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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장

관의 개인적인 특성, 정치적인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관의 개인적인 특

성은 국민의 관심도, 해당부처 관료경험, 민간분야 경험, 학계 관련

경험, 언론 분야 경험, 국방 분야 경험, 법 관련 분야, 기타 분야 경

험이 있는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은 국회의

원 당선경험, 이전 장관 경험 여부로 구분하였다.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 대통령의 이념성향, 장

관 임명 당시 여당의석비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

처별 특성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경제 부처, 사회문화 부처, 외

교안보 부처, 법질서행정 부처로 구분하여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3년에 걸

쳐 임명된 중앙부처의 장관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의 관심

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였고,

Google 검색 트렌드는 2004년 이후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부처 홈페이지, 언론사 자료 등을 통해 장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국민의 관심도 자료는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중 국민

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정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

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졌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짧아지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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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또한, 민간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장관은 재임기간이 경험이

없는 장관에 비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관의 정치적 특성 중에서 국회의원 당선경험이 있는 장

관은 재임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

명한 해와 여당의석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

령의 임기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석비율은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

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특성 분석결과 법질서행정 부처와 비교했을

때 사회문화 부처와 경제 부처는 상대적으로 재임기간이 짧아졌다.

부처 안전성과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재임기간이 짧

은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임기간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장관의 임명과 사임에 정책적

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국민의 관심도, Google trends, 장관

의 정치적인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

학 번 : 2015-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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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

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

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1)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는 대통령 취임 및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많

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노무현 정부 19개 부처, 이명박 정부 16개 부처 그

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는 17개 부처로 중앙행정부처의 변화가 있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부처를 총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러나 한국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직책인 장관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김호균, 2001; 이시원 민병익,

2002; Hahm, Jung & Lee, 2014).

장관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을 수 있다

(Alderman & Cross 1987; 안병영, 2001). 먼저 해당 부처 업무의 연속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관이 정책 사안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에 필요

한 정보와 경험을 쌓기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관

이 부처의 소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재임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극적인 무사안일의 자세를 취하거나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데 연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장관이 자

주 교체됨에 따라 부처 내 인사도 잦아져서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관료들

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성시영, 2014)

이시윈 민병익(2002)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역대 

장관들을 정부별, 부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함성득 문명재 이삼열

정광호(2007)는 장관 인선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승만

1) 헌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94조, 제95조, 제9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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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장관을 대상으로 임명과 교체사유를 공식문서,

신문자료, 연감 및 각종 언론매체자료 분석하였고 관련자 심층면담을 통

해 분석결과를 보완하였다. 성시영(2015)은 194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장

관 953명을 대상으로 비례위험 모형을 적용하여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장관의 재임기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둘째,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문

제와 가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장관의 재임기

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논문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3년에 걸쳐

임명된 중앙부처의 장관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948년부터 장관에 대

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지만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한 자료 수집으로

인해 2004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장관 관련 자료는 정부 부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1차적으로 수

집하였다. 추가적으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선형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Kaplan-Maier의 생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Cox(1972)의 비례

위험 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통해 다중 선형회귀 분석 결과

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모두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가 지닌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연구모형

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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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

다.



- 4 -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중앙정부조직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部), 처(處), 청(廳)으로 구성된다. 2017년 3월 현재 중앙정

부는 17부 5처 16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부기구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정부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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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부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있

다. 5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있으며 부 산하에 16개의 청이 있다.

제 2 절 장관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처의 장을 맡고 있는 장관은 정부활동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장관이라는 지위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

에게 충선한 인물에 대한 지위배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며 또한

각 분야별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를 진 인물을 배치하

는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인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장관에

임명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관자리는 본인 자신의 명예일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성향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정부 각

부처의 최고관리자로서 부처활동을 지휘, 감독하느냐에 따라 일상적인 삶

에 직·간접으로 양향을 받을 것이다.(Thompson, 1994)

Keman(1991)은 장관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치적인 측면

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장관을 정치가형과 관리자형으로 구분하

였다. 국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김병섭·박상희(2010)는 실제로 대통령의 중요한 자원(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예산에 관한 권한 중 조직권의 행사는 집단적인 저항이

심하고 예산권은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데다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

에 권한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과 이념을 실현시

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결국 정책적 이념과 방향을

같이하는 사람들(핵심참모, 장·차관 등)에게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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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국에서 장관의 역할은 각 부처를 총괄하는 것 이외에도 대통령

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 3 절 장관의 재임기간에 관한 선행연구

Cohen(1986)은 1952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 내각의 장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장관

의 개인적인 특성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linski, Dewan & Dowding(2007)은 영국과 미국의 비교를 통해 장

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내에

서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과 정치적인 특성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천오(1995)는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각 정부별 장관의 재

임기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임명된 장관에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재임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시원·민병익(2002)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장관들

의 재임기간과 인구사회적 배경, 경력 배경을 정부별, 부처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장관의 재임기간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길었고, 갈

수록 재임기간 짧아졌다. 인구사회적 배경에서는 장관의 취임연령과 대통

령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특정 학력이 장관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장관의 경력배경은 임용 전 주요경력, 해당부처 유관 기관 근무여

부, 정치인 경험여부, 고위군인 경험여부, 지방장관 경험여부로 구분하여

정권별로 분석하였다.

함성득 문명재 이삼열 정광호(2007)는 장관의 재임기간 및 임면 사유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장관 인선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 아승만 정부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까지 장관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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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재임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장관의 교체에 관한 직접적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다음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장관의 역량부족 및 정책실

패, 둘째, 외부의 사퇴압력, 정치적 경질, 셋째, 도덕성 문제와 상징적 책

임, 넷째, 개각, 임기만료, 전직, 다섯째, 정치적 사임 또는 기타 개인적 사

유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의 장관 임면이 정치

적 요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져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아졌다고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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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정

치적인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

정하였다.

1. 장관의 개인적 특성

장관의 일반적 자격요건은 크게 능력(competence)과 정치적 자격요건

으로 나눌 수 있다(Malek, 1978; Mackenzie, 1981; Rose, 1971; Heady,

1974; Adams, 1989; Wilson, 1989). 능력으로서는 비전(vision), 전문성, 의

사전달력, 정치행정적 감각, 강인한 정신력(mental toughness), 대중적 인

기(popularity)등이 거론된다.(박천오, 1995)

전문성은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력에 대한 것으로 해당 부처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hm, Jung & Lee(2014)의 연구에서는 직

업 관료로서의 경험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

만, 성시영(2015)의 연구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처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부처 경험이 장관

의 재임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

의사전달능력은 정책목표나 행정의 방향을 행정기관 내외의 제세력들

(직업관료들, 대통령, 국회, 언론매체, 일반국민, 유관부처 등)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하여 그들의 동의나 협조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

다.(박천오, 1995) 의사전달능력은 장관 임명전의 경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대중적 인기(popularity)는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도와 관심을 의미한

2)Lewis(2008)는 정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연구에서 관료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

로 나누어 해당 부처에서의 경험과 다른 부처에서의 경험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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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거의가 그 존재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성기준

(softer criteria)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장관의 역할수행과 직·간접적인 연

관성이 있는 중요한 기준임에는 틀림이 없다.(박천오, 1995) 본 연구에서

는 대중적 인기를 국민의 관심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장관의 개인적 특성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연구가설 1-1: 장관의 전문성에 따라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1-2: 장관의 의사전달능력에 따라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장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재임기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2. 장관의 정치적 특성

Berlinski, Dewan & Dowding(2007)은 장차관이 이전에 내각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정치적 특성의 주요한 변수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

우 입법부에서의 의정 경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원 경험, 대

통령의 참모로서의 경험, 장관 취임 전에 장관직을 재임했던 경험 등은

장관의 정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성시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입법부의 의원과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으로 범위를 한정

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입법부의 의원과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으로서

의 경험은 정치적인 성격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치와 행정 업무

를 모두 처리해야 할 장관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

다.(박천오, 1995) 그러나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장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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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정치적인 경력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장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법부에서의 의정 경험 또는 장관 역임 여부에

따라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국정을 관리하는 장관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장관의 정치적 특성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연구가설 2-1: 입법부의 의원 경험에 따라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장관 역임 여부에 따라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3.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이다(Cohen, 1986). 선행연구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으로 대

통령의 초·재임 여부,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 임명시기, 대통령의 이념,

출신지역, 대선득표율과 여당의 의석비율을 고려하였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Krause & Cohen(1997)은 대통령이 임기 초에는 거대한 정치적 자

본을 갖고 있고, 이른바 '허니문' 기간 동안 이러한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통령 단임제를 실시하는 한국의 경우 임기가 지남에

따라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이 임명된 시기에 따라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대통령 임기 중 장관이 임명된 시

기, 대통령 이념성향, 대선득표율, 여당의석비율을 통해 재임기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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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가설 3-1: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이 임명된 시기에 따라 장관

의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대통령 이념성향에 따라 장관의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3: 대통령 대선득표율에 따라 장관의 재임기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4: 여당 의석비율에 따라 장관의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부처별 특성

성시영(2015)이 194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장관 953명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경제 부처의 경우, 장관의 위험률이 사회문화 부처에 비해 24%

높았다. 또한 법질서 행정 부처의 장관은 사회문화 부처에 비해 위험률이

30% 높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부처를 크게 경제, 사회문화, 외

교안보, 법질서·행정 등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3)

3) 성시영(2015)은 <표1>와 같이 역대 부처를 분류하였다.

<표 1> 부처의 분야별 분류

<Table 1> Executive Departments

분야 부처

경제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재정경제부, 지식경제부, 해양수산부

사회문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외교안보 국방부, 외교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질서·행정 법무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특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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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문제 4: 부처별 특성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가설 4-1: 부처의 분야에 따라 장관의 재임기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모형과 변수 설정

1. 연구가설의 모형과 변수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모형과 변수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2] 연구가설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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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본 논문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 방법과 측정 단위는 다음

<표 2>와 같다.

Berlinski, Dewan & Dowding(2007)은 장관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장관의 개인적(personal) 특성과 정치적(political) 특성으로

구분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참고하여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표 2> 장관에 대한 변수의 측정 방법 및 측정단위

변수 측정 방법 측정 단위

재임

기간
만으로 장관으로 근무한 기간 일 수

국민의

관심도
Google Trend Data 검색 빈도수

해당

부처

임명된 부처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지 여부

더미 변수: 해당 부처=1,

경험이 없는 경우=0

민간
민간 부문에서 관리 경험이

있는지 여부

더미 변수: 민간 관리=1,

경험이 없는 경우=0

학계
대학교수 혹은 연구원으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더미 변수:

대학/연구소=1, 경험이

없는 경우=0

언론
언론사 근무 경험이 있는지

여부

더미 변수: 언론=1,

경험이 없는 경우=0

기타
기타 분야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

더미 변수: 기타=1,

경험이 없는 경우=0

의원 국회의원 경험

더미 변수: 경험이 있는

경우=1, 경험이 없는

경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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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방법 측정 단위

지방

자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지 여부

더미 변수:

지자체장/국회의원=1,

경험이 없는

경우=0

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
연 수

대통령

이념성향
대통령 이념성향 보수=0, 진보=1

대선득표

율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득표율
득표율(%)

여당

의석

비율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의석비율

여당의 의석비율(%)

경제

부처

부처의 영역이 경제부처인지

여부

더미 변수: 경제부처=1,

그렇지 않은 경우=0

사회

문화

부처의 영역이 사회문화

부처인지 여부

더미 변수: 사회문화=1,

그렇지 않은 경우=0

외교

안보

부처의 영역이 외교안보

부처인지 여부

더미 변수: 외교안보=1,

그렇지 않은 경우=0

법질서·

행정

부처의 영역이 법질서 행정

부처인지 여부

더미 변수:

법질서 행정=1, 그렇지

않은 경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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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13년에 걸쳐 임

명된 중앙부처의 장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1948년 8월 정부수립부터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를 마칠 때까지 임명된 장관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본 연구에서 2004

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민의 관심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Google 검색 트렌드는 2004년

이후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서이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된 장관은 169명으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공식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보조적으로 각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장관 관련 신문기사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인명데이터 베이스

를 참고하였다. 한편, 자료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정부 내

에서 다른 부처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 다시 임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부처명이 바뀌거나 개편된 경우 부처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한

Google 검색 트렌드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따라 수집하였으며, 대상은 대

한민국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상대적인 비교값을 확인하기 위해 169명의

장관을 동일한 대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Google 검색 트렌드의 수

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의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한 검색 관심도

를 나타낸다. 100은 검색어의 수준이 최고일 때를 나타내고 50은 검색어

의 절반 수준, 0은 검색어의 인기도가 최고 대비 1% 미만임을 나타낸다.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여 수집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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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oogle Search Trends

장관 본인만으로 검색할 경우 검색어의 최고 수준을 기준으로 분포되

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169명 대상이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SV(comma separated value) 형

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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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1) 다중 선형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수로서 첫째,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도,

장관의 해당부처 관료경험, 민간 부문 관리 경험, 학계에서의 경험, 언론

에서의 경험, 국방 분야의 경험, 법 분야의 경험, 기타 분야의 경험 등 8

가지를 두었다. 둘째, 장관의 정치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경험,

장관 역임 여부 등 2개의 독립변수를 상정했다. 셋째,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으로 대통령 임기 중 장관 임명 시기, 대통령 이념성향, 대선득표율,

여당의석비율 등 4개의 독립변수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특성은

경제 부처, 사회문화 부처, 외교안보 부처, 법질서행정 부처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했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함께, 통제변수로서 장관의 성별, 장관의 연령, 장관

의 출신지역을 선정했다. 이러한 변수들 가운데 어떠한 변수가 장관의 재

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2) 비례위험 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임기간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므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

과를 보완하기 위해 Cox(1972)의 비례위험 모형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 STATA statistics 11.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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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방법 단위 평균
표준

편차특성 변수

재임

기간
장관으로 근무한 기간 일(日) 수 515.98 271.50

장관의

개인적

특성

관심도
장관에 대한 인터넷

검색빈도
검색 빈도수(회) 104.43 131.81

성별 남성과 여성 남성=0, 여성=1 0.09 0.29

연령 장관임명 시 만 나이 연(年)수 57.40 4.74

해당

부처

관료

경험

임명된 부처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지 여부

타 부처 근무 혹은

경험 없음=0,

경험 있음=1

0.36 0.48

민간
임명 전 민간부문 종

사 여부

민간부문 종사=1

그렇지 않은 경우=0
0.02 0.15

학계
임명 전 학계 종사

여부

학계 종사=1

그렇지 않은 경우=0
0.20 0.40

언론
임명 전 언론부문종

사 여부

언론부문 종사=1

그렇지 않은 경우=0
0.01 0.11

<표 3> 장관에 대한 변수의 측정방법과 기술통계량

제 4 장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실증분석

제 1 절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장관을 역임

한 16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역대 장관 169명으로부터 측

정한 변수의 종류와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 19 -

구분

측정방법 단위 평균
표준

편차특성 변수

장관의

개인적

특성

국방
임명 전 국방부문 종

사 여부

국방부문 종사=1

그렇지 않은 경우=0
0.05 0.22

법
임명 전 법조계 종사

여부

법조계 종사=1

그렇지 않은 경우=0
0.03 0.17

기타
임명 전 기타직 종사

여부

기타직 종사=1

그렇지 않은 경우=0
0.05 0.22

장관의

정치적

특성

의원
국회의원 당선경험

여부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0.28 0.45

장관

역임
이전 장관 경험 여부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0.05 0.22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 중 장

관을 임명한 해4)
연(年)수 2.28 1.31

대통령

이념

성향

대통령 이념성향5) 보수=0, 진보=1 0.55 0.50

출신

지역

대통령과 장관이 동

향출신인지 여부6)

동향=1

동향이 아닌 경우=0
0.22 0.41

대선

득표율

대통령 선거에서 대

통령 후보로서의 득

표율

득표율(%) 0.50 0.01

여당

의석

비율

장관 임명 당시 여당

의석비율
의석비율(%) 0.46 0.10

4) 대통령이 장관을 몇 번째 해에 임명했는지를 연(年) 수로 표시하였음. 대통령

의 임기 첫 번째 해에 임명된 장관의 경우=1, 두 번째 해에 임명된 경우=2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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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방법 단위 평균
표준

편차특성 변수

부처별

특성

경제

부처

임명 부처영역이

경제부처인지 여부

경제부처=1

그렇지 않은 경우=0
0.16 0.37

사회

문화

임명부처영역이 사회

문화부처인지 여부

사회문화부처=1

그렇지 않은 경우=0
0.31 0.46

외교

안보

임명부처영역이 외교

안보부처인지 여부

외교안보부처=1

그렇지 않은 경우=0
0.40 0.49

법질서

행정

임명부처영역이 법질

서행정부처인지 여부

법질서행정부처=1

그렇지 않은 경우=0
0.14 0.34

(1) 종속변수 : 내각 인사의 재임기간

본 연구는 분석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해당기간동안에 재임한 대통령은 모두 3명이며, 이들 대통령

이 인선한 장관들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장관의 재임기간의 평균 중

가장 짧았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 450.99일을 나타내었

으며, 가장 길었던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 590.51일로 나

타났다.

장관 재임기간의 평균은 515.98일로 나타났으며, 재임기간의 최소값 및

최대값은 각각 5일과 1,391일로 나타났다.

로 표시하였음.

5) 대통령 이념성향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대통령의 출신 정당을 기준으로 구분하

였으며, 진보적인 정당 소속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수적

인 정당 소속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하였음.

6) 출신지역은 9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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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임기간 450.99 225.47 590.51 279.91 545.25 306.15

<표 4> 정권별 재임기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일)

장관의 재임기간이 100일 미만인 장관은 3명으로 전체 중 1.78%를 차

지하였으며, 재임기간(월)에 따른 빈도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장관의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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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 내각 인사의 개인적인 특성

장관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국민의 관심도, 해당 부처 관료

경험, 민간 관리 경험, 학계 경험, 언론 분야 경험, 국방 분야 경험, 법 관

련 분야 경험, 기타 경험 등이 있다.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을 정권별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노무현 정부는 가장 많은 76명의

장관을 임명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49명, 박근혜 정부는 44명으로 나타

났다.

장관의 개인적 특성 중 국민의 관심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평균 125.1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부는 117.89, 박근혜 정부는 58.11 순

으로 나타났다. 장관의 정치적 특성 중 의원 역임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의원을 역임한 장관들의 관심도가 의원을 역임하지 않은 장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해당부처 관료경험이 있는 장관은 169명 중 61명(36.1%)으로 확인 되

었으며, 해당부처 관료경험이 없는 장관은 108명(63.9%)으로 나타났다. 각

정권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0.38, 이명박 정부 0.31, 박근혜

정부 0.39로 박근혜 정부에서 해당부처 관료경험이 있는 장관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민간 분야 경험이 있는 장관은 민간 기업 또는 단체에서 경험이 있는

장관을 조사하였다. 민간 분야 경험이 있는 장관은 4명(2.4%), 민간 분야

경험이 없는 장관은 165명(97.6%)으로 조사되었다. 각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0.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

근혜 정부는 0.02로 나타났다.

학계 관련 경험은 대학 교수, 연구소 등에서 재직한 경험 여부를 조사

하였다. 학계 경험이 있는 장관은 34명(20.1%), 학계 경험이 없는 장관은

135명(79.9%)으로 조사되었다. 학계 경험은 박근혜 정부에서 0.23으로 가

장 높았으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순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권별로

학계 관련 경험이 있는 장관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학계 관련

경험을 가진 장관들은 다양한 부처에서 임명되었으며, 특히 교육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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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임명 비중이 높았다.

<표 5> 학계 출신의 장관

구 분 성 명 부 처 학계 경험

노무현 정부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교수

윤영관 외교통상부 교수

권기홍 노동부 교수

허성관
해양수산부

교수
행정자치부

박호군 과학기술부 연구원, 대학총장

허상만 농림부 교수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수

김대환 노동부 교수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교수

장하진 여성가족부 교수

이종석 통일부 연구원

김우식 과학기술부 교수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교수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수

이명박 정부

김도윤 교육과학기술부 교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교수

이영희 노동부 교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교수

현인택 통일부 교수

정운찬 총리 교수

백희영 여성가족부 교수

유영숙 환경부 연구원

류우익 통일부 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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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부 처 학계 경험

박근혜 정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교수

류길재 통일부 교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연구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교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교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교수

유일호 기획재정부 연구원

홍용표 통일부 교수

이준식 교육부 교수

국방 경험은 국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국방 경험이

있는 장관은 9명(5.3%), 국방 경험이 없는 장관은 160명(94.7%)으로 조사

되었다. 국방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나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방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민안

전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7)

법 관련 경험이 있는 장관은 사법시험 등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7)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정부조직법(22

조의 2)에 의거하여, 같은 해 11월 19일에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장관 1명, 차관 1명, 1과 3실 2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

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체계

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종

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

의 출범과 동시에 기존 안전행정부는 안전처의 인력 및 업무를 국민안전처에 이

관하고 행정자치부로 재편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소속되었던 해상교통관제센

터도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에 흡수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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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람 중에서 사법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였다. 그 결

과 법 관련 경험이 있는 장관은 5명(2.8%)으로 나타났다.

언론 분야 경험은 언론을 담당하는 회사. 신문사, 방송국에서의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언론 경험이 있는 장관은 2명(1.2%)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분류한 분야 외의 경험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기타 관련 경험

이 있는 장관은 9명(5.3%), 경험이 없는 장관은 160명(94.7%)으로 나타났

다.

<표 6> 정권별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관심도 117.89 155.55 125.12 123.86 58.11 77.16

성별 0.07 0.25 0.12 0.33 0.11 0.32

임명 시

연령
56.07 4.66 58.90 4.74 58.02 4.40

해당부처

관료경험
0.38 0.49 0.31 0.47 0.39 0.49

민간 0.03 0.16 0.02 0.14 0.02 0.15

학계 0.20 0.40 0.18 0.39 0.23 0.42

언론 0.03 0.16 0.00 0.00 0.00 0.00

국방 0.04 0.20 0.06 0.24 0.07 0.25

법 0.03 0.16 0.00 0.00 0.07 0.25

기타 0.05 0.22 0.04 0.20 0.07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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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 내각 인사의 정치적인 특성

장관의 정치적 특성은 국회의원 당선경험 여부와 이전에 장관직을 수

행했는지 살펴보았다.

장관의 정치적 특성 중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있는 장관은 44명

(26.0%), 그렇지 않은 경우는 125명(74.0%)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출신

의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평균 0.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

부 0.32, 노무현 정부 0.21 순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부처에 상관없이 내각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명(5.3%),

경험이 없는 사람은 160명(94.7%)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 비교해보면 노

무현 정부에서 평균 0.04, 이명박 정부 0.02, 박근혜 정부 0.11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장관의 정치적 특성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의원 0.21 0.41 0.35 0.48 0.32 0.47

장관 역임 0.04 0.20 0.02 0.14 0.11 0.32

(3) 독립변수 : 내각 인사의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재임기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 대통령 이

념성향, 장관 임명 당시 여당의석비율을 살펴보았다.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2.11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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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랐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 2.39으로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

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의 평균은 2.28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이념도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다. 대통령의 이념

구분은 소속 정당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은 총 3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로 구분하여 보수정권은 1, 진

보정권은 0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대선 평균 득표율은 박근혜 정부에서

0.5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0.49으로 나타났다.

여당의석비율은 장관이 임명된 시기에 여당의 의석비율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평균 0.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 0.50,

노무현 정부 0.40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대통령 임기 2.39 1.44 2.27 1.25 2.11 1.15

대통령

이념성향
0.00 0.00 1.00 0.00 1.00 0.00

출신지역 0.18 0.39 0.18 0.39 0.32 0.47

대선득표율 0.49 0.00 0.49 0.00 0.52 0.00

여당의석

비율
0.40 0.11 0.52 0.09 0.50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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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변수 : 내각 인사의 부처 특성

부처별 특성과 관련하여 전체 장관들 중 경제관련 부처에 임명된 장관

의 수는 27명(16.0%)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문화관련 부처에 임명된 장관

의 수는 52명(30.8%)로, 외교안보관련 부처에 임명된 장관의 수는 67명

(39.6%)으로, 법질서행정 관련 부처에 임명된 장관의 수는 23명(13.6%)으

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교안보부처의 장관의 비중이 가장 높

았으며 경제부처와 법질서행정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부처의 장관 수가 많았으며 사회문화, 경제, 법질서행정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사회문화, 경제, 법질서행정 순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법질서·행정 부

처를 기준으로 타 부처와 비교한다.

<표 9> 부처별 특성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특성 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부처별

특성

경제부처 0.13 0.34 0.18 0.39 0.18 0.39

사회문화

부처
0.34 0.48 0.27 0.45 0.30 0.46

외교안보

부처
0.40 0.49 0.37 0.49 0.41 0.50

법질서행

정부처
0.13 0.34 0.16 0.37 0.11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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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 내각 인사의 임명시 성별

장관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장관 중 여성은 16명으로 전체 중

9.5%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153명으로 90.5%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에서 여성 장관은 6명,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5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여성 내각 인사

구 분 성 명 부 처 임 기

노무현 정부

한명숙 환경부 2003.02.27 ～ 2004.02.15

지은희 여성부 2003.02.27 ～ 2005.01.04

김화중 보건복지부 2003.02.27 ～ 2004.06.30

강금실 법무부 2003.02.27 ～ 2004.07.28

장하진 여성가족부 2005.01.05 ～ 2008.02.28

이명박 정부

변도윤 여성부 2008.03.13 ～ 2009.09.29

전재희 보건복지부 2008.08.06 ～ 2010.08.29

백희영 여성부 2009.09.30 ～ 2011.09.15

진수희 보건복지부 2010.08.30 ～ 2011.09.15

유영숙 환경부 2011.06.02 ～ 2013.03.11

김금래 여성가족부 2011.09.16 ～ 2013.03.11

박근혜 정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2013.03.11 ～ 2014.06.13

윤진숙 해양수산부 2013.04.17 ～ 2014.02.06

김희정 여성가족부 2014.07.16 ～ 2016.01.12

강은희 여성가족부 2016.01.13. ～ 2017.07.06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2016.09.05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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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제변수 : 내각 인사의 임명시 연령

임명 당시 연령의 평균은 만 57.58세로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부가

56.07세로 가장 낮았고 이명박 정부 58.90, 박근혜 정부 58.02로 확인되었

다. 고흥길 장관은 임명 당시 만 68세로 가장 많았으며, 김희정 장관은 임

명 당시 만 42세로 2004년 이후 임명된 내각 인사 중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통제변수 : 내각 인사의 출신지역

대통령과 동향출신 장관의 수는 37명(21.9%)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장관이 동향출신인지 여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동향출신 장관의 비율이

31.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무현 정부 18.42%, 이명박 정

부 18.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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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분석결과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

석과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다중회귀분석 및 Kaplan-Meier의 생존율 분석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장관의 개인특성, 정치적 특성, 대통령 관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들이 장

관의 재임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역대 장관들의 생존곡선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장관 취임 이후 200일에서 250일 사이 장관의 생존확률은 90%이하

로 감소하며, 450일에서 500일 사이에 50%이하, 850일에서 900일 사이에

2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관 재임기간의 평균생존시간의

추정값은 620.4일로, 중위수의 추정값은 530일로 나타났다.

<그림 5> 장관의 생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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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은 국민의 관심도, 성별, 임명 시 연령, 해당부처

관료경험, 민간 분야 경험, 학계 경험, 언론 분야 경험, 국방 분야 경험,

법 관련 분야 경험, 기타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장관의 개인적 특성 중 민간 분야의 경험과

국민의 관심도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

의 경험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장관은 재임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민의 관심도는 각 정권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1) 국민의 관심도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국민의 관심도는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장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장관보다 약 0.5일 재임기간이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심도에 따른 재임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유의미하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민의 관심도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Google Trend 데이터는 효과에

대해 구분할 수 없지만 결과를 통해 재임기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는 장관을 임명할

경우 그렇지 않은 장관에 비해 재임기간이 길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권을 구분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

는 관심도가 높은 장관이 그렇지 않은 장관보다 0.6일 재임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와 반대로 관심도가 높은 장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장관에 비해 1.8일 재임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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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귀분석

변수 정부 β SD p

국민의

관심도

노무현 정부 0.596*** 0.139 0.000

이명박 정부 0.208 0.416 0.625

박근혜 정부 -1.81** 0.957 0.07

*p<0.1, **p<0.05, ***p<0.01, 회귀계수 괄호안은 표준오차

<표 11> 각 정권별 국민의 관심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2) 성별

성별에 따른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lan-Meier 생존 분석에서 500일과 600일 사이에서 남성의 재임기

간이 여성과 비교하여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성별에 따른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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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부처 관료경험

해당부처 관료경험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이 되기 전 해당부처에서 근무한 경험

이 부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긍정적

인 영향를 미칠 수 있지만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lan-Meier 생존 분석에서 해당부처 관료경험이 있는 장관을 1, 없

는 경우 0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부처 관료경험이 있는 장관이 해당부처의

경험이 없는 장관에 비해 재임기간 내내 생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해당부처 관료경험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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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분야의 경험

다중 회귀분석 결과 민간 분야의 경험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 분야

의 경험이 있는 장관은 민간 분야의 경험이 없는 장관보다 재임기간이 약

281일 길게 나타났다.

민간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부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다양한 경험

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함께 경직된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관료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 분야의 경

험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변화를 원하

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꾸준히 민간 부문의 장관이 임명되고 있다.

<그림 8> 민간 분야의 경험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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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 생존 분석에서 민간 출신의 장관을 1, 민간 출신이 아닌

경우 0으로 분석한 결과 학계 출신의 장관의 생존확률이 학계 출신 장관

이 아닌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민간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장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의 경험이 없는

장관에 비해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계에서의 경험

학계 출신의 장관이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

과를 얻지 못했다. 분야에 대한 높은 학식과 전문성이 장관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지만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는 능력은 다를 수

있다. 오히려 민간 분야에서의 경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바탕

으로 관료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 학계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9> 학계 출신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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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 생존 분석을 보면 500일까지는 학계 출신의 장관의 생

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500일이 지나 학계 출신의 장관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장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다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6) 언론 분야의 경험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가운데 언론 분야의 경험 여부에 따른 재임기간

의 차이는 다중 선형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역대 내각 인사 중 언론 출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2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과거 정권에서 언론 출신의 장관이 많았던 점과 비교하면 최

근에는 언론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장관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의 역할이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면서 언론 출신의 사람이 직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론 분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림 10> 언론 분야 경험이 있는 장관의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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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방 분야의 경험

장관의 재임기간의 영향 요인을 다중 선형회귀 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

과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가운데 국방 분야의 경험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내각 인사 중 국방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9명으로 5.0%로 나타났

고. Kaplan-Meier 생존 분석에 따르면 국방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장관이

국방 분야의 경험이 없는 장관과 비교해서 놓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국방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장관이 맡는 부처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국방 분야의 경우 잦은 교체를 하

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1> 국방 분야의 경험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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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분야의 경험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가운데 법 분야의 경험 여부에 따른 재임기간의

차이는 다중 선형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법 관련 경험이 있는 장관은

사법기관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결과 5명

(2.8%)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 2명, 해양수산부 1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여성가족부 1명으로 확인되었다.

Kaplan-Meier 생존 분석에서 법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1. 경험이

없는 사람을 0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법 분야의 경험이 없는 사람

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법 분야 경험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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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분야의 경험

장관의 재임기간의 영향 요인을 다중 선형회귀 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

과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가운데 기타 분야의 경험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기타 분야는 문화예술, 보

건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9명(5.3%)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야의 경

험을 가진 장관은 노무현 정부 4명, 이명박 정부 2명, 박근혜 정부 3명으

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3명, 보건복지부 3명, 여

성가족부 2명, 해양수산부 1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Kaplan-Meier 생존 분석에서 기타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장관을 1, 경험

이 없는 장관을 0으로 분석한 결과 기타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장관은 500

일까지 기타 분야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장관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기타 분야 경험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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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관의 정치적 특성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은 국회의원 경험 여부와 이전에 장관을 역임했

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장관의 정

치적 특성 중 국회의원 경험 여부가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관의 경우 경험하지 못한 장관에 비해 재임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장관의 정치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

과를 살펴보겠다.

(1) 국회의원 경험

다중 선형회귀 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 가운데

국회의원의 경험이 있는 것은 재임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장관의 경우 경험이

없는 장관에 비해 약 81일 재임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생존율 곡선을 통해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

침한다. Kaplan-Meier 생존 분석에 따른 곡선은 <그림 14>에서 보는 바

와 같다. <그림 14>에서 국회의원을 경험한 사람은 1, 국회의원을 경험하

지 못한 사람은 0으로 구분하였다. 생존분석 결과 국회의원을 경험한 사

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크게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때가 되면 출

마를 이유로 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장관을 수행하는데 

국회의원 경험이 국회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처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경력을 목적으로 장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처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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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회의원 경험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2) 장관 역임 여부

정치적인 특성 가운데 국회의원의 경험과 달리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

은 재임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에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이 부처를 파악하고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지만 장관의 재임기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렇지만 장관 역임 유무에 따른 Kaplan-Meier 생존 분석에 따르면

450일에서 500일까지는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역임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재임기간이 54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이 재임기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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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장관 역임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3)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한 시점, 대통령의 이념

성향, 대선득표율, 여당의석비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중 선형회귀분

석 결과,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중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한 시점과 여당의

석비율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대통령 임기

대통령과 관련된 특석 중 대통령 임기에 대한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대통령의 임기가 한 해 지날수록 임명하는 장관의 재임기간이 약 63일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임명된 장관일수록 재임



- 44 -

기간이 길어졌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임명된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반적으

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있어 탄력을 받지만 후반으로 갈수

록 국정 운영의 변화를 위해 개각을 선택하게 되므로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게 나타날 수 있다.

(2) 대통령 이념 성향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가운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념이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

통령의 이념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념에 따른 Kaplan-Meier의 생존곡선에서는 보수적

인 정당 소속의 대통령(보수=1)과 진보적인 정당 소속의 대통령(진보=0)

간의 장관의 재임기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보수적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진보적인 대통령보다 재임기간 동안 생존율이 높았다.

<그림 13> 대통령 이념 성향에 따른 생존곡선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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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당의석비율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중 여당의석비율에 대한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

과에 따르면, 국회 내에 여당의 의석비율이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국회 의석비율이 1% 높아질 때 장관

의 재임기간은 약 704일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당의 의석비율이 높으면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

이기 때문에 장관의 재임기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4) 부처별 특성

장관이 맡은 부처의 업무 영역별 특성이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의 업무 영역을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법질

서행정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경제부처와 사회문화부처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 부처의 경우 장관의 재임기간이 법질서행정에

비해 약 173일 짧았다. 법질서행정 부처와 비교했을 때 사회문화 부처의

경우 약 145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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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분석8)

특성 변수 β SD p

장관의

개인적

특성

성별 12.471 76.553 0.871

임명 시 연령 -2.549 4.577 0.578

관심도 0.499*** 0.145 0.001

해당부처

관료경험
81.425 66.883 0.225

민간 280.932** 136.725 0.042

학계 9.919 77.057 0.898

언론 -58.477 159.985 0.715

국방 83.256 120.259 0.490

법 -81.551 128.107 0.525

기타 14.502 106.228 0.892

장관의

정치적

특성

의원 -81.337* 65.312 0.215

장관 역임 4.216 90.554 0.963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 임기 -62.656*** 17.699 0.001

대통령 이념성향 62.345 54.594 0.255

출신지역 -27.289 50.543 0.590

대선득표율 -208.408 1882.748 0.912

여당의석비율 703.556*** 256.183 0.007

부처별

특성

경제 -173.420** 78.448 0.029

사회문화 -145.273* 76.452 0.059

외교안보 -84.529 73.009 0.249

법질서행정 - - -

*p<0.1, **p<0.05, ***p<0.01, 회귀계수 괄호안은 표준오차

8) 회귀분석 모형의 F값은 3.37<0.001)으로 나타났으며, R2=0.299으로 확인되어,

모형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값을 계산한 결과 모든 값

이 3.61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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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귀분석

변수 정부 β SD p

국민의

관심도

노무현 정부 0.997*** 0.001 0.006

이명박 정부 0.998 0.002 0.501

박근혜 정부 1.012** 0.006 0.031

*p<0.1, **p<0.05, ***p<0.01, 회귀계수 괄호안은 표준오차

2.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임기간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므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

인 Cox의 비례위험 모형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Cox의 비

례위험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분석 결과 장관의 개인

적 특성, 정치적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들이 장관의 재

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장관의 개인적 특성

장관의 개인 특성 중 국민의 관심도는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낮은

장관에 비해 위험률이 0.2% 낮게 나타났다.

정권별로 구분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각 정권별 국민의 관심도에 따른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 결과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의 관심도가 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

은 장관의 경우 낮은 장관과 비교했을 때 위험률이 0,03%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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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장관은 낮은 장관에 비해 위험

률이 1.2%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관심도에 따른 결과를 대통령 이념성향

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진보정권의 경우 관심도가 높을수록 위험률이 낮

아졌고, 보수정권의 경우 관심도가 높을수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민간 관련 경험은 재임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선된 장관이 민간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 민간 관련 경험

이 없는 경우보다 위험률이 79.5%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장관의 정치적 특성

장관의 정치적 특성 중 국회의원 경험은 재임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장관은 국회의

원 경험이 없는 장관보다 위험률이 103%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장관의 재임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가 1년 늦을

수록 위험률이 35%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중 선형회귀분석에

서 장관 임명 시기가 늦을수록 재임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다

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이념성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인 성향인 경우가 보수적인 성향인 경우보다 위험률이 54.4%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중 선형회귀분석에서 대통령 이념성향은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Cox 비례위험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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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처별 특성

장관이 맡은 부처의 특성이 재임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부처 경우, 법질서행정 부처에 비해 장관의 위

험률이 150.3%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문화 부처의 경우, 법질서행

정 부처에 비해 장관의 위험률이 93.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법질서행정 부처와 비교하여 경제 부처

와 사회문화 부처에서 장관의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cox 비례위험모형 결과를 통해 결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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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ox의 비례위험 모형 분석9)

특성 변수
Hazard.

Ratio
SD p

장관의

개인적

특성

성별 0.531 0.209 0.109

임명 시 연령 1.01 0.027 0.724

해당부처

관료경험
0.607 0.206 0.142

민간 0.205** 0.143 0.023

학계 0.897 0.339 0.774

언론 0.84 0.615 0.812

국방 0.633 0.387 0.455

법 1.801 1.199 0.377

기타 1.055 0.506 0.910

관심도 0.998** 0.001 0.012

장관의

정치적

특성

의원 2.03** 0.616 0.019

장관 역임 0.771 0.382 0.600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 임기 0.65*** 0.084 0.001

대통령 이념성향 0.456*** 0.133 0.007

출신지역 1.067 0.299 0.818

대선득표율 0.000 0.000 0.189

여당의석비율 0.532 0.691 0.627

부처별

특성

경제 2.503** 1.069 0.032

사회문화 1.936* 0.725 0.078

외교안보 1.501 0.57 0.285

법질서행정 - - -

*p<0.1, **p<0.05, ***p<0.01, 회귀계수 괄호안은 표준오차

<표 14>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 결과

9) Cox의 비례위험 모형에 대한 proportional-harzards assumption 분석(phtest)

을 실시한 결과 chi2=17.91(df=21, p=0.654)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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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관의 개인적 특성,

정치적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과 cox의 비례위험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 및 장관임면(任免),

장관의 역할, 재임기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3년에 걸쳐 임

명된 중앙부처의 장관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의 관심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였고, Google 검색 트렌드는

2004년 이후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여 분

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요약

구분 변수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국민의 관심도(+), 민간 분야의 경험(+)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 국회의원 경험(-)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 임기(-), 여당의석비율(+)

부처별 특성 법질서행정, 외교안보, 사회문화, 경제 부처 순

* 긍정적인 경우에는 +, 부정적인 경우에는 -.



- 52 -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국민의 관심도와 민간 분야의 경험이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을 구분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에

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아지는 결과

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의 관심도가 장관의 재임기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간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장관은 경험이 없는

장관에 비해 재임기간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는 민

간 분야의 경험이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

와 분석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최근 3개 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장관이 재임기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 중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장관은 없는 장

관과 비교하여 재임기간 짧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장관은 국

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기 때문에 재임기간이 짧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여당의석비율이 장관의 재

임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 임기가 지

날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중반이 지날

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정 분위기 전환을

위한 카드로 개각을 단행하기 때문에 재임기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당의석비율이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특성에서는 법질서행정 부처를 기준으로 사회문화

부처와 경제 부처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Cox의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다

중 선형회귀분석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 관심도, 민간 분야의 경험, 국회의

원 경험, 부처별 특성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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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고, 다중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없었던 대통령 이념성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여당의석비율은 다중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ox의 비례위험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

다.

<표 14> Cox의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요약

구분 변수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국민의 관심도(+), 민간 분야의 경험(+)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 국회의원 경험(-)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대통령 임기(+), 대통령 이념성향(진보 +, 보수 -)

부처별 특성 법질서행정, 외교안보, 사회문화, 경제 부처 순

* 위험률이 높을 경우에는 -, 위험률이 낮을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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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Cohen(1986)에 따르면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장관

본인의 특성과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장관 본인

의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과 정치적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부처 경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치적인

특성은 국회의원 경험과 장관 역임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의 재임기간에 대한 연구는 장관 본인과 대통령 이외에도

대중적 인기(popularity)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대중적 인

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임기간에 미치는 요인에서 배

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대중적 인기를 국민의 관심도로 정의하

여 Google trends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국민의 관심도 자료를 수집한 결과 장관의 재임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정권별로 구분했을 때 정권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가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관심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관심도로 활용한 Google trends 자료는 검색빈도를 나타

내기 때문에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

치가 높게 나타났을 때 발생한 사건,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면 의

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3개 정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4년 이후 장관

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개

인적인 특성과 정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 임면(任免)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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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장관의 특성, 대통령과 관

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국민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Google trends 자료를 활용한 결

과 분석기간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로 제한되었다. 기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표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자료가 축적된

다면 Google trends 자료를 활용하여 장관 관련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이슈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관과 대통령과 관련된 특

성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데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한 큰 사건

이나 부처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장관이 사임할 경우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장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요인인지 국내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인지 파악하

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장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국가별로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과 국가별 특수성에 따

른 요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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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ng the Tenure of Cabinet

Members

: the characteristics of Ministers, Presidents

and Departments

SONG M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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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inisters

on the personal, political of the ministers characteristics, presidential

and ministry characteristic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s were divided into interest of the public, bureaucratic

experience in the relevant ministry, experience in the private sector,

experience in academia, experience in the field of media, experi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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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 of defense, law or other field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are divided into the experiences of being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perience of former ministers.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president were divided into the year when

the ministers were appointed during his/her presidency,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president, and the ratio of seats to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of appointment of the minister.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ies wer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economic

ministries, social and cultural ministries, diplomatic and security

ministries, and justice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ministries to

determine effects on term of office.

In this study, 169 ministers of the ministry were selected as a

subject of study who were appointed, from January 2004 to December

31, 2016.

Google Trends was used as a data collection method on the interest of

the public. Since Google Trends only collects data after 2004, the time

range has been limited. Since Google Trends only collects data after

2004, it was inevitable to restrict the time range of appointment of

minister.

For the analysis, ministry rela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department 's homepage and media materials, and the interest of the

public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Google tren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the higher the interest of the

public, the longer the period of ministerial service. However, when

analyzed by the regim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lengthened the term of minister, bu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shortened.

In addition, the ministers with experience in the private sector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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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o be longer than those without experience.

Second, among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ministers, ministers who

have been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ad shorter period of

office.

Thir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presid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year in which the minister was appointed

during the presidential term and the ratio of the ruling party seats

were influential. In the latter half of the term compared to the early of

the term of the presidency, the ministerial term was short. The trend

showe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the ruling party seats, the longer

term of office for the ministers.

Finall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the

social-cultural departments and the economic departments are relatively

shorter in terms of their tenure compared to the justice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Through this study various influences on the ministerial period was

determined. Considering the continuity of government safety and policy

enforcement, short period of office may have a negative impact.

keywords :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the interest

of the public, google tre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president,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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