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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효율성,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

관리제도로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05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선행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재정사업의 유형, 규모 등 사업 자체의 특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도-2012년도 3년간 재정사업자율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장관의 특성 및 수행기관의 특성을 관련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세 가지 차원의 결정요인들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각각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정사업의 성과로서 재정

사업자율평가제도상 평가 총점으로 정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인 결정요인은

사업유형, 사업규모, 장관의 정책 전문성, 장관의 지식 전문성, 장관의

관리 전문성, 소관부처, 정책유형별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정의 내렸다.

또한 재정사업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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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사업유형, 사업

규모, 장관의 관리 전문성, 일부 소관부처, 재분배기관과 규제기관 등 정책

유형별 기관, 그리고 통제변수로써 측정연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변수

들의 추정된 회귀계수의 실질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재정사업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전체 8개의 가설 중에서

6개의 가설(일부지지 가설 포함)이 지지되고 있다. 먼저, 재정사업의 유형

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직접수행사업의

성과가 간접수행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정사업

의 규모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이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장관의 전문성과 관련해

서는 예상과 달리 정책 전문성과 지식 전문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장관의 관리 전문성만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관의 관리 전문성은 재정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의 가설을 일부 지지

하고 있다. 수행기관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역시 회귀분석 결과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유형별 특성에 따른 기관

의 경우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은 밝혔으나,

재분배기관이나 규제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고객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가설

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장관의 전문성, 수행기관의 특성 등 새로운 차원의 결정

요인을 모색하고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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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유형, 특히 직접수행사업이 재정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간접수행사업의 추진시 예상될 수 있는 공동행동의 복잡성,

책무성 확보 문제,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행수준 저조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원인지,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풍부한 인력과 자원에 의한 체계적 관리

에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고, 제한된 제약조건하에서의 비용효과적인 사업

관리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관의 전문성, 특히 관리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향후 장관의 인선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기관(소관부처)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이것이 부처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밝힐 수 있다면,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재정사업 성과, 사업의 특성, 장관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

장관의 전문성, 재정사업자율평가

학 번 : 2011-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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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효율성,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확산된 행정영역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NPM) 개혁사조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가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추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다양한 성과관리

수단 중에서도 정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자원의 배분에 연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의 배분적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제도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로써,

미국의 사업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을 벤치

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수정, 2005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이 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

하는 중앙부처의 재정사업을 단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공동성 외, 2007; 윤기웅 외, 20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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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로 사업유형, 규모와 같이 사업자체의 특성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라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을 관리하는 최고관리자

(CEO)이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의 정치적 목표와

국정의지를 구현하는 정치가라는 특수한 지위를 점하는 장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역대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을 밝히고, 장관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자질과

역할을 제시하는 지침서적 기능이 대부분이며, 장관의 특정 자질이나

능력이 실제 부처의 정책과정이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장관의

특성이 재정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아직 국내

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국외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기관장의

관심도 차이에 따른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차이를 밝힌 연구(Gilmour,

2007; Norcross & Adamson, 2007)와 기관장보다 낮은 직급인 사업책임

자가 정무직 공무원인지 경력직 고위공무원인지 여부가 평가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Gilmour & Lewis, 2006c)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구(중앙부처)는 주로 수행하는 정책의 분야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이익집단의 관여와 갈등의 정도, 대통령과 집권정당의 지지도의 차이

등 정치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기관의 특성, 나아가

특성에 내재하는 정치과정의 차이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기관의

성과관리 경험, 기관의 정책분야가 민주당 친화적인지 여부가 재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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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국외연구(Gilmour & Lewis, 2006b;

Gilmour, 2007)가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재정

사업의 유형, 규모 등 사업 자체의 특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3년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장관의 특성,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인선기준으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장관의 특성이 정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이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와 장관의 인선기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사업책임자가 정무직

인지 경력직 고위공무원인지의 차이에 주목한 Gilmour & Lewis(2006c)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수행기관의 특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특성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

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 장관의 특성, 수행기관(중앙부처)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재확인하고, 아직 시도되지 않은 보다 다각적 차원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결정요인의 영향력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정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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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 대상’인 ‘13개 중앙부처 소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재정사업’이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규제정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집행과정상 예산을 수반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사업의 내용과 규모, 소관부처 및

성과관련 정보를 한눈에 비교·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란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가 확인·

점검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써(기획재정부, 2011),

200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013년도 재정사업까지의 평가가 완료되어

관련 정보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D-brain 시스템상 ‘재정성과부문

평가’란에 공개되고 있다.

분석기간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특성상 매년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의 1/3씩

을 평가하고, 한번 평가된 사업은 향후 2년 동안 평가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부처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는 3년 주기로

완료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외에 선거,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역사적

요인을 통제하고자 분석기간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로 설정하였다. 재정

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지표, 배점 등이 2010년도에

수정되어 그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분석기간을 위와 같이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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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고려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재정사업의 범위는 소관 부처 장관의 경력을

비교할 수 있는 ‘13개 중앙부처의 소관 재정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인 15부 2처 18청 중 해당기관의 장이 ‘장관’으로 대표될 수

있는 ‘부’는 15개이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부처의 소관

재정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재정사업 성과의 결정요인

중 장관의 특성, 특히 전문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대 장관

들의 경력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경우 역대 장관이 모두 법조인, 국방부의 경우 모두 군인출신으로 임명

되어 전문성의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적절하지 않은 대상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재정사업의 수는

2010년도 263개, 2011년도 247개, 2012년도 428개로 총 938개다.

한편 장관의 특성과 재정사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도-2012년도 3년간 13개 부처 장관 31명의 경력을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역대 장관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관료출신이 전체 775명 가운데 258명(33.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수(131명, 16.9%), 군인(130명, 16.8%), 정치인(90명,

11.6%), 법조인(75명, 9.7%), 언론인(43명, 5.5%), 금융인(21명, 2.7%), 기

업인(13명, 1.7%), 기타(14명, 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동서 함성득

정광호, 2002; 이시원 민병익, 2002). 이처럼 연구대상인 13개 부처 장관

31명의 주요 경력을 조사하고, 이를 장관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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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료의 출처는 각 부처 홈페이지 및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유력

일간지와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운영하는 인물검색 DB(네이버인물

검색, 조인스인물정보, 피플조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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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정책의 성과관리란 넓은 의미에서 행정기관의 정책 활동이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및 관리활동을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 집행을 통해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써, 투입(input),

활동량(workload), 산출(output), 효과 및 결과(result), 영향(impact) 등이

거론될 수 있으나, 최근의 성과관리 경향으로는 정책의 결과를 정책성과로

인식한다(result oriented management,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이처럼 정부의 정책성과를 중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의 확립에 따라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NPM)적 정부개혁의 확산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행정영역의 지배적 가치로 대두되면서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 시행

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 GPRA)을 제정하여 기존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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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방식을 도입하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이처럼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정부의 생산성과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켜주고, 관료들은 성과목표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성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많은 한계를 가지는 데, 정책과 효과나 결과는 민간에서의 매출액이나

수익률과 같이 계량화하기 어렵고 유 무형의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정책성과

나 결과보다는 측정가능하고 달성하기 쉬운 정책목표만을 설정하고 성과

를 평가하려는 폐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과 같은 이윤추구라는 비교적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며 모호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를 목표 달성정도라고 정의

하더라도 어느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객관적

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 장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의 구성원

으로서 그의 정치적 목표와 의지를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국회, 정당,

이익집단, 언론, 대통령비서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하는

정치가이다. 동시에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 등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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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을 관리하는 최고관리자(CEO)와 같은 행정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중역할을 수행하며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양한 행정, 정책학의 이론과 접근방법

들을 바탕으로 한 장관론을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제도주의적 접근방법, 인사행정에서의 가치갈등적 관점, 조직론

에서의 리더십 관점이 그것이다.

먼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의 규정

을 통해 장관의 지위, 권한 및 책임을 분석한다.1) 우리나라에서 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각 행정부처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닌다. 먼저 국무위원으로서의 장관은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국무위원이 되며(헌법 제88조, 제94조),

이에 대통령권한대행권(헌법 제71조) 및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헌법 제82조)을 지닌다. 또한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헌법 제

62조). 한편, 행정각부의 장으로서의 장관은 부처 소관 사무를 결정 집행

하는 권한이 있고, 청원의 심사 통지, 소속기관의 주관 쟁의결정, 허가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 및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제정

공포할 수 있으며(헌법 제95조), 소속공무원의 임명권 임명제청권 징계권

등을 가진다. 즉 각 부처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는 권한을 갖는다(정부조직법 제7조).

둘째, 장관의 충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인사행정의 관점에서의

1) 박동서‧함성득‧정광호. 2002. “장관론” pp100-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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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인사행정의 본질은 추구되는 여러 가치들

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들

간의 우선순위의 변동이 인사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본질적 가치들로는 민주성(관리자적 지도력), 행정적 능률성(정치중립적

능력), 대표성(사회적 형평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민주성은 행정의

정치적 반응성(political responsiveness)을 높임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 자신

의 견해와 정책을 잘 따르는 인물들을 공직에 임용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는데, 엽관제(spoils system)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엽관제는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정당성은 있으나 정실인사에 따른 행정

부패와 비능률성을 야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개혁의 대상

이 되었다. 한편, 행정적 능률성은 행정 영역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능력 있는 인사를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려는 취지아래 인사

행정의 지배적 가치로 등장하였으며, 1883년 Pendleton Act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실적제를 제도적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능률

성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 하에서 정부 생산성

개념이 강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 중요시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대표성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과

더불어 인사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으며, 관료와 국민사이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일치할수록 정책의 대응성이 제고된다는 기본 전제하에

인종, 성, 지역 등을 고려한 적극적 인사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가치들 중 어떠한 가치를 지배적 가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관의

충원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이 자신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고 정치적 신뢰관계에 있는 인사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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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다.

한편 추상적일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결정

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적 능률성의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출신

지역, 출신학교, 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직의 균형 있는 안배를 강조하는

것은 대표성을 장관 인사의 중요 가치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론에서의 리더십 이론,

특히 자질론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공공조직의 리더의 지위를

점하는 장관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인 자질과 덕목이 있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학자들마다 일관성 있는 하나의 통일된 이론은 정립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황판단능력, 공공심, 비전, 정치력,

전문성, 관리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안병영, 2003). 최근 리더십이론이

기존의 연구경향과 흐름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등장하였는데, Burns(1978)의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Bennis와 Nanus(1985)의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비전적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 문화적 리더십(cultural

leadership)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리더십 유형은 부하들의 가치관과 의

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비전에 대한 상호 공유와 공감을 확산시키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데2), 장관론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추세에 따라

장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유형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자들마다 통일된 형태의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전략적 변혁

리더십, 정치적 협력리더십, 대통령 협력리더십, 대통령 의존형 리더십,

2) 정광호․함성득․박동서. 2003. “김대중 정부 장관들의 리더십 특징: 한국관료들은 장관의 
현상유지적 리더십보다 전환가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선호하는가?"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제2003-0호,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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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변혁리더십 등이 제시되고 있다(정광호 문명재 함성득, 2008).

3.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1887년 W.Wilson의 연구, 즉 행정학의 태동

이래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가 규범

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따라 행정의 정체성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잭슨식 민주주의가 초래한 엽관

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주의 관료제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행정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관리기술의 성격을 지니므로 실적인사를 통한

관리가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Gulick 등 행정관리학파와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은 1940년대 행정행태설로 이어지는데, 행정

의 과학성, 실증주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고전파 행정학과 차이를

지니나,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고 경영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행정의 정치로부터의 분리, 혹은 관리 효율성의

향상은 오늘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하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인사행정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의 역량에 관한 논쟁

과도 연결되어 있다. 정책 수행에 있어 정치인과 프로그램 관리자간의

목표 공유의 어려움과 관료제적 저항에 대한 우려는 정권의 정책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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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낳았으며,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직자 지명

전략(appointment strategy)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Moe, 1982; 1985,

Nathan, 1975; 1983). 이는 프로그램 관리자 수의 증가와 관리자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공무원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Light, 1995).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접근은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공무원들의 능력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만약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공무원이 경력직

관리자보다 역량이 떨어질 경우, 지명 전략은 오히려 관리의 질을 저하

시킬 우려도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관료가 경력직

관료만큼 역량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간 행정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03년 Volker Commission report에 따르면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명직의 수를 줄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기술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된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National Commission on the Public Service, 2003). 이러한 Volker

Commission의 우려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연방 프로그램과 기관의 경우, 미흡한 관리(poor management)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관료들은 종종 공공

관리에 필요한 관리기술, 정책 전문성, 조직경험, 업무 네트워크 등을 보유

하지 못한다. 또한 다행히도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관료들에 의해

연방 프로그램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기적이고 잦은 교체를

경험하게 된다(Brauer, 1987; Chang, Jordan, Lewis & McCarty, 2003;

Chang, Lewis & McCarty, 2000; Mackenzie, 1987; Stanley, Mann &

Doig, 1967). 정치적 지명직의 빈번한 교체는 리더십의 공백, 연속성의

부재, 프로그램 우선순위의 변경,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관간

또는 기관내 부서간 업무 혼란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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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지명된 공직자들의 관리

역량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재임기간 또한 통상 인식하는 것보다 길다

는 주장을 제기한다(Donahue, 2003; Maranto, 1998). 나아가 실적제에

바탕을 둔 공무원 인사시스템이 무사안일주의, 비밀주의, 엘리트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수천 개의

정치적 지명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성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입시키며,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네트워크를

지속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Bok, 2003). 따라서 정치적 지명 직위를

축소하는 것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정권의 일선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관장의 태업, 정책목표의 상위

정치인과의 비공유 등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립되는 두 가설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제시

하고 있는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4. 국가기구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국가기구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형태의 제도와 조직들의 집합(정용덕, 2002)으로써, 여러 이론과 접근

방법에 따라 정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국가화의

진행으로 국가기구에서 행정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행정기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구(행정기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이론

모형들이 있으며, 이 중 정용덕(2002)은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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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개인주의, 엘리트론, 자본주의적 시각을 들고 있다. 이들 이론모형

에 따라 국가기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국가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

되는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다원주의적 시각에서는

민주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이익집단)의 합의와 정치과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국가의 정책

과 기구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Alford & Friedland, 1985).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는 국가와 사회 모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들

의 집합으로써, 국가의 정책이나 기구도 국가 내부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Downs, 1967; Niskanen, 1971; Dunleavy, 1985). 한편

엘리트론의 시각에서는 현대 국가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고

이들이 국가의 정책결정을 좌우하며, 국가기구도 국가의 자율성과 정책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화되고 제도화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시각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국가기구는 자본가와 비자본가

계급 간 이익 갈등의 산물이거나, 자본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정용덕, 2002).

이처럼 여러 이론모형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이익집단간 정치과정

에서의 상호작용과 합의에 초점을 둔 다원주의적 시각을 통해 국가기구,

행정기구의 특성에 내재한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국가기구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모형인 집단정치 모형에 따르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차원의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 때 Lowi(1972)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남을 강조하며, 정책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정책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유형에 따라 이익집단들의 정책과정에서의 행동양식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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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들도 상이하게

운영된다고 보았다. 물론 모든 행정기구들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정책

이라는 네 가지 유형에 의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으나(Stillman, 1987), Lowi

& Ginsberg(1998)는 행정기구를 그들이 수행하는 주 업무에 따라 네 가지

정책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고객기관(배분정책),

재분배기관(재분배정책), 규제기관(규제정책), 국가유지기관(구성정책)이

그것이다.

먼저 배분정책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리 또는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기능을 말하며,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관련된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분정책은 편익과 비용의 배분이 분리되어 있

고 승자와 패자간 정면 대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간 비영화

적 경합(non-zero-sum game)이 이루어진다. 주로 갈라먹기(pork-barrel),

상부상조(log-rolling) 등의 방식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데올

로기 논쟁이나 집행에 대한 반대나 갈등도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배분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고객기관(client agency)

이라 하며, 이들은 고객집단들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객집단들도 이들을 지원한다. 때로는 이익집단과 관료집단, 의회

위원회가 ‘철의 삼각관계(iron-triangle)' 혹은 ‘하위정부(sub-government)'

를 형성하기도 한다.

둘째,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의 부, 소득, 재산 등의 일부를 저소득

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때 편익의 수혜

자와 비용 부담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영화적 경합(zero-sum game)이

이루어지며, 형평성과 같은 이념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재분배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을 재분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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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ional agency)이라 하며, 크게 재정 및 금융정책기관과 복지

정책기관이 이에 포함된다. 재분배정책은 의제설정 단계부터 정책결정,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적 논쟁과 정당간 갈등이 심하게 나타

나며, 비용부담 집단의 정치적 반대와 조직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원만

한 정책 집행이 어렵다. 이러한 재분배정책의 경우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통령을 주도로 한 정상연합

(peak-association)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셋째, 규제정책은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권이나 행동에 규제를 가

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규제정책의 경우에

도 재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화적 경합(zero-sum game) 관계를 보인다. 또한 대통

령과 의회 간, 규제기관과 피규제집단 간 많은 갈등이 나타나며, 집행단계

에서도 피규제자들이 집행에 저항하여 집행 추진조직과 갈등이 계속되어

원만한 집행이 어렵다. 이처럼 규제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이라 하며, 이들은 때때로 피규제집단으로

부터 포획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정책은 정치체계에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계의 구조

와 운영에 관한 정책(Lowi, 1972; 정정길, 1999)으로, 헌정 수행과 관련된

운영규칙(rule of game)을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새로운 기구의

설립, 선거구 획정,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등이 대표

적이다. 이러한 구성정책은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이나 국가 수준에서의

협상과 타협의 결과물이며, 정당 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국가유지기관(national

maintenance agency)이라 하며, 크게 세입기관과 공공질서기관들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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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재정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사업평가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김성일 외, 2005; 나태준 외, 2006,

김성철 외, 2007; 국회예산정책처, 2006).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 연구로는

공동성 외(2007), 윤기웅 외(2008; 2012), 하연섭(2013), 임유미 외(2014)의

연구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제도에 관한 국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주제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3) PART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Nathan, 2005;

Radin, 2006; Breul, 2007; Gueorguieva 외, 2009; White, 2012), PART

평가결과의 분석(Gilmour & Lewis, 2006a; Frederickson & Frederickson,

2006; Lewis, 2007), PART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성 분석(GAO, 2004;

Gilmour & Lewis, 2006b; 2006c; Posner & Fantone, 2007; Heinrich,

2012), PART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종합적 논의(Norcross & McKenzie,

2006; Gilmour, 2007)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PART 평가

3)  윤기웅․공동성. 2012.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 
~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제21-2호, 
pp.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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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혹은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Gilmour & Lewis(2006a; 2006b; 2006c), Gilmour(2007), Chan Su Jung

& Hal G. Rainey(2009), Norcross & Adamson(2007), Keevey(2008)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사업의 특성,

기관장 및 사업책임자의 특성, 정치적 요인이 그것이다.4)

먼저, 재정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의

유형과 사업규모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Chan Su Jung & Hal

G. Rainey, 2009; 공동성 외, 2007; 윤기웅 외, 2008; 2012; 하연섭, 2013;

임유미 외, 2014). 미국의 PART 제도 하에서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시도한 Chan Su Jung & Hal G. Rainey(2009)는

「Program Types, Goal Ambiguity, and Performance in U.S. Federal

Programs」라는 연구제목과 같이 프로그램의 유형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정치적 상황과 정책과정에 직면하며, 프로그램 관리자의 재량권과 자율

성의 수준도 프로그램 유형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프로

그램 성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2006년-2007년간 OMB

PART 데이터(761개의 연방 프로그램)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써 프로

그램 성과(Program Performance), 독립변수로써 프로그램 유형(Federal

Program Type, OMB 분류기준에 따른 7가지 유형), 조절변수로써 목표

4) 윤기웅․공동성. 2012.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 
~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제21-2호, 
pp.96-100을 참조하되,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재정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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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Target-specification Goal Ambiguity), 통제변수로써 측정연도

(Assessment Year)와 프로그램 규모(Program Size)를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유형별로 프로그램 성과 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목표모호성

변수는 그 자체로 프로그램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프로그램 유형이 프로그램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를 조절하였다. 한편 통제변수인 프로그램 규모에 있어서도

소규모 프로그램에 비해 중규모, 대규모 프로그램의 성과가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Norcross

& Adamson(2007), Gilmour(2007), Keevey(2008) 등의 연구에서도 프로

그램의 유형이 프로그램 성과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

윤기웅 외(2008, 2012)는 각각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와 2차 평가

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대상인 재정사업들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재정사업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크게 평가요인(평가항목/문항)과 비평가요인으로 구분하고,

비평가요인으로 공동성 외(2007)의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다뤄진 사업

유형과 사업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5) 먼저 사업

유형을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업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직접

수행사업의 평가결과가 간접수행사업의 평가결과보다 좋게 나타났으며

5) 윤기웅․공동성의 2012년 연구논문은 1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2008년 
연구를 확장하여,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요인/비평가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이 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통계 및 ANOVA 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
에서 기본적인 연구방법론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연구에서는 
비평가요인으로 사업유형과 사업규모 외에도 정책분야 및 사업생성시기를 추가하였
으며, ANOVA 분석을 통한 각 비평가요인 요인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비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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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12년 연구에서는 사업유형을

직접사업, 보조금사업, 기타간접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직접사업,

기타간접사업, 보조금사업 순으로 총점평균이 나타났으며, 역시 사업유형

간 총점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직접사업이 여타 간접사업

보다 사업성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규모에 관해서는

사분위수를 활용하여 규모별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의 총점

평균이 소규모 사업에 비해 총점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연구에서도 사업규모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업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 중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 순으로 총점평균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여 규모가 큰 사업이 규모가 작은 사업에 비해 사업성과가 좋은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비평가요인들의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사업

유형과 사업규모 모두 평가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연구이자,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사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임유미 외

(2014)의 연구에서도 앞선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2011년도 246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특성이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써

사업의 유형(사업의 유 무형여부, 단기 중장기여부, 직 간접여부)과 지표

의 유형(지표의 수, 결과지향적 지표의 비중, 정성지표의 비중), 통제변수

로써 사업의 규모(사업의 예산, 나이)와 사업의 조직적 특성(부처별 특성),

사업의 관리적 특성(담당자 수)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가결

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독립변수 중에서는 사업의 직 간접여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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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 수, 통제변수 중에서는 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과

사업의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방향에 있어서도 직접 사업이

간접 사업보다, 지표의 수가 많을수록, 사업의 예산규모가 크고 나이가

오래될수록 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윤기웅 외

(2008,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하연섭(2013)의 연구결과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 수행사업이 보조사업, 융자사업 등 간접

수행사업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200억 이상 사업의 평가점수가 200억 미만 사업에 비해 평균 4～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유행과 사업규모가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영향요인

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기관장 및 사업책임자의 특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Gilmour(2007) 및 Gilmour & Lewis(2006c)를 들 수 있다. Gilmour(2007)

는 기관장이 PART 평가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관 내

직원들이 PART 평가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경우에 평가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미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의 PART 점수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기관장인 Colin Powell의 관심 때문이며, 그로 인해 국무성 내 직원들도

프로그램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일부 성과가 미약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좋은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기관장보다 낮은 직급이지만 사업책임자가 정무직 공무원인지

경력직 고위공무원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평가결과가 달라진다는

Gilmour & Lewis(2006c)의 연구는 본 연구의 수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들은 “과연 정치적으로 지명된 자(political appointees)가 관료

경력자(bureaucratic careerists)보다 관리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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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질문은 행정학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

다는 데 문제의식을 두고 연구를 시작한다. 정치적으로 지명된 정무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의해 운영

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성과를 비롯한 관리 전반의 측면에서 낮은 평가

를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OMB PART 데이터(2004년도 234개 연방

프로그램)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써 프로그램 평가결과, 독립변수로써

사업책임자가 정무직 공무원(Presidential Appointees requiring Senate

confirmation, PAS)인지 경력직 고위공무원(Senior Executives Service,

SES)인지 여부, 통제변수로써 프로그램 수행부처, 프로그램 유형, 프로

그램 규모 등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무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평가결과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평균차이검정(t-test)

결과도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램 목적과 설계’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평가항목6)과 평가총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들은 만약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명된 공무원(PAS)에 보다 우호

적으로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관리역량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Gilmour & Lewis의

연구는 연방정부의 사업책임자가 정무직/경력직 고위공무원인지의 여부

가 프로그램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6) PART 제도는 ‘프로그램 목적과 설계(Program purpose and design, 20%)',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10%)', '프로그램 관리(Program management, 20%)', '
프로그램 결과(Program results, 50%)'라는 네 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
총점의 크기에 따라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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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그 동안 오랜 논쟁의 여지가 되어 온 정치와

행정의 관계,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엽관주의/실적주의에 대해 단순한

규범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관료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설문조사) 방법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Gilmour & Lewis(2006a; 2006b)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사업 평가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친화적인 사업은 공화당 정권인 부시 행정부 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PART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사업생성

시기가 민주당 정권 시기인 경우의 프로그램 평가결과는 공화당 정권

시기에 생성된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비해 약 5.5점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생성시기 외에도 PART 평가를 받는 수행기관이 민주당

친화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가 나는지도 연구하였는데,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부시 행정부 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아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부처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평가결과가 다른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를 벤치마킹하여

윤기웅 외(2012)의 연구에서도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

가요인으로서 사업생성시기와 사업수행기관의 정책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생성시기와 관련하여 2003년 이전에 생성된 사업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 이명박 정부시기에 생성된 사업, 노무현

정부시기에 생성된 사업 순으로 평가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노

무현 정부시기에 생성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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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업수행기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분야에

따라 크게 경제분야, 사회분야, 행정분야로 분류하고 각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분야에 속하는

수행기관들의 사업평가결과가 다른 정책분야에 속하는 기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분야

에 해당하는 부처의 경우 정당의 이념과 기조상 민주당 친화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불리한 평가를 받았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2. 장관에 관한 선행연구

장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최근

에서야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장관의

역할유형(Heady, 1975: 69-73; Keman, 1991: 117-118)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장관의 임명기준(Wyszommirski, 1989: 45-73), 장관의 사임이유

(Woodhouse, 1993; Blondel, 1991), 장관의 재임기간(Muller et. al., 1991),

그리고 관료, 국회, 정당,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등 여타 정책과정의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Heclo, 1977; Moe, 1985; Destler, 2000; Michaels,

1995; Reich, 1997)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Wyszommirski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본 장관의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의 기준으로 정치적 자산

(political capital)의 필요, 상징적 대표성(representative link)의 고려, 정책

설계 보좌(expert policy adviser),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depart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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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s) 필요성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임명기준으로부터

정치적 수혜자로서의 역할, 상징적 대표자로서의 역할, 정책전문가로서의

역할, 일반관리자로서의 역할 등 장관의 역할을 도출하였다(김호균, 2002).

한편 우리나라의 장관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

들은 내용상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분석, 장관의 역할과 자질, 장관의 재임기간, 장관의 교체와 부처행정

의 변화정도, 장관의 리더십이 그것이다.7) 먼저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

즉 연령, 출신지역, 학력배경, 주요 경력 등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들 수 있다(양성철, 1994; 안병만, 2001; 박종민, 1996; 김호균, 2001; 이

시원, 2002). 특히 이시원(2002)은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

기까지 역대 장관들의 취임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주요 경력 등 기본

적인 인구사회적 배경 항목을 조사하고 정권별로 특징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전경력, 정치인 경험여부, 해당부처 유관기관 근무여부, 지방장관

경험여부 등 포괄적인 범위까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사회적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관의 배경이

어떠하다는 특징이나 추세를 보여주기는 하나, 이러한 인구사회적 배경

요소가 장관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정책이나 부처의

성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관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규범적인 차원과 실증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광웅, 1994; 이선우, 2000; 김호균, 2002; 안병영, 2003). 먼저 규범

적인 차원에서 김광웅은 우리나라 장관의 자질과 능력과 역할이 어떠해야

7) 이시원․민병익. 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
연구」, 제11-3호, pp.55-58을 참조하되,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여 재정리함.



- 27 -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장관의 바람직한 자질로는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의와 형평성 등에 관한

공직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으로는 공공부문의 경험이 남

달라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장관의 능력으로서 부처의 조직을

장악하고, 넓은 시야와 긴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련부처,

국회, 언론, 관련단체,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능력 등

을 강조하고 있다. 안병영은 한국의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국정의지와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또한 국회,

정당, 이익집단,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하고 중재하는 ‘정치가로서의 역할’과 소관 부처의 조직, 인사, 예산 등을

총괄하고 정책과정을 관리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이라는 이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장관이 마땅히 갖춰야 할 규범적 자질

로서 상황판단능력, 공공심, 비전, 정치력, 전문성, 관리능력 등을 들며,

이들 자질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보강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언급

하고 있다. 장관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실증 연구로는 이선우와 김호균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선우는 역대 장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장관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직무수행방식을 조사하였는데, 정책

참여자군 가운데 장관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장관이 정책결정을 주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정 중에서

문제 및 정책필요성 제기 측면에서 장관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행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장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로는 전문성과

정책능력, 그리고 업무추진력이며, 이들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경력배경으로

공직 경험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호균은 임명기준으로부터 도출한 장관의 역할을 크게 정치적 수혜자,

상징적 대표자, 일반관리자, 정책전문가로서의 역할로 구분하고,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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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터 김대중 초기정부에 이르기까지 23개 부처 장관 342명의 임명

사례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정책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높게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보상이나 상징적 대표성 등 정치적 기준을

높게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장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장관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나 행정과 정치의

접점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들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지침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구사회적

배경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질이나 역할이 장관의 업무수행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 또는 부처의 성과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정책 환경의 다변화

복잡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과 정책성과의 강조 등 오

늘날 ‘전문성’ 덕목이 보다 요구되는 현실에서 장관의 전문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실증 조사와 재임기간의 장단에 따른 정치

행정적 의미에 대한 연구도 주요한 한 분야이다(박천오, 1995; 김호균,

2001; 안병만, 2001; 이시원, 2002). 박천오는 이승만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

까지, 안병만은 이승만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장관

들의 평균재임기간을 조사하여 부처별 정권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호균

도 전두환 정부와 김대중 정부 사이의 기간 동안 재임하였던 장관들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갈수록 재임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시원은 역대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4.38개월로, 다른

선진국의 장관 재임기간에 비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권별

로는 박정희 정부에서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고, 김대중 정부로 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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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처별로는 외무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특정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정권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처들의 경우 재임기간이 길게 나타났고, 환경부, 해수부, 내무부, 농림부,

건교부 등 정치적 임용이 많았던 부처들의 경우 재임기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임기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역대 정권별, 부처별

장관의 평균재임기간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짧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장관과 관료간의 신뢰구축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정교한 연구로는 장관의 교체

빈도가 부처행정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김호균(2001)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호균은 장관의 교체빈도가 법률안 제안수, 조직

개편횟수, 예산 및 인원 변동율 등으로 측정한 부처행정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이종범 외, 1997; 정광호 함성득 박동서, 2003; 정광호 문명재, 2013).

장관 리더십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범 외(1997)의

연구는「전환시대의 행정가」라는 이름으로 1960년 후반부터 1990년까지

7명의 장관급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관급

행정가의 리더십에 관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연구이며, 행동형, 설득형,

시민형이라는 행정리더십의 몇 가지 이념형적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7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분석하기 때문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장관

개인을 직접 심층 면접한 것이 아닌 2차 문헌분석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

에서 한계를 지닌다.8) 한편 정광호 함성득 박동서는 김대중 정부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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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십 특징이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상위직

고위관료들에 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장관의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 조화유도적 리더십, 현상유지적 리더십

으로 유형분류하고 이들이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현상유지

적 리더십은 전반적으로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연구로써, 정광호 문명재는 노무현

정부 장관들의 리더십 유형과 장관의 직무성과와의 연관성을 실증 분석한

결과, 부처의 관료들이 선호하는 장관리더십의 유형은 업무성과의 크기에

따라 비전리더십>소통형 공정리더십>협업리더십>대통령자산기반 리더

십>변화지향적 리더십의 순서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민주화 이후 정치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부처의 명확한

비전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관이 선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효과성을 조직성과나 정책성과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닌 관료의 주관적 평가(인식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8) 정광호․문명재. 2013. “장관리더십의 유형과 효과성의 탐색: 노무현 정부 부처관료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4-3호, pp.120 참조. 박동서․함성득․정광호. 
2002. “장관론.” 나남출판, pp.39-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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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구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국가기구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시각들을 검토하고 이를 현실의

국가기구에 실증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용덕(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용덕은 현대 국가기구에 관한 네 가지 이론모형, 즉 다원

주의, 개인주의, 엘리트론,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각 모형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과 일본의 실제 국가기구를 각각 유형화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구, 정부산하단체 등 중간

조직들과 지방정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였으며, 분석기간도 1980년대 초

부터 2002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개혁에 따라 변화된 국가기구들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앞서 제1절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다원주의적 시각, 그 중에서도 집단

정치 모형의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정책유형별 특성에 따라 국가기구를

고객기관(배분정책), 재분배기관(재분재정책), 규제기관(규제정책), 국가

유지기관(구성정책)으로 분류하여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도 정

용덕의 실증분석 연구 중에서 집단정치 모형의 정책유형별 특성에 따라

한 일 국가기구를 유형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분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구인 고객기관(client agency)으로

는 한국의 경우,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

자원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의 부처급 기관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등의 청급 기관들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중간조직

들로는 농어촌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

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의 성급 기관과

식량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중소기업청, 문화청 등의 청급 기관들을



- 32 -

대표적인 고객기관으로 보고 있다.

둘째, 재분배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인 재분배기관(re-distributional

agency)으로는 한국의 경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국세청,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이 해당된다고 본다. 중간조직들로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복지재단, 의료보험연합회,

재향군인회 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대장성,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등을 재분배기관으로 보고 있다.

셋째,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구인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

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처 청급 기관과 환경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사 등의 중간조직들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청, 공정거래위원회, 공해등조정위원회, 각종 노동위원회 등이 규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구인 국가유지기관(national

maintenance agency)으로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조달청, 전매청,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통일부, 법제처 등이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중간조직으로 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연구원, 법제연구원 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재무성, 국세청, 금융청, 법무성, 공안조사청, 외무성, 방위청,

방위시설청을 대표적인 국가유지기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구의 특성에 관한 정용덕의 연구는 국가기구에 관한

몇 가지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기준에 따라 한 일 국가기구를 분류

하고 상호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유형

별 특성에 따른 국가기구의 차이가 과연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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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자 연구의 목적 연구결과 및 의의

Chan Su Jung &

Hal G. Rainey

(2009)

프로그램 유형이 프로

그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06년-2007년 761개의 미

연방프로그램 대상 분석.

측정연도 및 프로그램 규모

를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

분석 실시 결과, 프로그램

유형(OMB 분류기준에 따른

7가지 유형)별로 성과수준

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함을 발견함.

윤기웅 외

(2008, 2012)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가

요인 중 사업유형과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2005년-2007년, 2008년-

2010년 기간 동안 평가요인

과 비평가요인 등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사업유형이 직접수행사업인

경우 간접수행사업에 비해

평가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

사업규모가 대규모일수록

평가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 선행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

< 재정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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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미 외(2014)

사업유형, 사업규모,

지표수, 조직적 특성,

관리적 특성이 재정

사업 평가결과에 미

치는 영향 검토

2011년도 246개 재정사업

대상 다중회귀분석 실시.

사업유형이 직접수행사업인

경우 간접수행사업에 비해

평가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

사업규모가 대규모일수록

평가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

사업의 나이가 오래될수록

평가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

Gilmour(2007)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토

기관장의 PART 평가결과

에 대한 관심도가 평가결과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

Gilmour & Lewis

(2006c)

사업책임자가 정무직

/경력직 고위공무원인지

여부가 프로그램 성과

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경력직 고위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정무

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성과

를 보임을 발견함.

Gilmour & Lewis

(2006a; 2006b)

정치적 요인이 프로

그램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토

민주당 정권 시기에 생성된

프로그램은 공화당 정부 하

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음을

발견함.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부처

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공화당 정부 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음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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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자 연구의 목적 연구결과 및 의의

이시원(2002)
역대 장관들의 인구

사회적 배경 분석

역대 장관들의 취임연령,

출신지역, 학교, 주요 경력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

배경뿐 아니라 직전경력 등

포괄적 요인을 조사하고,

정권별 특징을 분석함.

추세 파악은 가능하나,

인구사회적 배경이 부처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지는 못함.

김광웅(1994)

우리나라 장관의 자질,

능력 및 역할에 대한

규범적 논의

장관의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 등을 제시함.

자질이나 역할이 장관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부처 또는 사업성과

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밝히지 못함.

이선우(2000)

장관의 정책과정에서

의 역할과 직무수행

방식 조사

역대 장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정책과정 참여자 중

장관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문제 및 정책필요성 제기

측면에서 가장 많은 영향

력을 행사함을 발견함.

장관에 요구되는 자질은

전문성과 정책능력, 업무

추진력이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직 경험이 필요

함을 밝힘.

< 장관에 관한 선행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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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2002)

임명권자의 임명기준

을 토대로 역대 23개

부처 342명의 장관의

역할을 실증분석

대통령의 장관 임명 시에

‘표면적’으로는 정책전문가

로서의 역할을 높게 기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보상이나 상징적

대표성 등 정치적 기준을

높게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이러한 역할이 장관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며, 부처 또는 사업성과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함.

이시원(2002)

역대 정권별, 부처별

장관의 평균재임기간

조사

역대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4.38개월로,

김대중 정부로 올수록 재임

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밝힘.

김호균(2001)

장관의 교체빈도가

부처행정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장관의 교체빈도는 법률안

제안 수, 조직개편 횟수,

예산 및 인원 변동률 등

부처행정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힘.

정광호 함성득

박동서(2003)

김대중 정부 장관들의

리더십 특징이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

중상위직 고위관료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변혁적 조화유도적 현상

유지적 리더십이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현상유지적 리더

십은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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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함.

정광호 문명재

(2013)

노무현 정부 장관들의

리더십 유형과 장관의

직무성과간 연관성 분석

장관 리더십의 유형 중

비전리더십, 소통형 공정

리더십, 협업 리더십, 대통

령 자산기반 리더십, 변화

지향적 리더십의 순서로

직무성과가 높음을 발견함.

논문저자 연구의 목적 연구결과 및 의의

정용덕(2002)

정책유형별 특성에

따라 국가기구를 분류

한 후 한국과 일본의

국가기구를 비교

국가기구를 정책유형별

특성에 따라 고객기관, 재분

배기관, 규제기관, 국가유지

기관으로 분류함.

고객기관은 배분정책을 수

행하며 한국의 농림부, 산업

자원부 등과 일본의 경제

산업성 등이 해당됨.

재분배기관은 재분배정책

을 수행하며 한국의 보건

복지부, 노동부 등과 일본의

후생노동성 등이 포함됨.

규제기관은 규제정책을 수

행하며 한국의 환경부, 공정

거래위원회 등과 일본의

환경청 등이 포함됨.

국가유지기관은 구성정책

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정

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일본의 재무성 등이 포함됨.

< 국가기구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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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이다. 즉,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 각각의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크기, 방향)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재정

성과관리와 잠재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들을 추출해보았다. 독립변수인 결정요인을 크게 사업의 특성, 장관의

특성, 수행기관(중앙부처)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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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사업
특성

사업유형

↘

→

↗

재정
사업
성과

(재정사업자율평가 총점)

사업규모

장관
특성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

기관
특성

소관부처

정책유형별 
기관

통제
변수

측정
연도

 2010년도-
2012년도

종속변수는 재정사업의 성과로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상 평가 총점으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독립변수 이외에 재정사업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측정연도를 설정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있는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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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정사업의 성과’이다. 이러한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써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상

평가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

재정부가 확인 점검하는 제도이다9).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도입 목적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한편, 사업 성과와 예산을 연계

시키기 위한 성과정보를 생산하는데 있다. 나아가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투명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미국에서 정부성과결과법

(GPRA)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중인 사업평가기법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리

나라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2005년부터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부처

가 소관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1/3씩을 선정, 해당 목표에

포함된 관리과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이 때 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

9) 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목적, 절차 등 개요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 
2013. “201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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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정사업의 각 단계(계획-관리-성과 환류)별로 질문형식으로 된 체크

리스트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측정기준을 제시한 평가지침을 매년 사전에

수립 통보하고 있다. 각 질문별로는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 모든 질문에

답한 후 총점은 총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로 등급이

나눠진다. 평가지표는 계획, 관리, 성과 환류의 3단계별 11개의 공통지표

와 2개(정보화 사업만 해당)의 정보화 특성지표로 구성되며, 이들 지표

각각에 대해 “예/아니요”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과정 및 일정으로

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평가지침을 사전 통보(당해 연도 12월)하면

각 부처에서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로

제출(차년도 1～2월)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하여 부처 평가 점수를 수정, 최종 평가결과를 산출(차년도 3～5월)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함께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차년도 6～7월)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사업의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권고 등에 활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을 추진하며, ‘보통’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지표의 특성과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통합 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점수를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

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의 소관부처가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대화 경향이나 장관의 핵심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

주관적인 평가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유용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중앙부처의 재정사업들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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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적 표준화된 툴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동일한 평가지침 하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의 성과를 측정

하기 때문이다. 둘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도가 지속 운영되면서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 및 평가결과 등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이는

계량분석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완화하고자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부의 확인 점검 결과간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 3점을 감점하는 제도나, 부처 소관 재정사업 내에서 상대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10)를 운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Gilmour & Lewis(2006c)의 연구에서도 미국의

사업평가기법(PART) 점수의 타당성(validity)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정부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PART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질문

문항들이 프로그램 성과와 관리의 효과성과 적절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표면 타당성(face validity)과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모두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업평가기법(PART)을 벤치마킹하여 재

구성한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또한 평가지표인 질문 문항들이

정책과정 단계별 재정사업 관리의 질과 성과의 정도를 적절히 묻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만한 적절한 대안적

수단이 없다는 점, 횡적으로는 중앙부처의 광범위한 재정사업들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종적으로는 비교적 오랜 기간 제도의 지속으로 평가

노하우와 정보가 축적되었다는 점,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완화시키는

10) 우수이상 20%이내, 미흡이하 10%이상으로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만 대상 
사업수가 10개미만인 부처의 경우 상대평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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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소관 재정사업 수

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기획재정부 4개(일반재정)
1개(정보화)

2개(일반재정)

1개(정보화)

3개(일반재정)
11개

지식경제부
3개(정보화)

32개(일반재정)

8개(정보화)

29개(일반재정)

7개(정보화

40개(일반재정)
119개

고용노동부
1개(정보화)

8개(일반재정)

3개(정보화)

6개(일반재정)

5개(정보화)

31개(일반재정)
54개

국토해양부
8개(정보화)

41개(일반재정)

6개(정보화)

48개(일반재정)

15개(정보화)

72개(일반재정)
190개

환경부
3개(정보화)

15개(일반재정)

3개(정보화)

10개(일반재정)
24개(일반재정) 55개

농림수산

식품부

6개(정보화)

22개(일반재정)

2개(정보화)

25개(일반재정)

4개(정보화)

33개(일반재정)
92개

교육과학

기술부

4개(정보화)

19개(일반재정)

8개(정보화)

27개(일반재정)

6개(정보화)

20개(일반재정)
84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 평가지표 자체가 재정사업의 성과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타당성을 지닌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종속변수

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수단(지표)이라 할 수 있다.

제1장의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2012년도 3년간 13개 중앙부처 소관 재정사업’의 재정사업자율

평가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재정사업의 수는 2010년도

263개, 2011년도 247개, 2012년도 428개로 총 938개이며, 각 연도별 소관

부처별 재정사업의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2010년도-2012년도 13개 부처 소관 재정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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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9개(정보화)

15개(일반재정)

2개(정보화)

14개(일반재정)

7개(정보화)

41개(일반재정)
88개

보건복지부
6개(정보화)

29개(일반재정)

2개(정보화)

18개(일반재정)

4개(정보화)

54개(일반재정)
113개

여성가족부 8개(일반재정) 5개(일반재정)
1개(정보화)

11개(일반재정)
25개

행정안전부
12개(정보화)

7개(일반재정)

5개(정보화)

7개(일반재정)

11개(정보화)

13개(일반재정)
55개

통일부
2개(정보화)

3개(일반재정)

1개(정보화)

5개(일반재정)

1개(정보화)

5개(일반재정)
17개

외교통상부 6개(일반재정) 10개(일반재정)
2개(정보화)

17개(일반재정)
35개

계 263개 247개 428개 938개

한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상의 정책과정 단계별 평가항목과 평가

지표, 그리고 각각의 지표별 배점은 <표3>과 같다. 종속변수인 재정사업

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획-관리-성과 환류

점수를 모두 합한 평가 총점을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평가 총점은 계획

단계 20점, 관리단계 30점, 성과 환류단계 5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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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일반
재정

정보
화

계획

(20)

사업

계획의

적정성(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00 2.0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3.00 3.0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00 5.00

소계 10.00 10.00

성과

계획의

적정성(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00 5.0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00 5.00

소계 10.00 10.00

관리

(30)

사업

관리의

적정성(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00 12.0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있는가?
5.00 4.00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00 8.00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가?
- 6.00

3-정보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감점

(-4)

소계 30.00 30.00

성과

/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0 30.0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

하였는가?

10.00 10.0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0 10.00

소계 50.00 50.00

계 100점

<표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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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독립변수는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크게

사업의 특성, 장관의 특성, 수행기관(중앙부처)의 특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된 연구대상이었던 사업의 특성과 관련해

서는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따르고자 하며,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장관의 특성이나 수행기관(중앙부처)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론적

논의와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 사업의 특성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특성 요인으로는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사업의 유형과 규모 요인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과정이 달라진다(different

policies have different politics)"는 Lowi(1972)의 지적과 같이 사업의

유형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유형의

사업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업들보다 사업목표나 산출물이 명확하여 운영

및 관리가 수월할 수 있고, 이익집단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수가 적거나

이들로부터의 저항이 낮을 수도 있다. 또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 지자체,

민간기업 등 중간 매개집단이 많지 않아 사업통제의 수월성이나 가시성이

높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 유형별 성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유형은 전통적인 분류방식인 Lowi(1972)의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분류를 비롯하여 Ripley & Franklin(1982), Almond



- 47 -

& Powell(1996)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져왔다.

Salamon(2002)의 연구에서는 직접성(directiveness), 강제성(coerciveness),

가시성(visibility), 자동성(automaticity)이라는 정책도구의 특성을 제시

하고, 직접성 기준에 따라 크게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 직접적 정책수단으로는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정보

제공(public information), 정부대출(direct loans) 등을, 간접적 정책수단

으로는 계약(contracting), 지급보증(loan guarantees), 보조금(grant), 조세

지출(tax expenditures), 사용료(fees and charges), 공적보험(insurance),

바우처(vouchers), 사회적규제(social regul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출연, 출자, 융자, 투자 등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동성 외(2007), 윤기웅 외(2008), 임유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유형을 크게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사업의 유형과 관련하여 기존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온 만큼 선행

연구의 분류기준을 따름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크게 직접

수행사업(직접수행, 투자)과 간접수행사업(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융자,

출연, 출자)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다만 하나의 재정사업이 직접

수행+민간보조와 같이 직접수행방식과 간접수행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접수행사업으로 통틀어 분류하였으며, 직접수행이나 투자 등

정부가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직접수행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직접수행

사업의 경우를 1, 간접수행사업의 경우를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사업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앞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

듯이, Chan Su Jung & Hal G. Rainey(2009), Gilmour & Lewis(20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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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웅 외(2008, 2012), 하연섭(2013), 임유미 외(2014)의 연구에서 사업의

규모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업의 규모를 예산액(억 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작게는

1억 원 규모의 사업부터, 크게는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까지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분석 시에는 사업의 예산을 log값으로 치환하여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장관의 특성

재정사업의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사업의 수행기관의 장인 장관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장관은 정책의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관리자이자, 정책을 둘러싼 의회, 정당, 이익집단,

대통령 등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협상하는 정치가로써 정책이나 사업

의 추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의 특성, 특히

전문성 요인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장관의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척도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관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장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자질 가운데

하나로 전문성을 언급하고 있다(김호균, 2002; 박경효, 1995; 안병영,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들

을 정의 내리고, 이를 다양한 차원의 측정 가능한 지표(관료 재직경험,

교수 또는 연구소 재임경력, 공 사조직 고위관리자 재임경력)로 변환하여

장관의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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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전문성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박경효(1995),

안병영(2003), 김효균(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경효(1995)는 장관의

인선기준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기술 및 경험의 보유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

유한 외부 전문가가 정부조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행정적 전문가

(administrative professionals)와 직업관료출신으로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한 전문가적 행정가(professional administrators)를

제시하고 있다. 안병영(2003)은 장관의 유형을 관리자형, 전문가형, 정치

가형으로 구분하고, 현실에서의 장관은 이 세 가지 극단적인 유형 사이의

복합적이고 중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형 장관에 대해서 교수를 비롯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전공을 지닌 전문인이 이 범주에 속하며, 또한 공사를 막론하여 거대 조직

에서 관리자적 경험을 축적한 경우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안병영은 경력직 관료출신 장관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자형으로 분류

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조직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전문성 수준 또한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 크게 보아 전문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김효균(2002)은 장관의 임명기준으로 정치적 보상,

상징적 대표성, 일반관리성, 전문성 네 가지를 들면서, 전문성을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 혹은 기술을 갖추었거나 관련분야 사조직 혹은 공공조직

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사조직의 CEO를 지낸 인사, 교수, 관료출신 장관을

관련부처의 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전문성의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전문성을 “정부조직의 운영․관리 및 정책과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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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결정․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 기술 및 경험의 보유정도”라고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장관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크게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 정책 전문성

먼저 정책 전문성(policy expertise)은 정부의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의 현실적인 실행을 위한 운영․관리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 전문성은 공직사회의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

로써 주로 경력직 관료출신 장관이 이러한 정책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박경효(1995)가 제시한 장관의 전문성 유형 중 전문가적

행정가(professional administrators)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병영(2003)의 장관의 유형 중 관리자형 장관(경력직 관료출신 장관)이

지니는 정책 전문성과 같다. 구체적으로 직업관료출신 장관의 경우 정부

부처라는 공공조직에서의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관료조직이 어떤 규칙과

규범 속에서 운영되는지 체득하게 된다. 또한 법령,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력․예산 등 자원제약, 타 부처와의 관계라는 여러 환경적

요소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기본

적인 정책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경력을 지닌 장관에 비해

관료출신 장관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목표의 수립, 정책집행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내 관료들의 효과적 통제와 인사권

행사 등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강점이 있다.

이처럼 장관의 정책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장관의 경력직

관료출신 경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경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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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개월 수)을 측정하여 이를 정책 전문성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② 지식 전문성

지식 전문성(knowledge expertise)은 전문적 식견과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소관 영역에 대한 개념과 전문용어를 정확히 알고, 문제의 본질

을 이해하며, 주요 쟁점과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 전문성은 해당 학문분야에 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습득되는 능력이

라 할 수 있으며, 주로 교수 연구원 출신의 장관이 이러한 지식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박경효(1995), 안병영(2003), 김

효균(2002)의 연구에서 장관의 자질로서의 전문성이나 장관의 유형으로

서의 전문가형 장관을 언급할 때, 이러한 지식 전문성의 의미에서 통상

전문성을 논하고 있다. 박경효(1995)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가 정부조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행정적 전문가(administrative

professionals)의 대표적인 예로서 학자 출신의 장관을 언급하고 있으며,

안병영(2003)도 전문가형 장관의 범주에 교수가 속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안병영은 경제나 과학 기술부처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경우 전문가형의 장관이 선호됨을 지적하였으며, 김호균(2002) 또한 경제

학 교수를 경제관련부처(재경원, 산업자원부 등) 장관에 임명하는 경우를

전문성에 의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로 역대 장관의 주요경력 중 교수 출신이 16.9%로, 관료 출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문교부, 교육부, 과학기술처, 통일원,

통일부의 경우에 교수 연구원 출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시원 민병익, 2002).

구체적으로 교수 연구원출신 장관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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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지식획득을 통해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정책이나

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신의 학문적,

전문가적 소견이 정권의 정책기조와 일치할 때, 교수 연구원출신 장관은

개혁의지를 갖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 관료출신 장관의 강점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성향으로

인해 개혁을 주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교수 연구원출신

장관의 경우 비록 관료조직의 속성이나 정책과정에서의 여러 이해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관료출신 장관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전문적

권위와 식견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달성한다는 강점이 있다.

이처럼 장관의 지식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장관의 교수

연구원출신 경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교수로서의 재임경력은 조교수 임용

을 기준으로 조교수 이상의 재직기간(개월 수)을 측정하여 이를 지식

전문성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연구원으로서의 재임경력은 국책연구소 외

에도 민간기업, 대학부설, 국회소속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경력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장(원장, 소장 등)으로서의 재직경력도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

서 연구원으로서의 재임경력은 국책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원 재직기간(개월 수)으로 설정, 이를 지식 전문성

척도로 활용하였다.

③ 관리 전문성

관리 전문성(managerial expertise)은 소관 조직(부처)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조정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 전문성은 조직의 고위관리자로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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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을 통솔하고 조직을 경영한 실무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므로, 주로 사조직 혹은 공공조직의 고위관리자 출신 장관이 이러한 관리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안병영(2003)은 장관의 자질 중 하나로

관리능력을 언급하면서 장관은 부처조직의 수장이며, 최고관리자(CEO)

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관리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능력은 다시 말해 거버넌스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고 보고,

조직생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력직 관료출신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거대 복합조직의 최고관리자 경험이 있는 경우 관리능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조직 혹은 공공조직의 고위관리자출신 장관의 경우

대규모 조직 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일이 집행되며, 조직

인사 재무 등 조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어떻게 결정하고 유지하는

지를 잘 이해한다는 강점이 있다.

이처럼 장관의 관리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장관의 사조직

혹은 공공조직에서의 고위관리자 출신 경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직 관료출신 경력으로 정책 전문성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공 사조직

에서의 고위관리자 재직기간(개월 수)을 측정하여 이를 관리 전문성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3개 부처에 재직한 31명의 장

관의 경력을 조사하고, 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개월 수), 교수 연구원

재직기간(개월 수), 공 사조직에서의 고위관리자 재직기간(개월 수)을

각각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의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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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전문성 지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상 평가총점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의 재임기간이 재정사업의 회계

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장관(ex: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맹형규 행정

안전부 장관 등)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 회계연도에 걸쳐

해당 부처에 재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한편 지식경제부의 경우

2011년도에만 최경환 장관(2009.09.19-2011.01.27), 최중경 장관(2011.01.27

-2011.11.16), 홍석우 장관(2011.11.17-2013.03.11) 등 3명의 장관이 재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장관의 재임기간과 재정사업의 회계연도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재직한 장관의 재임 개월 수를 가중치로 한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 지수를 새로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를 예를 들면 2012년도의 경우에는 홍석우 장관

(2011.11.17-2013.03.11)만이 재임하였으므로 홍석우 장관의 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개월 수), 교수 연구원 재직기간(개월 수), 공 사조직에서의 고

위관리자 재직기간(개월 수)이 그대로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 지수가 되며, 이것이 2012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47개 재정사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2011년도의 경우에는 최경환 장관

(2009.09.19-2011.01.27), 최중경 장관(2011.01.27-2011.11.16), 홍석우 장관

(2011.11.17-2013.03.11) 등 3명이 재임하였으므로 세 장관의 재임 개월

수를 가중치로 하여11)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11)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정책 전문성 지수(개월 수)는 최경환 장관의 정책 전문성 
지수인 233(개월 수)*0.07 + 최중경 장관의 정책 전문성 지수인 300(개월 수)*0.8 
+ 홍석우 장관의 정책 전문성 지수인 324(개월 수)*0.13 = 298.43(개월 수)로 산정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 지수를 
구하면 각각 0*0.07 + 0*0.8 + 12*0.13 = 1.56(개월 수), 0*0.07 + 0*0.8 + 
17*0.13 = 2.21(개월 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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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전문성 지수를 새로 산정하고, 이를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37개

재정사업에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0년도-2012년도 3년간

13개 중앙부처 소관 938개의 재정사업에 적용가능한 장관의 전문성 지표

를 설정하고 측정함으로써, 장관 전문성의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영향력

유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행기관의 특성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행기관(소관부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행기관이 특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처의 주된 업무분야가 타 부처의

업무에 비해 유형적이고, 단기적이며, 성과의 계량화 및 측정이 용이한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성과

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기관일수록 재정사업의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다. 기타 부처의 고유한 문화, 역사 등도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mour & Lewis, 2006c).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수행기관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일부 선행연구에서의 분석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즉, Gilmour & Lewis(2006c)이나 임유미 외

(2014)의 연구에서 사업 수행기관을 통제변수로 두어 더미변수를 사용하

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재정사업을 소관 하는 13개 부처의 특성을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더미변수 중 기준이 되는 변수는 국토

해양부로 설정하였다.

한편 수행기관의 특성 분석이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데에는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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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내재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관여의 정도 및 정책에 대한 지지, 갈등의 차이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의

차이를 국가기구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기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여러 이론모형 중에서 이익집단간 정치과정에서의 상호

작용과 합의에 초점을 둔 모형이 바로 다원주의적 시각이며, 대표적인

이론인 Lowi(1972)의 정책유형 분류에 따르면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며, 각 유형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들의 운영

도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wi & Ginsberg

(1998)의 분류기준에 따라 행정기구를 주된 정책의 유형별로 네 가지 기관,

즉 고객기관(배분정책), 재분배기관(재분배정책), 규제기관(규제정책), 국가

유지기관(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관의 유형별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의 상호

작용과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13개 부처가 각각

어느 유형의 기관에 속하는지는 정용덕(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

였다. 고객기관에 속하는 부처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며, 재분배

기관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2개 기관, 규제기관에는 환경부,

국가유지기관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4개

기관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고객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정책유형별 특성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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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재정사업의 성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종합점수(100점 만점)

독립

변수

사업

특성

사업 유형

=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업으로 구분

하고 더미변수(dummy) 부여

* 간접수행사업 기준점

사업 규모
= 사업의 예산액(억 원)을 로그(log) 변환

한 값

장관

특성

정책

전문성
= 장관의 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개월 수)

3. 통제변수

마지막으로, 측정연도(Assessment Year)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12)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

하고자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010년을 기준점으로 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와 각각의 조작적 정의

를 정리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변수명 정리

12) ‘10년도 대상사업 전체의 평균 점수는 62.7점이었고, ’11년도에는 64.0점, '12년도
에는 62.9점이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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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전문성

= 장관의 조교수 이상 교수 재직기간,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원 재직기간(개월 수)

관리

전문성

= 장관의 공 사조직에서의 고위관리자

재직기간(개월 수)

수행

기관

특성

소관부처
= 13개 중앙부처에 더미변수(dummy) 부여

* 국토해양부 기준점

정책유형별

특성에 따른

기관

= Lowi & Ginsberg의 정책유형에 따라

부처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더미

변수(dummy) 부여

* 고객기관(배분정책), 재분배기관(재분배

정책), 규제기관(규제정책), 국가유지

기관(구성정책), 고객기관 기준점

통제

변수
측정연도

=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더미변수

(dummy) 부여

* 2010년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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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가설의 설정

제 2 절에서는 종속변수인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 사업의 특성, 장관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의 내렸다.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설명변수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재정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가설

1) 가설 1: 재정사업의 유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1-1: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사업보다 재정사업의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앞서 변수의 설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정사업의 유형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사업의 유형이 어떻게 성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각기 다른 유형의 사업들은 다른 정치적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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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이것이 정치과정(사업추진과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Lowi, 1972; Ripley & Franklin, 1982). 구체적으로 사업을 둘러싼 이익

집단, 정당,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여와 이들 간의 갈등, 대립의

정도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과 성과

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유형의 사업은 속성상 다른

유형의 사업에 비해 목표 설정이 용이하고, 산출물이 유형적이라 성과

측정이 용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의 운영관리와 성과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관리

의 질이나 관리자의 책무성에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ederickson & Frederickso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의 유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

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수행방식의 직 간접 차이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사업보다 재정사업의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공동성 외, 2007; 윤기웅 외, 2008; 2012; 임유미 외, 2014).

그 이유로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간접수행사업의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공동행동의 복잡성(complexity of joint action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비해 민간위탁,

지자체보조, 출연 등과 같은 간접사업의 경우 사업의 입안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련주체(민간, 공공기관, 지자체 등)들이 관여

하게 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적인 사업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Jeffrey L. Pressman과 Aaron Wildavsky가 지적한 ‘공동행동의

복잡성’과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사업 집행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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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사업

담당자나 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입법부)에 의한 법률적 통제,

예 결산 통제, 기타 국정감 조사 등 직접적인 통제를 받음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민간위탁기관이나 기타 간접사업을 수행

하는 주체의 경우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책임 고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직접수행사업에 비해 담당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통제 수단의 결여가 간접수행사업의 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자체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의 차이가 재정사업 성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재정성과관리제도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 기본계획, 세부계획 등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활발히

시행해오고 있는데 비해, 지자체나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의 경우 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이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성과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예상되는 여러 요인들과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중앙부처의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

사업보다 사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2) 가설 2: 재정사업의 규모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 재정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성과를 나타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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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재정사업의 규모가 재정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분석 결과 알려져 있다

(Chan Su Jung & Hal G. Rainey, 2009; Gilmour & Lewis, 2006c; 윤기웅

외, 2008; 2012; 하연섭, 2013; 임유미 외, 2014). 특히 영향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검토한 모든 선행연구에서 대규모 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2010년도-2012년도 분석기간에도

나타나는지 재확인하고자 ‘재정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성과점수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윤기웅 외(2008,

2012)와 Gilmour & Lewis(2006c)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마

불사(大馬不死)’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대규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그만큼 이들의 정치적 지지가 크기 때문

에 함부로 성과평가시 안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자칫 부정적 평가

결과로 인해 사업예산이 삭감될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소규모 사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 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사업

수행이후 성과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이미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 등을 실시

하는 등 소규모 사업에 비해 보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사업구조를 설계

하고,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더 높은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재정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자원의 차이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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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대규모 사업일수록 그만큼 가용인력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

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준다. 사업 담당자의 지위에 있어서도

예산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비교적 연차가 높고 상위 직급의 관리자가 담당자로 지정 관리

되는 경향이 있다. 고위 관리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통제의 수준 또한

대규모 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2. 장관의 특성과 관련된 가설

3) 가설 3: 장관의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장관의 정책 전문성이 다른 유형의 전문성에 비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장관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장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이나 자질

이 무엇인지를 규범적으로 논의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관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로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알 수 있었으나, 과연 이러한

장관의 전문성이 어떠한 요소들로 개념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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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장관의 전문성이 정책

이나 부처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일부 내용과

Gilmour & Lewis(2006c)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장관의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개념 정의한 것과 같이, 장관이 “정부조직의

운영 관리 및 정책과정상 정책의 결정 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할 경우 소관부처의

재정사업들이 계획 단계부터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 내 관료의

배치, 조직기구의 구성 등 적절한 행정관리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장관의 전문성을 바탕

으로 한 권위는 조직 내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상에서 장관의 전문성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즉, 전문성을

지닌 장관은 ‘일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소관

재정사업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장관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개념인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 모두 재정사업의 성과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하고자 한다.

효과성의 상대적 크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정책 전문

성이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에 비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즉, 장관이 다른 유형의 전문성을

지닌 경우보다 정책 전문성을 갖출 경우에 보다 재정사업의 성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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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자 한다.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는 경우 실제로 관료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며, 재정

사업의 입안부터 결정-집행-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정치적

제약이 있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여타 전문성을 갖춘 경우

보다 정책이나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목표의 달성 정도인 성과에

있어서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선우(2000)의 연구에서도

장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 중의 하나로 전문성을, 이를 갖추기 위한

경력배경으로 공직 경험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김광웅(1994) 또한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경력이 남달라야 함을 지적

하고 있어 이를 미루어볼 때에도 위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Gilmour & Lewis(2006c)의 연구에서도 경력직 공무원 출신의 강점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대상은 장관보다는 직급이 낮은

사업 책임자이지만, 사업 책임자가 경력직 고위공무원(SES)인 경우에

정무직 공무원에 비해 어떠한 역량을 지니는지를 가설 설정 단계에서

밝히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명된 사업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과의 정책

선호와 의견 불일치, 조직 내부 모니터링의 어려움, 잦은 교체로 인한

리더십 공백, 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설사

정무직 공무원이 정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바를 인지한다 하더

라도, 이를 분명한 사업목적으로 해석하고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전략적

기획을 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있도록 성과를 측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목표로 전환시키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담당 기관,

관련 소위원회, 이익집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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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사업 전반

과 업무 프로세스, 인사 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며, 공공조직에서

의 경험을 통해 공공조직 관리 역량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Gilmour & Lewis의 주장은 비록 사업 책임자급 지위를 염두에 둔 가설

이지만 인사행정에서의 오랜 논쟁과도 연결되며, 장관 임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등을 미루어볼 때 장관의 정책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른 유형의 전문성에 비해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3. 수행기관의 특성과 관련된 가설

4) 가설 4: 수행기관(소관부처)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

라질 것이다.

앞서 변수의 설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재정사업의 수행기관(소관

부처)의 특성이 재정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수행기관의

특성이 어떻게 재정사업 성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일부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부처마다의 고유한 문화, 역사 등이 재정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Gilmour & Lewis, 2006c).

성과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부처는 다른 기관에 비해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Gilmour, 2007). 부처

마다 주된 수행업무의 유형이 직 간접적인지 등 사업의 특성이 상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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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로 인해 재정사업 성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과 더불어, 임유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의 평가방식 자체로 인해 수행기관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상 기획재정부의 확인평가로 인해 일부

결과가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수행부처의 자체평가

점수가 평가결과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업 수행기관의 특성

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의 수행기관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5) 가설 5: 고객기관에 비해 재분배기관이나 규제기관에서 수행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앞서 국가기구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정책과정에서의 다

양한 이익집단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합의에 초점을 둔 집단정치 모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Lowi(1972)의 정책유형 분류와 이에 기반을

둔 Lowi & Ginsberg(1998)의 행정기구 분류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배분정책의 경우, 이익집단간 비영화적 경합이

이루어지고 상부상조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반대나

갈등이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배분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고객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고객집단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 반면, 재분배

정책이나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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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때문에 영화적 경합이 이루어지고, 비용부담집단의 정치적 반대

와 저항으로 사업이나 정책의 원만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형평성 등 이념적 논쟁과 정당간의 갈등도 야기

될 수 있다. 이처럼 재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을 각각 수행하는 재분배기관

및 규제기관의 경우 정치적 갈등에 직면함에 따라 고객기관에 비해 재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도 고객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비해 재분배기관이

나 규제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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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론

1. 분석방법

1) 기술통계

통계학을 크게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과 추론통계학

(inferential statistics)의 영역으로 나누어볼 때, 기술통계학은 자료의 특성

을 효율적으로 요약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

거나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는 추론통계분석이

본격적인 분석단계라면, 연구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통계분석은 사전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회귀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은 빈도분포표, 숫자형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활용할 것이다.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SE 12의 su 명령어와 tab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2) 상관분석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상관분석, 연관성

분석, 분산분석 등이 있다. 연관성 분석이 두 범주형 변수간의 연관성

여부를, 분산분석이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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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면 상관분석은 두 연속형 변수간의 관계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관분석에

서는 상관계수의 크기를 통해 두 변수간의 관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

으나, 그것이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

는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두 변수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제3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한편,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크기를 확인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통계 패키지인 Stata SE 12의

pwcorr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중회귀분석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앞

에서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인과관계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방법이 회귀분석이며, 특히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독립변수

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패널조사 방법이 일정한 분석대상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의 특성상 매년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의 1/3만을 평가하고,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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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사업은 향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전체의

평가완료 주기인 3년 안에는 하나의 재정사업은 한 번의 평가만 받게

되므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되, 측정연도에 따른 재정사업평가 점수의

전반적 상승 또는 하락 효과를 통제하고자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통계 프로그램인 Stata SE 12의 reg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2. 분석모형 : 다중회귀분석의 모회귀방정식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변수를 명확

하게 설정하고, 이들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대략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회귀분석의 첫 단계가

바로 모회귀방정식을 정의하는 것이다. 모집단에서 나타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하여 나타내는데, 이것을 모회귀방정식이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귀모형,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모형 적합도(model fit)를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분산분석의 F-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 결정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적합결여검증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실증분석 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추정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t-통계

량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면 회귀계수의 실질적인 의미, 즉 회귀계수의 크기와 부호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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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회귀분석의 첫 단계인 모회귀방정식을 수립하고, 기술

통계를 포함한 본격적인 분석은 제4장 실증분석 결과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의 일반적인 모회귀방정식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다중회귀분석의 일반적 모집단 회귀모형식

                
  단, i 는 관찰점의 번호, i = 1,2,...,n
    는 절편,
    는 k 번째 독립변수의 모회귀계수,
     는 k 번째 독립변수의 i 번째 관찰점,
     는 i번째 관찰점의 종속변수 값,
    는 i 번째 관찰점의 종속변수 값이 갖는 오차(=오차항)

본 연구의 주제인 재정사업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식을 수립

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 3> 본 연구의 분석모형

재정사업의성과     ×사업유형   ×사업규모   ×정책전문성
  ×지식전문성   ×관리전문성   ×소관부처
  ×정책유형별기관   ×측정연도  

  단, i 는 관찰점의 번호, i = 1,2,...,938
    는 절편,
    는 i 번째 관찰점의 종속변수 값이 갖는 오차(=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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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재정사업의 성과는 종속변수로써 확률변수이며, 오차항 도

평균이 0이고 일정한 분산 을 갖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이다.

사업유형, 사업규모,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 소관부처,

정책유형별 기관은 독립변수로써 비확률변수이며, 측정연도는 통제변수

로써 역시 비확률변수이다. , , , , , , 은 각각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이고, 은 통제변수인 측정연도의 회귀계수이다. 여기서 와

, , , , , , , 은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parameter)이다. 그러나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회귀계수인 ,
,

,
,
,
,
,
,
은 표본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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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정사업 성과

(재정사업자율평가

총점, 100점 만점)

938 62.59611 10.55898 25 88.75

제 4 장 실증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종속변수인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5>와 같다.

<표 5> 재정사업의 성과에 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대상인 938개 재정사업의 성과점수는 평균이 62.60점이며,

최소값은 25점, 최대값은 88.75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보통 등급

(60점-79점)에 속하기는 하나 60점대 초반이며,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평가 총점의 등급 분포(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매우미흡)를 살펴보면 더욱더 알 수 있는데, 아래 <표6>에서

보듯이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 수가 631개로 전체 대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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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급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매우미흡

(50점 미만)
87 9.28 87 9.28

미흡

(50점-59점)
176 18.76 263 28.04

보통

(60점-79점)
631 67.27 894 95.31

우수

(80점-89점)
44 4.69 938 100.00

매우우수

(90점 이상)
0 0.00 938 100.00

67.27%를 차지하나, 매우미흡과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 수가 각각

87개, 176개로 이 둘을 합한 비율이 28.0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 수는 44개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평가총점이 90점 이상인 매우우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쪽으로 치우쳐 분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급 빈도분포표

한편, 측정연도별로 재정사업의 성과 점수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평균이 62.10, 표준오차가 0.59이고, 2011년도에는 평균이 63.76, 표준오차

가 0.65이며, 2012년도에는 평균이 62.23, 표준오차가 0.54이다. 이를 통해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의 재정사업 성과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

가 2012년도에 다시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정연도에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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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2010 62.10228 0.5944784 [60.93562 63.26894]

2011 63.76417 0.6548198 [62.47909 65.04925]

2012 62.22547 0.541572 [61.16263 63.2883]

<표 7> 2010년도-2012년도 연도별 재정사업 성과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1) 사업유형

사업유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성 외(2007), 윤기웅 외

(2008) 등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업으로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사업유형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8>에서 알 수 있

듯이 직접수행사업의 수가 346개로 총 분석대상 사업의 36.89%를 차지

하고 있다. 간접수행사업의 수는 592개로 총 분석대상 사업의 63.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재정사업 수행 시,

자기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출연 등 중간매개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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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직접수행사업 346 36.89 346 36.89

간접수행사업 592 63.11 938 100.00

변수

(조작적 정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업규모

(사업예산액, 억원)
938 925.6994 4733.188 0.98 104347

<표 8> 사업유형에 관한 빈도분포표

2) 사업규모

사업규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9>와 같다.

<표 9> 사업규모(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량

사업의 예산액(억 원)을 기준으로 한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이

925.7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작은 사업은 예산액이 0.98억 원

에 불과한 반면 가장 큰 사업은 104,347억 원에 달하여, 사업간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차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예산액을 log 변환한

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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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업규모

(log예산액, 억원)
938 1.994235 0.8781955 -0.0087739 5.01848

<표 10> 사업규모(log예산액)에 관한 기술통계량

3) 장관의 정책 전문성

장관의 정책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개월 수)을 측정하여

이를 정책 전문성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장관의 재임기간과

재정사업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정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재직한 장관의 재임 개월 수를

가중치로 한 정책 전문성 지수를 새로이 산정하고, 이를 해당 연도 부처

(ex: 2011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사업(ex: 37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이렇게 산정한 장관의 정책 전문성 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9 -

변수

(조작적 정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책 전문성

(경력직공무원재직

개월 수, 회계연도

부처 기준 전문성

지수 산정)

938 217.2439 146.4684 0 408

<표 11> 장관의 정책 전문성에 관한 기술통계량

<표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관의 정책 전문성 평균은 217.24개월

로, 이는 평균적으로 장관들의 취임 전 경력직 관료 재직기간이 18.1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책 전문성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전문성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준

편차는 146.47개월이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408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4) 장관의 지식 전문성

장관의 지식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조교수 이상 교수 재직기간 또는 연구기관

에서의 연구원 재직기간(개월 수)을 측정하여 이를 지식 전문성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책 전문성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지식 전문성

지수를 산정하고,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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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식 전문성

(조교수 이상 교수

연구원재직개월수,

회계연도부처기준

전문성 지수 산정)

938 56.60332 105.0983 0 360

<표 12> 장관의 지식 전문성에 관한 기술통계량

<표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관의 지식 전문성 평균은 56.60개월

(4.7년)로, 정책 전문성 평균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대 장관의 주요 경력에 관한 연구에서 보듯이, 관료출신이 전체의

33.3%를 차지하는 반면 교수 출신은 16.9%를 차지하여 이러한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식 전문성의 편차도 매우 큰 편인데,

표준편차가 105.10개월이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60개월을 보이고 있다.

5) 장관의 관리 전문성

장관의 관리 전문성이 재정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공 사조직에서의 고위관리자 재직기간(개월 수)을

측정하여 이를 관리 전문성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상기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 전문성 지수를 산정한 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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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장관의 관리 전문성에 관한 기술통계량

변수

(조작적 정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리 전문성

(공 사 조직에서의

고위관리자 재직

개월 수, 회계연도

부처 기준 전문성

지수 산정)

938 9.976919 18.14011 0 77

<표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관의 관리 전문성 평균은 9.98개월로,

정책 전문성과 지식 전문성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대 장관의 주요 경력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대다수인 관료출신, 교수

출신을 제외하고 금융인(2.7%), 기업인(1.7%), 기타(1.8%) 등은 모두 합쳐

약 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리 전문성의 편차도 큰 편이며, 표준편차는 18.14개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77개월을 나타내고 있다.

6) 소관부처

재정사업의 소관부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Gilmour & Lewis

(2006c), 임유미 외(2014)의 연구방법에 따라 13개 사업 수행기관의 특성

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정사업의 소관부처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14>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마다 소관 재정사업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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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고용노동부 54 5.76 54 5.76

교육과학기술부 84 8.96 138 14.71

국토해양부 190 20.26 328 34.97

기획재정부 11 1.17 339 36.14

농림수산식품부 92 9.81 431 45.95

문화체육관광부 88 9.38 519 55.33

보건복지부 113 12.05 632 67.38

여성가족부 25 2.67 657 70.04

외교통상부 35 3.73 692 73.77

지식경제부 119 12.69 811 86.46

통일부 17 1.81 828 88.27

행정안전부 55 5.86 883 94.14

환경부 55 5.86 938 100.00

수 있다. 기획재정부(11개, 1.17%), 통일부(17개, 1.81%) 등은 소관 재정

사업의 수가 매우 적은 반면, 국토해양부(190개, 20.26%), 보건복지부

(113개, 12.05%), 지식경제부(119개, 12.69%) 등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이 매우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부처의 예산이나

인력 등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나, 부처의 규모가 크고

소관 사업이나 정책이 많다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예산을 수반하는

재정사업이 많지 않은 경우 소관 재정사업의 수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표 14> 소관부처에 관한 빈도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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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별

기관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고객기관 598 63.75 598 63.75

국가유지기관 118 12.58 716 76.33

규제기관 55 5.86 771 82.20

재분배기관 167 17.80 938 100.00

7) 정책유형별 기관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영향력을 간접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owi & Ginsberg(1998)의 정책유형에

따라 부처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유형별 기관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기관이 598개, 국가유지기관이 118개, 규제기관이 55개,

재분배기관이 167개로, 고객기관의 소관 재정사업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백분율로 살펴보면, 고객기관의 소관 재정사업이 전체 분석

대상의 63.75%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재분배기관이 17.80%,

국가유지기관이 12.58%, 규제기관이 5.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정책유형별 기관에 관한 빈도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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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연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2010 263 28.04 263 28.04

2011 247 26.33 510 54.37

2012 428 45.63 938 100.00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통제변수인 측정연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Chan Su Jung &

Hal G. Rainey(2009)의 연구방법에 따라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2010년도를 기준점으로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재정사업자율평가 측정연도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16>과 같다.

<표 16> 측정연도에 관한 빈도분포표

2010년도의 재정사업의 수가 263개로 2011년도의 247개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분석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도가 28.04%, 2011

년도가 26.33%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재정사업의 수가

428개로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전체 대상

사업 수13)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하여 역대 최다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3개 부처 소관의 재정사업 수도 함께 증가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3) ’10년도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전체 대상사업 수는 482개이며, ’11년도에는 474개, 
’12년도에는 597개였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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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
사업규모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

재정사업

성과
1.0000

사업규모 0.0341 1.0000

정책

전문성
-0.0603* 0.1678*** 1.0000

지식

전문성
0.0467 -0.0912*** -0.6403*** 1.0000

관리

전문성
-0.0232 0.0616* 0.4190*** -0.2190*** 1.0000

제 2 절 상관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통한 본격적인 인과관계 분석에 앞서, 주요 연속형 변수

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

듯이, 상관분석에서의 상관계수는 두 변수간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말해줄 뿐,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17>과 같다.

<표 17>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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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속변수인 재정사업 성과와 독립변수인 사업규모, 정책 전문

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재정사업 성과와

정책 전문성간 상관계수의 Prob > |r| 값이 0.1보다 작아 유의수준 10%

하에서 변수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서로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독립변수인 사업규모,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종속변수인 재정사업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반드시 종속변수와 주요 연속형 변수간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다 정확한 관계의 추정을 위해서는 제3의 변수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해당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절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의 크기를 확인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선형 회귀모형 계수들의 추정

을 위해서는 독립변수들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없어야 하고, 만약 강한

선형관계를 가질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게 의심

되지는 않으나, 장관의 정책 전문성과 지식전문성 간(-0.6403), 정책 전문

성과 관리 전문성 간(0.4190)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장관의 주요 경력을 볼 때, 관료출신일 경우 이후 교수로

임용되거나 공 사 조직의 기관장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중공선성 문제의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진단

통계량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V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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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있다고 한다. 해당 변수들의 VIF 값을 추정한 결과, 정책 전문성은

8.62, 지식 전문성은 3.20, 관리 전문성은 2.31로 각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상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분석모형의 적합성 검정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분석의 기초가 되는 모회귀방정식을

수립한 다음에는 회귀모형,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모형 적합도(model fit)를 평가해야 한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크게 ① 분산분석의 F 통계량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평가하는 방법(F 통계량의 p-value

가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모형이 유의미하다고 판단), ② 결정계수를 이용

하여 모형의 설명력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결정계수의 크기를 해석

하여 종속변수의 전체 변동 중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③ 적합결여검정을 이용하여 모형이

적절히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적합결여 F 통계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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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결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분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결정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먼저, 분산분석(ANOVA)에서의 F 통계량은 회귀계수 값이 모두 0

이라는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검증한다.

 : =======이다.

만일 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최소한 하나의 계수는 0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결국 F 통계량의 값은 회귀모형의 모든 회귀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검증을 통해 선형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Stata SE 12에서 다중회귀분석 명령어인 reg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표 18> 다중회귀분석의 분산분석 표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9 6567.92576 345.680303 3.24 <.0001

Error 918 97900.1479 106.645041

Corrected
Total 937 104468.074 111.492074



- 89 -

<표18>에서 볼 수 있듯이, F 통계치는 3.24이며 이 귀무가설에 대한

p-value 값은 <.000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변동이

무작위오차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보다 크기 때문에 본 회귀모형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정계수(R-Square)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할

수 있다. 결정계수의 크기는 종속변수 전체의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다중회귀분석 실행

결과 나타난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0629로, 약 6.29% 정도의 종속

변수의 변동이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정

결정계수(Adj R-Sq)를 기준으로 보면 0.0435로, 약 4.35% 정도의 종속

변수의 변동이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결정계수의 크

기가 얼마나 커야 좋은 회귀모형인지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의 관심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지 여부에 있

다고 하면 결정계수 값이 작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모형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

도 평가시 결정계수보다는 분산분석의 F 통계량의 p-value 값으로 판단

하는 경향이 있다.

상기 두 가지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한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적합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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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Variable) 회귀계수() 표준오차(S.E) t 값(t value)

사업유형 3.162437*** 0.7637282 4.14

사업규모 0.8849917** 0.4086405 2.17

정책 전문성 0.0023028 0.0067617 0.34

2.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이후에는 추정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고, 회귀계수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먼저 추정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t 통계량을 이용

하여 판단할 수 있다. t 통계량의 귀무가설은 ‘회귀계수 값이 0이다’이므로

t 통계치에 대한 p-value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귀계수가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추정된 회귀계수의

실질적인 의미, 즉 회귀계수의 크기와 부호를 해석한다. 회귀계수가 로

추정되었으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는 만큼 변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양의 부호를 가지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음의 부호를 가지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Stata SE 12의 다중회귀분석 실행 결과는 <표19>와 같다.

<표 19>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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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전문성 0.0029214 0.0057409 0.51

관리 전문성 0.0574931** 0.0282592 2.03

재분배기관 7.080063*** 1.808814 3.91

규제기관 5.108256*** 1.919123 2.66

국가유지기관 3.358449 3.278971 1.02

기획재정부 - - -

지식경제부 5.322784*** 1.422584 3.74

고용노동부 - - -

환경부 - - -

농림수산식품부 7.193051*** 1.445236 4.98

교육과학기술부 5.474593** 2.206097 2.48

문화체육관광부 7.18904*** 2.507142 2.87

보건복지부 -2.93313* 1.744173 -1.68

여성가족부 8.865491*** 3.035771 2.92

행정안전부 4.611837 3.818931 1.21

통일부 0.6147454 4.325819 0.14

외교통상부 2.271612 3.869956 0.59

2012년도 0.6819322 0.896879 0.76

2011년도 2.371162** 0.9529757 2.49

상수항(절편) 52.71262*** 2.666184 19.77

1) 주: ***: p<0.01, **: p<0.05, *: p<0.1,  =0.0629, Adj  =0.0435
2) 주: 사업유형 변수의 경우 간접수행사업이 기준점, 소관부처 변수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기준점, 정책유형별 기관 변수의 경우 고객기관이 기준점, 통제

변수인 측정연도의 경우 2010년도가 기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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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인 사업

유형, 사업규모 변수의 p-value 값이 각각 유의수준 1%와 5%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업유형은 유의수준 1% 하에서 회귀계수가 0이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규모 역시 유의수준

5% 하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장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문성과 지식 전문성 변수의 경우,

p-value 값이 유의수준 5%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리 전문성 변수는 유의수준 5% 하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독립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행기관의 특성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변수의 경우 국토해양부

를 기준이 되는 범주로 설정하고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경우 유의수준 1%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

을 기각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

부의 경우에는 p-value 값이 유의수준 10%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어

유의수준 5% 하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나, 10% 하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정책유형별 기관 변수를 살펴보면, 국가유지기관을 제외하고 재분배

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p-value 값이 유의수준 1%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의수준 1%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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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객기관과 비교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통제변수인 측정연도의 경우 2012년도에는 p-value 값이 유의수준

5%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나, 2011년도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기준점인 2010년도에

비교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유형, 사업규모, 장관의 관리 전문성, 지식경제부 등 일부

소관부처, 재분배기관과 규제기관 등 정책유형별 기관 변수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이며, 통제변수인

측정연도도 2011년도의 경우 재정사업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의 추정된 회귀계수의

실질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사업유형의 경우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사업에 비해 재정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수행사업의 경우 기준점이 되는 간접수행사업보다 재정사업의 성과가

3.162437점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의미한 변수인 사업규모는 재정사업의 성과에 0.8849917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사업규모는 사업의 예산액에

log를 취한 형태이므로, 사업규모가 1% 증가할수록 재정사업의 성과가

0.8849917/100(=0.008849917)점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업규모

변수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사업유형 등 다른 유의

미한 변수에 비해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장관의 관리 전문성 역시 재정사업의 성과에 0.0574931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관의 공 사 조직에서의 고위관리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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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1개월씩 늘어날수록 재정사업의 성과에 0.0574931점씩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관의 관리 전문성 변수 역시 사업

규모 변수와 마찬가지로 여타 유의미한 변수에 비해 영향력의 크기가

크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관부처의 경우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

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경우 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에 비해 재정사업

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기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국토해양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약 5.32～8.87점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2.93313점

더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정책유형별 기관 변수의 경우 재분배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기준이

되는 고객기관에 비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분배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고객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7.080063점, 규제기관이 수행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고객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5.108256점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측정연도의 경우 2011년도가 기준이 되는

2010년도에 비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 평가대상 재정사업의 성과가 2010년도

평가대상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2.371162점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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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검증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사업의 특성, 장관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사업유형, 사업

규모, 장관의 관리 전문성, 일부 소관부처, 재분배기관과 규제기관 등 정책

유형별 기관, 그리고 통제변수로써 측정연도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상기

유의미한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세운 총 8개의 가설 중에서 6개의 가설

(일부지지 가설 포함)을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설 1>과 <가설 1-1>의 경우 재정사업의

유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며, 특히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사업보다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재정

사업의 유형은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직접수행사업의 성과가 간접수행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회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동행동의 복잡성 문제나 책무성 차이,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의 차이가 이러한 재정사업 성과의 차이

를 불러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 2>와 <가설 2-2>를 살펴보면, 재정사업의 규모에 따라 재정

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규모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이며,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사업의 성과점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

으므로 두 가설이 모두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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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2010년도-2012년도 분석기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대규모 사업일수록 높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로 제시

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지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검증,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의 차이, 고위관리자의 관심과 통제 수준

차이 등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과 <가설 3-3>에서는 장관의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장관의 정책 전문성이 다른 유형의

전문성에 비해 재정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오직 장관의 관리 전문성만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

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며, 여타 정책 전문성과 지식 전문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관의 관리 전문성이 늘어날

수록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가설 3>을

일부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장관은 정치와 행정 영역의 최상의 접점의

자리를 점유하는 자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하는 정치가이자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통할하고 정책

을 관리하는 행정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

식견이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조직과 인력을 통솔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거버넌스 능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Gilmour & Lewis(2006c)의 경력직 고위공무원(SES)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과가 정무직 공무원(PAS)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성과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들의 연구 대상이 장관급보다 낮은

사업 책임자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재정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이나, 실제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완료까지 실무자로



- 97 -

부터 보고를 받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는 실 국장급인 고위공무원

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과

관리경험, 기술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Gilmour & Lewis는 또한 사업

책임자 보다 높은 직위에 있어서는 정무직 출신도 적합할 수 있다고 언급

하고 있어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는 정책 전문성이나 지식 전문성보다는

행정관리능력인 관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에서는 수행기관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

라고 보았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하여 일부 소관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며, 기준점인 국토해양부와

비교해 볼 때 분석에서 제거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점수가 각각 다르므로 본 가설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5>에서는 고객기관에 비해 재분배기관이나 규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재분배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고객

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7.080063점, 규제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고객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5.108256점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규제기관이

주로 수행하는 규제사업의 경우 목표를 명확히 설정가능하며,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Norcorss & Adamson(200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유형별 기관에 따른 정치과정의 차이가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토록 크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가설의 지지 결과를 정리하면 <표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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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본 연구의 가설 지지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가설지지 결과

<가설 1> 재정사업의 유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

<가설 1-1>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사업보다

재정사업의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2> 재정사업의 규모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

<가설 2-1> 재정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3> 장관의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지지)

<가설 3-1> 장관의 정책 전문성이 다른 유형의

전문성에 비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X

<가설 4> 수행기관(소관부처)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

<가설 5> 고객기관에 비해 재분배기관이나 규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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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효율성,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

관리제도로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05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선행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재정사업의 유형, 규모 등 사업 자체의 특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도-2012년도 3년간 재정사업자율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장관의 특성 및 수행기관의 특성을 관련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세 가지 차원의 결정요인들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각각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정사업의 성과로서 재정

사업자율평가제도상 평가 총점으로 정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인 결정요인은

사업유형, 사업규모, 장관의 정책 전문성, 장관의 지식 전문성, 장관의

관리 전문성, 소관부처, 정책유형별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정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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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사업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사업유형, 사업

규모, 장관의 관리 전문성, 일부 소관부처, 재분배기관과 규제기관 등 정책

유형별 기관, 그리고 통제변수로써 측정연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변수

들의 추정된 회귀계수의 실질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재정사업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전체 8개의 가설 중에서

6개의 가설(일부지지 가설 포함)이 지지되고 있다. 먼저, 재정사업의 유형

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직접수행사업의

성과가 간접수행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정사업

의 규모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이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장관의 전문성과 관련해

서는 예상과 달리 정책 전문성과 지식 전문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장관의 관리 전문성만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관의 관리 전문성은 재정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의 가설을 일부 지지

하고 있다. 수행기관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역시 회귀분석 결과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유형별 특성에 따른 기관

의 경우 재정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은 밝혔으나,

재분배기관이나 규제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가 고객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가설

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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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장관의 전문성, 수행기관의 특성 등 새로운 차원의 결정

요인을 모색하고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유형, 특히 직접수행사업이 재정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간접수행사업의 추진시 예상될 수 있는 공동행동의 복잡성,

책무성 확보 문제,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행수준 저조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원인지,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풍부한 인력과 자원에 의한 체계적 관리

에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고, 제한된 제약조건하에서의 비용효과적인 사업

관리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관의 전문성, 특히 관리 전문성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향후 장관의 인선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기관(소관부처)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이것이 부처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밝힐 수 있다면,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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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색하고 모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익집단의 상호작용 등

정치적 요인도 수행기관의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장관의 전문성을 분석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장관의

전문성의 개념과 척도를 제시한 선행연구가 부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관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정책 전문성, 지식

전문성, 관리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하였다. 그리고 장관의

재임기간과 재정사업의 회계연도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재직한 장관의 재임 개월 수를

가중치로 한 정책 전문성, 지식전문성, 관리전문성 지수를 새로 산정하여

이를 재정사업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설정과 측정방법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향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해외 연구사례나 유사

한 조사방법을 참고하여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분석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도-

2012년도 13개 부처 소관의 938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적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되는

장관의 수는 31명에 불과하여 장관의 전문성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을 확장하거나, 분석 대상기관(부처)을 확대

함으로써 어느 정도 풍부한 장관의 수를 확보함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사업 성과의 결정요인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가 주로 사업의 특성에 그친 점을 보완하여 장관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 등 다양한 결정요인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모형의 설명력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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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은 편이다. 그만큼 현실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궁무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결정요인들을 새롭게 모색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재정사업의 성과와

결정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양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수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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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Budgetary Program

Performance in the Korean

Public Sector

Kim, Min Ha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udgetary program

performance in the Korean public sector. Recently, a series of reforms

has been made to enhanc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Korean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need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budgetary program has been increased. As a part of such efforts,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ABP) was introduced and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5.

This research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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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budgetary program and their effects on program

performance.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 itself on program performance such as program type and

size, following existent previous studies. Moreover, this research adds

the characteristics of ministers and agencies as potential factors that

has been scarce or nonexistent in previous studie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se three pillars- program itself,

ministers, and agencies on program performance, the data from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ABP)" for 3 years between

FY 2010-2012 are used. Specific variables are as follow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budgetary program performance which is

defined by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ABP) total scor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 such

as program type and size, the characteristics of ministers such as

policy expertise, knowledge expertise and managerial expertise, the

characteristics of agencies such as ministries and four types of

agencies by the theory of Lowi & Ginsberg(1998). Fiscal year that

may affect the SABP scores is controlle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budgetary

program performance is affected by program type, program size,

managerial expertise of minister, ministries, agencies by policy type

and fiscal year. These five independent variables and one control

variable support six of the eight proposed hypothesis. First, different

types of programs have different levels of program performance, and

especially direct programs have higher performance tha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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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erformed indirectly. Regarding the program size, program

siz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on program

performance. These results support the previous empirical studies. In

relation to the expertise of minister, unlike the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only managerial expertise of minister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program performance. Influences of policy expertise

and knowledge expertise of minister on program performance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ministries running

their budgetary programs affect the program performance. In terms of

types of agencies by the theory of Lowi & Ginsberg(1998), the

results show that program performance by re-distributional agencies

and regulatory agencies is higher than one by client agencies, against

the hypothesis.

In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budgetary program performance using the updated data from

SABP, that could confirm the results in previous researches as well

as explores and empirically analyze the new factors such as the

expertise of ministers and characteristics of agencies.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could help us to fin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program type,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program performance, especially in case of

carrying out indirect programs, dealing with the expected problems of

complexity of joint actions, accountability vacuum, lack of interest in

performance management. In relation to the program size, it is

important to find the cause of higher performance scores on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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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compared to smaller ones. It could be caused by the input

of sufficient resources which are helpful in systematic management of

programs, or by the influence of political interests. We have to find a

cost-effective management system under budgetary constraints.

Regarding the expertise of minister, the finding that the managerial

expertise of minister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program

performance may be a reference to the appointment of ministers.

Finally, the fact that characteristics of agencies affect the program

performance could give us important implications. If we find the

factors or features of agencies that affect the program performance

through following studies, it will be a useful guide to develop the

capa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Korean public sector.

keywords : Budgetary Program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program, characteristics of ministers, characteristics of

agencies, the expertise of minister,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 (SA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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