 32

MinistryofEmployment 11 10 10 10

TotalGovernmentOffices 483 447 414 394 387

Yearbook,2010).

<표28>스웨덴 정부기 (GovernmentAgency)의 수

출처:SwedenGovernmentOfficesYearbook,2010

2)스웨덴의 지방정부

지방정부 수 에서는 21개의 카운티 리 원회에 의해서 많은

국가 활동들이 수행된다.비록 지방정부 이지만 앙정부로 간주되

며 각 카운티 리 원회는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한 지방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20개의 카운티 의회(landsting)가 있다.지방의

회는 지방자치구로 간주된다.그리고 의료와 건강,그리고 어떤 경

우에는 공공교통을 담당하고 있다.지방의회에서의 부분의 일들은

정부에 의해서 직 으로 주어진다(www.sweden.se).

스웨덴 지방정부는 상 계층은 카운티(län)와 카운티 의회

(landsting)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kommun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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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스웨덴의 지방정부는 21개의 지역과

290개의 자치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공공부문 고용의 59%를 가지

고 있는 지방정부는 정치와 경제 으로 가장 요한 행정구역이다.

한 지방정부는 재정의 부분을 교육(schooling),어린이 보호

(childcare),노인 보호(eldercare)에 사용하고 있다. 한 복지제공,

지역문제,문화 그리고 공공교통수단 등을 취 하고 있다.이런 지

방정부의 지출은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앙정부의 지출이

GDP의 7%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Bergh,FinkandÖhrvall,2012).

3)스웨덴 공공부문의 변천과 공공인력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부문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의

하나이다(LarssonandBäck,2008). 를 들면,2005년에 공공부문

의 지출은 체 GNP의 약 50%를 차지했다.78) 한 2007년에는 공

공부문이 체 노동시장에서의 34%( 앙정부 6%,지방의회 6%,지

방정부 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크다.다른 나라

에서는 연 이나 의료보장이 개인에 의해 운 되는 것과 달리 스웨

덴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이를 운 하고 있다.이는 지역 간 차이나

사회계층간의 차이,그리고 시민들의 세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을

이기 한 목 이다.

스웨덴의 행정개 은 인원 감축과 유연성의 확보와 정부기 의

능률향상으로 달성되었다.1993년 CivilserviceAct는 인사 리의

탄력성의 증가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차이를 감소시켰다.실질

인 인원감축은 정리해고, 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의 이 ,공

공서비스 기능의 민간으로의 이 등으로 이루어졌다(OECD,1999)

1960년 이후 스웨덴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총생산(GNP)의

78)공공지출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학생보조 과 출 ,연 ,주거지원 ,건

강보험과 노령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보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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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으로 살펴본다면 체 31%(1960년)에서 65%(1986)으로 2배나

그 비 이 증가했다.이는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

자의 경우가 3분의 1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980년 OECD

노동자들의 약 20%가 공공부문에 일하는 것에 비교해본다면 스웨덴

에 근무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수가 얼마나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이런 스웨덴 공공부문의 규모와 범 의 증가는 스웨덴의 사회평

등 증가에 기여했다.1970년 와 1980년 제조업 고용이 감소할

공공부문 고용의 속한 증가를 통하여 스웨덴 경제가 완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자극하는데 기여했

다.이런 스웨덴 공공부문은 속한 팽창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직업

기회 창출이라는 향력 향상이란 측면에서 기 산업 명에 비유

될 수 있다.

다른 변화는 1990년 의 경기 후퇴기간에 일어났다.이는

GDP의 격한 감소와 심각한 실업의 상태에 한 반응으로써 계획

된 확장은 아니었다. 기보증과 커다란 재정 자는 공공부문의 재

설계하게 만들었다.정부활동을 고려할 때,확실한 재설계 측정은

이미 1970년 에 이미 일어났다.그러나 정부고용 숫자는 1980년

까지 증가했다(Sebardt,2006).스웨덴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극도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근본 인 구조 요인과 단기

간의 정책실책과 측과실로 인해 스웨덴의 경제는 6% 가량이나 감

소했다.1980년 의 비임 노동 비용의 증가는 스웨덴 제조업 수출

을 감소시켰고 이는 1988년과 1991년에 시장 유율을 17%나 감소

시켰다.

이런 경제침체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성과에 한 향을 미쳤

다.1990년과 1999년 사이에 노동인력이 11.4%나 감소했다.이런 인

력감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일하지가 않았다. 를 들면,민

간부문은 5.8%가 감소한 반면에 공공부문은 약 21%나 감소했다.실

업률은 1991년에 1.8%에서,1992년에 5.6%로,그리고 199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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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로 증가했다. 한 실업자들 실업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이

들이 체 1/3을 차지했다.게다가 완 실업자들은 800,000명에서

1,300,000명으로 증가했다(IsabelaMares,2006).

특히,최근 20여 년간 스웨덴 정부는 규모의 인력감축을 지

속 으로 추진해왔다.1988년 이래 1997년까지 10년간 스웨덴 정부

인력 규모가 약 43% 정도 감축되었다. 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OECD 국가들의 인력 증가율을 살펴보면 9~13%

가량을 나타내는 반면 스웨덴은 약 3%의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따

라서 인력증가 억제방침이 2000년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추론하

고 있다(이창길,2008).

[그림9]스웨덴 공공부문 연도별 총 고용 인력:1989-2009년

출처:IFAUdata(1989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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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 5공화국(1981-1987)정부조직 개편내용

1979년
*환경청(보건사회부소속)신설(79.12.28)

1980년

* 화학공업추진 원회 폐지('80.9.16)
*사회정화 원회신설('80.11.1)

1981년

*노동부신설,노동청폐지('81.4.8)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 원회 폐지('81.9.18)
* 리국을 폐지하여 체신부 내국으로 개편 ('81.12.31)
* 자통신개발추진 원회를 자문 원회로 조정 ('81.12.31)

1982년
*체육부신설('82.3.20)

1983년
*해외 력 원회신설('83.1.27)

1984년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명칭 변경('84.7.25)

1986년

*해외 력 원회 폐지('86.3.8)
*산림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이 하고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명칭 변경('87.1.1)

1987년

* 매청폐지('87.4.1)
*1 ( 앙 상 )

제 6공화국(1988-1992)정부조직 개편내용

1989년

*사회정화 원회폐지('89.2.28)
*환경청을 폐지,국무총리 소속 환경처 신설 ('89.12.30)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 ('89.12.30)

1990년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 을 부총리로
격상('90.12.27)
*문교부를교 육부로,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변경('90.12.27)
*조사통계국을 통계청(1 )으로 개편 ('90.12.27)
* 앙 상 를 기상청(1 )으로 개편 ('90.12.27)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 ('91.7.23)

문민정부(1993-1997)정부조직 개편내용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93.3.6)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93.3.6)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 ('94.12.23)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 심사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 ,
교통부의 기능을 문화체육부로 이 ('94.12.23)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 ('94.12.23)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각각개편 ('94.12.23)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 ('94.12.23)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의 공정거래 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 으로
개편('94.12.23)

1996년

* 소기업청 신설,공업진흥청 폐지('96.2.9)
*해양수산부신설('96.8.8)
*해운항만청 ,수산청,수로국 폐지('96.8.8)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 앙행정기 으로
격상('96.8.8)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명칭 변경('96.8.8)

부록 3:기타

1.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주요내용:제5공화국-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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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1998-2002)정부조직 개편내용

1998년
2.28

*부총리제를 폐지하고,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 개편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문화체육부를 문화 부로,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각각 개편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외교통상부 장 에 통상교섭
본부(차 )를 둠
*국무총리 의 행정조정실(차 )을국무조정실 (장 )로 개편,
국무총리 에 공보실(1 )을 설치,방송행정·출 ·간행물·해외홍보
기능은 문화 부로 이 하고,공보처를 폐지함
* 통령소속하에 기획 산 원회를 신설,재정경제부장 소속하에
산청을 두며, 통령소속하에 여성특별 원회와 소기업

특별 원회를 신설
*장 인 법제처 국가보훈처를 차 으로 축소개편
*보건복지부장 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 청 (차 )신설
*정무장 설치근거 삭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폐지

2001년

*국무조정실장을 정부 원으로 함
*부총리 2인을 두고,재정경제부장 과 교육인 자원부 장 이
부총리를 겸임
*재정경제부에1 의 일반직국가공무원(국제업무담당)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교육부를 교육인 자원부로 개칭하고,교육인 자원부에 차 보 1인
을 두도록 함
*여성특별 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신설
*한국마사회의 소 을 문화 부에서 농림부로 이

참여정부(2002-2007)정부조직 개편내용

2004년

* 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
*기획 산처에서 수행하여오던 행정계획에 한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 함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 기구로 격상,법제처장.차장
국가보훈처장.차장을 정무직으로 함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 리 련기능을 앙인사
원회로 이 , 자정부 구 을 진하기 하여 행정자치부의

소 사무에 자정부에 한 사무를 추가함
*문화재청을 차 기구로 격상하고,문화재청에 청장1인과 차장
1인을 두되,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

2005년
*철도청공사화 (1월 1일)

2005년
3.24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청소년 원회신설

2006년 *방 사업청 개청 (1월 1일)

출처:행정안 부



- 174 -

국가기능 부.청 청,외국 기타

합

의

지방국가 행자부(내무부)

외 계
통일부(통일원), 외교통

상부(외무부)

법원체계 법무부 검찰청

경찰 행자부(내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군 국방부 병무청

생

산

공 생산

농진청,산림청,철

도청,기상청,공업

진흥청,수로국

공 제공

농림부,산업자원부(통상

산업부),건교부,해수부,

과기부(과기처), 외교통

상부

소기업청 소기업특별

국고
재정경제부(재무부,재정

경제원)

국세청, 세청,

매청

통

합

보건
보건복지부,환경처,환

경부

환경청,식품의약품

안 청

교육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문체부,체육청소년

부)

청소년보호

복지사업
보건복지부,노동부,여

성부,국가보훈처

정보

문화 부(문공부,문화

부,문화체육부),국정홍

보처(공보처)

문화재청

통신

매체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공보처,문공부)

집

행

리

재정경제부(재정경제원,

경제기획원), 기획 산

처,법제처,행자부(총무

처),감사원

통계청,조달청

통령비서실,

경호실, 국무총

리실, 앙인사

,

규제기 특허청

공정거래 ,

융감독 , 부패

방지 , 국민고

충처리 , 국가

인권

2.한국 앙국가 하 기구의 기능별 분류

출처:정용덕(2002).‘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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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산업분류번호

1.농업

산림

1 Agriculture,hun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1111-2029
2 Forestry, logg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2.어업 5Fishing,Operationoffishhatcheriesand
fishfarms

5011-5025

3. 업

채석

10 Mining and quarrying of energy
producingmaterials

10100-14500

11Extractionofcrudepetroleum andnatural
gas;serviceactivitiesincidentaltooiland
gasextractionexcludingsurveying

12Miningofuranium andthorium ores

13Miningofmetalores

14Otherminingandquarrying

4.제조업

15Manufactureoffoodproducts;beverages
andtobacco

15111-37200

16Manufactureoftobaccoproducts

17Manufactureoftextiles

18Manufactureofwearingapparel;dressing
anddyeingoffur

19 Tanning and dressing of leather;
manufactureofluggage,handbags,saddlery,
harnessandfootwear

20Manufactureofwoodandofproducts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manufactureofarticlesofstraw andplaiting
materials

21 Manufacture ofpulp,paperand paper
products

22Publishing,printing andreproduction of
recordedmedia

23Manufactureofcoke,refined petroleum
productsandnuclearfuel

24Manufactureofchemicalsand chemical
products

25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26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products

27Manufactureoffoodproducts

28Manufactureofbasicmetals

29Manufactureoffabricatedmetalproducts,
exceptmachineryandequipment

30Manufactureofmachineryandequipment
n.e.c.

31 Manufacture of office machinery and

3.스웨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표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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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s

32Manufactureofelectricalmachineryand
apparatusn.e.c.

33 Manufacture of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equipmentandapparatus

34 Manufacture ofmedical,precision and
opticalinstruments,watchesandclocks

35Manufactureoftransportequipment

36Manufactureofothertransportequipment

37Manufactureoffurniture;manufacturing
n.e.c.

5. 기,

가스,수도

38 Electricity,gas,steam and hotwater
supply

40110-41002
39Collection,purificationanddistributionof
water

6.건설 40construction 45110-45500

7.도소매

수리업(차,

오토바이,

개인

가 제품)

41 Sale,maintenanceand repairof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automotivefuel

50101-52740
42 Who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ofmotorvehiclesandmotorcycles

43Retailtrade,exceptofmotoer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goods

8.호텔

식당
44Hotelsandrestaurants 55101-55529

9.교통,설비

,통신

45Landtransport;transportviapipelines

60100-64203

46Watertransport

47Airtransport

48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activitiesoftravelagencies

49Postandtelecommunications

10. 융

개

50Financialintermediation,exceptinsurance
andpensionfunding

65110-67202
51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except
compulsorysocialsecurity

52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intermediation

11.부동산,

임

사업 활동

53Realestateactivities

70110-74879

54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without operator and of personal and
householdgoods

55Computerandrelatedactivities

56Researchanddevelopment

57Otherbusiness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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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행정

치안,

사회보장

58Publicadministrationanddefense;
compulsorysocialsecurity

75111-75300

13.교육 59Education 80101-80429

14보건

복지
60Healthandsocialwork 85111-85329

15.사회와

개인

서비스와

기타

61.Sewageand refusedisposal,sanitation
andsimilaractivities

90001-99000

62.Activities ofmembership organizations
n.e.c.

63.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64.Otherserviceactivities

65.Activitiesofhouseholds

66.Extra-territoralorganizationsandbodies

출처:SNI:SwedishStandardIndustrialClassificati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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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ElectionCyclesandEmployment

:Evidencefrom thePublicandPrivateSectorsof

SouthKoreaandSweden

Jun,Daesung

GraduateSchoolof

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ispaperanalyzesthecorrelationbetweenpublicemployment

andelectioncycle,basedonpoliticalbusinesscycletheorywhich

says politicians manipulate macroeconomic policies to get

reelected.Inordertofindmoreuniversalandempiricalevidence

onthecase,thispaperanalyzesempiricaldatanotonlyfrom

SouthKorea,butalsofrom Swedenwhichdiffersfrom South

KoreaintermsofGovernmentsystem,publicsector’sopenness,

the level of public welfare and transparency of public

expenditures.AnalysisofSwedishdataisespeciallymeaningful

sincedatafrom Swedenincorporatesallpublicsectorssuchas

centralgovernmentagencies,localgovernmentagencies,other

publicsectors,state-ownedenterprises,etc.Theanalysisresults

ofthisstudya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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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heresultshowsthatemploymentinKoreancentral

governmentagencieshadincreasedby2.4% peryearduringthe

pre-electionyearsfrom 1983through2007.Thisresultsuggests

thatthegovernmentemploymentcycle,whichhasatendencyof

decreasingintheinitialstagesofnew administrationandthen

increasinginthelaststagesofadministration,isdeterminednot

onlybybureaucraticresistance,butalsobypoliticalfactorssuch

aselectionsincontrasttotheworkofKim etal(2009)andJung

etal(2007).

Second,thispaperexaminestheeffectofelectoralcycleson

different categories of public employment such as political

sectors,economicalsectors,socialwelfareandeducationsectors,

andregulatoryandexecutivesectors.Thepurposeofconducting

categorizedanalysisisin explaining thecauseofemployment

increaseinpublicsectortodistinguishtheelectioncycleeffectof

politician’spreferencefrom Korea’suniqueregulationoffiveyear

single term forpresidency.Thispaperdemonstrates thatthe

publicemploymentincreased moresignificantly in welfareand

educationsectorswhichreflectstheopportunisticpreferenceof

politiciansthaninpolitical,economic,orregulatoryandexecutive

sectors of the government which reflects the bureaucratic

preferenceofabudgetmaximization.

Third,thispaperstudiesadditionallytheeffectofpolitician’s

preferenceonincreaseinpublicemploymentbythemethodof

interaction term analysis among election competition,social

expenditure,andelectoralcycle.Theanalysisshowsthatasonly

socialexpenditureincreases,thepublicemploymentadditionally

increasesby1.3%.

Forth,thisstudy separatestheeffectofelection cycl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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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cycletodeterminewhethertherearedifferentfactors

foremploymentinpublicsectorandprivatesector.Theresult

from theanalysisprovesthatpublicemploymentincreasesonly

bythefactorofelectioncyclewhereasemploymentofprivate

sectorincreasesonlybythefactorofbusinesscycle.Thisresult

canbeexplainedbythefactthatpublicsectororganizationsare

controlledpredominantlybypoliticalforces,notbymarketforces.

In otherwords,the primary constraints are imposed by the

politicalsystem ratherthantheeconomicsystem.

Lastly,theanalysisresultsfrom SouthKoreandatacoincides

with data from Sweden. Swedish public employment also

demonstratestheeffectofelectoralcycle.Thisresultshowsthat

politiciansincreasetheemploymentinpublicsectorasmeansfor

incomeredistribution.Increaseinpublicemployment　ofSweden

hassignificantcorelationwithelectioncyclejustasincaseof

South Korea.On theotherhand,theemploymentincreasein

privatesectorinSwedeniscorrelatedtoeconomiccycle.This

resultfrom Swedishdataprovesthattheanalysisresultofthis

paperisnotlimitedtothespecificpoliticalsituationofSouth

Korea,butcanbegeneralizedtoexplainthecorrelationbetween

electoralcycleandemploymentinpublicsectors.

Keywords:election cycle,business cycle,public employment,

politician’spreference,bureaucraticpreference

StudentNumber:2007-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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