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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점증주의적 시각에 의한 정책 및 예산의 변동의 설명은 한계가 있
으며 이러한 점증주의적 시각이 정책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보
편적인 패턴이 아니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정책 혹은
예산의 급진적 변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예산 및 정책의 급진적 변동을 설명하는 기법 중 단절적 균형
론(punctuated equilibrium)에 입각한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책
혹은 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점증적으로 변화하지만 외
부 충격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러한 단절적 균형모형은 예산 뿐 아니라 정책,
조직 분석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절적 균형의
원인을 외부충격 등의 외생적 영향으로 보고 있으나, 어떠한 메커니
즘에 의하여 특정한 외부적 사건이 특정 정책 영역에서 단절적 균
형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정책의 급격한 변동 원인을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내재적 요인에 기인한다
고 가정하고 이러한 예산 변동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변동률에 대한 첨도를 종속 변
수로 하여 첨도가 높을수록 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다양한 부처의 예산변동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
하였다. 먼저 개입-ARIMA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변동률을 설명한
결과 예산의 변동은 이전 년도의 예산을 설명변수로 한 단순 시계
열에 의존한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개입-ARIMA분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개입(event, intervention)의 시점 모든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변동을 점증주의적인 시각으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며 또한 예산변동의 원인이 외생적 특성뿐만 아
니라 내재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변동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책 유형 및 조직 유형 등으로 부처별 예산을 구분하고 부처별 예산
변동률의 첨도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산변동률의 유
형별 첨도 변화를 분석하여 본 결과 조직 분류 기준인 국가기구 유
형으로 볼 때, 집행과 합의기관(통일부 제외)이 첨도가 낮고, 통합유
형과 생산유형이 첨도가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통제기관이 첨도가 낮고 전달기관이나 이전계약기관은 상대적으
로 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유형을 살펴
볼 때 외교국방과 규제 정책은 첨도는 낮은데 비해 재분배와 분배
정책은 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특성이 관료제 권력의 정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료제권력지수의 추이와 첨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첨도의 변화는 권력지수의 추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즉,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첨도는 낮은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유형별 첨도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통제기
관은 첨도가 낮은 부처유형이지만 권력지수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생산유형은 첨도는 높으나 권력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아
도 알 수 있었다. 정책유형으로 볼 때에도 분배정책의 첨도는 높으
나 권력지수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예산의 규모와 첨도의 변화를 이상의 유형별 분류에 적용시켜 보
았을 때에는 예산규모와 예산 변동률의 첨도는 큰 개연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처별 예산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부처별 예산이
커질수록 첨도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예산규모가 큰 부처에 있어
예산의 단절적 변동개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정책변동의 내재적 특성인 조직 혹은 정책유형에 따른
변동의 규칙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의 장기간에 걸
친 정책변동의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처별 세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유형 분류
나 조직유형 분류 등에 적용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있
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첨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
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향후 정책변동과 관련된
보다 진일보한 이론이 창출되고 자료가 축적되는 등의 추가적인 연
구들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후속연구들의 진행을 통하여
개선의 단계를 거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정책변동,예산변동,단절적 균형이론,정책유형,조직유형,
관료화 정도,내재적 규칙성
학번:2005-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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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고도로 복잡화되어가고 전문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정책은 변화하며 진화해가고 있다.
정책집행이 성공을 거두려면 집행자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자체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또
한 정책형성은 정책집행과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정책평가와
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정책의 변동을 상정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유훈, 2009: 137

1)).

따라서,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책의 이해와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변동(policy change)의 정의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정
책이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
책형성 및 결정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과 정책평가 단계에 이
르기 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모든 변화를 의미 한다2) (조영희,
1999: 11).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Lindblom
과 Wildavsky의 점증주의가 있다. 점증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고, 결국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은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로 설
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
경의 제약, 다원주의 시스템에 내재하는 사회적 교환과 흥정에 따른
1) 유훈 (2009)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 조영희 (1999) 우리나라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단절적 균형과 불균형의 대조
적 정책현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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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의 이유로 정책변동은 점증적 성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
한 점증주의적 시각은 이후 정책변동연구에 활용되었으나 동시에
많은 지적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정책은 점증적
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이 많
은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후 점증주의만이 정책변동을 설
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패턴이 아니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갖게 되
면서, 정책의 급진적 변동과 관련한 정책사례 연구들이 급증하게 되
었다 (Baumgartner and Jones, 1993;Jones and Baumgartner, 2005).
이러한 정책변동의 급진적 변동을 설명하는 기법 중 단절적 균형
론(punctuated equilibrium)에 입각한 정책변동의 분석은 기존의 합리
주의적, 점증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측면에서
정책변동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절적 균형모형은 정책 변화의 과정을 생물학적 진화에 비유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점증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때 외부 충격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정책의 돌연한 변화가 일
어나게 된다고 본다. 단절적 균형모형은 예산, 정책 분석 등에 다양
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정부의 하위제도 (subsystem institution)수
준에서는 정책의 변동이 점증주의에 기반하여 큰 변동 없이 설명되
나 이러한 점증주의적 대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적되거나,
대형사건이 발발하는 경우 정책은 과거의 계속성에서 벗어나 급변
하게 된다.
이러한 단절적 균형이론에 입각한 정책 변동의 행태에 대한 사례
연구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의 형태로 대표되는 환류라는 개
념으로 해외 사례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다. 즉, 정책 변동
에서 양의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 정
책 변동 상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단절적 균형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설명되는 양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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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은 주로 자기강화 메커니즘(self-reinforced mechanism)의
일종으로, 작은 사건이나 변화에 의해 거대한 정책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단절적 균형을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점증적 혹은 안정적으로 진행되던 정책변동이 급변하게 되
고 다시 안정적인 경향을 유지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보았
을 때, 어떠한 외부적 사건이 단절적 균형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정
확한 해답은 없는 실정이다. 즉, 어떠한 외부적 사건은 단절적 변동
을 유발하고, 또 다른 외부적 사건은 단절적 변동을 유발하지 못하
는 현상을 볼 때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단절적 균형론은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양의 피드백으로 점증적 변화는 음의 피드백으로 설
명할 뿐 어떠한 변동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기술하지 못한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단절적 균형론은 이전의 점증주의가 그러하
였던 것처럼 많은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다. 예컨대 Givel (2010)은
미국 태평양 북서부 산림정책(Pacific Northwest forest policy), 담배
정책(state tobacco policy), 연방정부 자동차능률성정책(federal auto
efficiency policy) 등에서는 정부 활동이나 무활동(inaction)에서 어떤
안정을 끝내는 ‘중단’이 일어난 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한 단절적 균형이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정책변동 연구는 변화를 촉
발한 미디어의 역할에 초점을 둔 것인데, Crow (2010)의 경우는 미
국 서부 콜로라도(Colorado) 주의 내륙 레크리에이션용의 수로 관리
(water rights) 정책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단절적 균형이론이 주정부
차원에서는 정책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
서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한바 있다 (박흥식, 2010).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의 변화를 단절적 변동으로 설명할 경우 단
절의 원인은 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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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 경우 정책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설명하기란 대단
히 어려워지는데 이는 단절적 균형이론에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하
여 단절적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우연한 사건은 대부분 외부적 충
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연섭, 2003). 실제 정책 혹은 제도의 변
화는 외부의 환경적(외생적) 변화뿐 아니라 내부의 특성 등에 의한
영향을 상호 반응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변동의 패턴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기작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이는 단절
적 균형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남궁근, 2008:200). 즉, 단절
적 균형이론에서 외부적 사건에 의한 단절이 정책변동의 유일한 원
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제도 내부의 특성 등에 의한 변화를 설명하
기 어려운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될 때 단지 외부적
충격의 강도나 특성 자체에 의해서만 정책이 단절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정책대상의 내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3).
이러한 정책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은 결국 외부적 충격
이 발생하였을 때의 정책 변동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예를 들어 Breunig et al. (2009)는 의무적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과 재량적 지출이 수반되는 세부 정책별 예산 변동을 미국과
덴마크에 대하여 비교해 본 결과 비록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
의 예산변동 변화를 명확히 구분 짓는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
나, 정책별로 예산의 변동분포가 상이하되, 보건, 교육 정책이 상대
적으로 안정적 변화를 보이고 국방, 농업 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급
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L-첨도(L-kurtosis)의 변화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의 원인으로서 외부의 사회,경제적 충격등의 외부적 요인
에 대응되는 예산변동의 주체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책 혹은 조직 유형
적 특성을 내재적 특성이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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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와같이 정책별 예산의 변동 특성이 상이하다면 이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 고유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연구는 단절적 변동의 사례에 주로 주목한 연구들이 다수
를 이루고 있는 반면 변동의 패턴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소흘한 면이 있다. 최근 Jones et al. (2009)등의 연구에서 정책
과정중의 정책마찰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정책과정상의 단절적 변
동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조직의 유형과 이들
정책마찰과의 관계를 결합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절적 변동의 원인이 정책 대상 조직의 내
재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변동의 내재적 특성에 기
인한 규칙성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단절적 균형론
에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정책의 변동 발생여부를 설명하는 단계에
서 더 나아가 변동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대상정책 고유의 특성에
의해 변동의 패턴에 있어서 어떠한 규칙성을 갖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동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부처
를 어떠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유형별 혹은 기능별 정책 변동과 다양한 선행연
구의 조직 유형별 정책 변동을 탐색해 보고 이들 유형별 정책 변동
의 규칙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변동의 원인이 외부적 충격 자체에 있다
기보다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반응하는 정책 대상 조직의 메커니즘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원인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변동을 척도로 하여 이러한 정책변동을 파
악하고자 한다. 예산을 정책변동의 척도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2장
에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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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변동의 원인을 정책고유의 기능 혹
은 정책 유형 에 의한 원인과 조직의 특성 혹은 조직 유형에 의한
것이라 가정하고 각 고유한 정책 유형 및 조직 유형의 구분에 따라
정책 변동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 변동의 지표로는 변동의 산출로 대표되는 예산을 설정
하여 그 변화율의 분포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해당 정책의 관할 정부 조직의 예산을 파악함으로서 보다
일관적인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처별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 변동을 살펴보고, 세부 기능별 지표와
의 연관성을 같이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기간은 1966년에서 2006년까지의 40년간의 부처별 및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능별 및 부처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자료는 해당년도 결산개요를 참조하였다.

정부의 행정 조직은 정권교체를 포함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개편을 계속하여 왔다. 정책의 기능별 분류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여 왔으므로, 장기간의 정책 변동의 분석에 있어 일관성
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부처별 정부 조직
의 변동을 정리하였다. 기간 중 신설되거나 폐지된 조직의 경우 업
무의 연속성의 차원에서 2006년 기준으로 기존 부처에 포함시켰다4).

4) 세부부처별 분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달 3절 연구방법 및 자료에서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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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소속 청의 경우 부처예산에 포함 시켰다.
예산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2005년도 물가
상승률을 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과거 년도의 물가
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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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정책변동이론 간 특성 비교
정책변동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으나, 정책환류와 정책
학습의 결과에 따라 정책내용과 정책 집행방법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남궁근, 2008), 일반적으로 정책의 수정과
종결 등 시간에 따른 일련의 정책 변화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정책변동이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책변동의
과정과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책변동관련 여러 이론이 제시되
었다. 정책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외부의 환경과 정치체
계 등에 의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한다.
정책결정이론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결정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
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정책 결정 혹은 정책 변동에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요인은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변수
의 선택, 정책 수준차이, 계량화가 힘든 정치적 변수의 무시 등 많
은 문제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정책결정이론의 한계는
동일한 정치적 혹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다양한 정책의 변동에
있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Wildavsky와

Lindblom에 의하여 주로 주창된 점증주의 모형은 주

로 정책결정모형에서 합리모형의 대안으로서 현실적인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창된 모형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합리적 접근

은 인간의 한정된 지적 역량, 제한된 지식, 분석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완벽한 합리연역적 체계의 구축 불가, 사실과 가치의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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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 체제의 개방성, 정책적 문제의 다양한 형태 등과 같은 한계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점증주의이론이 제시되었다.
Lindblom에 의하면 점증주의는 현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것을 정책대안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의 변동과정이 기존 정책을 근간으로 소폭적인 변화만이
가감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점증주의적 이론은 주로 예산에 대한 결정이론을 설명하는데 많이
적용되어 왔다. 예산결정을 연구한 점증주의자들은 정책참여자들 사
이의 타협과 조정필요성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예산이 과거의 지출수준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남궁
근, 2008: 422).
지지연합 모형은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정책 하위체제 내의 전문가
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행태는 넓은 범위의 정치체제와 사회
경제체제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또 사회심
리학으로부터 도출된 미시 수준의 모형 그리고 하위체제내의 다양
한 행위자들을 취급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지지연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 의하여 정책 변동과정을 설명하려는 모형
이다 (남궁근, 2008: 558). 이때 하위체계 내에서는 행위자들이 참여
하는 몇 개의 지지연합이 존재하는데 이 지지연합은 규범적, 인과적
신념을 공유하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되며
각 지지연합은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신념체계를 정책으로 변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데 이때 지지연합간의 상반되는 정책
대안들이 경쟁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시민단체 등으
로 대표되는 제 3자인 정책 중재자가 심각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
록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책은 하위체계 내에서 형성되며 하위체계내의 전문가들사이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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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행태는 매우 안정적인 변수와 동태
적인 외부의 사건이나 충격의 영향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는 정책 집행의 하향적 모형에서 도출된 것으로 실현가능한 대
안의 범위를 제약하거나 하위체계 구성원들의 자원과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자원의 기본적 배분상태나 기초적 사회문화적
가치, 사회구조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비해 동태적 외부 사건 혹은
충격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화, 정치체계의 변화 등
에 의해 하위체계 행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조건이나 기회가
바뀌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지연합모형은 외생변수의 영향 하에서 정책지지연합들의 상호작
용에 의해서 정책변화가 발생하고, 정책지향적 학습이 신념체계의
수정과 이에 따른 정책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장기
간에 걸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큰 모형으로 간주된다
(정정길 외, 2003: 853). 또,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
어 외적변수에 대한 설명에 충실하고, 정책주창자를 옹호연합으로
명확히 다루고 있어 이들의 신념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으
며, 정책중개자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변동의 시작점, 즉 촉발기제가 미흡하고, 정책변동과
정에 있어서 정책학습 등의 전략만 있을 뿐 복잡하고 혼돈된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은 정치흐름 등을

통해 정책변동의 촉발기제가 명확하고, 정책변동의 창을 통해 정책
변동과정의 혼돈된 상호작용을 정책경로, 정책전략 등 여러 단계별
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흐름모형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정책과정에서

공공의제가

정부의제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Kingdon(1995)은 정책 흐름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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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본래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구체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으나 정책변동의 설명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정길 외,
2003). 정책흐름모형은 March 와 Olsen의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으로 정책과정이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규칙에 따라 흘러 다니는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 즉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그리고 정치
의 흐름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정책 흐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정책
대안은 세 개의 흐름이 같이 만나게 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 열리면서 합류할 때 정책으로 결정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문제, 정치, 정책 대안의 흐름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
이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러 다니다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
적 사건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 점화장치가 되어 세 개의 흐름이 결
합하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세
흐름을 합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s)로 자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명성, 재력 등의 자원을
투자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하는 정책 주창자의 역할을 한다
(남궁근, 2008: 404).
즉, 정책의 창은 정책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정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옹호하는 정책대안을 관철시키는 기회
를 의미하므로 정책기업가 등의 정책참여자들은 정책 창구가 열리
기를 기다리되 선호하는 대안을 갖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거나 자신들의 정책대안에 관심을 기울여 줄
정권의 출연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정책흐름모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책흐름모형이 정
책하위체제의 외적변수, 즉 정치적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미
흡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주
창자들의 명확한 구성과 그들의 정체성인 신념체계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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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과 정책평가 단계에 이르기 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과정 전반의 다양한 이론이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동이론을 크게 구분하자면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
에서 소폭의 점증적인 변화를 갖는다는 관점과 정책변동이 급작스
러운 변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Lindblom의 주장에 의하면 정책결정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형
성되기 보다는 관련행위자들의 선별적이며 제한된 비교를 통한 상
호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하며 분절적이며 점증적으
로 진행된다고 보았다5).
비록 점증주의에서 정책을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들 간의 상호조정과
정으로 보고 있지만 점증주의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
지는 지 특히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s)의 역할 등에 언급이
없다.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의 속성을 조
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전략과 시도를 강조하며, 행위자들
을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함으로서 지지연합이라는 행위자 집단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지연합모
형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며 정책
집행을 단순히 정책결정 이후 한 번의 과정을 거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정책집행-재결정-재집행이라는 정책변동의 차원에
서 재조명하였다 (정정길 외, 2003). 이러한 지지연합모형은 그러나
정책변동의 촉발기제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정책변동과정에 있어
복잡하고 혼돈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5) 이러한 과정을 Lindblom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명분과
실제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정치 과정이자 정책형성이라는 의미로 “진흙 사이
의 통나무 굴리기(Muddling Through)” 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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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이는
정치흐름 등을 통해 정책변동의 촉발기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정책
의 창의 개념을 통해 정책변동과정의 혼돈된 상호작용을 정책경로,
정책전략 등 여러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흐름모형과 대비를
이룬다.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은 현대사회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료, 정치인, 언론, 국민, 기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변동의 창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단절적 균형이론과 비교하여 볼 때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은 모
호성(ambiguity)과 일시적 질서(temporal order)를 가정하고 정책의
형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정책변동을 정책문제, 정치,
정책 대안의 세 가지 흐름의 우연한 결합으로 봄으로서 미래 정책
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고 학습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
는다.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어떠한 평형된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에
서의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s)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흐름 모형에서는 과거의 정책의 영향과 정
책 수단의 선택과 같은 문제가 이론적으로 충분이 고려되지 못한다.
Baumgartner and Jones (1993)에 의해 정책변동분야의 이론으로 소
개되기 시작한 단절적 균형모형의 경우는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와
급격한 변동이 정책변동과정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 단절적 균형모
형에서는 정책 하위 시스템(policy subsystem) 혹은 정책 독점(policy
monopolies)이 붕괴되면서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온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제적 앨리트의 파워가 너무 커 정책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점증주의적 시각과는 배치된다.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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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급작스러운 정책 변동을 단절적 균형모형에
서는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Kingdon 역시 점증적 정책 변동이
급작스러운 변동 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점증적인 설명으로는 정책의제의 변화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Kingdon은 정책아이디어와 올바른 시
간(timing)이 정책 변동에 매우 결정적임을 주장한다. Kingdon의 정
책흐름 모형과 Baumgartner and Jones의 단절적 균형모형이 모두
하나의 평형에서 다른 평형으로의 이동(shift)을 정책변동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정책흐름 모형은 정책 참여자(political actor)에 보
다 중점을 두고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데 비해 단절적 균형모형은
이슈의 정의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정책 흐
름 모형은 정책의 변동을 세 개의 정책흐름으로 설명되는 다차원의
공간에서의 정책 결정과정의 변화로 설명하려는데 비해 단절적 균
형은 정책변동을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
과정의 변화로 보고 있다.
결국 단절적 균형이론은 정책의 안정적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점증
주의적 측면과 급격한 변동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고 정책흐름모형
에서 설명하는 구성 요소가 가지는 구조적 요소를 보다 확장한 개
념위에서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기의 정
책변동 모형 중에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있
다고 보여진다 (Schwenzien,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단절적 균형이론의 측면에서 본
정책변동의 특징과 경향 그리고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특히 정책 변동의 원인으로서 정책 변동 대상의 내재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그 요인과 경향을 단절적 균형이론의 연구 방
법론을 적용하여 살펴보되, 외생적 변화의 영향 역시 고려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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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변동지표로서의 예산
20세기에 들어와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경제적 정책 등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수반한 정책수행의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정책
변동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행정부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이러한 정부 부처 조직에서 수행하는 정책 변동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은 조직, 예산, 법률의 수정이나 종결과 같은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산집행이란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
한다. 예산을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면 예산 집행이
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활동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는 곧 정책 집행과정에 해당한다 (윤영진,
2010: 187).
또한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및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은
정책 집행을 위해 구체화된 정책 수단인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하위 수준의 정책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한 부서의 예산은
해당 부서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유훈, 2009: 143, 윤
영진, 2010:304).
예를 들어 입법부의 예산 심의 기능은 정책 형성과 행정의 감독
의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고 예산이 통제됨을 의미한다. 즉 사
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은 정책 목표 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므로, 예산이 정책 또는 사업을 재
정용어로 바꿔 놓은 사실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정책방향의 수정 등의 정책 변동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변동을 부처별 예산
의 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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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책변동은 정책의 쇄신, 정책의 승계, 정책의 유지, 그
리고 정책의 종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쇄신에서는 기존 예산이 없으므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의 승계에서는 기존 예산이 있으므로 새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겠으나 예산의 이체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책의 유지에 있어서는 예산 과목에는 변동이 없으나
경우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나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정책의 종결에서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관련 예산이 소멸되거
나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며 다음 연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전액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대상 정책
분야 혹은 부처의 정책 변동의 정도를 가늠해 보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지출변동의 경향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김철회, 2005a,b; 주희진
과 권기헌, 2012). 특히 예산은 정책결정의 산출로서 간주될 수 있으
므로 예산을 통한 지출의 변동을 정책의 변화 또는 사회현상을 확
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Danziger, 1976).
이와 같이 예산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에 진행될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지표로 예산의 변동률을 설정하
여 부처별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책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예산의 변동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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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결정이론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 현황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예산이론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예산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예산이론들이 제시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중에서 외생적 요인 혹은
환경이 예산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는 예산 결정 요인론
을 통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박범종, 2005; 유훈, 2009).
이들 외생적 요인은 크게 정치적,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총인구 변동률, 인구구조 변동률, 경제
성장률, 조세부담률, 기타 사회 경제적 사건 등이 있을 수 있고, 정
치적 요인은 정권의 특성, 선거, 국회의 여소야대 등이 있다.
Key (1956), Lockard (1963), Fenton (1966) 등은 미국 각주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고 농업위주의 주들은 단일 정당제도나 준단일 정당제도를 지니
며 이러한 주들은 교육, 복지, 보건 등의 지출액인 다른 주에 비해
낮다는 연구 등이다. 이후

Dawson and Robinson (1963)은 예산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다는 Key 등의 전통적인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Dye(1966)는 도시화, 공업화, 일인당 소득, 교육수준
등과 같은 경제발전변수와 정치적 변수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결과 정치체제의 특징(정치적 변수)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발전 변수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후 Cnudde and McCrone (1969)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변수뿐만 아
니라 정치적 변수도 독립적으로 예산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다. Sharkansky (1965) 등은 복지예산의 결정에 경제적
변수는 물론 정치적 변수도 영향을 주며 경제적 변수는 정치적 변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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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et al. (1998)은 연방정부의 지출 분석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지
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지만 두 번의 대규모 지출 이동으
로 인해 단절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단절이 특정 프로그램이
나 하위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고 보았
다. 저자는 이들 모형이 예산을 경제적 변화나 정당의 변화 또는 여
론의 변화로 설명하는 다른 모형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정책의 검증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윤성채 (2010)는 전통적으로 Key(1956)과 Lewis(1952)의 경제적 합
리성

이론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합리성이론에

근거한

Wildavsky(1964)의 점증주의 이론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고 예산이론
은 정치경제적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등으로 구분하였
다 (윤성채, 2010).
신무섭(2007)은 정부의 예산결정 또는 예산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
로 결정요인론과 점증주의로 구분하고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을 정책
결정 요인론과 점증주의를 통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윤성채
(1991)는 그의 예전 연구에서 정부지출수준에 대한 예측기법으로 구
조적 접근방법과 시계열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시계열 방법은
기본적으로 점증주의적 예산이론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의미하고, 구
조적 접근방법은 예산이 경제사회적 변수, 정치 변수 등 여러 요소
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다변수 회귀분석과 같은 모형
을 이용하여 요인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적
변수모형의 경우, 소득수준, 도시화 정도, 인구이동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산입하였고, 정치변수의 경우 정당의 경쟁력,

6) 이와 같은 정책결정요인론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정문제, 변수간 상관관계
문제, 계량화의 문제, 인과관계의 불명확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비판 받
고 있으며 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아직 분석결과의 신
뢰성과 타당성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된다 (남궁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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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율, 당파성 등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황혜신(2004)는 정권교체가 우리나라의 예산 결정과정에 미친 영향
을 15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기능별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그는
정권변동이 한국 예산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
다. 김인철 등(2002)은 박정희 정권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는 36년
동안 한국 국회의 예산심의에 나타난 수정동향과 원인을 예산 삭감
율, 증가율, 총수정율등에 대하여 정권별로 비교해 보았다. 그는 이
러한 수정의 요인을 정치환경적 요인, 합리적 행태요인, 정치적 요
인으로 구분하여 한국 정부 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이 Wildavsky의 점
증론적 범주를 벗어날 만큼 높은 편이었으나 그 증가율은 축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표 2-1는 이러한 예산이론에 근거한
우리나라 예산 변동의 실증적 연구 사례를 원인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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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예산변동의 원인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구분
신무섭(
2007)

윤성채

김인철

(
1991)

외(
2002)
합리성 요인

윤성채(
2010)
합리적 기대이론

경제사회변
결정
요인
론

수 모형
정치 변수

구조적

모형

접근방법

정치환경적

(
황혜신,

요인
정치적 요인

외적요인(
거시적
예산결정이론)

2004)
점증주의

시계열적
접근

점증주의
쓰레기통모형

결론적으로 예산의 변동 혹은 정책의 변동은 정치적 요인, 사회경
제적 요인, 기타 불확실한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결정요인의 중요성과 비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각기 다른 결론
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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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예산 변동에 대한 단절적 균형이론 선행연구
1. 단절적 균형론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단절적 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에
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고생물학자 엘드리지(Niles

Erdredge)와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Stephen
Jay Gould)에 의해 정리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하
면 진화는 다윈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점증적으
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에 의해 야기되
고 그 후 긴 기간의 변화가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
다7). 이를 통해 화석에서 볼 수 있는 종간의 뚜렷한 단절을 새로운
종이 형성될 때의 생물이 급격하게 형질이 변하고 그 변화가 일단
완료된 후에는 다시 오랜 기간의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8).

7) 이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의 일부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살아 있는 화석
은 몇 천만 년 또는 몇 억 년 동안이나 전혀 진화되지 않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생물을 뜻한다. 예를 들자면 실러컨스, 투구게, 앵무조개, 뉴질랜드
의 쐐기도마뱀, 은행나무 등 상당히 많은 수의 종들이 지금까지 진화되지 않은 채
태고의 모습 그대로 현재 살아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윈의 진화론에서
는 생물은 종류에 따라 진화의 속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
나 여러 지층에 걸쳐 발견되는 화석을 연구하면 생물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보
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단속 평형
설이다.
8) 만약 다윈의 진화론이 옳다면 진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진화
가 현재 진행형인 것이라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지구상의 어디에서인가
진화는 진행되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어디
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는 없다. 굴드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 생물
은 급격히 변화한 다음 그 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절적 균
형론은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계통점진설(phylitic gradualism)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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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b) 점증주의(Gradualism)

그림 2-1. 점증주의와 단절적 균형이론의 시간에 따른 종의
진화과정 설명개략도 (Gould and Eldredg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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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gartner 와 Jones는 이러한 Gould의 진화과정설명이론으로 사
용되었던 단절적 균형이론을 정책변동분야 특히 예산분야에 도입하
였다 (Jones and Baumgartner, 2005). Baumgartner 와 Jones에 의하
면 정책변화는 균형시기와 급변시기로 나누어지는데 균형시기에는
점증적인 정책변동을 보이다 결정적 시기에 주요 급격한 변화를 통
한 정책 변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김철회, 2005a).
기존의 예산이론들이 점증주의적 변동과 급격한 변동을 서로 분
리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단절 균형이론은 기본적
으로 안정된 균형을 강조하는 점증모형을 기반으로 특정한 시점에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다시 새로운 균형과 안정상태가 유지된
다는 통합적 변동모형을 제시하였다 (조영희, 2009: 23).
Jones et al. (2003)은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변동과정을 설
명하면서, 제도의 변화 혹은 단절점의 형성을 정책결정과 변화를 위
한 마찰(fric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과정이 균형의 파
괴 혹은 단절 현상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염성찬, 2009).
여기서 단절점의 형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단절점의
형성은 새로운 균형을 이끌어가는 시작점 (염성찬, 2009:24)으로 기
능하며, 균형의 파괴 혹은 심각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정을 의사결정과정의 진입을 위해 정
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염성찬, 2009). 이러한
단속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제도의 변화, 갑작스런 사건의 발생,
점진적 정책이미지의 형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Baumgartner and Jones, 1993). Jones et al. (1998)은 기존
의 가설인 정당의 영향(partisan control), 여론(public opinion), 정부
지출변동률과 GDP성장률 등이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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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environment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ime
그림 2-2. 단절적 균형이론에 대한 개략도

정책이 안정을 지속하는 원인을 Baumgartner and Jones (1993)는
정책 독점(policy monopoly)으로 설명한다. 즉, 특정한 정책분야에 있
어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결정을 독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정책독점은 어느 순간에 붕괴되고
급변하는 정책의 변동이 오게 된다.
정책 독점이 무너지는 원인을 저자는 대중매체의 관심, 이로 인한
부정적 여론의 형성,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변동을 초래하려는 집
단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통로를 모색하는
이유 등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책독점 구조 하에서 언론이 어떤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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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게 되면 시민들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러
면서 기존의 유력 이해관계자 간의 권력 균형이 깨지고 급격한 정
책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책독점은 일단의 의사결정자
집단의 개별 정책의 결정 및 관련 논의 과정에 대한 지배로, 해당
분야 정책결정에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
책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기간 노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정책
이슈

논의에

대한

참여와

접근이

제한되면서

만들어진다.

Baumgartner and Jones (1993)는 미국의 과거 원자력 정책의 독점
붕괴를 대표적 사례로 든 바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책
독점이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오랜 기간 존속되었던 안정된
시기를 끝내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점, 그 후 다시 안정기
(periods of stability)가 찾아오고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설명
한다9). 즉 정책변동은 점진적이거나 끊임없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 상태로 있다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다시 안정
을 얻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안정적 상태에서 급격한 단절적 변화를 설명하는
단절적 균형이론은 예산의 변동뿐 아니라 후에 기술할 제도주의이
론에서 경로의존성등의 개념으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되
고 있다.
9)

미국 원자력 정책에 관한 결정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At
omi
c Ene
r
gy
Commi
ss
i
on,AEC)
,원자력 시설,발전소 건설업자,기존의 민간 및 군사 원자
력 시스템, 상하원 원자력 에너지 합동위원회(
J
oi
nt c
ommi
t
t
e
e on At
omi
c
Ene
r
gy,J
CAE)
가 독점했고,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참여가 어려웠다.이러한 독
점은 계속 유지되다가 1970
년대 들어와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 과정에
서,기존에 원자력은 값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이러한 이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자 원자력은 사
실 위험하고 엄청난 비용이 따른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매스 미디어
와 국민들은 원자력(
nuc
l
e
arpowe
r
)
의 안전과 비용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19
79년 펜실베이니아 주 Thr
e
eMi
l
eI
s
l
and원자력 발전소 사
고가 터지면서 매스 미디어와 국민의 부정적 생각은 정부개혁과 더불어 정책
및 관련 이익집단들이 문제를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른다.
결국
J
CAE, AEC 해체되었고, 원자력규제위원회(
Nuc
l
e
ar Re
gul
at
or
y
Commi
ss
i
on)
가 설치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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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예산변동관련 단절적 균형 선행연구 현황
1) 해외 단절적 균형관련 연구 동향
정책학 분야에서의 정책 변동에 대한 단절적 균형이론에 관련한
연구는 1993년 Baumgartner 와 Jones의 연구 이래로 정책변동의 분
석 및 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DeLeon 등 (2010)의 연구에 의하
면, Policy Studies Journal에 출간된 최근 5년간 논문의 정책분석관
련 논문 분석에서 단절적 균형이론을 가장 일반적인 정책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그림 2-3). 이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의 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행정학회의 용어사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정책학의 연구이론, 분석틀로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용어 번역의 혼란에서도 이러한 점은 잘 드러난다”고 기술
하였다10).
단절적 균형에 대한 고전적 연구는 주로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와 어떠한 변수가 단절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요인 분석이 주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변동의 척도로서 예산의 변화를 많이 살펴보았는
데, 이들 예산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i) 예산의 변화가 정
규분포와 반대가 되는 세첨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정부예
산에 있어서 정책단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와 ii) 정
책단절이 어느시기에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거나 예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로서 전자의 경우 주로 정규성 검정
을 사용하고 후자의 경우 시계열 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금록, 2007a, 2007b).
10) 예를 들어 박형준(2010: 24)은 ‘단속평형이론,’ 조영희(2010: 52)는 ‘단절된 균형
이론,’ 유금록(2007), 염성찬(2009)은 ‘단절균형이론’으로 각각 번역함을 지적하였
다. 행정학 용어사전 (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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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론적 기조위에 정책단절에 관련한 분포의
변화를 정책과정과 마찰(friction)에 연계한 연구와 국가별 비교와 관
련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표 2-2). 또한 기존 정책변동 이론과 단
절적 균형이론의 시각에서 정책 변동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Hayes, 2008)11).

그림 2-3. 정책분석관련 연구 동향 (DeLeon et al., 201012))

11) Hayes, E. J.
(2008) An examin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unctuated equilibirum theory: A case study of MI
Public Act 61 of 2004, Ph.D.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12) Peter DeLeon, Sam Gallaher, Jonathan Pierce, Christopher M. Weible, A
Status Report of the Policy Studies Journal, 2004–09, Policy Studies
Journal, 38(1), 165-17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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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존 예산 변동관련 단절적 균형이론 선행연구 요약13)
연구자
True
(1995)
Jones et
al. (1996)

Jones et
al. (1998)
True
(1999)
True
(2000)
John and
Margetts
(2003)

연구대상

연구결과

방법론

- 미국의

- 시기별로 정책의

단절시계열분

연방정부예산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

석

- 1969-1993

예산에 반영됨
- 예산은 정규분포가 아닌

회귀분석
정규성 검정

세첨분포를 따름

개입시계열분

- 미국의
연방정부예산
- 1946-1994

- 정책이슈에 대한 관심의

석

변화가 단절을 초래

(ARIMA)
정규성 검정

- 미국의

- 예산은 정치 경제적

연방정부예산

요인보다는 정책 단절의

- 1947-1995

영향을 받음

- 미국의
사회보장예산
- 1940-1998
- 미국의
연방정부예산

- 사회 보장 예산은
정책단절의 영향을 받음

개입시계열분
석
(ARIMA)
회귀분석

정규성 검정,

받음

회귀분석

중앙정부예산

- 단절의 범위는 정책

-8개 정책부문

부문에 따라 상이

-1951-1996

13) 유금록 (
2007
a,
b)
의 자료를 보완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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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 예산은 정책단절의 영향을

- 1947-1999
- 영국의

단절

정규성 검정

표 2-2. 기존 예산 변동관련 단절적 균형이론 선행연구 요약14)
(계속)
- 미국의 38개
대도시

- 예산은 세첨분포

Jordan

- 경찰,소방, 위생,

- 배분정책보다

(1999,2003)

공원, 휴양, 도로 등

비배분정책에서 예산단절이

6개 예산

크게 발생

Robinson
and Scott
(2004)
Robinson
et al.
(2007)

-1965-1992
- 미국 텍사스주
K-12학군
- 교육지출
- 1998-1999
- 미국 텍사스주
K-12학군
- 교육지출
- 1989-2001
-덴마크 273개

- 비관료화된 학군의
교육지출은 비정규적(세첨)
분포를 따름
- 예산과정에서의 조직화의
정도와 중앙집중도의 차이가
단절에 영향을 미침

도시정부

- 예산의 변화는 안정과

(2005)

- 4개 정책부문

단절의 패턴적 특징을 보임

Mortensen

방위군과 민방위군

(2007)

정책 비교

Breunig

- 1948-1949 예산
-미국의 5개 주예산

and Koski

- 10개 예산 항목

(2006)

- 1985-2002
- 프랑스 예산과정의

Baumgartn
er et al.
(2006)

단절적 균형 분석
- 7개 부처별 예산
- 1868 (1947)-2002
- 예산변동에 대한
국가별 비교

Jones et

- 미국, 프랑스, 독일,

al. (2009)

영국, 덴마크, 캐나다
- 세부기능별,

첨도(Kurtosi
s)

단절
경향

첨도(Kurtosi
s)

의
특성
-fri
ctio

Mortensen

- 1991-2003
- 덴마크 국가

정규성 검정

- 특정 subsystem의
특성이 단절의 빈도와
크기에 영향을 미침
- 예산 변화는 세첨분포,
항목별 단절의 정도가 상이
- 예산 변화는 단절적
- 공화국 별로 Kurtosos의
변화등이 상이함

n/관
정규성 검정

단순 시계열
분석

L-Kurtosis

첨도(Kurtosi
s)
국가
간비

- 정책의 단절현상은

교연

공통적으로 일어남
- 집중도, Bicameralism 등
friction이 증가할수록 L-K
증가

부처별, 전체예산 등

14) 유금록 (
2007
)
의 자료를 보완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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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화

L-Kurtosis

구

지금까지의 단절적 균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
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산, 법안, 기사 등의 분포의 비정규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계열상의 변화에서 단절적 균형 사건의
시점을 파악하거나 단절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정책별로 기
술하고자 하는 연구 등으로 초기 연구는 단절여부를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분포의 비정규성이란 점증주의에 기초한 예
산, 법안 변화의 정규적 분포 가설에 대한 반대이론으로 단절적 균
형이 일어나는 경우, 주로 세첨분포를 갖게 된다15).
일반적으로 첨도가 3보다 크면 세첨분포를 보이고 3정도이면 정규
분포 그리고 3보다 작은 경우 평첨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최근에는 이러한 첨도를 국가별, 정책과정별, 정책별로 비교함으로
서 정책특성을 밝혀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reunig et al.,
2009).
세첨분포의 차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첨도가
클수록 대상 조직의 관료화의 정도가 높다는 조직적 차원의 주장
혹은 첨도의 차이는 정책결정과 변화를 위한 마찰의 정도를 의미하
는바 정책별 혹은 정책과정별 차이를 첨도의 차이로 비교할 수 있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부처의 경우 내용적인 면에서 부처고유
의 대상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구성적인 면에서는 관료제화된 조직
의 유형을 따르고 있어 위의 두 가지 차원의 가정이 모두 적용가능
하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 변동의 원인을 관료화의
정도 등 조직의 특성으로 볼 것인지 정책 고유의 특성으로 볼 것인
지에 대한 해답을 세첨 분포의 비교를 통하여 상호 비교하고 분석

15) 세첨분포의 경우 정규분포에 비해 중심부에 첨봉을 보이고 약 한 어깨와 두꺼운
꼬리를 보이고 이는 적은 빈도수의 중간적 변화와 많은 빈도수의 대폭적 변화의
존재를 의미한다 (유금록,2007a). 이러한 분포의 정규성 검정 방법으로 기존 연구
에서는 주로 분포의 첨도 (Kurtosis)를 통해 비정규성을 비교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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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Jones et al. (2009)16)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 나라의
예산관련 자료들을 분석대상으로 공공예산 변동의 일반적 규칙을
단절적 균형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47년
에서 2005년까지의 60개 OMB 프로그램의 세부기능을 대상으로 하
였고 프랑스의 경우 1868년에서 2004년까지의 7개 부처의 예산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2-3).

표 2-3. 해외 단절적 균형 예산 연구의 대상자료 예 (Jones et al.,
2009)

이들 연구에 의하면 예산의 변화에 대한 log-log plot을 국가별로
누적확률변수의 형태로 그려 본 결과 좌우의 분포가 상이하며, 국가
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그림 2-4). 일반적으로 오른쪽 꼬리의 지

16) J
one
s
,B.
D.e
tal
.(
20
09) A ge
ne
r
ale
mpi
r
i
c
all
aw ofpubl
i
c budge
t
s:A
c
ompar
at
i
veanal
ys
i
s
,Ame
r
i
c
anJ
.Pol
i
t
i
c
alSci
e
nc
e(
4)85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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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exponent)가 좌측 꼬리의 지수(exponent)보다 절대값이 더 큰 값
을 보이는데 이는 우측편이 더 두꺼운 꼬리분포를 보이는 것을 의
미한다(fatter tails on the positive side). 이는 예산의 증가는 갑작스
럽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감소는 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4).

그림 2-4. 프랑스와 독일의 예산변동 분포 예(Jone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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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별 예산 분포 변동의 기울기 변화(Jones et al., 2009)

또한 분포의 비정규성을 첨도로 측정하여 본 결과 국가별 마찰
(friction)의 정도와 첨도를 통해 비교해 본 비정규성의 정도는 비례
하는 결과를 보였다(그림 2-5).

그림 2-5. 국가별 마찰의 정도와 L-kurtosis 비교 (Jone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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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가별 마찰정도(friction)은 Lijphart(1999)의 연구에 의하여
표 2-5과 같은 정치, 경제적 요소들로 가정하였다.

표 2-5. 국가별 마찰의 정도 비교 (Jones et al., 2009)

이들 연구는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단절적 균형에
관련된 연구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
으며, 국가별 분포의 변화를 정책과정상 증가하는 마찰(friction)의
함수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절적 균형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가대상을 확대한 이와같은 연구는 단절적 균형이론의 일반화 가
능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이론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된 연구가 어느 정도에 위
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국가의 마찰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상
기의 연구방법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Baumgartner et al. (2009)17)는 그림 2-6과 같이 정책과정상의 마찰
17) Baumgar
t
ne
r
,F.R.e
t al
.(
2009) Punc
t
ua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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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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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mpar
at
i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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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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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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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
,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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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ction)이 증가할수록 분포는 첨도가 높아지는 분포를 보임을 증명
하고자 하였다.

그림 2-6. 마찰(Institutional friction)의 측정 예 ( Baumgartn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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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책과정상의 획득가능한 자료들
을 모두 획득하고자 하였다. 국가에 따라 취득가능한 자료에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policy agenda project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틀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자료의 예는 표 2-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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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policy agenda project에서 조사된 자료 목록 (Baumgartner
et al., 2009)
Data

Description

1. Election

Difference from election to election in the percent of the

results
2. New York
Times stories.

two-party vote for the Democrat.
Annual percent changes in the percentage of stories across
the 19 major content categories of the Policy Agendas Project,
1946 to 1994 (see www.policyagendas.org).

3. Congressional

Annual percent changes in the percentage of bills introduced

bill

across the 19 major content categories of the Agendas

introductions.
4. Congressional
hearings.
5. Executive
orders.

Project,1947 to 2002.
Annual percent changes in the percentage of hearings across
the 19 major content categories of the Agendas Project, 1947
to 2002.
Annual percent changes in the percentage of 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across the 19 major content categories of the
Agendas Project, 1947 to 2002.

6. Congressional

Annual percent changes in the percentage of stories in the CQ

Quarterly (CQ)

Almanac across the 19 major content categories of the

Almanac stories.

Agendas Project, 1947 to 2002.
Annual percent changes in the percentage of laws (excluding

7. Statutes.

commemorative laws) across the 19 major content categories
of the Agendas Project, 1947 to 2002.

8. Total outlays
of the U.S.
government.
9. Budget
authority by
OMB

Annual percentage changes in the size of the entireU.S.
federal budget, from 1800 to 1994 (one observation peryear).
Annual percentage changes in 62 consistently defined
programmatic spending categories, fromthe Agendas Project,
1947 to 2003.

sub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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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연구는

정책과정이

진화됨에

따라

(연구결과

투표

(Election)=> 언론보도(New York Times stories) => 국회 청문, 법안
=> 예산 등), 마찰(friction)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분포의 변화는 점
차로 첨도(Kurtosis)가 커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 2-7과 같이 연구 대상국가인 벨기에,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7. 미국에서의 정책과정의 첨도 변화(Baumgartn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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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국, 벨기에, 덴마크에서의 정책과정 및 마찰에 따른
첨도(Kurtosis) 및 L-kurtosis의 변화(Baumgartn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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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단절적 균형관련 정책 변동 연구 동향
이에 비해 단절적 균형론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
루어 졌으며, 연구 역시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연구 대상 역시 예산에 한정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 질
적 연구로는 조영희(2009)가 우리나라 호주제폐지, 육아휴직제 개정,
군가산점 폐지, 성매매방지법 사례 등을 통하여 여성 정책변동과정
을 단절적 균형과 단절적 불균형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표 2-8. 단절균형에 관련한 국내 연구 동향
연구자
김철회
(2005a)

연구대상

연구결과

- 한국의 중앙정부 지출
- 총지출 및 7개 기능별 지출
- 1958-2003

지역사회개발비와 기타

로짓,

지출은 비점증적 변화를

프로빗

보임

유금록

- 최종예산(우리나라)

- 조사기간 중 3번의

(2007a)

- 1970-2005

정책단절이 발생

유금록

- 최종예산(우리나라, 일본)

- 한국의 지출은 세첨분포,

(2007b)

- 1970-2005

일본의 지출은 정규분포
- 일반행정비변화에

- 중앙정부 예산지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가

염성찬
(2009)

조영희
(2009)

방법론

- 총지출, 주택 및

- 6개 부문 기능별 예산

정(+)의 효과

- 1980년-2007년

-다른 부문은 유의미하지

- 호주제 폐지

않음
- 여성 정책 변동과정은

- 육하휴직제 개정

단절적 균형과 단절적

- 성매매 방지법

불균형이 혼재됨
- 복지지출의 경우

자기회귀이
동평균-개
입모형
정규성검증

회귀분석

질적연구

27년동안 수차례의
이종균

- 1958-2003년까지 28년간

(2011)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율

단속점 존재
- 사회복지 분야의
점증적/비점증적

회귀분석
정규성검증

변화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김철회 (2005b)18)는 1958년-2003년까지의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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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한 변동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부지출의 점증과 비점증을 보여주는 변수로 인구 변동률, 경제성
장률, 조세부담률, 경제 사회적 사건의 발생, 대통령 선거 실시여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여부, 국회 여소야대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
여 로짓,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9. 정부지출 변동패턴의 결정요인 분석 예 (김철회, 2005b)

표 2-9. 전년도 기준 지출변화로 본 선행연구에서의 점증성의 판단
예 (김철회, 2005b)

18) 김철회 (
200
5b)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39(
3)
,11
5-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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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일반행정비, 국방비, 경제사업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비, 기타 지출항목에서 예산 증가가 비 점증적으로 전개됨을 보였
다. 또한 한국의 정부지출 변동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능별
로 살펴보면, 5% 유의수준으로는 교육비의 경우만 조세부담률과 국
회 여소야대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10% 유의수준으
로 볼 때에 일반행정비, 국방비, 사회복지비의 경우 인구구조 변동
률, 교육비, 경제사업비의 경우 조세부담률 변동률, 교육비, 기타 지
출의 경우 국회 여소야대 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경제성장
률, 대선실시여부, 총선실시 여부 등의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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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정책 결정요인별 예산 단절의 회귀분석 결과 예 (김철회,
2005a)

상기 연구는 예산의 기능별 지출항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기능
별 단절을 살펴보았으며, 사회 경제적 요소가 단절에 미치는 결정요
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점증과 비점증의 구별을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취하고 있어, 점증과 비점
증을 얼마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해 질 수 있으며,
제안된 여러 통제 변수들 외의 변수들 예컨대 전통적 단절균형이론
에서 주장하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정책단절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상기 연구에 앞서 Jones et al. (1998)은 1947년에서 1995년까지의
미국 예산을 분석하여 연방정부의 지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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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두 번의 대규모 지출 이동으로 인해 단절되었으며, 이러한
단절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하위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경제적 변화나 정당의
변화 혹은 여론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는 다른 모형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정책 단절에 대한 원인을 결
정 요인론적으로 찾는 연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결정요인에 대하여 반응하는 내부 기능과 조직의 특징에 따른 분포
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김철회(2005a,b)는 향후 정
부 지출의 점증성 논의는 모든 정부 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
되기 보다는 정부지출의 기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
다고 언급하였다.

단절적 균형이론에 입각한 예산 변동에 대해서 유금록 (2007a)19)은
1970년-2005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크게 정규성에 대한 검증과 정책단절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단절이 발생하는 시기와 원인
을 다변량 ARMAX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자기회
귀 이동평균(ARMA)을 갖는 회귀분석인 다변량 ARMAX모형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정책단절변수로는 중화학공업정책에 따른 1974년, 1975년,
1979년의 더미변수와 경기안정정책에 따른 1973년과 1978년, 1980년
부터 2005년까지의 더미변수를 포함, 통제변수로는 선거변수, 경제
성장변수, 여소야대 변수를 포함하였다.
기타 선거변수, 경제성장변수, 여소야대 변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출의 대폭적 변화에 대한 측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9) 유금록 (
2007
a)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단절균형분석 (
정
책분석평가회보,1
7,22
1-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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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한국의 중앙정부지출은 정규분포가 아닌 세첨분포인데
비하여 일본의 중앙정부지출은 정규분포임을 보였다. 또한 Jones et
al. (1998)과 같이 예산결정이론으로서의 단절균형이론의 보편적 적
용가능성은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표 2-11).

표 2-11. 한국과 일본의 예산변동률의 정규성 검정 통계 결과 예
(유금록, 2007a)

상기 연구는 시계열적 분석과 개입(Intervention)으로 총세출예산의
정책단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총세출예산에 있어 단절
균형의 존재여부만을 분석하였으며, 기능별 예산이나 정책부문별 예
산에 대한 단절균형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분석단위가 세부
정책별 변동을 다룬 선행연구와 다른 것으로 결과해석 및 국가 간
비교 등 연구의 적용상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 유금록 (2007b)20)은 1970년-2005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중앙정
부의 예산 지출을 통하여 단절의 시계열을 분석하고 정책단절 시점
을 분석하였다.
상기 연구는 정책단절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자기회귀
이동평균 및 개입모형(ARMA-intervention 모형)을 사용하여 단절의
발생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절의 기준을 전년도 예산대비
20) 유금록 (
2
007b)한국의 중앙정부예산에 있어서 정책단절의 시계열 분석 (
한국
행정학보,4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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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의 증감으로 설정, 대상 연구기간 중 1974년, 1975년, 1976년
그리고 1977년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1974년에는 제1차 석유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정책단절이 존재함을 보였다. 또한 1975년-1977년까
지 중화학 공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가시키
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외에 선거변수, 경제성장변수, 여소야대 변수를 바탕으로 중앙정
부 지출의 대폭적 변화에 대한 측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상기 연구 역시 저자의 선행연구(유금록, 2007a)와 마찬가지로 시계
열적 분석과 개입(Intervention)으로 총세출예산의 정책단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총세출예
산의 분석으로 단절균형의 존재여부만을 분석하였으며, 기능별 예산
이나 정책부문별 예산에 대한 단절균형분석 역시 진행되지 않았
다21). 따라서 세부 정책별 예산변동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하여 정책
단절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1) 단절적 균형이론에 근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능별 혹은 정책별 예산변동률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또한 주로 우리나라 예산변동의 변동특
성의 파악 혹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변동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예컨대 정책마찰)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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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단절적 균형이론
지금까지 살펴본 예산 변화의 단절적 균형에 관련한 선행연구 외
에도 신제도주의적 관점22)에서 제도의 변화는 경로의존이라는 개념
을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경로의존의 개념은 시간적으로 사전적
단계가 그 다음단계의 인과론적 영향을 미친다는 넓은 의미와 사회
현상이 일단 어떤 경로를 택하게 되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경로로부터
이탈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하연섭, 2003). 이는 다른 대안
적인 경로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초기의 선택된 경로로부터 벗어
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환류과정(positive feedback)의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도의 안정과 변화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개념은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Krasner,
1984). 제도론에서의 경로의존성 또는 단절적 균형이라는 개념 역시
제도의 단절과 연속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도의 균형은 그 조건이 쇠퇴하거나 소멸한 후에도, 제도가 일
정기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새롭게 등장한 이념이나 정치 세
력과 긴박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균형은 돌연한
사건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매우 단기간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는 다시 일정한 지속력을 가지며
22) 염재호(2000)에 의하면 제도는 사회적 행태의 반복된 패턴 뿐 아니라 사회적 활
동의 복잡성과 상호관계성이 만들어 내는 상황적인 형태의 패턴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적인 수행능력을 결정하는 변수로써 제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
르게 되었고 이는 신제도주의의 주요 패러다임이 되었다. 신제도주의의 접근방법
은 크게 합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론, 사회학적 제도이론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일정한 제도는 역사적 유산과 맥락에 의하여
제약되므로 동일한 변수라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 형성은 인간의 의도 및 역사적 우연성에 의하여
역사적 맥락속에서 채택 혹은 창출되었다. 또한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현존
제도의 틀, 즉 경로의존적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선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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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이루어간다 (Krasner 1984).
단절적 균형모형에서는 이러한 단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
를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안정된 상태의 지속을
경로의존의 패턴이 지속되는 시기라고 본다

23).

특히 원인이 결과에

이르게 되는 패턴이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원인이 결과를 낳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필
요로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원인은 즉
시 결과를 낳기 보다는 누적되어 일정한 수준(threshold)에 도달할
경우에 결과가 변화하는 경우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절적 균형에 의하여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 먼저 단절된 균형에서 단절의 원인, 즉 결정적인 계기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등장한 이념이나 정치세력, 돌연한 사건 등 애
매한 원인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단절의 시기에 있어서 제도변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 미
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권영주와 권경득, 2010). 경로의존의 시
각으로 볼 때 제도가 형성되거나 변화되는 주된 원인은 사소한 사
건의 우연한 발생이며 제도가 지속되는 과정은 결정론적인 과정이
다. Krasner는 단절적 균형모형에 따른 제도변화를 설명하면서 제도
가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만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제도변화에 있어서 내재적인 모순으로 인한 제도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선엽, 2005).
만일 제도의 지속과정과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면 제도변화의 설명에 있어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Thelen(2000, 2003)은 제도의 전환점이 내부
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경로
23) David(1985)는 왜 QWERTY자판을 사용하는 타자기가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는
지를 기술적 상호의존, 규모의 경제, 투자의 유사역전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
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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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의 초기 형성과정이 단지 우연한 것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소
를 함께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연섭, 2003).

Haydu(1998)에 의하

면 특정시기의 선택은 미래의 선택가능성 뿐 아니라 전환점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는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
연이라기보다 과거의 산물이며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구체적 선택
과 전력이 제도의 변화 및 지속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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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단절적 균형관련 연구의 한계
단절적 균형론에 대한 가장 큰 비판으로 지적 되는 것은 단절의
원인규명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단절적 균
형론에서는 단절의 원인을 외부충격의 산물,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내부 체제의 독점의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
격은 두드러진 변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Dunn,
2008

24)).

즉, 어떠한 외부적 사건은 단절적 변동을 유발하고, 또 다

른 외부적 사건은 단절적 변동을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변
동의 강도 및 주기의 차이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단절적 균형론은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양의 피드백으로 점증적 변화는 음의 피드백
으로 설명할 뿐 어떠한 변동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설명하
지 못한다. 이는 변동의 원인으로서 외부적 충격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그 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요인에 대한 설명은 부족
함을 의미한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단절적 균형론은 이전
의 점증주의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많은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다
(Givel, 2010).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의 변화를 단절적 변동으로 설명할 경우
단절의 원인은 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
어 내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단절적 균형이론에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하여 단절적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우연한 사건은 대부분 외부적 충격을 의미한
다 (하연섭, 2003). 그러나 실제 정책 혹은 제도의 변동과정은 외생
적 변화뿐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특성 등이 서로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24) Dunn, W. N. (2008) Public policy analysis, Prentice-Hall.

- 50 -

따라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예산의 단절 외 변화의 주체가 되는 정
책대상의 내재적 특성이 정책에 단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고
려되어야 된다.
내재적 특성을 유의미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정책 혹
은 제도를 특성별로 구분하고 이러한 대상 집단별 정책 변동의 내
재적 규칙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정책 유형
별 단절의 정도를 파악하여 본다든지 조직 구조별로 단절적 균형현
상을 파악하려 보는 시도가 일례가 될 수 있다.

Breunig et al. (2009)는 의무적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과 재량적 지
출이 수반되는 세부 정책별 예산 변동을 미국과 덴마크에 대하여
비교해 본 결과, 정책별로 예산의 변동분포가 상이하되, 보건, 교육
정책이 안정적 변화를 보이고 국방, 농업 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급
격한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Breunig의 연구와 같이 실제 정책별로 예산의 변동 특성
이 상이할 경우 이러한 원인을 어떠한 외부적 충격에 반응하는 정
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 고유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라고
가정하면, 외부적 충격에 따른 단절적 변화의 발생현상을 보다 합리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책 유형이외에도 이러한 단절적 균형의 규칙성을 조직 유형의
차이나 관료화 정도의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 개괄한 바와 같이 단절적 균형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
정책과정과 정책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
로 연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던 연구에서
단절의 규칙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 있어 이에 대한 일반화 내지 내재된 규칙성의 여부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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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또한 관료화의 정도에 따른 예산 변동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조직의 규모와 집권화의 정도를 변수로 하
여 시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다양한
조직 유형에 따라 정책 변동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
구를 단절적 균형이론의 시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시도되
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의 유형과 더불어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책
변동의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어지는 4절에서는 정책의 유형과 조직의 유형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료화의
정도 등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예산변동의 단절적 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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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유형 및 조직유형

1. 정책유형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정책변동을 파악하는 측정 수단은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예산,
법안 등의 정량적 지표 등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다. 앞서 기술한 점
증주의 이론을 주장하는데 Wildavski(1964)는 대부분의 예산은 과거
결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규모와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주장하였다. Davis et al. (1974)에 의
하면 예산결정과정에는 선형성과 안정성이 있는데 이는 행정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 의회의 승인액을 참작해 결정하며 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때 행정부처의 요구액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점증적 경향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는 않는데 Natchez and Bupp (1973)에 의하면 1958년에서 1972년까
지의 미국 원자력 위원회에서의 예산총액은 점증적인 경향을 보였
지만 분석단위를 예산 총액이 아닌 사업별로 볼 때 비점증적 형태
를 보임을 주장한 바 있다. Kanter (1972) 역시 의회의 예산심의단계
에서 예산 요구액에 포함된 사업에 따라 비점증적인 예산 변화 경
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60년에서 1970년까지의 미국 국
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의회는 국방부 세출예산법의 예산항목에
따라 달리 다루며 결국 예산의 변동폭은 심한 비점증적 형태를 보
인다고 주장하였다. Gist(1974)는 예산을 통제 가능한 비경직성 경비
와 통제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로 나눌 때, 통제 가능한 비경직성 경
비에는 점증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변동만 보더라도 분석의 단위를 어떻게 구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유추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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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조직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정책 변동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책 변동을 정책 유형에 따라 구분 짓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대
표적인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른 정책 분류 방법의 대표적
인 예인 기능별 분류 형태와 정책 유형 분류 형태인 유형별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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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별 분류
정책의 분류 방법 중 기능별 분류는 정부 조직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른 정책분류로 국방, 외교, 교육, 산업, 농업, 교통, 보건, 노동 정
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정길 등, 2003:.72). 행정부에는 기능
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 국회의 상임위원회 역시 기능별
분류를 기초로 한다25).
우리나라의 일반회계 세출기능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기간동안 일
반행정,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교부금, 채무
상환기타로 구분하여 분류되었다.
Kasper and Streit(1998)은 정부의 기능을 보호자, 생산자, 재분배자
로 구분하였다. 예를들어 보호자적 기능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사회계약론에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 생산자 가능
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기능으로 순수 공공재이
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재분배자적 기능은 소득이나 부를 재분배하
는 정부의 역할로 사회정의에 개념적 토대를 두고 있다 (김철회,
2005a).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기능 또는 정책목표,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정책수단 등에서 기능별 정책의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예
산변동이 어떠한 변화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로부
터 기능별 예산변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5) 관련한 정부조직의 기능별 유형화의 예로서 외교와 국방, 국내질서 유지, 정책조
정, 정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가관리 담당 정부조직, 경제기획, 산업 및 통상,
재정금융지원,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및 지식, 정보를 담당하는 산업경제 담당
정부조직, 교육문화 복지후생을 담당하는 사회문화담당 정부 조직 등의 3분 구분
법 등이 있다 (김태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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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유형분류
수많은 정책은 각기 실질적 내용과 학문적 이론들이 상이할 수 있
어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정책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개별정책 하나하나의 특성을 밝혀 정책의 차이
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두
목적을 적절히 만족시키는 방법이 정책 유형의 분류방식이다 (정정
길 등, 2003:.73).

정책유형에 관련한 분류에서 대표적인 예는 Lowi의 정책유형 분류
이다. 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지고, 따라서 정
책유형에 따라 정치구조, 정치과정 등 독특한 정치적 관계의 유형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 체계에는 하나의 권력구조가
존재한다는 엘리트론자의 관점과 모든 정책이슈마다 권력구조가 다
르다고 보는 다원론적 관점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Lowi, 1964: 684,
남궁근, 2008: 107).

Lowi의 정책유형분류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보는
과정은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종속 변수인 정
책은 독립변수인 정치과정에 의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Lowi는 정책
의 내용이 정치과정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Lowi는 정책유형을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가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는가와 강
제력의 적용대상이 개별적인 행위인지 행위의 환경에 관한 것인지
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배분정책은 강제력이 개인의 행태에 간접적으로 적용되
는 영역이고, 규제정책은 강제력이 개인의 행태에 직접 적용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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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며, 재분배정책은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영역, 구성정책은 행위의 환경에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그
림 2-10).

그림 2-10. Lowi

26)의

정책 분류 (Lowi, 1972)

Ripley 와 Franklin은 Lowi의 분류를 참조하여 정책집행을 염두에 두
고 외교국방정책을 별개의 유형으로 두어 정책을 분배, 경쟁적 규
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및 외교 국방정책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
들은 분배정책들은 경쟁간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있으나 집행단계에서는 수혜자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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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ipley, R.B. and G. A. Franklin (1980)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Homeweeod: Dorsey, pp. 72-74.

- 57 -

2. 정부조직 유형과 관료화정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 조직의 분류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는 측정치 혹은 변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견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및 집권화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복잡성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로 하위
부서의 수, 계층의 수, 조직내 세분화 등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주로 조직이 채택하고 있는 직무 세분화에서 시작
된다 (정우일, 2005:202). 조직의 집권화는 권력과 권위가 조직이 최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2-11과 같이 Aston 저자들은 전반적인 관료제 개념에서 몇
개의 다른 형태를 구별하는 분류를 고안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권위
의

집권화와

활동의

구조화를

활용하여

조직을

비관료제

(Non-bureaucracy), 유동적 관료제 (Workflow bureaucracy)), 인사관
료제(Personnel bureaucracy), 완전한 관료제(Full bureaucracy)등으로
구분하였다. 활동의 구조화 척도는 주로 조직의 규모, 기술과 관계
가 있고, 집권화는 다른 조직의 의존등과 관계가 있다. Aston의 결
과를 보면 집권화의 정도와 구조화의 정도가 결국 관료제와 비관료
제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의 구조화난 집권화 정
보로부터 관료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역으로, 조직의 관료화 정
도에 대한 지식으로 부터 그 조직의 집권화, 구조화 등의 특성을 유
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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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구조와 집중도에 따른 조직의 특성 (정우일, 2005)

표 2-12. 국가행정구조의 분석틀 (김근세와 권순정, 2000)

김태수 (1993)는 Clark and Dear(1984)의 국가기구 유형화를 참조하
여 정부조직을 생산, 재생산, 규제, 관리, 대외적 기구로 유형화하였
다.

정용덕(1993,1995,1999),

김근세와

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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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은

Clark

and

Dear(1984)의 국가기구 유형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론에 의거하여 국
가기구를 합의, 생산, 통합, 집행기구와 하위기구로 설정하고, 각 유
형별 국가 기구의 구성요소와 규모 및 상대적 비중의 차이가 함축
하는 의의 등을 다루었다. 후에 정용덕(1995)은 국가 기관을 전달기
관, 이전기관, 계약기관, 조세기관, 규제기관, 거래기관, 봉사기관, 통
제기관등의 관청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달기관은 베버이론이나 경
제 분석에서의 전형적인 고전적 계선관료제에 해당하며, 산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시민 또는 기업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며, 자
체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정책집행을 직접 수행한다. 국방
부, 법무부, 외무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전기관은 사부문의 개
인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혹은 사회보장 형태의 재정지불을 취급
하는 자금 이동 조직이다. 보건복지부, 농수산부, 노동부등이 대표적
인 예이다. 계약기관은 입찰시킬 용역이나 자본사업등을 계획, 개발
하고 사기업과 계약등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있
다. 규제기관은 개인, 기업 또는 타 공공부문 기관의 행동을 제한하
는 일로 환경부 등을 들 수 있다. 통제기관은 교부금 또는 정부간
이전형태로 다른 공공부문기관에 자금을 전달한 뒤 이들 조직들의
자금 사용 및 정책 집행 방식을 감독하는 일이다. 교육부, 재무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과기부, 상공부 등을 들 수 있다.

김근세와 권순정 (2001) 역시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다
섯가지 기관유형의 조직맥락적 특성을 예상하였다. 인력 규모면에서
전달기관이 다른 기관유형보다 많은 인력을 가질 것으로, 예산 규모
면에서는 이전기관, 계약기관, 통제기관이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과
제나 불확실한 외부환경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직접행정기
관(전달기관, 규제기관)이 규모, 과제기술, 환경의 측면에서 간접행정
기관 (이전기관, 계약기관, 통제기관)에 비해 보다 기계적인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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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달기관 및 규제기관 등 핵심예산이 대부분인 기관유형은 주로
자체 인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이들 기
관 유형은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고 집행적인 성격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청예산 증분이나 사업예산 증분이 대부
분인 이전기관, 계약기관, 통제 기관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이전 혹
은 이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들 기관유형은 상
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고 주로 정책적인 성격의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업무 내용의 차이는 개별기관으로 하여금
독특한 정책적 혹은 집행적 과제성격을 갖게 한다. 예컨대 직접행정
기관이 간접행정기관보다 기계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직접행정기
관의 관료화의 정도가 간접행정기관보다 더 높은 성향을 보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김근세 (2005)는 Wilson(1986)의 중앙 행정기관 분류 방식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관리기관, 대통령기관, 의회기관등으로 구분하
고 정부규모의 종량적 분석과 기관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김대중 행
정부의 행정개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중앙관리기관이란 행
정자원을 통제하면서 일선 중앙 행정기관을 지원,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관리기관을 말하고, 대통령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관심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앙관리기관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법제처, 행정자치부등이, 대통령 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재정경제
부, 국방부등이, 그리고 의회기관은 집단간에 상이한 편익을 제공하
는 기관으로 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해양
수산부 등이 포함된다 (김근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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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화정도의 측정
(1) 관료제

정치권력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중립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관료제 권력이 20세기 비대화 되면서 실질적 정책 조정등에 있어
관료제 권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ppleby(1949:7)는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내며 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
였다. 정부관료제는 구체적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오
늘날의 정부관료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관료제란 용어는 관청에 소속된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체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조직의 비능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정한 특징을 지닌 조직형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그 개념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박천오, 2005). Wilson은 정부조직 형태로서의 정부
관료제와 관련하여, 상부로의 권력집중을 통한 책임행정의 실현, 강
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행정능률의 추구, 당파적 이해가 배제된 실적
임용, 능력과 자격에 입각한 전문적 행정의 실현 등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대규모 조직들은 다양한 조직형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
본적으로 관료제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정부 조직은 관료제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관료제에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
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관료주의 현상은 관청이나 민간조직을 불문
하고 조직이 대규모화할수록 확대․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 구
성원들은 동일 인물이라도 지위와 경우에 따라 관료주의를 나타내
기도 한다. Mintzberg(1979)는 행정기관들이 외부적 통제 때문에 기
계적 관료제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료화는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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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화, 표준운영 절차화, 집권화의 경향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박천
오, 2005: 202).
이숙재(1995)28)는 학교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권위의 계층, 형
식주의 경향, 획일성, 의사결정권, 조직규모 등에 요소에 의해 관료
화 경향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재록 (2006)은 이러한 관료화를 관료제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자
원, 자율성, 네트워크, 잉여력, 잠재력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경험적
측정이 가능한 측정변수와 측정지표로 조작화하여 ‘관료제 권력의
측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기연구를 통해 저자는 중앙 행
정기관의 권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권력지수(power index)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예산변동에 있어서의 관료화의 정도는 변동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Robinson(2004)은 교육예산의 변동을 관
료화의 정도와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표 2-13과 그림 2-12과
같이 비관료화된 학교의 예산변화 첨도가 관료화된 학교의 예산변
화 첨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료화된
조직일수록 정책이나 예산의 변동이 단절적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점증적 경향에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관
료화된 조직의 경우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마찰(friction)이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단절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료화를 비롯한 조직의 특성은 예산이나 법안변화 등
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처
별 예산변동에 있어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28) 초등학교 조직의 관료화 문제에 관한 분석, 이숙재, 초등교육연구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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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학생당 교육비 지출 변화율 분포로 본 관료화 정도에 따른
첨도의 변화 선행연구 결과 (Robinson, 2004)

그림 2-12. 관료화 정도에 따른 변화율 분포의 변화 예

(2) 관료화 권력지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료화의 정도를 관료제 권력이라는 측면에
서 이해하고 선행연구(오재록, 2006)의 관료화 권력지수를 이용하여
기타 예산상의 특징과 비교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관료제 기관은 자신의 정치권력 기반을 형성하는데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활동에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관할 업무 영역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오재록, 2012). 이러한
관료제의 특징 때문에 관료제 권력은 지난 수십년동안 끊임없는 관
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Meier, 198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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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er(1980)는 127개 연방정부기관 권력의 상대적 크기를 “자원추
출능력“과 “추출된 자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재량권“이라는 두가
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11가지의 객관적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관
료제 권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박천오(2005)는 중앙정부 6개부처 소속공무원 127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22개 중앙행정기관의 권력분포를 도출하였다. 그
러나 조사방법이 설문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재록(2006,2007)은 Meier(1980) 와 박천오(2005)의 결과를 보완하여
노무현 정부의 45개 정부부처에 대한 권력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의 측정지표와 측정 변수와 측정 지표의 가중치는 표 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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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Meier(1980, 1993)29)의 관료제 권력 측정지표 (오재록,
2012)
구성개념

측정지표

비고
의회가 정부기간의 예산증액을

예산증액분

자원추출능력

허용해 주는 비율

인력증가분
고위직증가분
정무직 증가분

결손충단, 신규사업 추진등을 위한

추가자금배정
새로운 입법
항구적 예산 승인
예산재량권
자율성

추가배정
행정입법과 의원입법의 총건수
항구적으로 승인받는 예산의 비율
예산부속서의 쪽수 대비 기관
예산규모의 비

예산의 전,이용
하위법령의 제정
법률대비

자체 제정 하위법령, 규제, 지침
소관 법률의 쪽수 대비 자체 재정

하위법령의 비율

하위 법령의 쪽수 비

29) Meier, K. J. (1980) Measuring organizational Power: Resources and
Autonomy of Government Agencies, Administration and Society, 12(3),
357-375.
Meier, K. J. (1993)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Policymaking in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3rd ed.),Belmont, California: Wadsworth,
Inc.: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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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관료제 권력의 구성개념과 측정지표 (오재록, 2006)
구성개념

측정변수
인적자원

자원

물적자원

조직자원
법적자원
예산재량권
자율성31)
입법재량권
수직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수평적
네트워크
기관권력의

잉여력

비공식적
현시

잠재력

보유권한

측정지표

가중치30)

총직원수
고위직 지표
최고위직 지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0.027
0.057
0.039

합계액
추경예산, 예비비, 보조금
합계액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규모와
질
제개정된 소관 법률
세출예산 대비 이용액의 비율
세출예산 대비 전용액의 비율
특수활동비 합계액
제개정 하위법령수
소관법률쪽 대비 하위법령

0.051
0.018
0.061
0.051
0.015
0.012
0.038
0.028
0.016

쪽수의 비율
소속기관의 규모와 질
산하기관의 규모와 질
문서교환 연계성 지표
업무 연계성에 대한 관료들의

0.032
0.026
0.011

인식도 점수
퇴직 관료의 재취업비율
장차관으로 진출한 출신자 수
요직 보유비율
중앙일간지 1면기사 게재 비중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수감일수
주재관의 규모와 질
기소권, 수사권, 조사권,

0.042
0.059
0.056
0.031
0.025
0.019

정책조정권, 자원배분권 등
등록규제의 수

0.017

0.207
0.058

30) 해당 분야의 전문가 평가로 AHP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부여 결과(오재록, 2006)
31) 오재록, 전영한 (2007) 관료적 자율성과 조직성과: 한국 40개 중앙행정기관 실증
분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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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설 및 분석틀의 설정
제1절 연구의 분석 틀
2장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점증주의와 단절적
균형론만으로는 정책의 내외재적 원인에 의한 변동을 명확히 설명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예산(정책)변동이론의 추이(점증주의, 단절적균형론,
비선형적 정책변동)

본 연구에서는 예산변동의 원인을 크게 외생적 충격, 조직이나 정
책의 유형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예측가능한 규칙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카오틱(Chaotic)한 복잡계내에서의 규칙성으로
구분하고 이중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관련한 결과를 도출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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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먼저 외생적 영향에 의한 예산 변동을 사회 경제적 사건과 같은 외
부적 영향에 의한 변동이라 정의하고 대상 기간 중의 예산의 급격
한 증가의 원인을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
어서

이러한

외부적

사건을

개입(intervention)으로

정의하고

ARIMA-Intervention을 이용하여 예산변동을 설명력을 기술하여 보았
다.
다음으로 조직이나 정책 유형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이 예산의
변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정책 유형이나 조직 유형에 맞게 대상 부처를 구분하고 이들 구분
되는 유형별 예산 변동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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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예산변동이론의 원인 가설

규칙성의 탐구 논의를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부처별 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인 요인
과 조직유형 혹은 관료화 정도에 의한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
변동률의 첨도를 비교한다. 즉, 부처별 예산변동은 연도별 예산과
법안 변화율의 분포를 통하여 연도별 분포의 첨도(kurtosis)와 L첨도
(L-kurtosis)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첨도의 비교
를 통하여 정책 혹은 예산의 변동을 살펴보고자하는 연구는 비점증
적(단절적)균형론에 입각한 연구에서 시도된 바 있다.
예산의 변화에 있어서 균형은 소폭적인 변화 시에 일어나며, 이경
우를 점증적 변화라 할 때 이러한 점증적 변화는 그림 3-3과 같이
주로 정규분포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예산변동에 있어
단절적

균형이

존재할

경우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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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주로

세첨분포

(leptokurtic)를 갖게 된다. 정규분포와 세첨분포의 차이는 세첨분포
의 경우 정규분포에 비해 중심부에 첨봉을 보이고 약 한 어깨와 두
꺼운 꼬리(fat tail)를 보이는데 이는 적은 빈도수의 중간적 변화와
많은 빈도수의 대폭적 변화의 존재를 의미한다 (유금록, 2007a).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3-5와 같다.

그림 3-3. 정규분포와 단절적 분포 비교 (Breinig and Kosk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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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외생적, 내재적 및 무작위적 영향에 의한 예산변동

그림 3-5.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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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가설 및 변수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세부 정책 간 예산 변동의 패턴 혹은 규칙성이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러한 내재적 특성이 정책고유의 특성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혹은 부처의 조직유형 혹은 관료제적 특
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 가설을 예산 변동의 원인이 내재적 규칙
성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내재적 규칙성이 정책자체의
유형 내지 차이에 의한 규칙성인지 조직유형의 차이에 의한 규칙성
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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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부처가 수행하는 주된 정책의 유형/기능의 차이는 예산
변화율의 첨도의 차이를 유발한다.
- 재분배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는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에 비해
예산 변동률의 첨도가 높다(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 비국방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는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에 비하
여 예산 변동률의 첨도가 높다(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
다).

Lowi 등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책 유형의 분류는 정책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은 그 특성에 따라 적게
는 2개로부터 많게는 부처 내지 세부 정책의 수만큼 구분 될 수 있
다.
예산 배분변화를 복지비와 비복지비, 국방비와 비국방비 등으로 구
분하여 정책별 특성을 살펴본 연구 (윤성채, 1991, 1993)에서부터, 배
분정책과 비배분정책 (Jordan, 2003), 재량적 지출과 비재량적 지출
등으로 구분한 연구 (Brenig, 2009)가 이분법의 대표적인 예라면,
Lowi의 구분법에 의하면 정책유형은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
고, 기능별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구분하는 기능의 수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책을 분류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
른 예산변동율의 분포를 분석하여 단절적 균형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정책유형분류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단절적 균형은 정책의 독점이 안정 혹은 정체된 상태
에서 어떤 내외부적 조건에 의해 임계점을 넘게 되었을 때 급격한
변동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를 Baumgartner는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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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ction)로 설명한다.
만일 정책유형간에 마찰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단절적 균형의
패턴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단절적 균형
의 특성을 첨도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책유형간 첨도의 차
이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 유형간 정책 마찰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는
데 기본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많은 예산 관련 연구에서 예산의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유
형중 대표적인 예는 정책을 국방정책과 비국방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배분정책의 경우 특정한 집단 또는 부문에 자원을 제공(분배)하는
정책으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되지만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 또는 집단 간 서로 직접 충돌하는 경
우는 없다.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에 있어 반
대가 많지 않다. 정책(편익)이 호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정정길 외, 2003). 이러한
배분정책은 그러나 자원의 배분에 있어 지원과 요구 등을 위한 로
비 등 서로 이익이 다르지만 갈등과 타협보다는 협조적 관계를 유
지하면서 Logrolling , Pork-Barrel 방식에 의한 정책결정을 한다33).
이에 비해 재분배 정책은 자원배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배분정책에 비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과
정에서는 정책 수혜를 둘러싼 갈등 및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
분정책이 반듯이 정책변동에 따른 갈등이 적다고 가정할 수만은 없
32) 서구에서는 소위 총과 빵이론에 근거하여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의 상쇄관계
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진 바 있다(Powell, 1993; Lowe, 1993; 박강국 외,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의 특성에 따른 예산 변동
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33) 따라서 배분정책에 의한 예산변동의 첨도는 비배분정책에 의한 첨도에 비해 단
절적 변동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배분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정책집행과정
및 예산수립과정 등에서의 정책결정 마찰이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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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ipley and Franklin, 1980). 규제정책의 경우는 이에 비해 정책
의 관료화정도가 재분배정책이나 배분정책에 비해 더 크다고 사료
되므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갈등의 정도는 오히려 더 작다고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배분,비배분 정책
과 규제정책간의 정책마찰의 정도를 첨도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 다른 구분으로 국방정책과 비국방정책의 정책마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국방정책과 비국방정책을 구분한다면 비국방정책이 정책수
행 시 마찰의 정도가 더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국방관련 조
직의 경우 관료화되어 있고 국방정책이라는 특수한 특성에 의해 상
대적으로 일사분란하고 의사결정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복지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의 경
우에는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정책결정자
간의 마찰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첨도가 더 클 것으로 예
상되고 따라서 단절적 균형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예산변동의 특성이 모두 첨도 변화로
설명된다면 이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책의 유형의 첨도로부터
거꾸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마찰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세부적 단절적 균형의 조
건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부처별 예산의 변화율 분포가 정책에 따
른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면, 선행연구의 정책별 정책 유형별
세첨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타 경제개발, 사회개발, 사회개발, 일반행정, 국방등의 기능별 분
류에 근거하여 부처별 예산을 분류한 후 이들 유형의 예산변동율을
첨도를 통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제적 혹은 의무적
(mandatory) 정책과 임의적 혹은 재량적(discretionary) 정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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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첨분포의 변화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여 볼 수 있다34).
간소화된 정부기능 분류의 예로서 Kasper and Streit(1998)는 정부
의 기능을 보호자, 생산자, 재분배자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35) (김철
회, 2005a).

본 연구에서는 Kasper and Streit(1998)의 분류에 따라 정부기능을
보호자, 생산자 그리고 재분배자로 나누고 이들의 특성에 따른 예산
변동의 첨도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4) Breunig et al. (2009)에 의하면 재량적 지출의 첨도가 의무적 지출에 비하여 미
약하나마 약간 높은 첨도를 보였음을 밝힌바 있다.
35) 정부의 보호자적 기능은 초기 사회계약론에 근거하여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를 보
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생산자적 기능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재적 이론에 기반을 두
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분배저로서의 기능은 부를 재분배하는 정부의 역할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회정의라는 서구사회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김철회, 2005a: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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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부처의 조직 유형별 차이는 부처별 예산의 변화율 첨
도의 차이를 유발한다.

- 간접집행기관 특히 이전 계약기관에 대응되는 부처가 직접 집행
기관에 대응되는 부처에 비해 예산 변동률의 첨도가 높다 (단절적
균형이 발생활 확률이 높다)

- 생산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가 비생산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
보다 예산변동률의 첨도가 높다 (단절적 균형이 발생활 확률이 높
다)

정책적 특성이외도 부처는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처
의 인력 규모라든지 부처 혹은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은 업무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Clark and Dear의 조직유형, Dunleavy의 관청
유형에 관련한 연구라든지 이에 기반한 정부 조직 내지 부처의 유
형 구분이라든지 부처별 관료화 권력에 관련한 연구 등의 조직적
측면에서의 부처 혹은 정책을 구분 짓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
다.

Dunleavy (1991)는 개인수준의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둔 미시적
공공선택론이 정부 관료제의 형성 및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
음을 지적하면서 중시적 수준에서의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을 제안하였다. 관청형성 모형에서는 관료들의 합리적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예산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를 기초로 기관을 전달기관, 통제기관, 규제기관, 이전기관, 계약기
관으로 구분하였다. Dunleavy의 기관유형구분은 기관간 행정방식 혹
은 수단의 차이로 인한 특징을 반영하여 개별 기관유형들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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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격, 인력, 조직환경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기관유형의 조직맥락적 특성은 다
시 직접행정기관과 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행정기관
(전달기관, 규제기관)이 규모, 과제기술, 환경의 측면에서 간접행정기
관 (이전기관, 계약기관, 통제기관)에 비해 보다 기계적인 구조를 가
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일 직접행정기관이 간접행정기관보다
기계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직접행정기관의 관
료화의 정도가 간접행정기관보다 더 높은 성향을 보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화의 정도가 덜한 간접행정기관이 단절
적 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별 기관이 정책변동에 있어 단절적 균형의 형태에 어떠
한 차이를 가져다주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Clark and Dear (1984)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토대에서 국가 행정
구조를 합의, 생산, 통합, 집행의 유형으로 나누고 여러 유형의 국가
기구들을 조직화하려 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직 유형의 변화에 따라
정책 변동 분포의 첨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관료화의 정도 등
조직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통하여 정책 변동의 조직유형별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기능 부처와 비생산부처의 첨도차이를 비교
해 보고자 하였다. 생산적 조직의 경우 합의적 조직에 비하여 관료
화의 정도가 낮고 정치경제적 외생적 변화의 충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비점증적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실제로 IMF나 석유파동, 북핵 등의 외생적 충격에

국내 증시 등의 생산관련 경제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경제개발 혹은 생산 부처가 외부충격에 쉽게 반응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 부처의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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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부처에 비해 단절적 변동의 빈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충격에의 즉각적인 반응이 단절적 균형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절적 균형은 오히
려 장기간의 무변화 상태와 급격한 예산의 증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반명 외부 충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은 관료화의 측면에서 볼 때 관료화적인 경향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관료화된 조직의 경우는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변화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점증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산 부처 예
산의 이러한 특성이 단절적 균형이론의 시간에서 볼 때 장기간의
예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예산의 첨도를 통하여 파악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직적 측면에서의 부처 유형은 가설 3에 기술할 관료화
정도 혹은 부처의 권력지수등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Robinson,
2004). 예컨대 관료적 권력지수가 높은 조직일수록 의사결정에 있어
마찰의 소지가 적고 이는 점증주의적 경향을 보이는데 비하여 관료
적 권력지수가 낮은 조직은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마찰이 존재하므
로 단절적 균형의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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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 정책마찰이 큰 조직일수록 단절적 균형의 패턴을 보인
다.
- 부처별 예산의 변화율의 첨도는 관료화 권력지수가 커질수록 작
아진다.

부처별 정책 변동의 원인을 정책마찰의 정도라고 본다면 정책마찰
이 클수록 단절적 균형의 형태를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Jones
et al., 2008).
Baumgartner et al. (2009)는 정책과정상의 마찰(friction)이 증가할수
록 분포는 첨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의제들이 국회의 청문과정을 거처 법안으로 상정되
고 최종적으로 예산에 의해 집행되는 일련의 정책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 마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마찰의 증가가 결국
첨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책마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정책과정의
진행에 마찰 중가 외에 관료화의 정도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만일 관료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관료화 권력지수로
본다면, 관료화 권력지수가 커질수록 관료화는 더 강화된다고 가정
할 수 있다. 관료화된 조직일수록 조직의 장악력과 중앙집권화가 강
화됨에 따라 정책이나 예산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예산변동률의 첨도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줄 것이라 예
측할 수 있다. 실제 Robinson(2004)은 교육조직의 예산변동을 관료화
된 조직과 비관료화된 조직으로 구분하고 조직이 관료화 될수록 예
산의 변동비율에 대한 첨도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변화를 보이고 있
는 것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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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예산은 일정 기간의 수입과지출에 대한 예정적 수치를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결정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이면서 그
에 대한 금액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때 정책에 대한 결정과 금액에
대한 결정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위수준에 대한 결정은 금액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결정은 정책(사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도구로서의 예산이론은 True와 Jones 등의 학자에 의해서 주
장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의 요구를 정책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
이 예산이라고 보았다. 그는 예산결정은 거시정치단계(macropolitical
level)와 하위단계(subsystem level)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거시정치단
계에서는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단계이고 하위단계는 정책결정을 집
행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거시정치단계에서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적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로 예산은 이러한 정치와 경제목표에 의해
서 결정되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John and Margetts(2003)은 쇄도예산모형을 통해서 정책수단으로서
의

예산을

영국예산과정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True(2000)는 미국의 1947년-1999년 동안의 예산분석에서 단기적으
로는 예산의 적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능별지출의 경우 정책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윤성채, 2007

36))

조수현 (2008)37) 은 정책의 본질적 속성과 관료제 조직 내에서의
36) 현대재무행정이론 (2007)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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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관계구조,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역학관계 등의 제도적 변수
들이 상호작용하여 예산개혁의 효과가 정책영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부처별 예산으로 하여 부처별 정책 변
동이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결과의 조직유형 구분에 비교하여 어떠
한 특성을 갖게 되는지 예산의 변동률의 세첨 분포변화를 통하여
구분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예산변동률의 첨도
본 연구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은 부처 예산변동의 변화요인이
다. 부처의 예산변동을 본 연구에서는 부처별 예산의 변화율 분포에
대한 첨도(Kurtosis)와 L첨도(L-kurtosis)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1966년에서 2006년까지의 40 년간의 부처별 예산38)
의 증가비율에 대한 정책별 첨도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정부 조직은
정권교체와 기타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계속 변화하게 되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6년 정부 부처 현
황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정부 부처별 예산의 변동을 정리하였다.

37) 조수현(2008) 합리성,제도 그리고 예산개혁: 정책영역별 재원배분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논집, 14(2), 187-213.
38) 부처별 예산은 해당연도의 세출결산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회계만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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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39)
종속변수인 정책변수(예산)의 첨도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를 본 연
구에서는 크게 정책적 요인과 조직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정
책적 요인으로는 정책변동의 설명변수를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고유
의 특징과 정책 유형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직 구조적
요인으로 부처의 권력지수, 예산 규모, 조직유형의 여러 선행연구의
틀을 통하여 첨도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 정책특성

① 정책적 구분: 기능별 분류

Brenig et al. (2009) 등에 의하면, 유사한 정책 카테고리별 예산변
화율 첨도가 정책별로 상이한데 비하여 이러한 첨도의 우선순위가
미국과 덴마크사이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였다.

Baumgartner and Jones (1993: 190)는 이러한 원인을 정책 하부 시
스템간의 체계의 차이(potentially systematic differences)라고 주장
하였다.

John and Margetts (2003, 430) 역시 영국의 예산 변동에 대한 연구
에서 어떤 정책은 여론에 더 민감한 반면, 또다른 정책은 정책 커뮤
니티에 더 민감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모두 세부 정
책별 특성에 따라 정책변동의 정도가 상이하게 보일 수 있음을 보
여 주는 것이다.
39) 설명변수에서 다루는 정책 및 조직 유형 및 관료화 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2장 4절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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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처별 예산의 첨도를 구하고 이들의 차이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예산의 첨도변화
를 통하여 정책별 첨도변화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② 정책 유형별 구분

정책별 첨도의 변화원인으로 정책 고유의 특성에 기반하여 이를
정책 유형별 특성의 차이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정책 분야에 따라
어떠한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안정도나 mobilization이 상이할 수 있
다(Baumgartner and Jones 1993, 176). 이와 같은 분류는 정책 하위
시스템에

근거한

많은

선행연구

(Helco,

1978;

Jordan,

1981;

Sabatier, 199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Jordan (2003)의 연구에 의하면 배분정책이 비배분 정책에

비하여 예산 변화의 첨도가 더 정규분포에 가까운 점증적 분포를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Brenig et al. (2009)는 정책의 세부기능
을 재량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로 구분하고 연도별 예산 변화로부터,
재량적 지출의 첨도가 의무적 지출에 비하여 미약하나마 약간 높은
첨도를 보였음을 밝힌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유형별 분류에 의거하여, 분류가능
한 부처를 Lowi의 정책유형분류에 의거한 배분정책과 비배분정책,
규제정책 등으로 구분하고 대외정책으로서 외교국방정책을 추가하
고 이들 정책 유형에 대응되는 부처의 정책변화분포의 첨도를 비교
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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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특성:정부 조직의 유형별 분류

Niskanen(1971)과 Downs(1967)로 대표되는 공공선택론에서는, 모든
정부기관들은 일률적으로 계층제를 가지는 관료제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관료제 내에서 행위하는 관료들의 행태 역시 동질적이라고
규정하지만, Dunleavy(1991)의 관청형성모형에 의하면 관료들의 행
태는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순효용의 차이를
가지며, 이러한 차이는 관료들의 행태에 큰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용덕, 1995).
다시 말해, 관료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속해있는 관청 (agency or
bureau)의 유형 또는 특성에 따라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재
록과 유인영, 2009).
따라서, 이러한 정부 조직의 유형이 정책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변동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조직의 분류를 선행연구의 정부 조직 분류형
태에 의하여 1) Dunleavy(1991)의 관청형성모형에 의한 구분과 2)
Clark and Dear (1984)에 의한 구분으로 나누어 이러한 구분에 의한
정책 변동의 변화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와 해당부처는 3절 연구방법 및 자료조사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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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료화 권력지수

정부 조직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관료화 정도에 따른 정책변동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1) 부처별 인력 규모와 2) 예산 규모 및 3) 권
력지수에 따른 정책변동율(예산)의 변화 첨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
다. Robinson(2004)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이 관료화 될수록 예산의
변동비율은 정규분포에 가까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연구 가설을 부처별 정책 변동에 적용한다면, 부처별
관료화 정도가 높은 부처일수록 정책변동률은 낮은 첨도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부처별 인력 및 예산 규모는 연도별로 상이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모가 부처 조직의 특성과
관련 있고 큰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의 평균
값을 적용하고자 한다. 일례로 조직의 권력 지수는 오재록(2006)의
정부 부처의 관료제 권력지수 산출모형을 통하여 얻은 지표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권력지수 산출시 포함되는 세출예산관련 항
목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예산변동 첨도와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재록(2006)의 권력지수 산출모
형을 따르되 세출예산관련 항목을 제외하여 권력지수를 다시 산정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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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
1. 연구방법
(1) ARIMA 분석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의 변동은 부처 고유의 정책을 주요 업무
로 하고 있으므로, 부처별로 다루는 정책고유의 특성에 따라 그 부
처의 정책 변동 추이가 달라 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 기능별 정책 변동의 변화율을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예는 ARIMA 분석이다(송근원, 2005).
ARIMA모형은 정태성을 띤 시계열 자료를 나타내주는 모형으로 자
동회귀(Auto regressive)와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포함한 모형
이다40).
시계열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관측된 값들의 나
열이므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여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ARIMA모형의 기본개념은 현시점에서 관측값을 과거의 관측값들과
백색잡음(white noise)이라 부르는 오차항들의 선형함수 형태로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40) ARIMA 모형에서의 모수 추정값은 신뢰도가 높고,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적합한 모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ARIMA모형에서는 OLS 모형에서
와는 달리 자동상관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독립변수의 선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다중상관(multicollinearity)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긴 시계열 자료가 요구되며, 중간에 빠진 값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ARIMA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송근원,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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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계열 관측값과 기댓값의 잔차값(Residual Values)을 백
색 잡음이라하는데 백색잡음의 ACF와 PACF의 자기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결과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때 적합한
모델을 추정한 것으로 파악가능하다41) (윤우석, 2010).

ARIMA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의 자기상관을 살펴보고
ACF와 PACF의 모양을 살펴보고 모형을 추정한 다음 모형의 잡음잔
차(Noise Residuals)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모형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42).

자기회귀 모형은 일반적으로 ACF의 그래프가 점차 제로로 근접하는
형태를 띠며 이와 동시에 PACF의 그래프가 n 번째 관측값의 수치
(Lag값)에서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양을 보일 때 자기회귀
ARIMA(n,0,0)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동평균모형(MA)은 ACF
의 그래프가 첫 번째 수치에서 이동 평균선을 초과하고 PACF의 그
래프가 점차 감소할 때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 (윤우석, 2010).

만일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 자료가 특정 정책변화와 같은 특정
사건의 발생 및 지속여부를 나타내는 펄스나 계단형태를 갖는 경우
개입-ARIMA(Intervention)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43).
41) 백색잡음은 평균이 제로이며 분산이 상수인 정규분포를 하는 확률변수로서 서로
독립적이라 가정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백색잡음 값들의 관계는 자기상
관관계를 기각하기 때문이다
42) 자기상관함수는 동일한 변수를 시점을 달리하여 관찰하였을 때, 시점에 따라 다
른 관찰값들 사이의 상호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 즉, 동일한 변수에서 얻어지
는 연속적인 관측값들 사이의 상호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편자기상관함수는 구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2개의 시계열 자료에서 상관계수
를 구하는데 있어서, 두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두 변수 사
이의 순수한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43) 시계열적 분석 방법의 하나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의 영향을 분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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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ARIMA모형의 구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개입효과와 무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원시계열도 추세를 살펴보아 시계열 안정
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차분이나 로그변환등
을 통해 자료를 안정화 시키고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의 안정
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음으로 모형의 식별, 추정, 진단 및 검
진 절차를 거쳐 ARIMA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ARIMA모형의 적합절
차 중 모형의 식별단계에서는 차분, 로그변환등을 통해 시계열을 정
상화하여 시계열의 안정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시계열에 확률적인
추세가 존재하는 경우 시계열도만으로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y)
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단위근검정(unit root test)에
의해 단위근 존재여부를 판별한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경우 ARIMA
모형에 의한 예측은 의미가 없다. 또 모형의 식별단계에서는 시계열
의 자기상관함수(ACF), 부분자기상관함수(PACF)를 통해 시계열 자료
에 대한 차분수와 AR의 차수, MA의 차수를 정하게 된다 (우경,
2002).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기간동안의 예산 및 법안의 변동 변화를
ARIMA 분석을 통하여 부처별로 구하고, 단절의 시점 및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하여진 단절의 시점을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
고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논리나 상식 또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회귀모형의 형태를 띤 시계열 모형을 만들
어 어떤 시점에서 나타난 사건(event)이나 개입(intervention)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법에서는 통계상의 문제 및 타당도의 문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송근원,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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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도(kurtosis)
예산 변화율 등의 종속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정규성을 검토한다.
점증주의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책 변동은 정규분포
를 가정한다. 그러나 단절적 균형이론에 의하면 정책 변동은 정규분
포보다 안정적 변화와 급격한 변동의 빈도가 더 높아지고 중간영역
(moderate)의 변화 빈도가 낮아지는 세첨분포(leptokurtic)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정책 변동이 대부분 큰 변화를 보이
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간헐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1절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예산의 변화에 있어서 점증주의적 변화
는 예산 변동률의 분포가 정규분포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
다. 그러나 예산과 정책변동에 있어 단절적 균형이 존재할 경우 정
책의 변화는 주로 세첨분포(leptokurtic)를 갖게 되는데 이는 정규분
포에 비해 중심부에 첨봉을 보이고 약한 어깨와 두꺼운 꼬리(fat
tail)를 보이는분포를 의미한다. 즉, 단절적 균형에서는 예산변동률이
중심과 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그사이에는 낮은 빈도
를 나타내는 분포로 안정기에는 점증적인 경향보다도 적은 변동을
보이다 때떄로 발생하는 단속점이 정규분포에 비해 높은 빈도로 존
재하는 분포를 보임을 의미한다.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
이외에도 Kolmogorov-Smirnov 값, Shapiro-Wilk 값 등이 있다 (김철
회, 2005a).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의 정규성 자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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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변동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변화율
의 첨도를 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첨도 3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인 경우를 세첨분포, 3이
하인 경우를 평첨분포(playkurtic)라 정의한다. 평첨분포의 경우 변화
의 정적분포와 급격한 분포가 아닌 모든 변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첨분포는 세첨분포는 물론이고 정규분포에 비해서도 중간역역의
변화율의 빈도가 더 크고 정적분포의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
게 된다. 즉, 변화율이 골고루 분포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림 3-6. 첨도에 따른 세첨 분포 및 평첨분포 개략도

일반적으로 첨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식 (3-2)에서 x는 관측
값, μ는 평균, σ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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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 (3-2)에서 볼 수 있듯이 첨도의 계산식은 관측값의 4승을 곱하
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관측값의 조그마한 변동은 첨
도의 큰 오차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
점이 있다 (Jones et al., 2009). 이와 같은 첨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L-kurtosis (L-K 지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의의 관측값이 {x1,x2,...xn}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멘
트 r번째

br (unbiased estimator of the probability weighted

moment)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Hosking and Wallis, 1997).

(3-3)

여기서 샘플의 L-moment(lr)와 모멘트 비율(moment ratio, tr)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3-4)

여기서

t4을

L-kurtosis,

t3을

L-skewness로

(Hosking, 1990).

- 93 -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법안의 변화율의 첨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첨도와 더불어 L-kurtosis를 같이 비교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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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상 다이어그램(phase diagram) 분석

시간에 따른 예산변동의 위상변화를 t/(t-1) 위상 다이아그램(phase
diagram)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예산의 시간에 따른
변동의 폭과 변화의 경향이 부처별로 어떠한 상이점이 있는지를 파
악할

수

있다.

정책시스템이

안정적이라면

주기운동의

끌개

(attractor)에서와 같이 변동의 폭이 적은 위상 다이아그램 (phase
diagram)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절적이고 급진적 변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정점에서 멀리 분포되어 있는 위상 다이아그램 (phase
diagram)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처별 예산변동의 위상 다이아그램
(phase diagram)을 통해 부처별 예산변동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Kiel and Elliot, 1992).

그림 3-7. 시간에 따른 예산변동의 위상 변화 diagram 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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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본 연구에서는 1966년부터 2006년까지 40년 동안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주요 분석 자료로 하였다.
연도별 예산 자료는 각 연도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하는 결산개요를
참조하였다. 2006년도 기준으로 정부의 조직은 18부 18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의 부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여성가족부(2001년 신설)는 예산변동의 추이를 살
펴볼 수 없어 제외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한 개 부처로 하여
총 16개 부처의 예산변화를 살펴보았다. 18청은 18개 부의 산하 혹
은 인접부의 예산에 통합하여 측정하였다(그림 3-8). 부처는 정권 및
시기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되므로 2006년기준으로 구분한 16개의 부
처를 기준으로 하되 이전의 부처는 기능에 근거하여 변화되는 부처
를 그림 3-9과 같이 구분하고 예산의 변동은 이 기준에 의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 국방, 교육
부와 같이 큰 조직의 변동이 없이 40여년간 지속된 부처가 있는 반
면 산업자원부,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과 같이 조직
변동에 의해 두 개 이상의 부처가 합쳐지거나 나누어지며 지금의
부처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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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정부부처 조직 변화도

그림 3-9. 본 연구에서의 부처분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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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부처별 대응 국회 상임위 및 관련 주요 정책

본 연구에서는 부처별 예산을 조직특성과 정책 특성에 따라 구분
함에 있어 가능한 여러 선행연구의 구분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특성
에 따른 예산변동의 분포 변화 특성을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정책특성의 분류는 크게 기능별 분류와 정책 유형별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기능별 분류는 표 3-1과 같이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응
되는 정책에 따른 정책변동의 변화를 보고 이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보다 유형화 하기 위하여 정책 유형별
로 구분하여 정책 유형별 분포 특성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직유형의 경우 Dunleavy의 관청유형 및 Clark and Dear의 조직
유형등 선행연구들에 의한 조직 유형의 분류에 따라 예산변동의 분
포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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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처별 관료화 권력지수와 예산변동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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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처별 예산의 변동추이
제1절 우리나라의 예산변동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1948년 30백만원에서 시작하여
1980년 6조 4,861억원, 전두환 정부 기간인 1981년 7조 9,078억원에
서 1987년 15조 7,945억원, 노태우 정부 초년도에는 18조 250억원에
서 시작하여 1992년에 33조 3,625억원, 김영삼정부 첫해인 1993년도
37조 2,680억원에서 말년인 1997년도 67조 5,786억원,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예산은 68조 9,004억원에서 2002년 109조 6,298억원
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도 118 조 1,323억원에서 2008년
179 조 5,537억원 그리고 2011년 현재 209조9,303억원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전체 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산은 그간
의 우리나라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근거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능별 혹은 부처별 예산의 변동을 각기
다른 증분을 보일 것과 그 변화의 경향이 정권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시기별로 예산의 변화 경향이 독특
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일정의 외생적 환
경요인에 의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염도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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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주요 특징은 안보를 중시하고, 경제발전을 강
조하였다는 것이다.
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72년에서 1979년에 걸쳐 시행하
며, 중화학 공업과 방위산업을 주요 산업부문으로 선택하여 적극적
으로 육성하게 되었다. 경제개발 제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
력에 힘입어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하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
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3·4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집권기간
인 1961년∼1979년과 그후 1980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18년간
1962년의 883.9억원에서 1980년의 6조 4860.5억원으로 73배가 증가
되었다. 능적 예산을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를 보면(염도균, 2002) 일
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등은 전체예산의 9∼13%, 5%내외의 수준을
비교적 일정하였지만 경제개발과 방위비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방위비의 비중이 1974년 이후 30%선을 넘는 등
국방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 3·4.공화국의 세출예산정책은 방위와 경제개발
이라는 두 축 그중에서도 특히 방위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교육비 역시 집권초기에 비해 계속
증가한 특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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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두환 정부 (1981∼1988)
기본적으로 제 5공화국 역시 박정희 정권과 같은 중상주의적 안
보국가 이념을 지니고 있었으나 대내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강조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철회, 2005a).
5공화국은 1980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6조4860여억원에서
1987년 15조 7944억원으로 2.43배가 증가되었으며 방위비가 연평균
32%를 상회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와 교육비는 20%를 하회하고 있
어 이시기 역시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방위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일반행정비 역시 이전 정부의
예산비율과 비슷한 수준인 답습하여 10∼11%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정부에서는 긴축정책과 병행하여 특별예산과 기
금의 수를 줄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과거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
어나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안
정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45).

3) 노태우 정부 (1988∼1993)
노태우 정권동안의 세출예산은 1987년 15조 7944억원에서 1992년
33조 3624억원으로 약 2.1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전정권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위비의 비중이 25%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비는 20%선 경제
개발비는 15∼16%선으로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45) 이 시기 외교분야에서는 소련·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
도하였고 스포츠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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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영삼 정부는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상주의적 안보국가를 지향
하고 있으나 노태우 정권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안보국가
이념의 축소와 중상주의적 이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기간 역시
방위와 경제개발을 위한 우선정책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 기간 동안은 세출총계가 93년 37조 2680억원에서 97년
63억 9620억원으로 1.7배 정도 증가하여 이전정권과 비슷한 증가율
을 보였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방위비가 22∼23%선, 경제개
발비가 22∼25%선으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주요 예산 정책 기조는 확대
정책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예산의 증가율이 눈에 뜨이고
있다.

5) 김대중 정부 (1998∼2003)
김대중 정권기간에는 세출총계가 98년 73조 2260억원에서 2002년
108조 9180억원으로 1.5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이전에 비하여 예
산의 증가율은 다소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기간 동안의 예산 투자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반면 방위비와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정치경제적 신념도 김대중 정권에서는 기존의 중상주의적 안보국가
에서 중상주의적 복지국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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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정부의 세출 총계의 경우 2003년 117조 9180억원에서 2007
년 154조 3309억원으로 증가세는 김대중 정권에 이어 다소 둔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재정운용에 가장 큰 변화
가 일어난 부분은 복지예산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
무현 정부 임기중 2006년도 까지의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예산으로 본 정권별 정책 변동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차
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권별 평균적인 기능별 예산의 변동
률을 총액증가분 혹은 정부지출의 비중 변동률의 측면에서 보는 것
이고 또 하나는 정권 전환기의 변동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윤성채
(2010)는 정권별 기능별 지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
하였다.

먼저 국방비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연평균 증가율이
24%로 교육비 다음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 때 27.6%∼ 37.2%라는 큰 폭의 증가에서 전두환정부와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서 각각 11.1%와 12.6%의 낮은 증가를 보였는
데 김영삼 정부 시기인 문민정부에 와서도 국방비 증가율의 감소추
세가 이어졌다고 보았다. 이는 경직성 경비로 볼 수 있는 국방비 증
가의 감소로 주택, 보건, 지역개발과 사회보장 부분에 더 많은 재원
을 쓸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김철회, 2005a).
이에 비해 교육비 증가율은 박정희 정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
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변동률을 보이
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지역사회개발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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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사회개발비의 경우 그동안 경제개발과 국방비에 밀려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문민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

김철회 (2005a)는 정권별 정치경제적 신념이 정부 지출변동과 어떻
게 연계되었는가를 해당정권의 지출변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실증적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경제 사업비를 생사자적 기능을
대표한다고 보고, 국방비를 보호자적 기능을. 사회복지비를 재분배
적 기능을 대표한다고 보고 지출 변동을 살펴보았다.
해당 자료의 기능별 정부지출 변동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눈
에 띄는 변동은 국방비가 김영삼 정부 이후로 변동률의 폭이 이전
정권에 비해 감소한 것과 사회복지 예산의 변동률이 예상과 달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이후 정권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밖에 정부지출에 대한 비점증적 변동의 비율을 정권전환기와 전
체 연도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정권전환기에
오히려 비점증적 변동이 덜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이를 정권변동이
곧 바로 기능별 정부 지출의 비점증적 변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하였다46).
또한 비점증적 변동의 경향은 금액기준 기능별 정부지출을 살펴보
았을 때 박정희 정부 하에서 주로 이루어 졌고 각 정권의 전환기
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노태우 정
권이전에는 정권전환기에 7개의 기능별 정부지출 중에서 3개 이상
의 기능별 지출이 비점증적으로 변동한 것에 비해 노태우 정부이후
로는 정권전환기에 1개 이하의 기능별 지출이 비점증적으로 변동하
46) 김철회(2005a)는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서의 정부 지출의 비점증적 변동이 정치적
변동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 변동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
이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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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개별 기능별 정부지출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에 따라 정책의
변동도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일반행
정비의 경우 정권전환기에 급격한 변동을 보인 경우가 한번도 없어
정권이 변화하여도 안정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
해 사회복지비의 경우 김영삼, 노무현 전환기를 제외한 정권전환기
에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기능별 정부지출의 급격한 변동은 정권전환기와의 일
관된 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웠으나 기능별로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
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구분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책
변동이 단순히 외부적인 충격이나 변동에 의해서 뿐 아니라 외부적
변동에 반응하는 내부적 특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
책유형등 구체적인 내부적 요인의 분류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
을 뿐 정책 전반에 걸친 규칙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책변동의 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외부적 요인
과 더불어 내부적 특성 및 요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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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처별 예산 변동 및 변화율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예산변동의 요인으로 그간 설명되어 온 기존
의 외생적 요인의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재적 요인에 의한 규
칙성 내지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재적 요인이 정책변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생적 요
인에 의한 예산변동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산변동 메커니즘으로서 논의되어
온 예산변동의 외생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외생적 요인이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예산변동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108 -

1. 시계열적 변화 특성
부처별 예산 변동의 규칙성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본 절에서는 부
처별 예산의 변동이 어떠한 시계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부처별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예산
의 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4-1은 연구대상기간동안의 예산의 변화를 시계열에 따라 누적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은 최근 40여
년 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되는 경향은 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전체 총액의 기준으로 볼 때 국방, 교육, 건설교통, 재
무, 농림, 보건복지등의 부문이 예산액으로 보아 높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 통일, 정보통신, 노동, 환경, 외교, 문화관
광, 법무, 과학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예산의 변동 및 변화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각 부처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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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부처별 예산의 연도별 누적 변화

그림 4-2는 당해 연도의 각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구 대상기
간동안 살펴본 것이다.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예산에서 각 부처가 차지하는 비율
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부처에 따라서도 그 경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부처별 비율의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
면 초기에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재무부의 비중이 70년
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농림, 보건복지, 건설교통,
산자부등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초중반
을 기점으로 이러한 변화의 폭이 크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초중반의 시기에 중화학공업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본격적인 경제부흥이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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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당해 연도의 각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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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연도에 따른 예산의 변동은 그림 5-3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의 연도별 추이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예산 역시 증가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처에
따라 비교적 단조로운 증가를 보이는 경우와 급격한 증가 혹은 감
소를 나타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교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과기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노동부,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다소 급격한 변
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농림, 재무, 정보통신, 환경부, 산자부,
통일부의 경우에는 급격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단절적 변동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감이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예산의 추이보다는
예산변동률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 보다 명확히 부처별 예산의 변화
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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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부처별 예산 변화의 연도별 경향

예산 변동의 경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자 전년도 대비 예산의
변동률(%)을 부처별로 년도에 따라 표현하여 보았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별 예산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부
처에 따라 급격한 단절적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외교, 행자, 법무, 교육부와 같이 급격한 증가 없이 비교적 단
조로운 증가를 보이는 부처가 있는 반면, 정통부, 산자부와 같이 증
가율에 있어 이전의 경향과는 단절되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향
을 보이는 부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처별 예산의 변
동이 부처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데 하나는 외부적인 사건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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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하나는 동일한 강도의 외부적 충격에 반응하는 부처별 반응
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사건을
외생적 충격이라 보았고 이에 반응하는 부처별 반응을 내재적 특성
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시계열 특성을 분석한
뒤 외생적 충격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 이에 반응하는 부처별 내재
적 특성은 정책유형 및 조직 유형 등으로 구분한 부처별 예산변동
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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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부처별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률(%)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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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의 변동률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점증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부처에 따라 급
격한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와 표 4-1은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을 25%, 50%, 100%,
200%인 경우의 부처별 해당 연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외생적 충격에도 부처에 따라 증가의 폭은 다소 다
른것을 알 수 있다. 즉, 통일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재
무부등이 전년도 대비 25% 이상의 증가율의 비중이 높은것을 알 수
있고, 통일부, 정보통신부는 100%, 200%이상의 증가도 많이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외생적 충격에 반응하는 부처의
내재적인 변동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 변동 메커니즘은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책적 특
성일 수 도 있고, 혹은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유형 내지 특
성에 기인한 것일 수 도 있다47).

47) 또는 이러한 변동 자체가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기 보다는 무작위적이면서
Chaotic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aotic계
에서의 무작위성에 의한 정책변동은 다루지 않고 예측가능한 규칙성의 탐색까
지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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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부처별 예산 변동률의 증가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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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부처별 증가년도 및 증가율 분포 경향
부처명 (년도수)
국방부(41)
법무부(41)
외교부(41)
통일부(38)

증가율 ±25%

증가율 ±50%

증가율 ±100%

74/76/
67/68/72/76/78/82
67/72
72/90/91
91
70/72/73/77/81/82/91/97/98/99/00/01 70/72/73/81/97/00/01/ 73/81/97/00/01

증가율 ±200%
73/00/01

보건복지부 (41)

/03/04/05
68/74/75/77/79/87/88/00/01/

05
74/75/77/79

/05
74/77

환경부(27)

84/86/87/91/92/94/95/98/04/05

84/91/92/94/98/05

05

05

문화관광부 (41)

68/77/82/84/85/97/00/05

77

77

-

농림부(41)

68/74/77/79/80/84/88/92/93/94/95/02

68/77/79/84/93/94

77/79/94

77/94

노동부(41)

68/69/74/77/78/79/98/99

68/77/98

77

77

산자부(41)

68/75/77/96/97/98

75/77/97

75/77/97

77

건설교통부 (41)

68/69/72/74/77/82/89/91

72/74/77

-

77

정보통신부(25)

85/88/89/90/91/97/98/99/02/04/07

85/89/97/99/04/07

89/97/07

97/07

행정자치부(41)

67/68/69/01/05

67

-

-

교육부(41)

68/76/77/01/

-

-

-

67/68/77/83/85

67/77

77

88

-

과학기술부 (41) 67/68/74/77/79/81/83/84/85/90/94/05
재무부(41)

68/69/73/74/75/77/80/82/85/88/90/92 68/74/77/88/90/92/95/
/95/97/98/99/01/04/05

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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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 부처별 예산변동의 ARIMA분석 결과
이러한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절적 균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이러한 변동의 원인을 외생적 변화로 설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주로

ARIMA분석이나

회귀분석에

개입효과

(intervention)를 주는 형식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계열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값들의
나열이므로 자기상관을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4-2는 앞서의 증가율 표에 지난 40여 년간 정치 경제적으로 고
려 가능한 사건들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외생적 변수 내지
사건은 직간접적으로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건의 특
성에 따라 모든 부처에 혹은 일부 해당부처의 예산변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기간 동안 정부조직의
개편은 총 9회에 걸쳐 있었다. 60년대의 예산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되는 사건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정도를 들 수 있다. 70년
대에 들어서게 되면 1,2차 석유파동, 중화학공업 우선정책 추진, 70
년대 후반 재정정책 기조를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 안정적 정책방
향으로 선회등 여러 정치사회경제적 사건이 존재하였고 80년대에는
민주화와 급격한 정치성장, 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IMF등의 사
건 등이 크고 작게 정책 혹은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
할 수 있겠다.
개입(intervention)이란 어떤 시계열 자료를 발생시키는 확률구조에
대한

예외적인

외부사건의

영향을

말하며,

이렇게

개입된

(intervened)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통상 개입분석모
형(intervention analysis model)이라 한다 .

- 122 -

개입이 발생한 시점 T가 알려졌을 때 전이함수모형을 이용한 개
입분석모형은 식 (4-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문석주 외, 2007

48)).

Yt= v(
B)Xt+ nt

(4-1)

여기서,   는 시간 t에서의 관측 시계열자료,    는 개입사건의
효과, Xt는 개입변수, nt는 잡음항 모형으로 일반 ARI
과
MA(
p,d,q)
정을 따르고, Xt와는 독립이다.
개입변수 Xt는 시간 t
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
(indicator variable)의 형태를 취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먼저 개입의 효과가 시점 T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식
(4-2)와 같이 단계함수(step function)로 표현된다.

       



  
.
 ≧

(4-2)

여기서, T는 개입이 발생한 시점이다.

또 만일 개입효과가 시점 T에서의 충격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식
(4-3)과 같이 충격함수(impulse function)로 표현할 수 있다.

       



 ≠ 
.
 

(4-3)

48) 문성주, 양성국, 유영중, 이동호 (2007) COMS제도 변경이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의 거래량과 개인투자자 비중에 미치는 개입효과대한경영학회지, 20(3),
143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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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개입이 발생한 시점이다. 만일 t
가 개입이 일어나는
시점

T 이전이라면

Xt= 0이 되므로

Yt= nt가 되어 일반적인

모형을 따르며, T 시점 이후( t≥T)에는
ARI
MA(p
,d,q)

Xt= 1 또

는 T시점( t
= T)에서만 Xt= 1이 되므로, Yt는 일반 ARIMA (p,d,q)
모형과 개입효과인 v(B)
가 혼합된 모형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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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부처별 증가율 분포와 증가년도에 개입의 영향으로 해석가능한 주요 사건
부처명
국방부(41)
법무부(41)
외교부(41)
통일부(38)

증가율 ±25%

증가율 ±50%

증가율

증가율 정부조직 개편 : 73년 81년,89년,90

±100% ±200%
74/76/
67/68/72/76/78/82
67/72
72/90/91
91
70/72/73/77/81/82/91/97/98/99 70/72/73/81/97/00 73/81/97/ 73/00/

/00/01/03/04/05
/01/05
보건복지부 (41) 68/74/75/77/79/87/88/00/01/
74/75/77/79
환경부(27) 84/86/87/91/92/94/95/98/04/0584/91/92/94/98/05
문화관광부 (41)
68/77/82/84/85/97/00/05
77
68/74/77/79/80/84/88/92/93/94
농림부(41)
68/77/79/84/93/94
/95/02
노동부(41)
68/69/74/77/78/79/98/99
68/77/98
산자부(41)
68/75/77/96/97/98
75/77/97
건설교통부 (41)
68/69/72/74/77/82/89/91
72/74/77
85/88/89/90/91/97/98/99/02/04
정보통신부(25)
85/89/97/99/04/07
/07
행정자치부 (41)
67/68/69/01/05
67
교육부(41)
68/76/77/01/
67/68/74/77/79/81/83/84/85/90
과학기술부 (41)
67/68/77/83/85
/94/05

00/01/05
74/77
05
77

01
77
05
-

77/79/94 77/94
77
75/77/97
-

77
77
77

년, 94년 ,98년,99년, 04년,05년
•67년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2년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0
월 유신
•74년 자주국방 율곡사업/ 1차 석유파
동 대비 예산 삭감
•76년 도끼만행사건
•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경제성장
(75-77)
•78년 물가가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재정정

89/97/07 97/07 책의 기조를 성장정책에서 안정정책으로
-

-

67/77

77

전환

•70년대 후반 - 80년대 초반: 경제성장
을 통한 지출규모 확대/지배엘리트의 교
체/오일쇼크/사회복지정책강조/주택공급
확대

재무부(41)

68/69/73/74/75/77/80/82/85/88 68/74/77/88/90/92
/90/92/95/97/98/99/01/04/05

/95/99/05

88

-

•80년대 후반- 민주화, 급격한 경제성장
•95년 지방자치제
•97년 – IMF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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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변동률의

stationary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ugmented Dickey- fuller test를 이용하여 단위근 조사를 하였다.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부처에 대하여 단위근 조사결과는
1% 유의수준 이내로 기각되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동률의 변화
가 안정적(stationary)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49).

일반적으로 시계열 관측값과 기대값의 잔차값을 백색잡음이라 한다.
백색잡음은 평균이 0인 정규분포의 확률변수로 서로 독립적이라 가
정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백색 잡음간의 자기상관은 기
각되어야 한다. 이는 Box-Ljung 값의 유의도를 검증하여 모든 Box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가정한다.
표 4-4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ARIMA(p,q,r)분석의 차수 p,q,r과 부처
별 개입(intervention)연도 그리고 Box-Ljung통계량50)을 비롯한 통계
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백색잡음이 독립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은 연도에 따른 부처별 예산변동률을 polar graph로 그려본
것이다. 그림 4-6(a),(b)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높은
변동률을 보이는 해는 주로 1977년과 73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73년은 72년에 유신헌법이 발효된 것
을 계기로 법무, 외교, 통일, 재무 등 행정부처의 예산증가가 두드러
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1977년은 보건복지, 농림, 노동, 산
업자원, 건설교통,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중반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이 중
49) ARIMA모형의 적합절차 중 모형의 식별단계에서는 차분등을 통하여 시계열을 정
상화한 후 안정성을 판단한다. 이때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단위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 ARIMA에 의한 모형 예측은 의미가 없다(우경,
2002).
50) Ljung-Box통계량 및 유의 확률은 잔차의 백색잡음항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지표
로 본 연구의 경우 검증통계량에 대한 p값(유의확률)이 모두 유의수준 5%보다 훨
씬 크기 때문에 백색잡음항이 독립이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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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및 생산관련 부처가 높은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4-6(c)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
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자원, 건설교통, 농림부에서의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뜨이는 것을 볼 때에도 알 수 있다.

개입효과는 크게 일정기간 지속되는 스텝(step)유형과 일회적으로 존
재하는 펄스(pulse)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ARIMA 모형이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하며 고려된 개입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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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4-6. 연도별 부처의 예산변동률 그래프(polar graph)
(a: 선형적 변동률, b: 로그축 변동률, c: 부처별 예산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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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부처별 예산 변동률의 단위근 검정 결과
t-value

p-value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외교부

-5.8140

0.0000

-3.6480

-2.9580

-2.6120

행정자치부

-6.6080

0.0000

-3.6480

-2.9580

-2.6120

법무부

-14.6090

0.0000

-3.6480

-2.9580

-2.6120

국방부

-3.8280

0.0026

-3.6480

-2.9580

-2.6120

교육부

-4.8160

0.0001

-3.6480

-2.9580

-2.6120

과기부

-6.3590

0.0000

-3.6480

-2.9580

-2.6120

농림부

-6.6390

0.0000

-3.6480

-2.9580

-2.6120

재무부

-5.7810

0.0000

-3.6480

-2.9580

-2.6120

보건복지부

-7.4580

0.0000

-3.6480

-2.9580

-2.6120

노동부

-6.0940

0.0000

-3.6480

-2.9580

-2.6120

산자부

-6.4140

0.0000

-3.6480

-2.9580

-2.6120

건설교통부

-6.2870

0.0000

-3.6480

-2.9580

-2.6120

문화관광부

-6.4900

0.0000

-3.6480

-2.9580

-2.6120

통일부

-6.3800

0.0000

-3.6680

-2.9660

-2.6160

정보통신부

-4.5190

0.0002

-3.7500

-3.0000

-2.6300

환경부

-6.3890

0.0000

-3.7430

-2.9970

-2.6290

- 131 -

표 4-4. 부처별 예산 변동률의 개입 ARIMA분석 결과 (* p<0.01)
부처명

ARIMA
(p,q,r)

Intervention year

event

Adjusted Ljung-Box

통계

R2

량 (유의확률)

0.566

11.476 (0.873)

0.72

14.068 (0.725)

0.487

22.661 (0.204)

0.996

6.02(0.988)

0.9

20.923 (0.283)

0.803
0.609
0.981
0.978

14.685 (0.685)
14.03 (0.727)
19.61 (0.355)
21.291 (0.265)

0.999

22.198 (0.223)

•74년 자주국방 율곡사업/ 1차 석유파동

국방부

(0,0,0)

대비 예산 삭감

1974∼1978*

•76년 도끼만행사건

법무부

(0,0,0)

1967*/1972*

외교부

(0,0,0)

1972∼73*/1990∼91*

통일부

(2*,0,0)

1973*/1981*/1997*/2000∼2001*

보건복지부

(0,0,0)

1974*/1977*/1979*/1999∼2001*

•67년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2년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0월
유신
•72년 10월 유신,
•80년 광주화운동
•국민복지연금법(73)
•의료보험법(76)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환경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노동부

(0,0,0)
(0,0,0)
(0,0,0)
(0,0,0)

1991*/2005*
1977*
1977*/1979*/1984*/1994*
1968∼69*/1977*/1998*

산자부

(0,0,0)

1975*/1977*/1996∼1998*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1*,0,0)
(0,0,0)
(0,0,0)

1977 *
1989*/1997*/2007*
1967∼71*/1975∼79*/2001*

0.996
0.974
0.468

15.77 (0.54)
13.939 (0.733)
12.656(0.812)

교육부

(0,0,0)

1976∼77*/1991*/1998∼99*/2001*

0.679

16.111 (0.585)

과학기술부
재무부

(0,0,0)
(2*,0,0)

1967*/1977*/1983*/1985*
1974*/1988*/1995*

0.976
0.511

16.054 (0.589)
13. 0 (0.673)

•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경제성장
97년 – IMF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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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과 실제 예산변동률의 적합도와 잔차의
자기상관함수(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CF)는 그림 4-7에 정리하였
다.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적용모형이 유의한 범위
내에서 실제 예산의 변동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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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방부

과기부

노동부

그림 4-7. 부처별 예산 변동률 적합도와 잔차의 ACF와 P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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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농림부

외교부

재무부

그림 4-7. 부처별 예산 변동률 적합도와 잔차의 ACF와 PACF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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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통일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그림 4-7. 부처별 예산 변동률 적합도와 잔차의 ACF와 PACF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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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그림 4-7. 부처별 예산 변동률 적합도와 잔차의 ACF와 PACF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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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절에서는 부처별 예산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부처별로 예산 변화에 급격한 변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
한 급격한 변동의 원인중 하나가 외생적 충격에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회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외생적 영향이 부처별 예산
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ARIMA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점증주의적 가설에 의한 AR모형은 예산의
단절을 설명해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이러한 예산의 단절
은 외부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외생적 변수(Intervention)의 영향으
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오로지 외생적 변수로 예산의 단절현상을 설명하는 것 특
히 동일한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처별로 예산의 단절형
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단지 외생적 변수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이는 부처별 예산의 경우 외생적 변수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과 외생적 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내재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 변동의 내재적 요인을 찾는 시도가 매우 필요하다. 이
러한 내재적 원인은 부처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므로
다음절에서는 본 절의 부처별 예산의 변동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정
책 유형 및 조직유형에 따른 부처별 예산변동의 규칙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38 -

제3절 정책 유형 및 조직유형에 따른 부처별 예산 변
동률의 첨도 분석
정규성의 검정 방법으로 첨도 (kurtosis)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첨도가 3보다 크면 세첨분포를 보이고 3정도이면 정규분포
그리고 3보다 작은 경우 평첨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단절적 균형론에 입각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예산 및 법안등의
정책변화율의 세첨분포를 찾아내고 이를 단절적 균형론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이에 더 나아가 세부 정책간의 세첨분
포를 비교함으로서 정책별 특성을 구분하고,

정책유형에 따른 첨도

의 변화를 비교 하거나, 국가별 정책별 첨도 변화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 첨도의 정책별 차별을 일반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Jones et al., 2009). 가장 상식적인 정책의 분류는 정부조직이 담당
하는 기능별 분류로 행정부에는 각각 이들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게
되고 국회의 상임위원회도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정
책의 정책변동에 의한 산출의 변화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은
정부조직의 부처별 정책에 근거한 세부 기능별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정책은 실질적 내용이 다르므로 이들 개별 정
책에 있어 공통되는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형 분
류가 필요하다.

이상의 가정 하에서는 정책별 혹은 정책유형별 특성에 의하여 정
책과정을 포함한 예산변동의 특성이 다른 성향을 보인다면 예산변
동으로 인한 산출의 안정도(stability)나 단절 내지 변동(punctuation
or mobilization)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51) L-Kurtosis의 경우 0.123 이상인 경우 세첨분포(leptokurtic)분포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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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unig et al. (2009)는 미국과 덴마크의 세부 기능별 예산변동의
연간 변화율의 분포를 구하고 첨도를 비교하여 세부 정책을 재량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4-8에서 보듯이
결과에 의하면 재량적 지출의 첨도가 의무적 지출에 비하여 미약하
나마 약간 높은 첨도를 보였음을 밝힌바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보건, 외무 등의 예산이 에너지, 환경등의 예산에
비해 낮은 첨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유형 혹은 정책의 특성이
예산변화 더 나아가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다. 또한, Jordan (2003)이 경찰, 소방, 위생, 공원, 휴양, 도로 등의
6개 예산변동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배분정책보다 비배분 정책에
서 예산의 단절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분
석은 전체 예산의 총합의 변화로는 파악할 수가 없고 각 정책별 변
화분포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별, 정책유형별 예산변동분포를 분석하
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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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국가별 정책별 첨도(L-Kurtosis)의 비교 (Breuni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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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책과정의 진행에 따른 변화 분포의 정책변동의 첨도
변화 개략도

또한 예산의 변동이 조직의 마찰정도, 특히 관료화의 정도와 밀접
한 관련을 갖는다는 연구는 예산에 관련된 연구와 조직분류에 관한
연구 등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다.

Robinson(2004)은 미국 텍사스주 K-12학군 교육지출자료를 통하여
비관료화된 학군의 교육지출이 관료화된 학군의 교육지출보다 세첨
분포를 보임을 주장하였다. 저자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Robinson
and Caver, 2006; Robinson et al., 2007) 조직의 크기 (organization
size)와 집권화의 정도(centralization)가 예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료화의 척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조직
의 크기가 커지면 구성원의 수가 많아져 마찰(friction)이 증가하므로
단절적 균형의 정도가 커지고, 첨도는 커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고, 집권화의 정도가 강할수록 첨도가 높은 세첨분포의 변
화는 낮아짐을 보였다. 즉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될수록 관료제
화의 정도는 낮아지게 되므로, 첨도는 높아지고 단절적 균형의 경향
을 보이는 경향을 보일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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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의 유형 및 권력관계 등에 따라 부처를 구분하였을 때
이러한 조직유형의 특징이 정책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부처간 상호작용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의 경우
그렇지 않은 다른 부처에 비하여, 예산변동 분포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Dunleavy(1991)의 관청형성모형에 의하면 관료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속해있는 관청 (agency or bureau)의 유형 또는 특성에 따
라 제약되게 되므로 정부 조직의 유형을 통해 예산변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유형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분류해 보고 이
러한 가설에 의한 정부조직의 구분이 예산변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
는 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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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별 예산변동률 위상도(Phase diagram) 분석

1) 위상도(Phase diagram)
비선형 동역학이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근중에 정책변동의 민감
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위상도를 통해 정책변동의 끌개
(attractor)를 분석하는 것이다 (Kiel and Elliot, 1992).
위상도는 기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변화의 시간이 내
재되어 있으며 각 축은 상태의 한 차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런
위상도에서 정지해 있는 계는 점으로 그려질 것이며 주기 운동을
하는 계는 단일 폐곡선으로 그려질 것이다.
한 계의 위상도는 계의 초기조건에 (그리고 매개변수의 값에) 따라
바뀌지만 대개는 일정한 운동궤적 주위의 초기조건에 대해서는 마
치 그 운동궤적에 이끌리듯이 같은 궤적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끄는 운동은 적절하게도 그 계의 "끌개"라고 한다. 선형적
운동에 있어서 끌개는 단일하거나 단순한 패턴을 보이게 되지만 비
선형적 운동의 경우 다중 끌개(multiple attractor)를 갖게 된다. 정책
유형 및 조직 유형별 정책의 변동에 있어서 이러한 위상변화의 분
석을 통하여, 정책변동의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이라는 2차원의 위상공간에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궤적을 그려 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위상학이라고 하고
위상학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 위상도
(phase diagram)이다. 위상도(phase diagram)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소위 “끌개(attractor)”란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초기조건에 관계없
이 위상공간 상에서 변수가 보여주는 일정한 부피 속에 속한 궤적
을 의미한다. 변수의 시간적 변화가 안정적일 경우 끌개는 어느 한
고정점을 중심으로 수렴하든지 동일한 궤적을 보이게 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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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궤적을 보이게 된다.
그림 4-10은 몇 명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끌개의 궤적을 보여주
고 있다. 끌개는 x와 y의 위상공간으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y는
x의 변화속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x 변수가 이
미 속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의 변동률로 일정시간t와 t-1
시간에서의 변동률을 위상도(phase diagram)로 그려보고 t시간에서
의 예산의 변동률에 대한 t와 t-1시간사이의 예산의 변동률, 즉, 예
산

변동률의

변동률에

대한

2차원

공간에서의

위상도(phase

diagram)를 그려 보려 한다. 이러한 위상도 분석은 예산변동을 정량
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반면 궤적을 통하여 부처별 예산 변
동의 시간에 따른 패턴을 설명해 줄 수 있다52). 그림 4-10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sin 함수의 경우 위상도(phase
diagram)의 궤적의 분포는 시간차이에 의한 궤적의 경우 가는 타원
을 위치와 속도에 대한 궤적의 경우 원에 가까운 궤적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변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변화의 방향이 반대일 뿐 변화의 양 자체는 동
일한 것을 알 수 있다. sinx*t함수의 역수를 취한 그림 4-11의 경우
변수의 변화 자체가 매우 불규칙한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
우 궤적의 변화 역시 그림 4-11과 같이 매우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양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중에 보게 될 부
처별 궤적 변화의 양태와 매우 비슷하다.

52) Kiel and Elliot(1992)는 이러한 변동과정분석을 예산의 비선형적 변동특성에 기
인한다고 보고 “rule of thumbs”라는 표현을 들어 예산변동의 특성을 설명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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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는 함수에서의 위상도(ph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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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비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는 함수에서의 위상도(ph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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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예산변동의 위상도 분석
부처별 예산의 변화를 t 시점과 한해전인 t-1 시점에 대하여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여 diagram을 그려보면 이전시점에 대한 현시점의
예산의 변화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4-12 ∼
4-14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별 예산의 시공간적 분포는 전 시점에
비하여 변동의 폭이 크게 형성되었던 부처와 중간 정도의 변화를
보인 부처 그리고 적은 변동을 보인 부처로 구분된다53).
그림 4-12와 4-14에서 보듯이 산자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과기부, 노동부 등은 급격한 증가가 측정되었던 부처인
데 비하여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등의 부처는
이전 시간대에 비하여 증가 비율이 최고 100%를 넘지 않는 적은 변
동을 보이는 부처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유형은 x 축을 예산의 변동
률, y축을 예산의 변동률의 변동률, 즉 예산변동률의 속도로 놓았을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4-15 ∼4-17).

53) 변 연구에서 변동의 크기는 편의상 변동률 기준으로 150%이내를 작은 변동,
400%이내를 중간변동 그 이상을 큰 변동으로 위상도 결과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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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

그림 4-12. t : (t-1) 차원 위상 다이아그램(phase diagram): 큰 변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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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t : (t-1) 차원 위상 다이아그램(phase diagram): 중간
변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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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

그림 4-14. t : (t-1) 차원 위상 다이아그램(phase diagram): 작은
변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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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률
속도

변동률

그림 4-15. 변동률 : 변동률의 속도 diagram – 큰 변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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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변동률 : 변동률의 속도 diagram – 중간 변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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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률
속도

변동률

그림 4-17. 변동률 : 변동률의 속도 diagram – 적은 변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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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의 예산변동은 큰 변동과 중간변동
그리고 적은 변동으로 패턴화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관청유형의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이전계약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큰 변동을 보이는 반면 전달이나 통제유형의 부처들은 변동의 폭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기구 유형 I의 분류에 의하면 주로
생산 부처가 큰 변동을 보였고 규제나 대외 관련 부처들이 적은 변
동을 보였다. 국가기구 유형 II의 분류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생산 부
처가 큰 변동을 보였고 합의 부처가 적은 변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유형 구분을 따르자면 분배정책이 큰 변동을 따른 반
면 주로 규제와 외교국방정책이 적은 변동의 폭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상도(phase diagram)의 분석을 통하여 부처
의 예산변동의 특성을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유
형별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위상도
(phase diagram)은 변동의 경향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변동의 원
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이전년도의 변동률과 당해연도의 변동률의 공간적 위
상변화를 위상도(phase diagram)를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변동의
폭이 큰 부처와 변동의 폭이 작은 부처가 구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앞장에서 구분한 여러 조직 유형과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
책변동의 내생적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예산 변동의 유형별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변화의 규칙성54)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처별 예산변동률의
유형별 첨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54) 본 연구에서는 예산변동의 규칙성을 주어진 변동메커니즘에 대응하는 정량적, 정
성적 유형을 포괄하는 일련의 패턴이라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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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위상도(phase diagram)로 구분한 부처별 유형분류
구분기준

국가기구

국가기구

유형I

유형II

이전계약
전달

생산
대외

생산
합의

분배
외교국방

이전계약
이전계약
이전계약
통제
이전계약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재생산

생산
생산
통합
생산
통합

분배
분배
분배
분배
재분배

환경부

이전계약

규제관리

통합

규제

보건복지부

이전계약

재생산

통합

재분배

문화관광부

이전계약

규제관리

통합

분배

재무부

통제

생산

집행

규제

법무부

전달

규제관리

합의

규제

외교부

전달

대외

합의

외교국방

국방부

전달

대외

합의

외교국방

교육부

통제

재생산

통합

분배

행정자치부

통제

규제관리

합의

규제

부처

관청유형

산자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큰 변동

중간변동

적은 변동

농림부
정보통신부
과기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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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2. 부처 및 정책유형별 예산변동률 첨도 분석
그림 4-18은 부처별 예산변동 증가율의 첨도(Kurtosis) 및 L-첨도
(L-Kurtosis)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8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에 따라 첨도는 매우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도의 경향을 보면 먼저, Kurtosis와 L-Kurtosis가 전반
적으로 비슷한 순서를 가지고 있으나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첨도의 결과를 같이 고려하여 설명할
것이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L-Kurtosis값이 극단치의 자료를 상대적
으로 잘 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eunig and Koski, 2006).
그림 4-18에 의하면 산자부, 건설교통부, 과기부, 농림부등이 첨도가
높은 값을 보이는 반면, 재무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첨도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관련 부처 중 산자부, 건설교통부 등의 부처는 예산변동률의
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첨도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첨도의 값이 클수록 단절적 균형이 일어날 확률은 더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Kurtosis가 3이상인 경우 비 정규적인 분포
로 가정한 선행연구(Robinson, 2004)의 기준에 의하면 재무, 교육, 외
교, 국방부가 점증적인 증가를 보이고 나머지는 비점증적 증가를 보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Kurtosis값을 기준으로 할 때는
0.123이상인 경우를 비정규적 분포로 가정하므로 이 경우 모든 부처
가 비정규적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L-Kurtosis값
의 경향으로 볼 때에는 재무, 국방, 행정자치, 외교, 교육, 문화관광
부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며 다른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
증적인 변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부처별로 점증적
변화의 정도 혹은 단절적 균형의 정도가 다른 원인에 대하여 앞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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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외생적

충격에

의한

개입(intervention)의

차이로

보고

ARIMA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충격에 의한 설명에서
더 나아가 부처의 내재적 특성에 의한 예산 단절의 규칙성을 탐색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유형과 조직유형에 따라 부처별
예산의 변동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4-6. 본 연구의 정책유형별 분류에 대응되는 부처 분류 예시
정책유형
분배정책

부처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분배정책

보건복지부, 노동부

규제정책

법무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외교국방정책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 158 -

그림 4-18. 부처별 Kurtosis와 L-Kurtosis의 비교

먼저 정책유형에 따라서 주요 정책과정의 복잡성 혹은 정치행위자
와 정치적 갈등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분석한 선구
적인 연구로는 로위의 연구가 있다(Lowi, 1964; 1972). 로위는 공공
정책을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ulatorypolicy), 재분
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마다 독특한정치
구조와 정치과정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책이슈의 성격
에 따라서 입법과정이 상이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최초로 주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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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였다. 그에 따르면 분배정책은 국민들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배
분하는 정책으로, 갈등보다는 상호존중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배적
이어서 정책연합이 매우 안정적이다. 규제정책은 혜택을 보는 집단
과 손해를 보는 집단을 명확히 규정하기 때문에,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연합이 형성되어 연합세력 간의 관계가 불안정적이다. 재
분배 정책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소득 재분
배를 다루는 계급정책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정책의 주요내용이 대
립되는 계급 간의 갈등과 조정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정상조직의
역할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회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는 다양한 정치행위자가 참여하는데, 특히 중요한 행
위자는 대통령(정책과 관련된 정부관료나 기구),의회(소관위원회나
소위원회),이익집단을 포함하는 사적 부문이다. 정책유형에 따라서
세 행위자의 상대적 영향력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정치과정의 갈등
양상과 정책결정의 가시성의 정도역시 다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
(Ripley and Franklin 1987)은 로위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정책의제의
특성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지연합이 형성되고, 중요한
행위자가 다르며, 갈등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로위의 정책유형화는 정책유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배·재분
배·규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틀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부
분의 법안은 규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정책이
동시에 재분배적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유
형에 대한 첨도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그림 4-19는 정책 유형별 부처 예산 변동률의 첨도가 어떻게 분포
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55). 그림 4-19에서 볼 수 있듯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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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문화관광, 산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과기부, 정통부등의 주요
추진정책을 분배와 관계되는 정책으로 가정할 때 주로 분배정책의
첨도 분포는 낮은 값에서 높은 값에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재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외교 국방정책이라고 가정한다면 외교 국방정책의
경우 첨도분포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부
의 첨도가 다른 외교국방정책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은 1972
년 유신의 영향으로 보이는 1973년 2000%가 넘는 급격한 예산 증가
를 보이는데 이 1회적인 영향이 전체 첨도 값에 큰 영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시스템의 내재적인 원
인이라기보다는 외생적인 영향이 분명하되 그 크기가 너무 커 다른
내재적인 규칙성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분석에서 통일부의 경우는 1973년의 변동을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규제정책과 재분배 정책은 중
간정도의 첨도 영역 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정책이 재
분배 정책보다 다소 낮은 첨도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규제정책이
단절적 변동의 요소가 매우 적음을 의미한다.

55) 본 연구에서는 Lowi의 분류와 리플리와 플랭클린의 분류를 반영해 정책유형을
배분/재분배/규제.외교국방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첨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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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부처별 첨도변화의 정책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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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 부처별 예산변동율의 첨도 변화를 기본으로 정책 유형별
로 부처별 예산변동률을 각각 규제, 재분배, 분배, 외교국방정책으로
분류하여 정책 유형별 첨도의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4-20은 이러한 첨도의 경향을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0에서 볼 수 있듯이 첨도의 크기는 분배정책>재분배정책>규제정
책의 순이었고 외교 국방정책은 통일부를 제외하였을 때에는 가장
작은 첨도 값을 보였고 통일부를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큰 값을 보
였다. 이는 앞서 부처별 첨도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통일부를 제외한다면 첨도는 분배정책이
가장 크고 재분배 정책, 규제정책, 외교국방정책의 순을 따른다. 이
는 예산변동에 있어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의 경우 단절적 균형이 발
생할 확률이 큰 반면 규제 및 외교 국방 정책은 예산의 급격한 변
동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정책의 급격한 변동 혹은 단절의 원인을 일종의 특정 정책의
내재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마찰(fraction)로 설명한다면 분배 및 재
분배 정책에 비하여 규제정책 및 외교 국방 정책은 정책의 정책마
찰이 적다고 유추할 수 있다56). 반면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정책마찰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같
은 유형별 정책의 분류는 정책유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배·
재분배·규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는 점에서 분석틀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대
부분의 법안은 규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정책
이 동시에 재분배적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
수단 등에 관련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6) 이는 분배정책이 상대적으로 정책갈등이 적다는 이론과는 상반된다.

- 163 -

그림 4-20. 정책유형별 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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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책내용에 따른 분류방법으로는 기능별 분류를 들 수 있
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행정수반의 정책수립 및 입법부의 예산심
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
다. 우리나라의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로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 등
으로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결산회계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별 예산은 정책 소요 예산을 주요 정책별로 정확
히 구분하여 주는 장점이 있으나 부처단위에 비해 세부정책별로 나
누어질 수 없어 대분류적인 성격을 갖는다. 실제 예산수립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추진은 기능별단위보다는 부처단위로 수립되므로 부처
별 특성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세부 예산의 변동을 파악
하는 것이 앞서의 정책유형별 분류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일반행정부문을 외교, 행정, 법무
부처로, 경제개발 부문은 재정경제, 산업자원, 농림수산, 과학기술,
정보통신, 건설교통 부처로 사회개발은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 노동 부처로, 그리고 국방부처로 구분하고 이들 기능별 분류
에 대응하는 부처의 예산 변동율의 첨도변화를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그림 4-21은 이러한 구분에 의해 기능별로 분류한 부처별 예산
변동의 첨도를 비교한 것이다57). 그림 4-21에 의하면 첨도는 국방부
문이 가장 낮고 경제개발 부문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개발 정책의 경우 일반행정이나 국방정책에
비하여 외부적 변동에 대응이나 변동이 심하고 따라서 예산의 단절
적 변동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국방이나 행정부문은 경제정책부문에 비하여서는 관료화되어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체계를 운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Kasper and Streit(1998)의 분류에 따라 정부기능을
57) 통일부의 경우 기능별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일부를 일반행정분야에 포함
시켜 첨도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의 첨도는 152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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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생산자 그리고 재분배자로 나누고 해당 기능을 하는 부처를
표 4-8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4-7.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및 해당부처
기능별분류

부처

일반행정

외교, 행정, 법무

경제개발

재정경제, 산업자원, 농림수산, 과학기술,
정보통신, 건설교통

사회개발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 노동

국방

국방부

표 4-8. Kasper and Streit에 의한 정부의 기능별 분류 및 해당부처
정부의
기능

기초이론

주요내용

보호자 사회계약론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호
생산자 공공재이론

공공재의 생산

재분배자 사회정의론

빈부격차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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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국방, 행정, 환경,재경, 법무,외
교, 통일
산업자원,건설교통, 농림, 정보
통신, 과학기술
교육, 보건복지,노동, 문화관광

그림 4-21. 부처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첨도 변화(부처별 기능분류
및 정부기능별 분류(Kasper and Streit, 1998; 김철회,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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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분배, 재분배정책과 경제개발 부문의 정책유형
이 예산의 단절적 균형 경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책마찰의 차원에서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개발 정
책이 정책마찰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
책유형 구분에 의하면, 분배, 재분배 정책이 외교국방 및 규제정책
보다 첨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세출결산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서는 정책개발부처가, Kasper and Streot (1998)에 의
한 정부 기능별 분류를 적용한 정부기능분류에 의하여 정부부처를
구분하였을 경우 생산자, 재분배자, 보호자의 순으로 첨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생산자기능을 하는 부처가 예산
변동에 있어 단절적 균형의 경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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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유형별 예산변동률의 규칙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Dunleavy의 관청유형 및 Clark and Dear의 조직유
형등 선행연구들에 의한 조직 유형의 분류에 따라 예산변동의 분포
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직의 규모와 권력
지수 등이 예산변동에 미치는 분포변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가지 분류방법에 대하여 관청유형에 의한
분류, 조직유형에 근거한 국가기구유형 I, 조직유형에 근거한 국가기
구분류 II와 같이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관청유형에 근거
한 부처분류는 표 4-9과 같다. 또한 조직유형에 근거하여서는 표
4-10와 4-11와 같이 두 형태의 경우에 대하여 부처를 구분하였다.

표 4-9. 관청유형에 근거한 기관분류 및 해당 부처
기능
직접집행
기관

58)

조직특성

해당중앙정부조직

전달기관

고전적 계선관료제

국방, 법무, 외무, 통일

이전. 계

보조금, 사회보장형태의

보건복지, 농림, 노동,

이전, 계약체결

산업자원, 건설교통

간접집행 약기관
기관
통제기관

정책집행 감독

58) 정용덕(1995), 김근세(2000)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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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경제, 과학기술,
행정자치

표 4-10. 조직유형에 근거한 정부조직 분류 예 I (김태수, 1993)
한국행정학회, 1999
기능

59))

정부조직

해당중앙정부조직

조정,재정적 행정조직
생산적 기능

생산적 행정조직
토대적 행정조직

농림, 산업자원,
건설교통, 정보통신

재생산적 행정조직
재생산적 기능

노동

교화적 행정조직

교육

복지일반적 행정조직

보건복지

보건후생적 행정조직
규제적 기능
관리적 기능
대외적 기능

치안적 행정조직
규제일반적 행정조직

재정경제, 행정자치,
환경부,문화, 법무

관리적 행정조직
대외적 행정조직

통일, 외교,국방

표 4-11. 조직유형에 근거한 정부조직 분류 예 II (정용덕, 1999)
기능

조직특성

해당중앙정부조직

합의

정치, 법, 억압

행정자치, 통일, 외무, 법무, 국방

생산

공적생산, 공적 제공 농림, 산업자원, 건설교통, 과학기술

통합

복지,보건, 교육

집행

관리, 규제

보건복지, 환경, 교육, 문화,
노동, 정보통신
재정경제

59) 정부조직구조연구 (1999) 한국 행정학회 조직학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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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청유형에 의한 분류
표4-9과 같은 관청유형에 의한 분류에 의한 첨도의 부처별 분포
를 살펴보면 그림 4-22와 같이 대체적으로 전달기관 및 통제기관이
낮은 첨도분포를 보이고 이전계약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대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달기관이나 통제기관의 경우 고전적
계선관료제 조직유형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관료화된 조직
일수록 첨도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조직의 마찰정도는 낮아지기 때
문에 단절적 변동의 발생확률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도 부합한다.

그림 4-22. 관청유형에 따른 분류에 의한 첨도의 부처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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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포를 유형별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 유형에 따른 부처별
변화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첨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4-23과
마찬가지로 Kurtosis는 통제기관<전달기관<이전계약의 순서를 보이
는 반면 L-Kurtosis는 전달기관이 이전계약기관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부의 첨도가 다른 전달기관에 비
하여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통제기관에서 통일부를 제외하
였을 경우의 첨도는 그림 4-23와 같이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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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관청 유형에 따른 부처별 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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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은 각 기관유형에 해당하는 부처별 예산의 변동을 하나의
측정값으로 하여 첨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이와 달리 전체 기관 유
형에 해당하는 예산을 통합하여 연도별로 분류하게 되면 각 기관의
연도별 전체 예산의 변동에 대한 첨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24는 이러한 기관별 전체예산변동에 대한 첨도의 변화를 살
펴본 것이다. 그림 4-24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기관별로 예산을 통
합할 경우 이전의 각 부처별 예산에 대한 기관별 첨도값에 비하여
첨도의 값이 작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단위가 첨도에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석단위가 세분화
될수록 급격한 변동의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결국 이에 대한 첨도
는 높은 값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하여 분석단위가 중분류, 대분류와
같이 세부적인 사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세부적인 정책 혹
은 예산의 변동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전체적인 규모의 변화를 보
게 되므로 이 경우 첨도의 변화는 세부사업을 고려하는 경우에 비
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4와 앞서의 그림 4-23을 비교해 볼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
제기관과 전달기관의 첨도가 이전계약기관의 첨도에 비하여 총괄적
예산에서 첨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사업의
경우는 세부사업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 등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
다고 유추할 수 있다. 첨도의 유형별 비교에 있어서는 역시 이전계
약기관의 첨도의 변화가 통제기관이나 전달기관에 비하여 다소 높
은 분포를 보이는 일관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달기관의 Kurtosis와 L-Kurtosis가 낮아지는 것은 부처별 첨도를
고려하였을 경우의 통일부의 영향이 유형별 예산을 합산함으로 인
해 상쇄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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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관청 유형에 따른 부처별 첨도변화 (기관별 총액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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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유형에 근거한 국가기구유형 I
두번째로 표 4-10과 같이 부처를 관리기능, 생산적기능, 재생산적
기능 그리고 대외적 기능과 같이 조직을 분류할 경우 그림 4-25와
같이 생산적 기능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부처의 첨도가 높고 규제관
리 및 대외적 기능에 해당하는 부처의 첨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5. 조직유형I에 의한 분류에 의한 첨도의 부처별 분포

이를 조직유형별로 통합하여 살펴볼 때에도, 생산조직의 첨도가 높
고 규제관리와 대외조직(통일부 제외)의 첨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조직의 경우 유동성의 측면에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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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등의 조직에 비해 외부적 충격에 대한 변화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자부, 건설교통부 등의 부처의
경우 대외적, 경기 조건에 따라 정책이나 예산 대응이 더 능동적으
로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앞 절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통일부의 첨도변화를 합치게 되면 대외정책의 첨도변
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통일부를 제외한 경우의
결과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조직의 첨도가 높은 이유는 생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 생산적 조직의 경우 투
자적 요소가 강하고 다른 조직에 비해 역동적인 특성을 갖게 되므
로 예산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동의 가능성이 규제, 관리 등의 다른
고전적 계선관료조직유형에 비하여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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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조직 유형I에 따른 부처별 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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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유형에 근거한 국가기구분류 II
마지막으로 합의, 생산, 통합 그리고 집행 기능과 같이 조직유형에
근거한 정부조직 분류 예 II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조직을 분류할
경우 그림 4-27에서 볼 수 있듯이 집행 및 합의조직의 첨도가 낮고
생산조직의 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4-27. 조직유형II에 의한 분류에 의한 첨도의 부처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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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변동을 유형별로 합하여 첨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주로
생산, 통합 유형이 높고 집행유형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합의 유형의 경우 통일부를 제외하였을 경우 앞서 기술
한 경향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림 4-28. 조직 유형II에 따른 부처별 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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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의 값 자체를 놓고 볼 때 부처별 예산변동의 첨도값에 비하여
유형별로 부처별 변동값을 분류한 뒤 살펴본 첨도 값은 더 높은 값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부처의 변동률이 하나
의 유형에 소속되어 변동율에 대한 첨도를 비교함으로 인하여 생기
는 것으로 각 부처를 모두 합산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첨도값은
Kurtosis값이 288.5로 평균적인 부처의 첨도에 비해 더 큰 경향을 보
이게 된다. 다만 L-Kurtosis값은 극치에 치우치지 않는 특성에 의하
여 0.717로 Kurtosis만큼 높은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 기관 유형에 해당하는 예산을 통합하여 연도별로 분류한 결
과는 그림 4-29와 같이 생산유형의 경우 높은 첨도를 보이는 반면
에 집행, 합의, 통합 유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첨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앞선 분석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
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첨도 분석을 통하여 예산 변동률의 첨도 변화가 정책유형
혹은 조직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정책/예산의 마찰정도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즉, 생산
유형이나 이전계약기관의 경우 탈집권화 되어 있고 규제기관 등에
비하여 정책 추진시 발생하는 마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첨도의 증가를 의미하고 단절적 균형의 확률이 다른 조직유형에 비
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마찰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마찰정도를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하나로 관료제 권력지수와 예산 규모 등을 설정하고 이
들 원인변수와 예산변동률의 첨도변화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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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조직 유형II에 따른 부처별 첨도변화 (기관별 총액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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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변동률 첨도 변화의 원인변수
1) 관료화 권력지수
부처별 관료화 정도와 예산변동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료화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까지 관료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조직 규모, 권
력지수, 예산 규모 등을 통하여 유추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30과 같이 부처별 관료화지수와 부처별 정책변동의 변화 첨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고 이들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4-30에 나타난 부처별 관료화 지수는 오재록(2006)의 연구결과를 본
연구의 부처별 기준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연구
와 본연구와의 부처 비교를 통하여 통합된 부처의 권력지수는 각
부처의 권력지수의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예산변동률과 관료화 권력지수와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료화 권력지수와 예산변동률 사이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오재록(2006)
의 연구에서 권력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에서 물적자원 변수를 제외
후 권력지수를 다시 산정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표 4-12).
그림 4-30과 같이 관료화 권력지수는 재정경제부, 국방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등이 높은 지수를 기록했고, 정보통신부, 법
무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지
수를 보여주고 있다.

- 183 -

표 4-12. 관료제 권력의 구성개념과 측정지표 (오재록, 2006)
구성개념

측정변수
인적자원

자원

물적자원

조직자원
법적자원
예산재량
자율성61)

권
입법재량
권
수직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수평적
네트워크
기관권력

잉여력

의
비공식적
현시

잠재력

보유권한

측정지표

가중치60)

총직원수
고위직 지표
최고위직 지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0.027
0.057
0.039

합계액
추경예산, 예비비, 보조금
합계액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규모와 질
제개정된 소관 법률
세출예산 대비 이용액의 비율
세출예산 대비 전용액의 비율
특수활동비 합계액
제개정 하위법령수
소관법률쪽 대비 하위법령
쪽수의 비율
소속기관의 규모와 질
산하기관의 규모와 질
문서교환 연계성 지표
업무 연계성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도 점수
퇴직 관료의 재취업비율
장차관으로 진출한 출신자 수
요직 보유비율
중앙일간지 1면기사 게재 비중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수감일수
주재관의 규모와 질
기소권, 수사권, 조사권,
정책조정권, 자원배분권 등
등록규제의 수

0.051
0.018

비고

제외후
산정
제외후
산정

0.061
0.051
0.015
0.012
0.038
0.028
0.016
0.032
0.026
0.011
0.017
0.042
0.059
0.056
0.031
0.025
0.019
0.207
0.058

60) 해당 분야의 전문가 평가로 AHP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부여 결과(오재록, 2006)
61) 오재록, 전영한 (2007) 관료적 자율성과 조직성과: 한국 40개 중앙행정기관 실증
분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61-76.

- 184 -

(a) 부처별 권력지수62) (오재록, 2006)

(b) 물적자원을 모두제외 후 재산정한 권력지수

(c) 권력지수 (박천오, 2002)
그림 4-30. 부처별 관료화 권력지수 (오재록(2006), 박천오(2005) 의
자료를 재구성)
62) 오재록(2006)의 결과를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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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구분한 정책유형 및 조직유형의 첨도값과
각 유형에 대응되는 관료화권력지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관청유형구분으로 분류한 유형과 관료화 권력지수를 비교해 볼 때
권력지수는 통제기관의 권력이 높아지는데 비해 첨도는 통제<이전
<전달기간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료화 권력지
수가 높은 조직유형에서 첨도는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줌을
의미한다.
관료화 권력지수의 추이를 조직유형별로 살펴볼 때에도 이와 비슷
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권력지수는 집행기관의 권력지수
가 높은데 비해 첨도는 이와 반대로 집행과 합의(통일부 제외)가 낮
고, 통합과 생산이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조직유형으로 비교해 볼 때에도 관료화 권력지수는 규제
관리조직 및 생산조직유형이 낮은 권력지수를 보이는데 비해 첨도
는 생산이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책유형을 살펴볼 때에도 외교국방과 규제가 권력지수는 높고 첨
도는 낮은데 비해 재분배와 분배정책은 권력지수는 낮고 첨도는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능별 유형에 따라 살펴볼 때에는 국방부문의
권력지수가 가장 높고 경제개발, 일반행정, 사회개발의 순으로 분포
하였으나 실제 경제개발, 일반행정, 사회개발분야의 권력지수는 거
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첨도는 국방분야가 가장 낮은 값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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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화 권력의 정도가 감소할수록 첨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해석으로는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과 이로인한 첨도의 증가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결정은 개인 혹은 하위부서의 권력이
행사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권력에 의해 그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료제 권력이 높은 부처일수
록 의사결정은 단순함에 비하여 관료제 권력이 낮을수록 의사결정
은 복잡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자숙, 2006).
예를 들어 농림부의 경우 재정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관련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63). 농림부의 경우 관료제 권력지수
지수상으로 볼 때에는 중하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천오의 연구
에 의하면 최하권의 권력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첨도는
Kurtosis 28.64, L-K 0.668로 상대적으로 높은 첨도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의사결정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체계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Kurtosis 2.59, L-K 0.196으
로 낮은 첨도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권력지표는 관료제 권력지표의
경우 재경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료제
권력이 증가할수록 의사결정과정은 단순화되고 이로 인해 예산 변
동변화율의 경향은 급격한 변이를 보이지 않게 되어 첨도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조직의 마찰정도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조직의 권력지수가 높
을수록 마찰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21과 4-32는 이러한 경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권력
지수가 증가할수록 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관료제 권력지수가 높은 조직 혹은 부처일수록 정책 혹은 예산의
63)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5년도 예산안 분석II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구조
가 가지는 복잡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8)는 농림수산
식품부 재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세옥, 2009, 농림수산식
품부 재정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개선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36,
24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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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쉽지 않고 이는 낮은 첨도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를 앞서의 정책 및 조직유형의 결과에 적용해 본다면 첨도가 낮
은 정책 혹은 조직유형은 권력지수가 높은 특성을 갖는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첨도가 높은 생산조직 유형이 관료제의 권력지
수가 낮다고 불수 있다. 이는 생산부처가 규제부처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더 낮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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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유형별 첨도와 이에 대응되는 권력지수 평균값 비교

64) 통일부는 제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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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그림 4-32. 권력지수와 첨도의 상관관계(계속)

- 191 -

그림 4-32. 권력지수와 첨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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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은 조직유형 및 기능별 권력지수와 첨도와의 유의성을 검증
하여 본 결과이다. 표 4-1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다룬 조
직 유형의 구분에 따른 권력지수와 첨도의 관계가 모든 경우에 있
어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생산자 혹은 생산관련 기
관, 직접집행기관 등이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앞서 결과에서 제시한
첨도 차이의 유의성을 보였다. 다만 배분-재분배-규제-외교국방으로
구분한 정책유형별 분류는 그 유형에 따른 첨도의 변화에 있어 유
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하지 않게 된 원인은 분류의 적합
성등과 정책 유형별 부처분류의 합당성등 분류자체의 한계를 가지
고 있을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가설에 의한 정책 유형별 분류가 기
능별 분류나 조직 유형별 분류에 비하여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조직 유형 및 기능별 분류에 의한 첨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하여 생산기관과 비생산기관, 이전계약기관과
비이전 기관 구분하였을 때 이들 구분이 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기관과 비경제기관으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5% 유의수준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뢰도 90%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Kasper and Streit에 의한 정부의 기능별 분
류에 기초하여 보호자와 비보호자로 구분하였을 경우 신뢰도 90%수
준에서 보호자 관련 기능을 하는 부처의 첨도가 낮은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기타 분배정책유형과 비분배정책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와 조직 및 정책 유형별 분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대
체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에서의 16개 부처의 첨도를 유형으로 구분하여 회귀식을 분석할 경
우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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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조직유형 및 기능별 권력지수와 첨도와의 유의성 검증
(종속변수: Kurtosis)
모형
(생산자-보호자재분배자)

비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5.443

.000

-.401

-2.012

.067

6.850

-.613

-2.648

.021

7.718

-.390

-1.710

.113

t

유의확률

3.579

.004

B

표준오차

(상수,생산자)

45.785

8.413

권력지수

-.420

.209

보호자(dummy)

-18.141

재분배자(dummy)

-13.199

모형
(직접집행-이전집
행-통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베타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직접집행)

31.484

8.797

권력지수
이전계약
(dummy)
통제
(dummy)

-.527

.220

-.504

-2.391

.034

16.349

6.684

.539

2.446

.031

3.615

7.917

.107

.457

.656

t

유의확률

모형(합의-생산-통
합-집행)

비표준화 계수

베타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생산)

51.257

8.318

6.162

.000

권력지수

-.435

.196

-.416

-2.221

.048

합의(dummy)

-22.049

6.765

-.697

-3.259

.008

통합(dummy)

-20.397

6.447

-.673

-3.164

.009

집행(dummy)

-25.706

12.140

-.424

-2.117

.058

t

유의확률

모형(배분-재분배규제-외교국방)

비표준화 계수

베타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배분)

41.939

9.582

4.377

.001

권력지수

-.482

.237

-.460

-2.034

.067

재분배(dummy)

.574

10.460

.013

.055

.957

규제(dummy)

-14.151

8.260

-.418

-1.713

.115

외교국방(dummy)

-8.719

9.111

-.232

-.957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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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모형(경제-일반행정
-사회-국방)
(상수, 경제)
권력지수
일반행정(dummy)
사회(dummy)
국방(dummy)

모형(생산-재생산규제-대외관리)
(상수, 생산)
권력지수
규제(dummy)
대외
재생산(dummy)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45.252
9.720
-.500
.253
-.478
-19.449
8.300
-.517
-11.148
7.050
-.352
-9.858
15.111
-.163
a. 종속변수: Kurtosis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47.165
8.436
-.463
.210
-.442
-20.337
7.236
-.643
-14.707
8.462
-.391
-10.185
8.532
-.271
a. 종속변수: 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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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유의확률

4.656
-1.979
-2.343
-1.581
-.652

.001
.073
.039
.142
.528

t

유의확률

5.591
-2.205
-2.810
-1.738
-1.194

.000
.050
.017
.110
.258

표 4-13. 조직유형 및 기능별 권력지수와 첨도와의 유의성 검증
(종속변수: Kurtosis, 계속)
비표준화 계수

모형
(생산-비생산)

B

표준오차

(상수,비생산)

31.104

6.912

권력지수

-.471

.167

생산기관(dummy)

21.376

5.404

비표준화 계수

모형
(이전-비이전)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4.500

.001

-.450

-2.823

.014

.631

3.955

.002

t

유의확률

3.715

.003

베타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비이전)

31.644

8.518

권력지수

-.494

.202

-.472

-2.450

.029

이전계약기관(dummy)

15.022

5.833

.496

2.575

.023

t

유의확률

5.021

.000

모형
(겅제-비경제)

비표준화 계수

베타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비경제)

46.734

9.308

권력지수

-.543

.216

-.518

-2.510

.026

경제관련기관(du
mmy)

12.223

6.259

.403

1.953

.073

t

유의확률

3.008

.010

모형
(보호자-비보호자)

비표준화 계수

베타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비보호자)

29.988

9.968

권력지수

-.479

.221

-.457

-2.168

.049

보호자기관(dumm
y)

-11.968

6.238

-.405

-1.919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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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록 모든 유형에 있어서 이러한 권력지수와
첨도의 분포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첨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조직의 중앙집권력이 강화되고 이는 조직예산
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하다. 표 4-14와 같이 부처별 권력지수와 첨도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권력지수와 첨도의 상관분석
Pearson 상관계수
권력지수

Kurtosis

1

-.533*

유의확률 (양쪽)
N

Kurtosis

권력지수

.034
16

16
*

Pearson 상관계수

-.533

유의확률 (양쪽)

.034

N

16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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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2) 조직 및 예산규모
권력지수와 더불어 유형별 예산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조직과 예산의 규모를 들 수 있다. 예산의 규모가 큰 조직의 경우
급격한 예산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휘발도가 낮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고 이는 예산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변화율의 첨도는 낮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반대로 규모
가 큰 조직의 경우 구성요소의 복잡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 혹은 예산의 단절적 변동이 더 높아
질 수 있어 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림 4-33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유형별 예산의 연도별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첨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3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별
예산과 첨도는 뚜렷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예산규모와 첨도의 비교에 있어 조직 및 정책 유형별 비
교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예산규모와 첨도의
비교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첨도와 예산규모를 그림 4-26
과 같이 표시하여 보았다. 그림 4-34에서 볼 수 있듯이 역상관의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산규모가 클수록 첨도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이 작을수록 예산변동의 단절적 변동경향이 강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외교부, 행정자치부등 예산규모가 작으면
서도 부처의 특성상 단절적 변동의 경향을 보이지 않아 첨도가 낮
은 부처가 존재하며, 이는 첨도가 단지 예산 규모에 의해서만 영향
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유형이나 정책의 유형과 관계가 있음
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의 유형이나 정책
의 유형은 관료제 권력지수와는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
의 규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다만 예산의 규모와 부처별
예산변동의 첨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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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단절적 변동이 나타날 개연성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33. 유형별 첨도에 대응되는 예산값의 변화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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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부처별 예산규모와 첨도의 비교 (2006년도 예산 vs.
부처별 예산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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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은 조직의 규모를 조직 구성원의 규모에 비례한다는 가
정하에 2006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정원과 이에 대응하는 부처 첨도
를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림 4-33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별 정원과
첨도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몇몇 부처를 제외하면 대체
로 비례하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 규모가 증가할수록 조직의 마찰이 증가하여 단절적 변동이 발
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정원의 시간적 변화나 직급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아 규
모와 첨도와의 관계는 향후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4-35. 부처별 정원규모와 첨도의 비교65) (2006년도 부처정원
vs. 부처별 예산 첨도)
65) 교육, 공안, 우정사업등으로 인한 일반행정 외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교
육부, 법무부, 정보통신부는 제외하였다.

- 201 -

5. 소결
이상의 유형별 첨도변화와 권력지수, 예산규모와의 상호 분석을 통
하여 다음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조직유형으로 분류할 때
유형별로 첨도는 집행과 합의(통일부 제외)가 낮고, 통합과 생산이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직유형으로 분류할 때 첨도는 통제<이

전<전달기간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유형을 살펴볼 때 외교국방과 규제 정책은 첨도는 낮은
데 비해 재분배와 분배정책은 첨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지수의 추이를 조직유형별로 보면 먼저 통합<생산<합의<집행
의 순서로 권력지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도의 변화는 이
와 반대로 집행과 합의(통일부 제외)가 낮고, 통합과 생산이 높은 형
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권력지수로 볼 때 전달<이전계약<통제의 순
으로 권력이 높아지는데 비해 첨도의 변화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첨도의 변화는 권력지수의 추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즉,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첨도는 낮은 경향을 보인
다. 이는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관료화의 경향이 강화되어 첨도는 낮
은 값을 보인다는 Robinson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정책유형을 살펴볼 때 외교국방과 규제가 권력지수는 높고 첨도는
낮은데 비해 재분배와 분배정책은 권력지수는 낮고 첨도는 높은것
을 알 수 있었다66). 예산의 규모와 첨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유
형별 분류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처별 분류로 보았
을 경우 예산규모가 큰 조직의 경우 첨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즉, 예산 규모가 큰 조직의 경우 단절적 변동의 발생가능성
은 더 작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해당 부처의 조직정원규모가

66) 다만 상기의 정책 유형별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유형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02 -

증가할수록 단절적 변동의 발생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조직의 증가가 조직의 복잡성을 강화시켜 조직 내 마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예산 혹은 정책의 단절적 변동을 유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67). 따라서 이상의 관료화 권력지수,
예산규모, 조직규모가 부처의 단절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부
처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인 마찰정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데 이는 예산 변동률의 첨도 변화가 앞서 기술한 관계 이
외의 외생적 변화, 또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67) 상식적으로 예산의 증가는 조직의 증가를 수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원 규
모의 증가가 단절적 변동을 수반한다는 해석은 예산과 단절적 변동과의 관계와 비
교해 볼 때 상충되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간의 단순한 인과
관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슷한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예산에서 정원이 많은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조직내 복잡성
이 더 높고 이는 조직내 마찰을 증가시켜 단절적 변동의 확률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203 -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66년에서 2008년동안의 40년간 부처별 예산자료
를 이용하여 정책 변동의 추이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예산변동이론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점증주의적 시각은 예산 변동
의 다이내믹한 변동과정을 설명하지 못함을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
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최근의 예산 변동설명이론으로 예산의 급격
한 변동과 상대적으로 안정적 과정을 반복하는 단절적 균형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예산변동의 원인을 외부적 충격 혹은 사건에 의한 급격한 변
동과 조직에 내재적인 특성에 의한 변동 그리고 복잡계적인 예측불
가능성에 기인한 카오스적 변동으로 구분하였고 실제 예산의 변동
은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변동의 원인이 외부적 충격 자체에 있다기보
다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반응하는 대상 조직의 내부적 메커니즘의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생적 영향에 의한 예산변동을 사회 경제적 사건과
같은 외부적 영향에 의한 예산변동이라 정의하고 대상 기간 중의
예산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을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외부적 사건을 개입(intervention)으로 정의하
고 ARIMA-Intervention을 이용하여 예산변동을 설명력을 기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조직이나 정책 유형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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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예산의 변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먼
저 선행연구의 정책 유형이나 조직 유형에 맞게 대상 부처를 구분
하고 이들 구분되는 유형별 예산 변동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
였다. 이러한 특성 파악을 통하여 유형별 예산 변동의 규칙성을 파
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비점증적(단절적)균형론에 입각한 연도별 예산의
첨도(kurtosis)와 L첨도(L-kurtosis)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
다.
개입 ARIMA 분석결과 예산의 변동은 단순 시계열에 의존한 이론
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이는 점증주의적인 시각으로 예산변동을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산의 유형별 첨도 변화를 분
석하여 볼 때 조직유형 분류기준으로 국가기구 유형으로 볼 때, 집
행과 합의(통일부 제외)가 낮고, 통합과 생산이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제가 낮고 전달기관이나 이전계약기관은
상대적으로 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유
형을 살펴볼 때 외교국방과 규제 정책은 첨도는 낮은데 비해 재분
배와 분배정책은 첨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첨
도의 차이는 분석하기 위하여 권력지수의 추이를 조직유형별로 살
펴본 결과 첨도의 변화는 권력지수의 추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첨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형별 첨도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통제기관은
첨도가 낮은 부처유형이지만 권력지수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생산
유형은 첨도는 높으나 권력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책유형으로 볼 때에도 분배정책의 첨도는 높으나 권력지
수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직유형의 생산과 비생산, 기
능별 분류의 경제와 비경제, 보호자와 비보호자로 유형을 구분하였
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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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유형 분류가 예산변동의 첨도 변화에 있어 어느 정도 인
과관계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고 보인다.

예산의 규모와 첨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예산이 클수록 첨도도
커지고 예산이 작을수록 첨도도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예산 변동의 변화는 phase diagram을 이용한 끌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관청유형인 경우 이전계약
부서, 국가기구 유형인 경우는 생산 유형, 정책유형으로 볼 때에는
분배정책이 예산변동에 있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첨도가 높아질수록 즉, 정책 마찰이 증가할수록 결국 예측 불
가능한 간헐성의 요소가 증가하여 예산이나 정책의 변동을 예측하
기가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지금
까지의 결과로 보았을 때 예산변동률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첨도를
보였던 국방, 교육, 행정자치, 법무부등의 부처의 경우 정책의 상대
적 예측가능성이 높은 반면, 예산변동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첨도
를 보였던 산업자원, 건설교통, 농림, 과학기술, 정보통신등의 부처
는 예측확률이 낮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부처별 예산자료의 변동률을 통해 본 연구에서
는 예산의 부처별 변동이 단지 외생적 사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조직 유형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규칙성의 탐색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변동의 규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조직의 규
모, 권력지수, 예산 규모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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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부처별 예산변동의 함의
부처

첨도
(L-K)

변동폭

예측가
능성

기능별

권력지수

분류

(순위)

분배
외교국방

경제개발

7
16

생산
생산
통합
생산
통합

분배
분배
분배
분배
재분배

경제개발
경제개발
경제개발
경제개발
사회개발

4
9
13
15
11

규제관리

통합

규제

사회개발

10

국가기구유

국가기구유

형I

형II

이전계약
전달

생산
대외

생산
합의

이전계약
이전계약
이전계약
통제
이전계약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재생산

이전계약

관청유형

정책유형

예산규모

조직

(1966,순

20

위)
10

산자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과기부
노동부

0.924
0.768
0.817
0.668
0.617
0.629
0.598

환경부

0.472

보건복지부

0.538

중간변

이전계약

재생산

통합

재분배

사회개발

6

4

문화관광부

0.286

동

이전계약

규제관리

통합

분배

사회개발

12

9

재경부

0.182

통제

생산

집행

규제

경제개발

1

2

법무부

0.473

전달

규제관리

합의

규제

일반행정

14

6

외교부

0.255

전달

대외

합의

외교국방

일반행정

8

5

국방부

0.196

전달

대외

합의

외교국방

국방

2

1

교육부

0.255

통제

재생산

통합

분배

사회개발

3

3

행정자치부

0.206

통제

규제관리

합의

규제

일반행정

5

11

큰
변동

적은
변동

낮음

높음

8
7
12
1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예산 자료를 사용하였고 첨도라는 측정수
단을 통하여 예산 변동의 비선형성을 평가하였고 그 패턴 내지 규
칙성을 조직 유형이나 정책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 단절적 균형이론의 접근 방식의 외연을 넓
히고자 하였다. 단절적 균형이론에 입각한 정책 분석 관련 연구는
외국의 경우 지지연합모형, 정책흐름모형 등 다른 정책 변동 모형과
더불어 예산, 법안, 미디어를 포함하여 세부 정책 간 비교, 정책유형
간 비교를 비롯하여 제도주의와의 접목 등 양적, 질적 연구 모두 풍
성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기존의 미국의 정책 중심의 연구결과를 국가 간 비
교 등을 통하여 일반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기술한데로 단절적 균형이론에 대한 연구
가 주로 예산과정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 왔고, 연구사례도 빈약하
며, 주로 단절적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국한된 면이 없
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예산 변동률의 분포를 살펴볼 때, 주
로 사용되었던 기능별 예산 혹은 전체 예산의 변동을 살펴보는 것
보다 세부기능별 혹은 부처별 예산 등을 통한 분석이 정책변동의
분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예산변동의 내재적 특성인 조직 혹은 정
책유형에 따른 변동의 규칙성을 분석함으로서 예산의 변동을 이해
하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
구는 우리나라의 장기간에 걸친 예산변동의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

- 208 -

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절적 균
형론의 관점에서 예산변동을 살펴보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
으로서 단절적 균형론이 우리나라에도 일반화된 원리로서 정책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절적 균형론의 시각에서 예산의 변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급작스
러운 변동과 안정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변동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절적 균형론에서는 단절의 원인을 외부의 자극에 대
한 내부 체제의 독점의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의 붕괴
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의 부족과 특히, 외부
적 충격에 대한 강조에 비해 내재적 요인에 대한 설명의 부족이 단
절적 균형론의 주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절의 원인을 기존의 사회경제적 원인 혹은 외
생적 충격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각(김철회, 2005a; 유금록, 2007) 에
서 진일보하여 관료화에 의한 정책마찰로 설명하고 이를 조직 등의
유형화된 패턴을 통하여 일반화하여보고자 하였다는데 이론적의의
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오재록, 2006)가 여러 정량적 자료들을
통하여 관료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면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관료화 지수를 단절적 균형사례
에 적용하는 사례를 보여준 연구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예산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정권별 예산의 변동
이나 특정정책분야의 예산변동을 시기별로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40여년이라는 비교적 장기적인 기간 동안
의 부처유형별 예산의 변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예산의 변동이
부처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부처
유형별 예산은 조직의 소멸 및 신생등의 변동을 거듭함으로 그 장
기간의 추이를 살피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장기간의 부

- 209 -

처유형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역시 부처별 예산의 장기간 변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많은 한계와 보완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장기간의 부처 예산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 혹은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론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절적 균형이론에서의 단절적 균형에 대
한 첨도 분석의 의의는 세첨분포(leptokurtic) 못지않게 양단의 두터
운 꼬리(fat tail)에 중요성이 있다. 이는 예산의 변화가 정규분포에
비하여 안정적인 상태가 더 지속적으로 존재하되 일반적인 정규분
포에서는 거의 발생확률이 미미한 급격한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유형별 사례는 두터운 꼬
리(fat tail)의 존재가 부처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
이 정책마찰, 특히 관료화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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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결과는 예산의 변동이 점증적이거나 예측가
능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변동이
무질서한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예산의 변동은 외생
적 충격과 조직 혹은 정책유형의 내재적 특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
며 내재적 특성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
변동과정에서의 급격한 변동과 상대적 평형이 유지되는 단절적 균
형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
다. 즉, 예산 변동과정 역시 점증주의적인 이론으로는 그 변화의 경
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외생적 충격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나 동일한 외생적 충격이 사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자
면 이러한 변화는 정책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징과 정책
의 복잡성이 가지고 있는 복잡계적 특성이 혼재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예산변동에 있어 마찰정도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 즉 조직, 예산, 정책자체의 특징 등을 이해한다
면 장기적인 정책 변동이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급격한 변동이 더 많
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변
동이 적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즉 마찰의 정
도가 높은 조직의 예산은 외생적 충격에 대하여 급격한 변동의 가
능성이 높고 반대로 마찰의 정도가 낮은 조직의 예산은 외생적 충
격에 대한 급격한 변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의 측
면에서 본다면 변화율의 첨도가 높은 부처의 예산은 예측불가능적
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반면 변화율의 첨도가 낮은 부처
예산의 경우 예측 가능의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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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행정자치, 법무부등의 부처의 경우 예산 수립에 있어 외생적 충
격에 대하여서도 변동의 폭이 적어 어느 정도의 점증적 요소를 감
안할 수 있으나, 예산변동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첨도를 보였던 산
업자원, 건설교통, 농림, 과학기술, 정보통신등의 부처는 대외적 충
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급격한 예산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
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유형 및 기능별 분류에서 높은 첨도에 속하
였던 경제관련부처, 배분, 재분배 정책, 생산정책, 이전계약정책 등
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예산의 변동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관료제 권력지수와 변동의 첨도가 역의 상관관
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료화 권력이 강한 조직일수록 첨
도는 낮고 관료화 권력이 약한 조직일수록 단절적 변동의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화 권력지수는 예산, 인력, 조직 등
다양한 변수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부처의 관료화 권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 부처의 예산변동의 양태도 변화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 변동 특성의 이해는 향후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이러
한 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본 연구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 변동
의 마찰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고찰이다. Jones et al. (2009)에 의하면 국가별 마찰도와
L-kurtosis는 일종의 선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
일 이러한 가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부처별 예
산을 단위로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계산한 우리나라의 예산변동률
L-kurtosis는 0.72이다. 만일 이 L-kurtosis에 대응되는 국가 마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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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형적관계라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마찰도는 그림 5-1
과 같이 25내외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예산변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세첨 분포를 보이
고 있으며 급격한 단절적 균형변화의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여 준
다. 물론, 다음절의 연구의 한계에서 기술하겠지만 국가 간 자료의
분석단위의 차이가 있는 등 직접적인 비교가 아직은 자료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책 변동이 급격한 변화
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는 Breunig 등(2009)의 연구결과에 의한 덴마크와 미국의
정책분야별 첨도와 본 연구에서 구한 우리나라의 첨도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그림 5-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첨도가 상대적으로 높
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교육과 외교 분야는 낮은 값을 보이고 농림, 환경 분야는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는 등의 결과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반면
국방 분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첨도의 변화가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교통 분야가 상대
적으로 높은 첨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와 다른 경향을 보
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별 비
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예산 변동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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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우리나라의 국가 마찰도 예측 (Jone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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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부처별 첨도의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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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방향
이제까지 대다수의 정책연구는 안정, 질서, 균형, 선형성 등을 강
조하는 뉴턴적 패러다임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정책은
안정과 균형을 이루며 선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상태
이고, 이를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여 안정과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현상의
복잡성, 무질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평형성, 비선형성, 급변 등이
재인식되고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뉴턴적 패러다임으로는 정책현상
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쥬턴적
정책 패러다임의 유용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정책 현상을 뉴턴 패러다임으로 모두 설명할 수없으며
경우에 따라 이를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
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2009)68).

Kiel and Elliott(1992)는 비선형 동역학을 예산에 적용하여 분석하였
는데, 예산 형성과정이 매년 범정부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매년 예
산 형성과정이 특이하고 비가역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산
체제를 예산부처와 외부부처와의 ‘안정-불안정’이 나타나는 전형
적인 비선형적 역동체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예산 및 정책의 변화
가 점증적 변화와 대푝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변동형태의 패턴이나 변화의 원
인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못하고 다만 이러한 비선형적 시스템의 연
구에 있어서는 rule of thumb(어림짐작)에 의한 접근만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

68) 김기현(2009) 정책연구에서 복잡성 이론의 유용성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7(2), 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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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이론은 정책체제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결과가 있
음을 시사한다. 복잡성 이론은 안정되었던 체제가 어떤 분기점에 도
달하면 거시적으로 창발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려주나, 언제 혼돈의 가장자리에 진입하고 어느 시점에 임계점 혹은
분기점에 도달하며 분기점에서 어느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를 예측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성 이론은 급변현상이나 비선
형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의 예측을 가능
하게 하는데 복잡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듭제곱의 법칙 등이 대표
적인 예이다(김기현, 2009)6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예
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비선형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정책 변동 혹은
예산 변동의 체제 내에서 규칙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문희태,
2001).

노화준(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카오스 혹 복잡계 이론이 정
책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그 중
에 몇몇 항목에 대하여 본 연구의 방향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
다.

1) 복잡성은 한 시스템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며, 자연적 복
잡계는 무작위적 요소와 결정론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예산 변동의 결정 요인이 결정론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원인과 무작위적 요소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69) 김기현(2009) 정책연구에서 복잡성 이론의 유용성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7(2), 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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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선형적인 시스템의 미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어떤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예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선형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정하며, 투입과 산출
이 동등한 가법적(additive)한 시스템이다. 이에 비해 비선형적 시스
템은 비 가법적이며, 어떠한 효과가 특정한 투입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라 말하기 힘들다. 효과는 원인에 피드백 되어 증폭될 수 도 있
다. 이상의 개괄적 접근에서 최근에는 비선형계의 구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일례로 복잡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시스템의 동역학과정(the
dynamics of social system)을 이석민 (2010)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5-3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조직화된 영역은 합의와 확실성의 정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질서정연하며 조직화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시스템
동태적 특징을 보이며, 활동의 결과물은 확실성 즉, 인과관례를 통
해 예측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조직화된 영역은 합의과 확실성의 정도가 모드 낮은
시스템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무작위적으로 예측이 어려우
며 명확한 패턴을 찾을 수 없어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
를 말한다.
이 극단적 두영역 사이에는 자체조직화하는 영역(self-organizing)하
는 영역이 존재하는 데 이 영역에서는 자체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하
여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 창발하게 된다. 시스템 내에 있는 행위자
들은 전반적인 설계가 없이도 상호적응하며, 행위 또는 결과들은 예
측가능하지 않지만 행위자들의 국지적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석민 (2010)에 의하면 하나의 사회시스템은 기술한 영역들간의 상
호작용이 발생하고 서로간의 변화가 이러나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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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영역 분류는 본 연구에서 접근하
고자 하는 예산 변동의 원인규명가설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분석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책(예
산) 변동의 원인을 외생적 영향과 내재적 영향 그리고 무작위적 영
향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외생적 영향은 사회시스템 동역
학과정에서의 조직화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뉴토니안(Newtonian)
파라다임에 입각한 선형적 관계로 정책 혹은 예산의 변화를 설명하
려는 시각이다. 이는 특정 이벤트 혹은 사건에 의한 정책 변동을 설
명하는 것으로 이벤트와 이로 인한 예산의 변화가 인과관계를 이루
고 있다. 외생적 영향은 결국 이러한 결정론적 예산 변동을 설명하
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에 비해 내재적 영향은 사회시스템 동역학과
정에서의 소위 자체 조직화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
확한 예산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구조적 특
성에 의해 예산이 변동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조직 유형,
예산의 규모, 정책유형 등에 의해 예산변동의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복잡계적인 시각에서는 자체 조직화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예측 불
가능한 무작위적 요인은 예산 변동의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서 사회
시스템 동역학과정의 비조직화 영역에 해당된다. 이는 어떠한 패턴
이나 규칙성을 찾기가 자기조직화 영역에 비하여 더 힘들고 혼돈적
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예산변동의 원인에
대한 가설이 복잡계적인 영역 분류와 일정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70). 본 연구에서는 예측불가능에 의한 무작위적 예산
변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향후 복잡계 혹은 카오
스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영역이 예산변동에 미치는 영향
70)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적인 이론이 단지 은유적으로 사회시스템을 분류한것에 비
하여 정책 혹은 예산이라는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첨도라는 척도
를 통하여 예산 변동의 원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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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5-3. Social system dynamics이론으로 본 복잡계적
사회변동(Olsen abd Eoyang(2001), Stacey(1996), Zimmerman et al.
(2001), 이석민 201071))

71) Olsen, E. and Eoyang, G. (2001) Facilitating organization change, San
Francisco: Jossey-Bass
Stacey, R. (1996) Strategic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dynamics,
London: Pitman Publishing
Zimmerman, B., Lindberg, C., and Plsek, P. (2001) Edgewater: Insights from
complexity sciences for health care leaders, Ieving, TX: VJ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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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문과 요약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변동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예산변동 자료를 사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정책 변동을 예산변동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당
위성에 대한 논의는 서론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당
위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동과정이 모든 정책 변동과정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므로 본 연구결과는 결과 해석에 있어 예산변동에 대한
고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로서 부처별 예산을 사용하였다. 부
처별 예산이 부처의 해당 정책을 대표한다는 가정하에 정책 유형
분류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부처별 예산에는 정책과 관련된 예
산이외에 행정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예산이 고려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류에 있어 유형 분류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의 부처별 예산은 2006년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40
여년의 기간 동안 부처의 통폐합이 반복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처내의 산하단체 내지 기관의 포
함여부등도 자료해석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책분야에 따라 특별회계예산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으나 자료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회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와 관련된 한계를 가지
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분석단위를 부처별 예산을 주로 하되 기능별 예
산을 다루었다. 두 결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첨도나 예산 변동
의 변화는 예산의 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관된 경
향을 보일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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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OMB예산 항목을 분석 항목으로 하였고 Jones et al. (2009)
의 연구의 경우 국가별 비교에서 부처별 예산이 고려된 경우와 기
능별 예산이 고려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단
위에 따른 변동추이분석 내지는 단절적 균형에 관련한 분석 등이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절과 서론부분의 연구의 틀 부분에서 기술한 복잡계
적 정책변동의 시각에서 예산변동의 예측불가능성이나 그림 5-3의
비조직화된 영역에 관련한 예산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무작위적인 변동의 불확실성이나 그에 내재된 규칙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첨도가 3이상인 경우의 세첨분포에 대한 단절적 변
동의 측면에서의 부처별 예산변동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첨도가 3
이하의 소위 “평첨분포(playkurtic)”에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세첨분포나 정규분포가 아닌 평첨분포
경향을 예산변동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향후 예산 및 정책변동과 관
련된 보다 진일보한 이론이 창출되고 자료가 축적되는 등의 추가적
인 연구들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후속연구들의 진행을 통
하여 개선의 단계를 거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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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Change Mechanisms and Regularity
Exploration in Government Budgets
Jung, Chang Ho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studies on policy changes have shown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incrementalism and that there no longer exists a
general theory that can explain policy chang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policy changes in terms of drastic
changes in budgets or policy agenda.

According to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policy
change is punctuated by long periods of stability, and large, but
rare, changes due to shifts in society or the government. Although
the reasons for these drastic changes are interpreted mainly from
external events, the exact mechanisms of these changes are still
not known.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punctuated budget changes are
a result of

not

only external events

- 234 -

but

also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departments. We attempt to identify
the regularity of budget change pattern due to these internal
characteristics.
We classified government departments

under

different

heads

according to traditional policies or organization types, such as the
bureau-shaping model, Lowi’s model, etc.

In order to understand budget changes caused by external events,
the ARIMA-Interven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RIMA-Intervention analysis explained the abrupt
change in budget well. This means that a change in budget cannot
be explained as incrementalism.
However, interventions are not consistent but vary according to
department, which means that the pattern of these changes is due
to reasons other tha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order to find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budget
changes, we analyzed the budget change kurtosis of government
department along

with various policy

and organization types.

Normally, a high kurtosis mean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a
punctuated equilibrium.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ve agencies, delivery agencies, and
transfer agencies have a relatively high kurtosis. The kurtosis for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policy agencies is higher than that of
agencies for regulation, foreign affairs, and defense policies.

From this study, in order to generalize the characteristics of
kurtosis,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bureaucratic power that

- 235 -

agencies

have

and

followed

the

trend

of

kurtosis

with

a

bureaucratic power index. The results show that the kurtosis
increases as the bureaucratic power index decreases, which implies
that bureaucratic power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kurtosi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ward the
efforts to discover the long-term evolution of the budget change
algorithm based on non-linear points of view.

Keywords:

policy

change,

budget

change,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policy type, organization type,
bureaucratic power, internal re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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