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정책학박사학위논문

한국 관료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50년~2017년 은행 임원의 관료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최 서 희



한국 관료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50년~2017년 은행 임원의 관료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병  섭

이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최  서  희

최서희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관료권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본 연구는 발전국가가 변화함에 따라, 그리고 국

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관료권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이 관료

의 영향력이 강한 관료국가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의 변화 및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료 출신 인

사가 관료기구 외부에 있는 관할 기관 및 조직에 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관료가 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

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자원을 통제하고,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관할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관료권이라고 볼 때, 정부 부처 내부가 아

닌 부처 바깥에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대하여 발휘되는 관료의 영

향력이 관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950년부터 2017년까지의 68년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은

행 12곳에 재직하였던 역대 임원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임원이 관

료 출신 인사인지 여부를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인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연

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런 다

음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기 및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변화한 시기, 그리고 이 두 시기를 융합한 시기에 있어서 관료 출

신 인사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지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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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구분한 시기를 변수화하여 이러한 시기구분이 관료 출신 인

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는지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관료권의 변화

를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의 관료권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화 시기를 관료권이 강한 관료국가로 보고, 이

시기에 정부 관료조직 바깥에서 나타나는 관료 출신 인사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시기에는 관료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약화되어 관료권이 약화되

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시중은행에 있어서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은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특수은행에 있어서는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민주화 시기에 관

료권이 증가되었고 그렇게 강화된 관료권은 개방화 시기에도 감소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금융통제기에 관료권이 강

했다고 보고, 이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것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정부가 금융을 직접

통제하던 수단이 감소됨에 따라 관료권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

다. 실증분석 결과, 시중은행에 있어서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

은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은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수은행에 있어서는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관

료권이 증가되었고 그렇게 증가된 관료권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에도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기구분을 혼합한 시기

구분으로 관료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특수은행의 경우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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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보다는 금융자유화 시기에 증가한 관료권이 최근까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1998년 이후를 나타내는 개방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

기에 관료권이 유의미하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부문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은 관료권이 강

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료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론적 연구 또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 경

험적 자료를 근거로 한 양적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

리고 1950년부터 2017년까지 68년의 긴 시간적 범위 동안 금융부

문에 있어서의 관료권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한국 관료권을 살펴

봄에 있어서 금융부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는 금융부문 외에도 각종 산업별 협회, 공공기관, 사기업 등

에 진출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관료권, 한국 관료권, 발전국가, 관료국가, 관료 출신

인사, 은행 임원

학 번 : 2013-3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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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관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강한가?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관료들은 큰 권한을 가지고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고 인식된다. 관료는 예산을 기획할 수 있는 예산권을 쥐고 있어서 정

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 및 민간 조직들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료는 규제를 수립하고 풀 수 있는 규제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인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사전규제가 강하고

사법적 절차에 의한 제제가 주된 사후규제가 약한 것이 특징적인데, 사

전규제는 행정 관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1) 그 뿐만 아니라 관료는 평가

권이라는 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담당하는 대학평가에 점수를

0.1점이라도 올리기 위하여 대학의 대학평가 담당 교수들은 교육부에 제

출할 서류에 공을 들인다.2)

특히 경제관료는 인허가권과 재량권을 기반으로 하여 금융부문을 상

대로 하여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 금융분야를 규제하는 은행법

이 1950년 5월에 제정될 당시 전체 조항은 40여개에 불과하였으며, 시행

령은 1983년 2월에 이르러서야 제정될 정도로, 관료의 규제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촘촘하지 않았다. 주요 법령 해석과 행정규정은 대부분 재

무부 관료 혹은 한국은행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이들은 법과 제도를 수

립하고 수정하면서 금융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3) 이러한 경제관료

의 권력은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됨에 따라 경제관료의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기

1) 경향신문. 2017. 10. 17. 기사.

2) 한겨레, 2018. 5. 22. 기사.

3) 한겨레. 2018. 5. 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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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4)

이러한 관료의 힘은 공공기관 및 민간조직의 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

난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과 민간 은행인 시중은행의 은행장 자리에는 과거 재무부 출신

인 모피아 퇴직자가 주로 임명되곤 하였다. 산업은행의 경우, 관료가 아

닌 은행장은 현 이동걸 회장을 포함하여 서너 명에 그칠 정도로 대부분

관료가 은행장 자리를 차지하였다.5)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료권은 강한 것인가? 관료권의 비대함을 걱정하

는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관료권이 과거에 비하여 현재 약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 개입했던 발전국가 시

대에 각종 산업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관료들의

권한이 민주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혁 등으로 인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유현종, 2011; 김태수, 2002 등).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관료권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된 것인지 혹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하나의 답변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럼에 있어서 본 연구는 발전국가론에 주목한다. 관료권이

약화되었다 또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검토하면,

두 견해 모두 개발연대 관료의 역할과 위상이 국가발전에 있어서 중요하

였음은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발전국가 시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룩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일궈낸 데에는 관료의 공이 컸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6) 본 연구는 산업화 시기에 강했던 관료권이 민주화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는 개

방화 시기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권이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

4) 매일노동뉴스. 2017. 9. 20. 기사.

5) 한겨레. 2018. 5. 27. 기사.

6) 다른백년. 2016. 12. 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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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제도가 발전국가 개발전략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민간

부문 중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라서

관료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변화하게 된 시점을 구분하여 이러한 시기에 따라

관료권이 변화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 관료권이 강하게 지속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의 변화 및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료 출신 인사가 관료

기구 외부에 있는 관할 기관 및 조직에 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분석

하였다. 관료가 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자원을 통제하고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관할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관료권이라고 볼

때, 정부 부처 내부가 아닌 부처 바깥에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대하여

발휘되는 관료의 영향력이 관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

료 출신 인사를 매개로 하여 관료권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산업화 시기 및 금융통제기 국가는 민간 부문의 인적 자원도 자의적

으로 동원할 정도로 인사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하였고, 이러한 인사 관

여는 특히 금융부문 중 은행 임원 인사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

째, 산업화 시기 관료들은 부처 산하의 외부조직에 관료 출신 인사가 임

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활용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에 강력한 연계를

만들어나갔다. 셋째, 관료 출신 인사가 관료조직 외부의 민간 또는 공공

부문 조직의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향은 관료 출신 인사 또는 정부부처가

외부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조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

와 영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발전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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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권이 강한 관료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전국가적 성격의

변화하는 시기에 따라 관료권이 변화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였거나 지금까지 영업하

고 있는 은행 12곳에 재직하였던 역대 임원을 전수조사하였다. 연구 대

상 은행 12곳은 재직했던 임원의 명단을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역대 임원에 대한 자료는 은

행에서 발간한 백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백서 발간 이후의 시점에 재

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등의 공시 자료를 활

용하였다. 은행이 영업을 했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역대 임원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인물 검색을 통해 해당 인사가 임원이 되기 전의 전직 경력

이 관료 출신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관료 출신 인사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인물이 임원이 되기 전 가장 오랫동안 재직했던

경력 혹은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친 경우에는 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하였

다.

이렇게 조사하고 분류한 인사 자료를 바탕으로 1950년부터 2017년까지

68년 간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자료로 구성한 다음,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기 및 국가의 금

융에 대한 지배가 변화하는 시기, 그리고 이 두 시기구분을 융합한 시기

에 있어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기구분이 관료 출신 인

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기구분을 독립변수로 하고, 은행 유

형과 정부지분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관료권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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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1절 관료권

1. 한국 관료권의 변화에 대한 논쟁

오늘날 한국의 관료권이 약한지 혹은 강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

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 개입했던 발전국가

시대에 각종 산업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관료들

의 권한이 민주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혁 등으로 인해 약화되었

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관료권이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

다. 오늘날에도 한국 관료권이 강하다는 주장은 한국의 발전국가적 성격

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

는가 하면, 발전국가적 성격은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료권 역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권이 강하다는 논의는 발전국가론과 연관되어 있다.

발전국가는 효율적인 관료제에 소속된 유능한 관료들의 역량을 필수조건

으로 한다(서제택, 2001).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 시민사회

의 성장, 개방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발전국가적 성격이 쇠

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발전국가적 성격은 이전과는 다른 형

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관료권에 관해서도

발전국가적 성격과 연결하여 그 변화를 설명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발

전국가적 성격과 관련 없이 관료권의 강하고 약함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

다. 따라서 한국 관료권과 관계된 논의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발전국가에

대한 논의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오늘날 한국

의 관료권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는지 혹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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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관료권의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료권이 약화되었다는 입장

정치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행정개혁을 시도하며 관료제의 권

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다양한 사회정치적 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관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은

관료권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으며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김태수,

2002; 유현종, 2011 등). 민주화로 인하여 발전국가적 성격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관료권이 축소하였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태수(2002)는

한국의 발전국가는 관료제의 강력한 능력을 업고 특정세력의 사회적 압

력을 압도하였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관료제의 능력

과 국가자율성이 최근에 급격히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벌의 자

율성이 신장됨에 따라 과거 기업활동에 있어서 국가의존도가 높았던 재

벌들에 대하여 국가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본다. 해외시

장에서 재벌기업들의 경쟁력이 증가함에 따라 재벌들은 더 이상 국가 보

증 차관 등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재벌기업에 대해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엘리트가 독점했던 관료제

가 더 이상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지 않다는 점을 국가능력 저하의 근거

로 제시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현종(2011)은 “관료제의 행정적 능력의 변화를 살

펴보면 민주화로 인하여 선거에 따라 교체되는 정치인에게로 권력이 이

동하게 됨에 따라 국가 관료제의 권한은 축소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화 이후 관료제의 집행역량이 부족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정

목표가 과거 발전국가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행정

규제의 감소와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강화로 과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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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무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위주의 행정개혁과 보조기관

수의 동결로 공직의 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

개혁은 관료에게 “화폐적 가치에 집착된 성과경쟁”을 불러일으켜 관료의

자율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쇠퇴시켰다고 비판한다.

임도빈(2007)은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큰 권력

을 행사하는 관료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정 운영이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어 관료는 대통령 및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

한 가운데 관료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므로 관료는 억압되고 위축된다는

것이다. 임도빈(2007)은 지난 20년간을 평가함에 있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의회가 정치무대에서 재활성화됨에 따라 국가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대통령의 권력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강하다고 본

다. 그는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고위관료들은 정

치화되어 소신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므로 고위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

과 도구적 합리성을 보호하여 고위관료의 권위를 확보함으로써 도리어

“고위관료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임도빈(2007)은 대통령

의 권력에 대응하는 관료권을 비교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권력

이 강하기 때문에 관료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2) 관료권이 지속적으로 강하다는 입장

관료권이 약화되었다는 입장에 비해 관료권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

고 있다는 주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와 개방화 이후에도

여전히 관료권이 강하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하는데, 발전국가와 관료에

대한 한 부류의 연구들은 산업화 시기에 관료들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발

전국가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발전

국가에 있어서는 발전국가 소멸론을 주장하는 지주형(2009)과

Pirie(2005)는 공통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이 1997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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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료권이 강함을 인정하고

있다. 지주형(2009)은 개발국가주의와 단절된 새로운 국가주도적 신자유

주의적 국가로 우리나라의 국가성이 변모되었고, 사회정책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영향력이 상당히 행사될 수 있었으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여전히 관료 엘리트의 의견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크게 반

영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발전국가적 성격은 희석되었으나 관료권은

여전히 강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Pirie(2005) 역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기존의 발전국가적 성격을 탈피하였으나 주요 금융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인보다는 관료들의 결정이 크게 좌우했다고 서술하고 있어 포스트산

업화 시기에도 관료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발전국가적 특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관료의 권한과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김종철(2001)은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혁신정책이 기존의 관료중심적 국가체제를 계

약중심 정부체제로 개혁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추

진한 정부혁신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는

데,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경영혁신 정책이 정부조직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국가가 관료국가를 대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을 내렸다. 그 근거로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국가기능이 비대화됨에 따라

관료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점, 한국의 관료체제

에는 아직도 전통적 관료제의 위상이 강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

하였다. 임혜란·이하나(2009)는 민주화 이후 관료의 역할이 상당 부분 축

소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IMF 경제위기 등을 계기로 한 개혁과정

에서 관료가 지속적으로 큰 축을 담당해 왔음을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예

시로 들어 설명하였다. 임혜란·이하나(2009)는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 상

당한 권한을 빼앗긴 부처 및 관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개혁

의제를 제시하면서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자신들의 권력 확대

를 위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개혁과정을 적극 이용”했다고 주장하여, 관

료권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이해중심적 접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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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금융개혁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인들, 이해그룹, 관료들, 이

세 집단이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는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이해관

계가 견제와 갈등관계로 유지됨에 따라 관료집단의 권력정치가 지속되고

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설명하였다. 류석춘·왕혜숙(2007)은 외환위

기 이후에 국가능력은 약화되었으나 국가자율성은 증대하여 발전국가 모

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지배를 통해 산업자본에 대해 관료제

의 자율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전국가 하에서 행정권력을 축적한 관료집단이 정치적 민주화, 경제

적 자유화, 개방화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

이 강화되었다는 연구들도 한 부류를 이루고 있다. 서제택(2001)은 산업

화 시기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료의 “지위 안정성”과 “재량권”

이 제도화되어 개발연대 이후에 한국 관료제는 더 이상 최고지도자를 위

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 자신의 제도적 이익을 “1차적 봉사대상”으

로 삼을 수 있는 제도화된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제택

(2001)은 정치권력에 의한 관료제의 지배는 민주화가 시작되고 발전국가

가 쇠퇴함에 따라 관료제가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을 분석함으로써,

관료제가 보수화되고 발전국가 시기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안정

적인 지위’와 ‘재량권’이 제도화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요구에

태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

에서 문상석(2016)은 산업화 시기에 관료들이 지녔던 배태적 자율성

(embedded autonomy)을 토대로 하여 이제는 관료의 사적 이익을 도모

하기 위해 시장의 행위자들과 연계함으로써 관료는 개발연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상석

(2016)은 발전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은 관료가 사회의 권력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높아진다고 전제함으로써 관료가 국가자율성과 능력의 핵

심이라고 하였다. 그는 발전국가에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시장에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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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관료가 지니고 있던 배태적 자율성이 1970년대부터 대기업과 관료

사이의 지나친 연계로 인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1980년대 이후로도 관료에 의한 국가기구의 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장의 이해관계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상석(2016)은 관료는 더 이

상 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료집단 자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기구를 전용함으로써 국가는 약화되고 국가와 국민 일반이 시

장과 특정 관료집단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연호(2016) 역

시 발전국가 하에서 권력을 축적한 중앙정부 관료들은 민주화와 자유화

이후에도 강력한 행정권력을 손에 쥐고 여전히 사회와 시장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연호(2016)는 발전국가론이 국

가를 중심 개념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제도적 차원의 핵심은 중앙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관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발전국가론에서는

국가보다 오히려 관료가 훨씬 비중이 높다고까지 말한다. 그는 관료가

직접 기술적으로 시장간섭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 즉 실질적으로 정책

을 집행하는 것이 관료라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1998년 규

제국가적 개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관료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정치인-관료-기업인 간의 삼자연합에 정부외 감독기관이

추가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연호(2016)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

께 참여하는 독립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정부외 감독기관으로 규정하

고,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이를 정부의 내부조직 또는 하부기관으로 만들

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적 관계설정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근거로 정부외 감독기관에 현직 관료를 파견하거나 퇴직 관료를 보임하

여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했다고 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은 정부부처는

물론 정부외 규제기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직 관료를 영입하여 대정부

로비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정부관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

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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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권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1) 관료권의 개념 및 측정 대한 논의

대표적인 관료제 옹호자인 Goodsell도 관료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

정(Goodsell, 1985: 126)할 정도로, 관료권이 있다는 것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권에 대한 완전한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Neuby(2006: 324)는 미국 국방부의 국가 대응 계획

(National Response Plan)을 사례로 들어 관료권의 원천과 측정가능성,

측정척도 및 권력의 유형을 검토한 다음, 관료권과 관련된 변수의 다차

원적 측면과 확장가능성으로 인해 완전한 관료권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이하에서는 관료권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

에서 사용한 관료권 개념을 관료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표된 관료권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관료권 개념의 정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관료

권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국가 행정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관료권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

면, 관료권의 주체, 관료권의 근원(source), 관료권이 행사되는 대상 그리

고 관료권에 있어서 권력(power)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관료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관료권의 주체를 어떻

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관료권을 정의함에 있어 관료권의 주체가

“관료(bureaucrats)”라고 동어반복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상

세하게 정의한 경우도 있다. 관료권의 행사 방법과 그 특성을 이론적으

로 검토한 Partridge(1974)는 관료권의 주체를 “현대국가의 행정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된, 풀타임의, 봉급을 받는 전문적 행정가(organized,

full-time, salaried, professional administrators who make up the

administrative sectors of the modern state)”라고 명시하였다. Hill(1995)



- 12 -

는 연방관료의 관료권을 검토하였으며, Boyne(1987)과 Cheung(1996)은

관료권을 고위 관료가 가진 권력을 보았다. 사람인 관료가 아닌 조직인

행정 부처로써의 관료제를 관료권의 주체로 보는 경우도 있다(Meier,

1980; Choung, 1981; Rourke, 1984; Neuby, 2006; Gisi, 2014; Glavind,

2015; Rahman et al., 2017).

국내 연구로는 한국 관료권(官僚權, bureaucratic power)이라는 개념

을 제시한 박동서의 연구가 독보적이다. 발전국가 시기에 발표된 박동서

의 1971년 연구는 1950년대에 비해 1960년대에 관료권이 상대적으로 강

화되었는지 약화되었는지를 논함에 있어서 관료권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권력”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후속 연구(박동서, 1991)에

서는 관료권을 “관료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나 영향력”으로 정의하고

관료권의 주체에는 선임된 대통령을 제외한 장차관과 같이 신분보장이

없는 정무관과 행정관을 임명된 조직인인 관료라는 측면에서 관료권의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행정조직에서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공무원을 관료라고 보았다. 박동서(1993)는 한국 관료권의 근원을 외

부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연구에서 관료권을 “행정조직 또는 이의 구성

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으로 설정하였으며, 1년 뒤에 발표된 한국의

관료권에 대한 단행본(박동서, 1994)에서는 관료권의 주체를 “2급부터 5

급까지의 직업고급공무원“로 특정하였다.

관료권의 근원을 언급함으로써 관료권을 정의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udolph & Rudolph(1979)는 관료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관

료권의 근원을 관료의 전문성, 특별한 지식, 정보의 통제 및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 관료권이 관료의 재량 또는 자율성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견

해도 있으며(Marshall, 1986; Hill, 1995; Ozernoy, 1996; Mishima, 2017),

전문성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Liu et al., 2017).

관료권 개념의 정의에서 관료권이 행사되는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을 포괄한 정책과정이다(Rourke, 1984;

Marshall, 1986; Boyne, 1987; Matheson, 2000; Mulgan, 2000;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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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Neuby, 2006; Ionescu, 2011; Page, 2012; Boushey & Mcgrath,

2017; Liu et al., 2017; Mishima, 2017; Rahman et al., 2017).7) 정치인

및 정무직에 대응하는 관료의 권력으로써 관료권을 논의하는 연구도 많

은 편이다(Choung, 1981; 박동서, 1994; Hill, 1995; Cheung, 1996;

Matheson, 2000; Moe, 2006; Page, 2012; Gisi, 2014; Boushey &

Mcgrath, 2017). 시민사회 내에서의 관료권을 정의한 경우도 있는데,

Winterobe(1987)은 관료권을 관료가 시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Im(2006)은 우리 사회에서 관료집단이 하나의 사

회세력으로써 가지고 있는 힘을 관료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료권에 있어서 권력의 의미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관료권에서의

권력을 정치권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Sigelman & Vanderbok, 1978;

Choung, 1981; Moe, 2006; Asatryan et al., 2017; Rahman et al., 2017),

관료권의 권력을 일종의 영향력으로 보기도 한다(Rourke, 1984; 박동서,

1991; Neuby, 2006; Ionescu, 2011; Page, 2012; Boushey & Mcgrath,

2017; Rahman et al., 2017). 관료권에 있어서 권력을 관료의 재량권, 결

정권, 감독권 등 일종의 권한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Meier, 1980;

Collins, 1986; Marshall, 1986; Ozernoy, 1996; Lee & Kim, 2017;

Mishima, 2017). Yang(2004)은 관료권에서의 권력을 관료가 가진 예산권

등의 권한과 정책분야에서의 영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Partridge(1974)는 관료권에서 권력의 의미를 권한, 권력 및 영향력이라

고 포괄적으로 상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관료제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도가 대법원 법관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

구(Yates,1999)에서도 대통령의 관료권(presidential bureaucratic power)

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7) 이렇게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관료권을 논하는 연구의 흐름이 관료권 관련 문헌

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별도의 목차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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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관료권의 정의

박동서(1971) 대통령을 포함하여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

Partridge(1974)

현대국가의 행정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된, 풀타

임의, 봉급을 받는 전문적 행정가의 권한, 권력 및 

영향력

Sigelman &  
Vanderbok(1978)

관료가 정치권력을 갖는 것

Rudolph & 
Rudolph(1979)

관료의 전문성, 특별한 지식, 정보의 통제 및 조작

으로 인하여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

Meier(1980)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Choung(1981)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과 권위  

Rourke(1984) 행정기관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

Collins(1986)
관료제 조직의 규칙에 의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한

Marshall(1986)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관료의 재량을 바탕으로 한 권

력 

Boyne(1987)
Niskanen 모형을 근거로 한 관료의 선호에 따라 정

책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 고위 관료의 능력 

Winterobe(1987)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관료가 시민에 대해 가지고 있

는 권력 

박동서(1991) 관료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나 영향력 

박동서(1993)
행정조직 또는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이 장악하고 있

는 권력

박동서(1994)
2급부터 5급까지의 직업고급공무원이 대통령, 국무

총리, 정무관과의 역학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 

Hill(1995)
연방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정치권력으로부

터 자율성을 추구하는 관료제의 권력 

Cheung(1996)
고위 관료가 장관과 유사한 정치적 기능을 행사하는 

자율성

Ozernoy(1996)
특정 관료 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고 

유용하는 광범위한 재량권 

Matheson(2000) 정치권력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정책과정에서 관료가 

<표 1> 선행연구에서의 관료권 개념(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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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관료권의 정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Mulgan(2000) 관료가 정책형성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행사하는 것 

Im(2003)
관료 집단이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써 가지고 있는 강

한 힘

Yang(2004)
관료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 등의 권한 및 정책분야

에서의 영향력

Moe(2006)
민주주의 하에서 관료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여 누

가 자신의 상관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Neuby(2006)

행정부의 부처가 정책과 집행에 대해 행사하는 영

향, 자원 통제력,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기관과 관할

권에 미치는 영향

Ionescu(2011)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적 행위자들의 영향력

Page(2012)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가 미치는 영향 

Gisi(2014) 정치권력과 비교되는 관료제의 권력

Glavind(2015)
정부 간 기구가 소속 국가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가지

고 있는 권력

Asatryan et 

al.(2017)
행정개혁을 저지시킬 수 있는 관료의 정치적 권력

Boushey & 

Mcgrath(2017)

관료가 입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

Lee & Kim, 

(2017)
관료가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권한 

Li(2017)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화된 권력

Liu et al.(2017)
특정 이슈에 대한 관료적 전문성으로부터 유래한, 

행정 및 정책형성 과정에서 관료의 권력

Mishima(2017)
관료가 정책형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많

은 재량권을 향유하는 것

Rahman et 

al.(2017)

관료제가 정책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

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료제 조직 간 자원, 정치적 

도메인,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는 것



- 16 -

관료권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관료권을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관료권을 측정한 적은 수의 연구는 주로 관료조직 내부의 권력 관

계를 측정하거나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비교를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Meier(1980)는 관료권을 관료조직의 권력(organizational

power)라고 규정하고,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원은 1) 의회에서의 부처

예산의 증가율; 2) 부처 인원의 증가율; 3) 부처 내 고위 직급의 증가율;

4) 부처 내 최고위직의 증가율 등으로 측정하였고, 자율성은 1) 변동되지

않고 보호되는 부처 예산의 비율; 2) 부처의 예산 재량권; 3) 부처의 입

법자율성 등으로 측정하였다. Asatryan et al.(2017)은 관료권이 강할수

록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정개혁이 추구될 가능성이 적다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의 비율 중 정부 행정부의 핵심 부문인 행정,

국방, 필수적인 사회보장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비율로써 관료권을

측정하였다. Bousehy & Mcgrath(2017)은 미국 55개 주정부 기관을 대

상으로 집행부 수장의 연봉과 입법부 수장의 연봉을 비교함으로써 미국

의 주정부에서 관료의 영향력이 입법부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다고 설명하였다.

2) 정책과정에서의 관료권에 대한 논의

관료의 영향력은 특히 정책과정에 있어서 발휘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Rourke(1984)는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ies)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관료권(bureaucratic power)이라고 설정하면서, 관

료가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탐색하였다. Rourke(1984)는 관료권의 근원을 관료적 전문성

(bureaucratic expertise)과 정치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관료적 전

문성은 정책 개발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 관료는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의 결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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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 번째

는 결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료 조직

(bureaucratic organizations)의 역량인 집행권(power of implementation)

의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 번째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관료

가 재량을 행사(exercise of discretion)하는 방법으로 정책 과정에 영향

을 미친다고 Rourke(1984)는 설명한다. 관료권의 또 다른 근원인 정치적

지지는 의회의 지지(legislative support)와 대중적 지지(public support)

를 나누어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자율성을 수립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Jackson(1983: 214-218)은 국가의 독점적 권력이 커질수록 소수의 관

료들에게 권력이 집중된다고 주장하며, 공공부문 의사결정에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무엇이고, 관료들의 권력의 원천은 무엇인지 설명

하였다. 국민의 대표로써 선출된 정치인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평가하고

고려할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으로 인해 한

정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제시되는 옵션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대부분 관료들에 의해 작성된다. 관료는 의사결정자에게 제

공되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권력과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관료가 자신의 정무직 상관을 기만하여 자신

의 목적을 추구할 의도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하

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과 같은 의사결정자는 관료 집단 외에도 전문가

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 또는 연구기

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활용하기 때문이다.8) 또한 관료의 권력과 영

8)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관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정책결

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의 고위직에 대해 Fesler(1986)는 백악관 직원, 

내각, 정무직 공무원(political executives), 직업 공무원(career executives)이 있

다고 구분하였다. Rockman(1986)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과 관료행정기구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양 측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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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의 원천에 대하여 Jackson(1983: 218)은 관료의 권력과 영향력은 사

회적 배경, 전문 기술(technical skill)의 독점, 그리고 정치체제의 취약함

이라고 꼽았다. 정치체제의 취약함이 관료의 권력을 증가시킨다는 관점

은 정부가 무력하면 집권 엘리트가 관료 엘리트에게 포획된다는 최장집

(2015)의 견해와 맞닿아 있다.

관료는 대통령과 같은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물론, 정부 또는

의회에서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

식으로 정책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힘을 행사한다. Derthick(1984)는 하원

에 구성된 사회보장 자문위원회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공무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적응적 흡수

(co-optation) 및 자료 제공 등으로 설명하면서 관료가 민간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기술하였

다. 자문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기업 대표, 그리고 국민 대표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선발하는 권한을 사회보장

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원이 위원단을 구성할 때 사회보장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의 관점을 지지하

는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국 고위 관료가 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자문위원회의 결정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국은 자문위원회에게 참고자

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때 제공하는 정보의 분

량과 내용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자문위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Derthick(1984)는 주장한다. 이렇게 사회보장국의 관료들은 겉으로 드러

나지 않은 영향력을 자문위원회에 미침으로써 정부의 외부에 있는 사람

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사회보장 사업을 강화시키려는 사회보장국의

정책대안을 강화시키는데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위원회에

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함으로써 관료의

권력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Meijer(1969)는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하였

으며, Pempel(1974)는 전후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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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료권의 특성에 대한 논의

관료제는 현대 산업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관료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대안적 조직체보다 효과

적인 것으로 여겨진다(Partridge, 1974: 102). 관료제가 국가의 주요 기능

을 담당함에 따라 파워 엘리트로서의 관료가 모든 정부 결정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Rourke, 1984: 189). 관료권이 가지고 있는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9)

첫째, 관료권의 행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secrecy)는 특성이

있다. 관료가 장관이나 각 부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

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관료권의 행사에 대한 공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료들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결정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sway)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관료가

누구인지, 영향력을 행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결정에 대하여 관료가 정확하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관료는 민주적 절차를 통

한 비판과 책임성에서 차폐되어(shielded) 있기 때문에 관료권을 행사하

는 관료가 누구인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0)

9) 이하의 논의는 Partridge(1974: 108-110)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0) Etzioni-Halevy(1983)는 관료의 권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력이 실재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료는 행정부 전체 인사의 1%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핵심 관료는 단지 몇 백 명이거나, 행정부 인사의 1% 중 십분의 일 정도밖

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료의 권력을 대중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관료들은, 정치인과는 달리, 무대 뒤에서 그들

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적은 숫자와 그들의 행동이 잘 드

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료

들은 최근 몇 년 간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재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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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료는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관료는 정책적 이슈와 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때에 따라서 관료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공격을 무력화 시

키고, 심지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관료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법

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료는 공익을

보호하는 이타적인 수호자로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특권적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경향을 통

해 관료권은 더욱 강화된다.

셋째, 관료는 장차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선출된 정책결정자들에게 접

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 관료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선

출직 정책결정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조언을 제공해주기 위함에 다름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 대한 관료가 접근할 수 있다

는 것은 관료의 권력과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관료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에 대한 발언권을 펼칠 기회가 관료가 아닌 사람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열려 있다. 그러나 관료가 선출된 지도자들에 대한 접근성

이 높아서 관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왜

냐하면 관료제에 포획되어 관료가 제시하는 조언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이 있는가 하면, 특정 정책에 대한 관료의 조언을 확인하기 위해 외

부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구하는 장관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관료가 정책입안과 행정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자신의 상근

(full-time) 업무이자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관료에게

는 특별한 장점이 된다. 관료의 행정 방식과 관료가 내리는 결정은 그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과 체제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과정에 있

어서 정치적 의사결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

기 때문에 관료는 정책의 과정은 물론 때로는 그 목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관료제의 폐단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쉽게 개선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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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관료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관료권의 특성 중 하나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에 관

료제를 적응시키는데 있어서 관료제는 타성(inertia), 무능(inability) 또는

비자발성(unwillingness) 등을 나타내는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관료는 국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레버(lever)를 조작하고 있는 것과 마

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료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관료 자체의 결단성이 필

요하지만 종종 관료는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앞서나

가기보다는 뒤쳐있는 경우가 더 많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시제도와 같이 관료를 충원하는데 있어서 공개

경쟁 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관료권의 특성에 대해서 논

의하겠다.11) 관료는 특수한 지위집단을 형성하여 신분적 편향성을 바탕

으로 이익을 공고히 하는 권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적주의에 입

각하여 공개경쟁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을 관료로 충원함에 있어서 시

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인사제도는 교육에 따른 신분의 차이를 만들게 된

다. 한국의 행정고시 제도는 물론 일본의 관료충원제도는 사회의 엘리트

가 관료가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관료 충원

제도로 인해 매우 실력 있는 인재들이 정부 관료로 선발될 수 있었다

(Nakamura, 2003). 이러한 고위관료는 대체로 사회 중상 이상 계급에서

배출되어 지배 계급이나 다른 엘리트와 사회적 친화성을 갖고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임의영, 2016).

4) 관료권의 강함과 약함에 대한 논의

① 관료권이 강하다는 주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료가 장관이 내린 정책 결정을 실행한다고 생

각하지만, Etzioni-Halevy(1983)는 장관과 관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료

11) 이 논의는 임의영(2016)을 일부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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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이 더 강하며, 그러한 관료의 권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자원의 배분을 통제하거나 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자,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을 권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료는 행정부

전체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핵심 관료

는 그 1% 중에서도 십분의 일 정도만 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관료의

권력을 장관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는 그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관이 관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관료가 지연 전략, 직

접적 방해 행위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책을 좌절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실상 정책과 행정을 구분하는 명확한 선이 있

는 것이 아니며, 최고위 수준의 행정에 있어서는 정책과 행정을 구분하

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관이 고위 관료를 통제하기보다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관료권이 강하고,

또 점차 강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2)

첫 번째 요인은 정부 개입의 증가(increasing government

intervention)이다.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사회경제

적 삶에 개입하는 정도와 범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 활동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사람들, 즉 관료들의 규모

와 권력이 증가한다.

두 번째 요인은 정부 업무의 복잡성 증가(increasing complexity of

government tasks)이다. 정부 개입이 증가할수록,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크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진다. 업무가 복잡해짐

에 따라 취약성도 함께 증가한다는 다원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기술

관료학파(technocratic school)는 정부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그 업무를

담당한 관료제의 권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의 규모가 커야할 뿐만 아니라 인력이 보다 잘 조직화되어야

12) 이하의 논의는 Etzioni-Halevy(1983: 57-60)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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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더 큰 재량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장

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전문성(expertise)이다. 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책 결정은 점차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에 기반을

두게 된다. 관료제는 장관에게는 부족한 전문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지식 없이 장관은 그들의 부처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으며

장관은 관료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특히 기술관료학파에서는 장관

이나 정치인에 비해 관료가 가진 기술적 전문성(technical-expertise)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관료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정보(information)이다.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장관

은 자신의 부처에서 제공하는 ‘브리핑’, 즉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부처의

관료들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

다. 그들은 자신이 옹호하는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장관에게 제공할

정보를 스크리닝하고, 공개 시점을 조절하고, 편집하며, 심지어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Ellul(1965: 259, Etzioni-Halevy: 1983, 58

재인용)는 “정치인은 더 이상 실제 선택권이 없다. 결정은 기술적인 노

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라고 말한다.

정치적 지도자는 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행정 관료가 세심하게 계획한 대안들 가운데에서 정하게 될 뿐이라는 것

이다. 즉, 정책 결정에 관련된 전문성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정보

를 형성하는 관료들이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정의(define)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도자는 공무원이 선호하

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요인은 시간과 사람 수(time and numbers)이다. 선출된 정

치인들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거대한 기계와 같은 관료제

에 비하여 시간과 임기에 있어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인들은

관료들이 수년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지 산발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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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요인은 이해관계(interest)이다. 시간, 임기 및 다른 이유로

인해 장관은 자기 부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관에게는 이행하려고 하는 몇몇 정책

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

관계의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요인은 의회 권력의 쇠퇴(decline of parliamentary power)

이다. 의회는 관료제에 비해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회의원은 관료

에 비해 시간과 임기에 있어서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점점 구체적인 입법 대신 일반론적 법률을 입안하게 된다. 입법의 큰 틀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규정을 채울 권한을 행정에 위임함으로써, 입법

기능은 행정부에 일부 이전된 셈이다.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discretionary power)을 부여하는 위임 입법(delegated legislation)은 공

무원에 의해 최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많은

양의 시행령(ordinance)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덟 번째 요인은 장관의 교체(ministerial turnover)이다. 관료의 영향

력은 관료가 다루는 장관의 취약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관의 취약성

은 장관이 정기적으로 교체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데, 그에 반해 공무원

은 안정된 임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장관이 관료제에 대하여 과거 경험

은 물론 미래 관점에 있어서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공무

원도 부처를 이동하긴 하지만 장관만큼 자주 교체되지 않는데다가, 행정

적 연속성(administrative continuity)은 공무원의 개인적 안정성은 물론

부처의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관료 밖에 없다.

② 관료권이 강하지 않다는 주장

관료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Goodsell(1985: 126)은 “관료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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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력(political clout)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question)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한다. 지금

까지 앞서 살펴본 관료권에 대한 연구들은 관료권이 강하다는 것을 주장

하고 입증하는 논지를 띄고 있었다면, Goodsell(1985)은 관료권이 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관료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

정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이 아닌 관료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Rourke, 1986). 이에 대해 Goodsell(1985)은 당시 1980

년대의 미국 관료제가 지나치게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국의 관료권이 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관료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료권이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Goodsell은 규모는 권력과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회 산하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비해 인원 규모는 작지만, 입법적 감동을 통해 국회

산하의 위원회가 관료제에 행사하는 권력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Goodsell은 사법부는 행정부보다 규모가 작지만 행정부보다 큰 권력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료제 조직이 전문성이나 정보 등 사회구성원에게 중요한 자원을 소

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권이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Goodsell은 다음

과 같이 반박한다. 권력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고 복잡한

양자 또는 다자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자족적으로 존

재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무엇보다도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전문성 등을 토대로 관료권이 강하다고 하려면,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교환조건이 맞아야만 관료권이 강하게

성립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소유하는 재량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관료권이 더욱 강해

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 Goodsell은 관료가 재량권을 가

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재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량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

에 언제나 관료가 재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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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료권이 강하다는 

주장의 근거

관료권이 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 

관료제

의 크기 

� 정부의 행정부처는 

다른 정치기관에 비

해  규모가 훨씬 크

다.

� 90%의 정부 지출은 

입법부, 사법부, 백

악관이 아닌 행정부

에서 사용한다. 

� 입법부의 위원회들은 행정부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지만, 법령, 

전용, 그리고 입법적 감독을 통

해 관료제에 행사하는 권력은 그 

규모와 큰 상관이 없다.

� 사법부 역시 (관료제에서 수행한) 

과거 행위를 비헌법적인 것으로 

선언하는 등 행정부에 대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관료제 

조직이 

소유한  

자원

� 관료제 조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중

요한 필수불가결한 

자원(전문성, 정보 

등)을 소유하고 있

다.

� 권력은 단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 권력은 복잡한 양자 또는 다자 

관계 속에서 구현되며, 권력 현

상은 자족적인 것이 아니다. 

� 관료제는 교환의 조건이 맞을 경

우에만, 그리고 다른 행위자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보고

서나 비밀을 교환할 수 있다. 

관료들

의 재량

�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점 더 기술

적인 사안들이 행정

의 대상이 되면서, 

관료들이 소유하는 

재량이 증가한다.

� 공식적으로는 관료가 재량을 행

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

량 행사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저울질해야 한다. 

<표 2> 관료권이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  

자료: Goodsell(1985)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그러나 관료권이 강하지 않다는 Goodsell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반박

될 수 있다. Goodsell의 주장대로 단순히 관료제의 규모, 즉 인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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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것이 바로 관료권이 강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

지만 관료권을 정부 공무원 숫자로 조작적 정의하여 측정하고 있는

Boyne(1987) 및 관료권을 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 행정부의 핵심 부문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한 Asatryan et al.(2017)의 연구 등을

볼 때, 관료권의 측정지표로 관료제의 규모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과의 교환조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Goodsell의 주장은 관료 출신 인사의 재

취업 현상을 토대로 반박될 수 있다. 민간기업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퇴

직한 관료 출신 인사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퇴직 관료는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금전적 소득을 필요로 함으

로써, 관료가 가진 자원을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과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관료권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관료가 가진 재량은 관료권의 원천 중 하나로 언급된다(Marshall,

1984; Matheson, 2000; Mishima, 2017 등). Goodsell의 말대로, 관료는

무한대의 재량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관료가 가진 권위가 크고 관료의 능력에 대한 인정의 정도가 높으면 그

만큼 관료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진다. 그리고 관료를 견

제할 사회세력의 힘이 약하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관료가 다른 사람들

의 반응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이 강했던 발전국가 시기 우리나라에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관

료의 재량의 범위가 컸고, 이를 견제할만한 사회세력이 부족하여 관료는

입법안제출권, 예산편성권 등에 있어서 관료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나

타날 수 있었다.

3. 관료권과 관료 출신 인사

1)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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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으로서 행정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위 관료가 공직에

서 퇴직하고 공직에서 근무하던 부처 또는 담당했던 업무와 연관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각종 산업부문의 협회 등에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현

상은 다른 나라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13)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인사를 ‘낙하산 인사’ 혹은 ‘관피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러한 인사를 ‘아마쿠다리(amakudari, 天下り)‘라고 일컫는

다. 아마쿠다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천국의 후손‘인데, 이는 공무원이 퇴

직 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위직에 취업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아마쿠

다리는 행정부에서 재직했던 관료가 퇴직 후 민간 기업, 공기업, 산업별

협회 등에 취업하는 것을 포함하여 넓게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과 같

은 정치인이 되는 것을 포괄하기도 한다(Johnson, 1974; Aoki, 1988,

Calder, 1989). Colignon & Usui(2003: 29)는 아마쿠다리를 “중앙 관료제

를 보다 넓은 환경과 연결시켜 원래 소속되었던 부처의 활동 영역을 확

인하고 그 영토의 경계를 세워 자신의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하는 중

앙 관료제 인사(personnel)의 은퇴 경로”라고 정의하였다. Aoki(1988:

265)은 아마쿠다리가 “엘리트 관료제의 행정적 위계에서 국장(section

director) 이상의 지위에 오른 다음 관료제로부터 사직하는 관료들이 전

국 또는 지방 정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기업 경영 및 기타 컨설팅 활동

에 있어서의 인적자원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재직 중이던 부처와 직간접

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

되는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통칭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관피아’라고

13) 미국의 경우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이라고 부르는

데, 이들은 민간에서 공직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보

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퇴직 관료의 재취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한수, 2016). 프랑스의 경우 관료들이 퇴직 후에 사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관

행을 ‘빵투플라쥐(pantouflage)’라고 부르는데, 20~30대의 엘리트 관료가 사기

업으로 이직한다는 점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관료가 퇴직하여 사기업으로 재취

업하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김상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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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전

문성이 부족한 외부 인사가 충원되는 것을 의미한다(김병섭·박상희,

2010).14) 외부에서 임용된 인사의 범주에는 보통 정치인, 관료, 군인, 민

간전문가 등이 포함된다(이명석, 1997; 허경선, 2013, 이근주, 2013, 김철,

2015 등). 그렇기 때문에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일본의 아마쿠다리에 대

응하는 한국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소위 ‘관피아’라는

말이 ‘낙하산 인사’ 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관피아’는 공직에서

퇴직한 관료가 공직 재직 당시 부처 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또

는 기관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오필환, 2015).

이러한 ‘관피아’ 현상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15) 196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은행 출신 또는 일부

은행 간부들이 시중 은행장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

터 경제관료 출신이 은행장으로 발탁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중반에는

경제관료 출신이 은행장으로 대거 부임함에 따라 한국은행 출신 은행장

의 수를 능가하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3번 연속 재무부 및 상공부 출

신 관료가 행장을 역임했으며, 주택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도 1970년대

중반부터 관료 출신 은행장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에

관료 출신이 대거 은행장을 역임하게 된 배경에는 고등고시가 시작된

1949년부터 1950년대 초 관료로 발탁된 사람들이 50대가 되어 공직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과, 은행장 선임에 큰 권력을 행사하던 청와

대의 입김이 크게 자용하였다. 최근에도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

장에 과거 재무부 관료 출신인 ‘모피아(Mofia)’16) 출신 인사들이 내정17)

14) 김병섭·박상희(2010)는 낙하산 인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1) 정

치적 영향력의 개입, 2) 전문성의 결여, 3) 외부 인사, 4) 합리적 절차 결여라

는 네 가지 개념을 들었는데, 이 모든 개념 요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낙하산 인

사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충족되어도 낙하산 인사인지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며, 이 네 가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질 것이므로 ‘낙하산 인사’ 대신 ‘정치적 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5) 이하 금융기관에 관한 논의는 윤재섭(2016)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16) 모피아(Mofia)는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

(Mafia)를 합성하여 재무부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금융계, 정계 등으로 진출하



- 30 -

되고 있어 관료가 금융기관의 고위직으로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을 설명하는 관점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에 관한 이론적 정립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

다(오필환, 2015). 이하에서는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을 인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을 소개하겠다.

① 자원의존론

이 관점은 전직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인적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으로 인해 관료 출신 인사가 민간부문으로 재취업한다고 설명

한다. 전직 관료는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피규제기업에 대한 사례를 알고 있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등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피규제기업

에게는 중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김일중 조준모, 1999; 임태균 외,

2015; 임태균 배성호, 2016). 또한 공무수행 중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

부부처의 관료와 기업 인사들 간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재직했던 부처의 현직 관료와의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다(김일중 조준모,

1999; 임태균 외, 2015; 임태균 배성호, 2016). 그러므로 기업은 관료를

조직으로 흡수(co-optation)함으로써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용이하게 획

득하게 된다. 또한 규제기관인 주무부처도 피규제기업과 원활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효용을 얻을 수 있다(김일중 조준모, 1999). 예를 들어, 규제

여 산하 기관을 장악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구축한 것을 지

칭하는 말이다. 

17) 한국경제. 2013. 6. 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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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행하는 관료의 입장에서 피규제기업에 퇴직 관료가 재직함으로 인

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위

임함으로써 여가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존론에 의하면 기업에게 규제는 기업의 행동에 대한 외부적 통

제요인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은 규제자를 관리하고

자 하는 노력, 즉 규제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많

이 기울이게 될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 규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의 순응을 보장하고 불응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기업에 고용된 관료 출신 인사는 일종의 중재인

(intermediary)으로서 기업에게는 로비스트, 정부에게는 규제의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Johnson(1974)은 정부와 민간부문은 모두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에서의 이점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관

료 출신 인사를 고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는 산업분

야에 속한 기업의 입장에서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하면 정부의 ‘인허가

승인권(license approval authority)’에 친숙한 인사를 조직 내부로 영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받는 기

업에 관료 출신 인사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 행정지도의 효과성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기업에 직접

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부처가 보내는 신호(signal)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기업들은 자본, 세제혜택, 각종 인허가 승인에 있어서 혜택을 받

게 된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볼 때 아마쿠다리의 숫자는 민간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Usui & Colignon,

1995).

자원의존론적 관점은 특히 공공기관 임원으로 관료 출신 인사가 선임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박상희 김병섭,

2012; 김태형 장용석, 2013 등).

② 보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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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은 아마쿠다리를 공직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정

부 부처의 위계질서 내에서 저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한 관료에게 고소득

이 보장된 “두 번째 삶”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주면서 공직에 대한 동기

를 강화한다고 말한다(Blumenthal, 1985). 고위 관료는 퇴직 후의 커리어

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보장이 없다면 민간부문으로 입직할 가능

성이 높은 우수한 인력을 신임 관료로써 정부가 선발할 수 있으며, 관료

제 내에서도 승진을 목표로 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ui & Colignon, 199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Mizoguchi &

Quyen(2012)은 아마쿠다리가 정부 부처와 정부 기관에서 오랜 기간 상

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공직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보상하기 위한 관

습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공직 동기 부여 관점은 국가 관료제에서 아

마쿠다리가 필요한 이유만을 설명하고, 관료 출신 인사를 받아들이는 민

간 부문의 입장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김일중 조준모(1999)는 이러한 보상적 관점에서 퇴직 관료들의 민간

부문으로의 전직을 부패메커니즘으로 상정하였다. 이들은 규제를 집행하

는 관료는 부패를 공급하여 피규제기업에 대한 정보 또는 피규제기관에

업무 위탁으로 인한 여가 증진 등의 보상을 받고, 피규제기업은 규제를

집행하는 관료의 퇴직 후 취업을 보장하여 부패 공급에 대한 대가를 관

료에게 지불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은 관료에게 퇴직 후 취업을 보

장해줌으로써 일종의 이연지급(deferred payment)을 하는 셈이며, 현재

의 피규제기업은 관료에게는 미래의 고용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패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한다. 김일중 조준모(1999)는 정부가 관료 출신 인사

의 재취업을 기업에 의존함에 따라, 취업을 조건으로 하여 규제기관 전

체와 피규제기업들 사이에 암묵적인 계약이 형성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부패의 정도를 높인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③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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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은 관료 출신 인사의 민간부문으로의 이동을 정부가 민간 부

문의 인사를 간섭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본

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국가 시절, 특히 70년대에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업종, 특정기업을 정부의 중점육성사업이라 하여 지

원, 또는 통폐합하는 등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각종 조세상의 특혜가 베풀어지고, 금융지

원, 수출입에서의 특혜 등이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노사 간의 갈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동활동을 제한하기 까지 하였다. 따라서 수

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종간 자유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보다는 몇몇 재벌기업에 부가 편중됨으로써 이들은 국제규모에 이르

게 되었다. (중략) 그러므로 특정기업의 성장이 정치권력의 비호와 특

혜로 이뤄졌다든지, 기업이 정부의 고성장정책과 수출금융정책을 악용

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옳은 주장일 것이다. 이 때, 행정관료가 특

정기업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

면, 정책집행은 주어진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

도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면에 치우친다든

지, 각종 제제를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론 

이 문제에 관한 관료의 재량권의 범위는 직급과 비례할 것이다. 하급

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량권을 베푸는 것보다 상급자의 부탁이

나 암시에 따라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을 것이다(임도빈, 1985: 

16-17).

이러한 현상은 비단 발전국가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Lee &

Kim(2017)은 금융기관이 민영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정부는 관료

출신 행장 및 감사 등을 임명함으로써 계속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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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control authority)을 유지하고자 함을 밝혔다. 이들은 경제부처가

민영화된 시중은행에 관료 출신 인사를 보냄으로써 은행에 정부의 메시

지를 전달하고, 은행에 대한 관료적 통제(bureaucratic control)을 강화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기업 간의 연계를 필요로 했던 산업화 시기에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관료 출신 인사의 민간 진출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하는 산업분야는 성장하고 있

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으

로써 기업이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Okimoto, 1989). 또한 관료 출신 인사를 받아들이는 민간부문 입장에서

는 과거 정부가 혜택을 베풀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하며, 이렇게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함으로써 미래에도 특혜

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Schaede, 1995).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

한 기업과 정부 간의 보이지 않는 결속력이 존재함에 따라, 아마쿠다리

는 시장에서 다른 참여자를 배제하고 특정 엘리트 집단을 풍요롭게 하는

일종의 부패(corruption)로써 간주되기도 한다(Usui & Colignon, 1995).

이 관점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 대한 탈규제와 시장 개방에 대한 해외의

압력이 계속되는 현재는 정부와 기업 간 연계가 약화되었을 것이며, 아

마쿠다리는 과거 산업화 시기보다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1977

년부터 1992년까지 은행으로 진출한 관료 출신 인사의 숫자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oriuch & Shimizu, 2001).

④ 힘의 균등화 추구

Calder(1989)는 기업에서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하는 현상을 조직이

주변 환경을 “중립화(neutralize)”하거나 통제하려는 지속적인 투쟁이라

할 수 있는 힘의 균등화(power equalization)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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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은 조직은 규모가 큰 조직에 비해 생산 및 연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등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부문

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보다 정치적 절차(political

process)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소기업은 관료 출신 인사를 다른 기

업보다 많이 고용하여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고

자 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은 개별 사례에 대해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대기업에도 아마쿠다리가 많은 이유, 산업별 아마쿠다리 패

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또는 특정 산업에 아마쿠다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Schaede, 1995).

⑤ 우수 인력의 활용

관료 출신 인사를 받아들인 기업과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

수한 인적 자원인 관료 출신 인사가 민간 부문에 고용된 것이라고 설명

한다. 고위 관료가 퇴직 후 기업의 이사나 감사 등의 고위직에 선임되는

현상을 보면, 관료 출신 인력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관료제에서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위 관료로써 퇴직한 인력은 기업의 입장에서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관료 출신 인사는 관련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고, 행정지도에 있어 관료의 재량이 법률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명문

화되지 않은 부처의 관습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이점이 있다

(Suzuki, 2004). 그러나 관료 출신 인사의 민간 기업 재취업을 우수 인력

의 활용이라고 보는 관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본 고위 관료는 도쿄

대 졸업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쿄대 졸업자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 출신 인사의 인력이 우수하다는

인식은 관료라는 경력보다는 도쿄대 졸업자라는 학벌 때문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이 있다(Amyx, 2002; Suzuki,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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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관료의 

범위
분야

시간적 

범위
자료 

Johnson(1974)

퇴직 후 

재취업한 

관료 

사기업, 

공기업, 

정계(국회의원)

, 산업분야 

협회 등

1972년
일본 인사원의 

아마쿠다리 백서

Calder(1989)

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퇴직 관료

수출기업, 

상업은행, 

증권회사 등

1985년

임원 명단 자료, 

일본 Who’s Who 

등

Schaede(1995)

지주회사 

이사회 중 

퇴직 관료 

1991년 기준 

100대 대기업

1979~

1991년

(13년)

기업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자료

Usui & 

Colignon(1995)

퇴직 후 

재취업한 

관료

민간기업

1963~

1992년

(30년)

일본 인사원의 

아마쿠다리 백서

Nakano(1998)
일본 

우정성 

민간기업 중 

전자통신기업

1951~

1995년 

일본 인사원 자료, 

기업 임원 자료 등

<표 3>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및 범위

3) 관료 출신 인사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

본래 인사에 대한 자료는 접근과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관료 출신 인사의 재

취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관료 출신 인사에 대한 자료의 확보,

관료 출신 인사가 재취업 하는 부문,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을 설정하는데 이

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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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관료의 

범위
분야

시간적 

범위
자료 

차관
퇴직 

관료

Horiuchi & 

Shimizu (2001)

재무성 및 

일본은행 

퇴직 관료 

중 

재취업한 

관료

지방은행

1977~

1992년

(16년)

일본 인사원의 

아마쿠다리 백서

Suzuki(2006) 〃 〃

1991~

2000년

(10년)

Kigyo Keiretsu 

Souran, Yakuin 

Shikiho 등

임도빈(1984)

기업 임원 

중 전직 

관료

은행, 

국공영기업, 

상장기업

1982년 

한국경제신문에

서 발표한 임원 

명단, 

「한국인명사전

」 등

김일중‧조준모(1

999)

민간기업으

로 이직한 

전직 관료

민간기업 1996년

「한국재계인사

록」,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

김병섭‧박상희(2

010)

공공기관임

원 중 퇴직 

관료

공공기관

1993~

2009년

(17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자료 등

김동열‧한상범(2

012)

저축은행 

고위직 중 

감독기관 

출신 관료

저축은행

2001~

2010년

(10년)

금감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저축은행 

낙하산인사 

자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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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관료의 

범위
분야

시간적 

범위
자료 

등

박상희‧김병섭(2

012)

공공기관 

임원 중 

퇴직 관료

공공기관

1993~2

007년(1

5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자료 등

김태형‧장용석(2

013)
〃 〃

2008~

2011년

(4년)

〃

김철(2015) 〃 〃 2015년 〃

민병익‧김주창(2

015)
〃 〃

2010~

2012년

(3년)

〃

임태균 외(2015)

기업 

사외이사 

중 퇴직 

관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000~

2010년

(1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등

임태균‧배성호(2

016)
〃 〃 〃 〃

최정운(2016)

이사회 

이사 중 

퇴직 관료 

출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2000~

2013년

(14년)

한국상장회사협

의회 T2000 DB 

등

최한수(2016)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협회, 사기업, 

학계 

1990년

대 

이전부

터 

2016년

까지 

퇴직자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자료,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퇴직 

후 경력 DB

Lee & 

Kim(2017)

은행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

시중은행, 

지방은행, 

정책은행

1993~

2014년

(20년)

은행연합회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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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 명단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관료에 초점을 두고 특정 직급 범위를

최종 직급으로 하여 퇴직한 관료의 명단을 시작으로 재취업한 경로를 조

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관료 출신 인사가 주로 진출하는 민간 혹

은 공공부문의 임원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명단을 입수하여 그 중 관료

출신 인사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첫 번째 방법, 즉 퇴직 관료 명단을 토대

로 재취업한 민간부문을 알아보는 연구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두 번째 방법인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임원 또는 이사회

명단을 토대로 관료 출신 인사를 분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사 자료의 수집가능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경

우, 아마쿠다리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존재했으며, 1930년대

부터 개별법에서 감독관청의 관료였던 자는 퇴직 후 5년 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아마쿠다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였다(나카노 마시시, 2009).

1990년대 들어 아마쿠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에도 일본 인사원은 아마쿠다리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퇴직 관료 중 재취업한 관료 출신 인

사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었다(Johnson, 1974; Usui &

Colignon, 1995; Nakano, 1998; Horiuchi & Shimizu, 200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 공무원의 명단을 입수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렵다(임도빈, 1984).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경력 데이터셋을 구축한 경우(최한수, 2016)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민간 및 공공부문에 재직한 임원 명단을 기초

로 하여 전직 관료를 찾아내고 그들의 경력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임도빈, 1984; 김병섭 박상희, 2010; 김동열 한상범, 2010;

박상희 김병섭, 2012; 김태형 장용석, 2013; 김철, 2015; 민병익 김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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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임태균 외, 2015; 임태균 배성호, 2016; 최정운, 2016). 단, 김일중

조준모(1999)는 「한국재계인사록」에서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를

표본으로 추려낸 다음 이들을 피규제기업과 일반기업으로 이직한 관료로

분류하여, 관료 출신 인사가 피규제기업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규제와 관

련된 부패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Lee &

Kim(2017)은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5개 정부별로 은행에 선

임된 관료 출신 은행장 및 감사의 숫자를 제시하였다.

관료 출신 인사가 재취업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본은 70~80년대부터 민

간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민간부문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Johnson,

1974; Calder, 1989; Shaede, 1995; Usui & Colignon, 1995; Nakano,

1998). 2000년대에 발표된 연구는 재무성이나 일본은행 출신 퇴직 관료

가 은행에 진출한 아마쿠다리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Horiuchi &

Shimizu, 2001; Suzuki, 2006)와 더불어 실증분석 자료 없이 이를 수학적

으로 이론화 연구(Mizoguchi & Quyen, 2012)가 있어, 은행으로 진출한

아마쿠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 분야에 국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진출하는 퇴직 관료의 선임 또는 관료 출신 공

공기관 임원이 공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김병섭 박상희, 2010; 박상희 김병섭, 2012; 김태형 장용석, 2013; 민병익

김주창, 2015). 경영학 분야에서는 상장기업 등 민간기업의 이사 및 사

외이사가 된 관료 출신 인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있다(김일중 조준모, 1999; 임태균 외, 2015; 임태균 배성호, 2016;

최정운, 2016). 여러 부문 중 은행을 연구범위에 포함한 연구로는 임도빈

(1984), 김동열 한상범(2010), Lee & Kim(2017)이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부문에 진출한 관료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료 출신 인사

의 재취업에 관한 초기 연구들(Johnson, 1974; Calder, 1989; 임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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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연구결과

Johnson

(1974)

아마쿠다리의 범위, 원인, 

효과를 검토하고 이러한 

현상에 관한 관료, 기업

인, 국민의 태도를 논의함 

개별 기업 관점에서 퇴직 관료를 고

용하는 주요 이익은 정부의 인허가 

승인 권한에 대한 퇴직 관료의 익숙

함이 중요하게 작용함 

Calder

(1989)

시장에서 약한 위치에 있

는 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 퇴직 관료를 고용한

다는 가설을 검증함 

퇴직 관료의 주요 기능은 그를 고용

한 조직에 정부 규제 등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퇴직 관료는 

대기업이 아닌 조직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표 4>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에 관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1984; 김일중 조준모, 1999)은 단일 연도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다년간의 관측치를

시간적 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보통 10

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70년대 후반부

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1963년부터 1992년까지 30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Usui

& Colignon(1995)은 아마쿠다리 연구에 있어서 시간적 범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Usui & Colignon(1995)은 아마쿠다리가 복잡한 인과 작용과

연관된 역사적으로 민감한 현상이며,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시기로 한정하여 이 현상을 분석할 경우 아마쿠다리의 성격과 향후

진행 방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직업 공무원으로써 행정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관료가 공직에서 퇴

직하고 민간 기업, 공공기관, 각종 산업부문의 협회 등에 고위직으로 진

출하는 현상을 인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는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에 들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

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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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연구결과

Schaede

(1995)

퇴직 관료가 고용된 기업

의 특성을 분석함

기업의 규모가 크고, 수출산업에 속

하는 경우 퇴직 관료를 더 많이 고

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Usui & 

Colignon

(1995)

30년 간 아마쿠다리 패턴

의 변화를 세 시기로 나누

어 검토하고 시기별 변화

의 이유를 설명함 

아마쿠다리 임명 패턴에는 복잡한 

인과 다이내믹이 있으며, 특히 재무

부의 권력이 전 시기에 걸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남 

Nakano

(1998)

일본 우정성 퇴직 관료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것

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때문이 아니라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우정성 출신

이기 때문임을 밝히고자 

함

민간 통신기업의 우정성 퇴직 관료

는 기술직보다 행정직 출신인 경우

가 많았으며, 공직 재직시 담당업무

와 관련 없는 업계에 진출한 관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Horiuchi 

& 

Shimizu 

(2001)

은행의 위험선호적 행동에 

퇴직 관료가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

규제당국 출신 퇴직 관료를 고용한 

은행은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더 위

험선호적인 것으로 나타남 

Suzuki

(2006)

일본은행 및 재무부 출신 

퇴직 관료를 고용하는 은

행의 특성을 분석함 

재무부 출신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이, 일본은행 

출신은 보다 안정적인 은행에 진출

할 가능성이 높았음

임도빈

(1984)

기업‧은행 임원을 대상으

로 퇴직 관료의 비율을 알

아보고 퇴직 관료의 출신

부처 및 직급에 따른 퇴직 

후 민간 이동가능성을 검

토함 

퇴직 관료의 출신부처가 관할하는 

산업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퇴직 직전 직급이 높을수록 

이동률이 높고, 높은 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일중‧

조준모

(1999)

피규제기업 또는 일반 기

업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근속연

수, 출신지역, 직급, 부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피

시장왜곡정도가 큰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출신일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피규제기업에 고용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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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연구결과

규제기업에 취업하는 퇴직 

관료의 특성을 분석함 

김병섭‧

박상희

(2010)

정치적 임명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임

원추천위원회 제도의 효과

를 분석함 

공공기관 임원의 대표경력 변화에 

있어서 제도의 효과는 확실치 않지

만 대통령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김동열‧

한상범

(2012)

저축은행의 경영성과에 대

해 낙하산인사, 소유구조, 

정책변화의 영향을 분석함 

낙하산인사는 수익성과 자본충실도 

변수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

을 나타냄 

박상희‧

김병섭

(2012)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임

명권자와 공공기관 간의 

관계, 임명권자 간의 관계

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경제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사회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시

간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남 

김태형‧

장용석

(2013)

공공기관의 성과에 공공기

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관료 출신 인사는 경영평가등급과 

양의 관계를, 정권과 관련된 정치적 

인사를 임명한 공공기관은 정부지원

금과 음의 관계를 나타냄 

김철

(2015)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

년 동안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 현황을 분석함  

주무부처 퇴직 관료가 공공기관 임

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 초기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민병익‧

김주창

(2015)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기업인, 금융인, CEO 출신 기관장은 

경영이행실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료 출신 기관장의 평가점수는 다

른 경력배경의 기관장보다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남

임태균 외

(2015)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기

업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함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

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기업가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낮

은 경우에 비해 기업가치가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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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연구결과

임태균‧

배성호

(2016)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기

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함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

은 미선임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성향

이 높았으며, 경제 및 세무 관료 출

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타부

처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남 

최정운

(2016)

퇴직 관료 출신 이사가 기

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퇴직 관료의 이사 포함여부는 기업

의 이익조정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감독기관 관료 출신 이사의 

선임은 퇴직 관료 출신 이사선임이 

이익조정 증가효과를 완화하는 것으

로 보임

최한수

(2016)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퇴

직 이후 재취업 현황 자료

를 토대로 재취업 이력 및 

경로를 검토함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퇴직 후 첫 

번째 경력으로 공공기관 비중이 가

장 높았으며, 두 번째, 세 번째 경력

으로 가면서 공공기관의 비중은 크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Lee & 

Kim, 

2017

최근 5개 정권에서 시중

은행, 지방은행 등의 회장 

및 감사로 임명된 관료 출

신 인사의 숫자를 검토함

민간참여를 억제하는 보수주의적 정

권에서는 관료 출신 시중은행장 및 

감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정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에 

임명되는 퇴직 관료의 숫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4) 관료 출신 인사가 나타내는 관료권

민간 또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각 부문의 조직에서 관료 출신 인사가

주요 의사결정의 자리에 포진하여 있는 정도는 관료권을 반영하고 있다.

Usui & Colignon(1995)는 1963년부터 1992년까지 30년 동안 민간기업으

로 재취업한 관료 출신 인사의 수치를 추세로 보여주고, 아마쿠다리가

많은 부처의 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5년 단위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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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권력(ministry power)을 민간기업에 이직한 퇴직 관료의 숫자로 조작

적 정의하였다. 이 측정은 특정 부처와 민간 부문 간의 관계

(relationship)의 실제 수치를 반영하며, 더 많은 관계를 운영하는 부처일

수록 더 권력이 강하다고 상정하였다. 또한 부처의 규모 대비 아마쿠다

리의 비율은 해당 부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료를 재취업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보았다. 이 연구는 아마쿠다리는 국가와 기업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비공식적 정책 네트워크의 기반이 된다는 점, 그리고

산업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를 축적하는 비공식적

인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Nakano(1998)은 일본의 우정성의 아마쿠다리 패턴을 분석하면서, 거

의 대부분의 통신서비스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우정성 퇴직 관료를 고용

한 이유는 이들이 통신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

는 우정성 현직 관료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근거로 1)

대부분의 관료 출신 인사는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었으며; 2) 퇴직 직

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통신분야가 아닌 생명보험, 우편배달, 우편점검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관료 출신 인사

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재취업하게 된 이유는 관료가 규제 권력

(regulatory power)을 생산하는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Nakano(1998)는 주장한다.

Carpenter(2003)는 일본 정부의 관료는 사회를 다스리는 법, 명령, 규

제, 인허가 등의 초안을 만들고, 행정지도라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실증적으로 사법체제 내에서 그 권력을 제한받고 있지 않

다는 관점에서 일본 관료권의 근원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현재까지도

관료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정부 부처는 행정지도를 수단으

로 하여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권력(power)을 행사하고, 기업은 벌금이

나 보조금 또는 특허 등에 대한 인허가의 거부 등의 형태로 미래에 징벌

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부처의 행정지도에 순응한다. 또한 일본의 민

간기업은 관료 출신 인사를 고용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연결되는 정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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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라인(information pipeline)을 개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직 관료들은 부처와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해 외부인보다 더 빠르고

더 쉽게 부처 내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Carpenter(2003: 124)은 아마쿠다리에 의해 영속화된 현직 관료들과 전직

관료들의 네트워크network)가 관료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킨다고 주장

하였다.

일본 관료의 아마쿠다리를 연구한 김상준(2003)은 관료 출신 인사가

정부산하의 공기업(‘공공법인’이라고도 함), 사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등

에 진출하게 된 이유에는 ‘제도창출능력’, ‘정책결정능력’, ‘정책집행능력’

등 관료의 다양한 권력과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김상준(2003)은 시장

세력의 확대, 새로운 사회이익집단의 분출,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역할

확장 등으로 인하여 일본 관료의 권력이 쇠퇴되었다는 다원론자들의 주

장을 반박하며, 사회에 일반화된 관료 출신 인사는 사실상 관료의 권력

을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어도 본고에서 관찰한 관료 개인의 재취업문제를 살펴보면, 관료 

권력은 일방적으로 축소되었다기보다 행사방향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관료가 ‘아마쿠다리’라는 형태로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사실 일본 관료의 권력이 약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했다는데 있다. 아마쿠다리는 폐쇄적 취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관

료자신이 권력을 바탕으로 창출한 관행(self-created practice)인 것이

다. 다른 나라에 비해 관료가 사기업으로 빈번하고 용이하게 재취업하

였던 것은 ‘역설적으로’ 일본사회의 폐쇄적 취업구조에서 기인한다. 

폐쇄적 취업구조에서 관료는 자신이 권한을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행

사한 것이다. 관료의 제도창출 능력은 사적 영역을 이원화하면서 관료

가 보다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장하였으

며, 정책결정능력은 정부와 비정부부문사이에서 아마쿠다리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성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능력은 관료가 보다 국

지적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변화시켰다(김상준, 200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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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료 출신 인사가 사회 각 부

문의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직에 관료 출신 인사가

진출한 정도가 관료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정하겠다. 그럼에

있어서 민간부문 조직과 공공부문 조직에서의 나타나는 관료 출신 인사

에 대해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조직에 대해

서는 관료 출신 인사는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

면, 관료권도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은행의 경우, 경제부처는 시

중은행에 관료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기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은행에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은행에 대한 관료적 통제

(bureaucratic control)을 강화할 것이며(Lee & Kim, 2017),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한 관료권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공공부문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료 출신 인사는 자원의존론으

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최병선(1993)은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의 조

직은 재정적 자원, 전문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해 서로에게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와 공공부문 조직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서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박상희·김병섭

(2012) 역시 정부부처와 공공기간 간의 비대칭적 자원의존관계를 바탕으

로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설명하였다. 이를 은행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특수은행은 경제부처 또는 금융위원회와 같은 정부유관기구의 법률적·실

질적 관리 하에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내부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재량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은행은 일정 부문 자

율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이지만, 구조 및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과정의 일환으로써

임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부처는 특수은행에 비해

금융정책에 대하 더 많은 정보와 관료적 전문성(bureaucratic expertise)

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은행에 재정적 자원 및 정치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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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공한다. 특수은행은 경제부처에 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

한 정보와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경제부처 및 금융위원회는 특

수은행과 서로 다른 차원의 정보와 전문성,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관료권(bureaucratic power)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관료권에

대한 이론 정립을 시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tridge, 1974; Rudolph & Rudolph, 1979; Winterobe, 1987; Neuby,

2006 등). 이러한 관료권 연구의 흐름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관료제, 정

치와 관료제 간 관계, 관료제의 통제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Choung,

1981; Hill, 1995; Meier, 1997; Matheson, 2000; Mulgan, 2000; Ionescu,

2011; Page, 2012; Gisi, 2014; Boushey & Mcgrath, 2017; Mishima;

2017).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힘이 너무 과

대하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관료에 대한 효과적으

로 통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

다.(Aberbach et al. 1981; Etzioni-Halevy, 1983; Rourke, 1984; Page,

1985; Stahlberg, 1987, Meier, 1997, Gormely & Balla, 2013 등). 이를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 혹은 민주주의와 관료제와의 관계와 같이 두 가

지 제도의 대립으로 인식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관료가 권력을 가

지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관료가 권력을 가짐으로써 나

타나는 문제점, 혹은 관료의 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대한 일련의

논의는 관료권과 관련되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권에

대한 연구들 중 관료권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측정하여 어

느 정도로 관료권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또 다른 연구의 흐름은 관료제 조직 간의 권력을 사례나 실증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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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측정하거나 비교하는 연구들이다(Meier, 1980; Marshall, 1986;

Yang, 2004; Glavind, 2015; Li, 2017; Rahman et al., 2017). 예를 들어,

Meier(1980)은 관료제 부처의 권력(bureau power)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관료제 부서의 권력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자원(resources)과 자율

성(autonomy)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객집단

의 지지(clientele support), 기관의 전문성(agency expertise), 기관의 리

더십(agency leadership), 그리고 조직의 응집성(organizational cohesion)

으로 구분하였다. Meier(1980)의 관료제 부처 권력을 계승 발전시킨 오

재록(2006)은 관료조직 내의 기관의 권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권력지

수(power index)를 개발하여, ‘관료제 권력’을 관료제 내의 계층제상 동

일한 위치에 있는 수평적인 조직들 간의 권력관계를 자원, 자율성, 네트

워크, 잉여력, 잠재력 등의 구성개념으로 측정하였다. 박천오(2005)는 중

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정에 있어서 행정

부 부처간 권력관계를 실증연구하였는데, 이 역시 행정부 내부의 부처

간의 권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관료 조직 내부의 기구들 간의 관료

권을 측정하는 것은, 관료가 국민 및 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

향력이나 권한을 살펴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관료제 부처 간의 권력

을 비교하는 것에 가깝다.

본 연구는 관료권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관료 조직 내부가 아닌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는 관료의 영향력 및 권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 조직 내의 부처 또는 기관 간의 관력이라는 관료제

권력의 개념과 구분이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의 민간부문 및 공공부

문에서 나타나는 관료 출신 인사가 관료가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을 보여준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료 출신 인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료 출신자의 인

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 또는 관료 출신 기업 임원

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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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을 연구하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임도빈,

1985; 김병섭 박상희, 2010; 박상희 김병섭, 2012; 김태형 장용석, 2013;

김철, 2015; 민병익 김주창, 2015; 최한수, 2016). 상장기업의 임원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임도빈, 1985; 김일중 조준모; 1999; 임태균

외, 2015; 임태균 배성호; 2016; 최한수, 2016; 최정운, 2016). 반면에 은

행 등 금융기관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지만 최근 들어서

점차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김동열 한상범, 2012; 이승희, 2015).

그러나 관료 출신 인사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존 연구들은

관료권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공직에 종사하였던 관료들

의 퇴직 후 이동 및 이동 경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추가되어야 할 영역으로써 관료 출신

인사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은행 임원 인사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료 출신 인사가 재취업하는 여러 분야 중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전국가 시기 정부는 시중은행을 국

유화하고 차관의 배분과 기업의 대출을 선별하는 등 금융부문에 대한 통

제권을 행사함으로 기업 활동은 물론 산업에 대해 국가의 영향력이 막강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국가능력을 기반으로 한 관료권이

영향을 미친 분야 중 은행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발전국가와 관료국가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은행과 정부는 피규제기관과 규제기관의 관계를 가지

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대출을 주기능으로 하

고 있는 대출기관 Jusen이 버블경제 붕괴로 인하여 자산가치의 하락으

로 인해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연쇄 부도 위험에 처했을 때, 의회(Diet)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출

기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대출기관의 회장이 전부 일본 재무성 퇴직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 1990년대 중반 가장 큰 관료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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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꼽히고 있다(Asano & Eto, 2003; Mizoguchi & Quyen, 2012 재인용).

인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무성 관료 및 일본은행 출신 은행 임원을 연구

한 Horiuchi & Shimizu(2001)는 120개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아마쿠

다리를 받아들이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재

무성 퇴직 관료를 받아들이는 은행은 자본적합성의 수준이 감소되며 부

실채권(non-performing loans)이 증가하는 등 은행의 재정건정성이 약화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밖에에도 Suzuki(2004) 및 Mizoguchi &

Quyen(2012)는 은행에 진출한 퇴직 관료를 분석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

의 영향력을 조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료권 및 관료

출신 인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써,

관료권을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정도로 측정하여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발전국가와 관료권

1. 발전국가의 의의

1) 발전국가의 개념

발전국가라는 개념은 일본이 선도기구(pilot agency)인 통산성(MITI)

을 통해 사회에 대하여 자율성을 갖는 관료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던 Johnson이 창안한 것으로 그 이후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한 성장과정을 설명하기 위

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Johnson(1999)은 발전국가를 “국가의 목표를 경

제성장과 산업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유능하고 효율

적인 정부관료제를 활용하여 경제발전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라고

정의하면서 엘리트 관료 시스템, 정책입안과 집행을 조정 및 조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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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관(pilot organization)의 존재, 국가의 ‘시장 순응적

(market-comforting)’ 간섭 정책 등을 특징으로 보았다. 김일영(2001)은

발전국가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국강병이

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자율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로 정의한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는 경우, 정치적 정당성보

다 행정적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경제발전을 이끄는 수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도자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결단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

한 결단에 따라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국가는 최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왜곡하여 배분하여서라도 전략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자율성(state autonomy)이 커야하며, 이러한 자율적 능력을 통해

은행과 금융을 통제하여 경제자원을 배분하고,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사회를 통제하면서도 경제발전의 파트너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 자원을 동원하여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능력(state capacity)을

발휘한다. 국가자율성은 “단기적인 이익극대화와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Wade, 1990: 29).

2) 발전국가론의 의의

발전국가론은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면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가가 부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 메커니즘에 경제를 맡기는 것이 아

니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발전국가론은 단순히 국가

개입만을 강조하지 않고, 국가 개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발전국가론이 국가라는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경제성

장에 성공한 국가기구의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집중한다. 왜냐하면

발전국가론자들은 다른 저발전국가들도 발전국가의 특성을 배워서 적용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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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자들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룩한 급격

한 경제발전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국가의 역할에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김시윤, 2011).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간주되었던 발전국가 모델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 닥친 경제 위기

로 인하여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나친 국가 개입이 발전국가에 외환위

기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되면서 발전국가 모델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황 속에

서, 다시금 발전국가의 국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3) 한국 발전국가에서의 관료권

산업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발전국

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능한 관료제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으

로 꼽힌다(Johnson, 1999). 특히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관료는 국회, 대

통령과 함께 제도를 만드는 기관 중 하나이며, 제도의 실행은 관료의 능

력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이종욱, 2010). 발전국가 시기에 우리나라

가 강력한 국가라고 말할 때의 국가는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구현하는

방대한 관료 기구와 이를 운용하는 국가기구의 관리자로서의 인적집단

(최장집, 2015; 157)”을 의미할 정도로 발전국가에 있어서 관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는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을 수립

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일영,

2001; 박태균, 2009; 김시윤, 2010; 강동훈, 2011; 한상일·정소윤, 2014;

박종민·윤견수,2015 등).

우리나라는 발전국가 시기에 정치의 기능이 극도로 제약된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보다는 행정관료의 전문성에 의존하여 국가정책

이 관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관료의 역할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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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였다(강원택, 2014: 70). 당시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은 관료에 의하

여 수립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내각을 비롯한 관료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실제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었고, 경제성장이 강조될수록

국가 관료기구의 역할이 확장되었다(강원택, 2014: 70).

1961년 설치된 선도기구(pilot agency)인 경제기획원은 산업정책을 정

부의 의도대로 기획 시행할 기반으로서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설정하

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의 집행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물가안정

과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윤성원 양재진, 2015).

또한 1963년 행정고시가 자격시험에서 임용고시로 바뀌고 채용인원도 크

게 증가함에 따라 관료제에 진입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제기획원에서

활동하였는데,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관료들과의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

를 통해 수시로 교류하여 경제기획원의 타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조정기

능에 힘을 실어주었다(윤성원 양재진, 2015). 기업 활동의 많은 부분이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부처가 직접 지도 규율하여 국가가 기

업에 깊숙이 관여하였다(조수현, 2009).

특히 정부는 금융부문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

기 정부는 시중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민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1961년)하고, 한국은행법

을 개정(1962년)하여 한국은행을 재무부에 종속시킨 일련의 조치(김일영,

2011)를 통해 은행을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놓았다. 이러한 금융기관

의 국유화 조치를 통해 자원의 동원 및 배분권을 정부가 장악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었다(최병선, 1992). 이러

한 조치와 더불어 중복투자 및 과잉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에

강력하게 개입하였으며 기업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 차관배

분 등의 유인책과 세무사찰 등의 제재수단을 동원(김순양, 2012)함에 따

라, 금융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관료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최장집(2015)의 용어에 의해 국가를 “항상적으로 제도화된 역할의 체

계”라고 할 때, 산업화 시기 한국의 국가는 관료 집단과 이를 통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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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치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

는 권력 엘리트가 지닌 이데올로기와 가치정향이 관료 집단과 높은 동질

성 및 통합성을 가지고 있었다(최장집, 2015; 강혜진·김병섭, 2018). 그렇

기 때문에 발전국가의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권한은 국가가 사회로 침투하여 경제발전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결정을 실행하는 국가능력과 국가자율성을 반영하

고 있었다. 발전국가의 강력한 국가 역할을 뒷받침 한 것은 정책의 입안

및 결정을 주도한 관료조직에 있기 때문이다(Evans, 1995; 김태수, 2002

재인용). 발전국가론에서는 자율적이면서 유능한 국가 관료기구를 발전

국가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 엘리트 관료들로 국가 관료제가 정부 안팎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성을 지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강동훈, 2011). 또

한 발전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이 발전지향적 관료제를 통하여 실현되며

(Kim S., 2008),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관료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테크노크라트적 성격이 높은 국가능력의 전형으로 평가된다는 점(이상

철, 2003; 김형아, 2005)에서 관료의 역량은 국가의 역량을 설명하는 주

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의 압력과 요구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된 소수의 관료엘리

트(최장집, 2003: 277)”가 국가능력과 국가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세력이었다는 점, 그리고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였던 한국에서

“의당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경유해야만 할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관

료들이 사실상 독점(최병선, 1992)”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는 국가의 행

정 관료의 영향력과 권한이 강하게 나타나는 관료권이 강한 관료국가였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도 발전국가적 성격이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관료권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암시할 것이다.

2. 한국 발전국가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쟁



- 56 -

1) 논의의 의의

한국은 후발산업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개입을 통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발전국가론자들을 비롯한 세계 주

요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을 보여주며 성장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일환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

국의 발전모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에 대하

여 한국의 발전국가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국의 발전국가는 쇠퇴하였고 규제국가로 이행하였다

고 주장한다(신장섭·장하준, 2003; 윤상우, 2009; 지주형, 2009 등). 그러

나 발전국가론자들은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사회가 변화였음에도 불구

하고, 발전국가 모델은 환경에 맞게 변화하거나 적응하여 아직도 이론적

및 실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Wong,

2004; Kalinowski, 2008).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지속되는지 혹은 소멸되었

는지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발전국가 모델이 여전히 유

효하다면,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적 맥락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국가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도

적용되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에 대한 논쟁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론적인 맥락에서는 시장경제를 신임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국가 모델이 환경에

맞게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발전국가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이 중요하다. 특히 관료권 측면에서는 한국 발전국가가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발전국가는 정

치세력이 아닌 행정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관료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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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한 관료국가이다. 이러한 발전국가적 성격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관료국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관료권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

다.

2) 발전국가 지속론

‘발전국가 지속론’은 한국 발전국가가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등의 영

향에 의해 성격이 변형되어 지속하고 있다 본다(이연호, 2000; 이연호,

2002; Wong, 2004; Cherry, 2005; 임혜란·이하나, 2009; Kim S., 2012

등). 발전국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접근들도 금융체제가 변화하거나 또는

발전주의 거버넌스 방식이 제도화됨으로써 발전국가가 변형을 경험한 것

은 맞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과 관료제 내의

선도적 기구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는 한국 발전국가 체제의 지속성 내

에 있다고 주장한다.

Wong(2004)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예로 들어서 한국 관료제

가 1990년대 이후 변화하였으면서도 발전주의적 특성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을 발전국가로 간주하고, 이 시

기 국가는 정책 수립에서의 자율성(autonomy)과 정책 사안들에 대하여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을 바탕으로 선도기관인 경제

기획원에서 높은 수준의 부처 간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

고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경제 주체들과 협력하여 자본, 기술 및

기타 경제적 인센티브와 같은 생산 자원을 배분할 국가능력을 가지고 있

었던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Wong(2004)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국의 발전주의적 성격이 변형되었으나, 국가가 여전히 산업 전환에 있

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적 성격이 변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국가 지원을 살펴보았다. 그는 발전주

의적 성격이 변형된 근거로 부처 간 다양한 의견을 조정할 국가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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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었다는 점,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은 국가주도에 의한 하향식

(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이 증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국가의 재량에 의해 생산 자원을 배분하여 시장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국가적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선도

기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정책 중복을

조율하는 부처 간 ‘분업(division of labor)’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조정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생명과학 분야의 기업

에게 세제혜택, R&D 직접 지원금, 연구기자재 수입 시 관세 절감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국가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Kim(2012)은 2000년대 초 한국의 정보통신 기업들의

사업전략의 변화를 통하여 발전국가의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발전국가인 한국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원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공공-민간 협력을 활용하였고,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혁신을 유도하는 발전방식으로

잘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Kim(2012)은 국가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국가가 가지고 있던 국가능력은

산업 계급(industrial class)에 비하여 강하였으나 재벌들이 국제적 네트

워크를 통해 자본과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약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개념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Kim(2012)은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변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

신 분야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발전국가 모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변형되었다는 근거로 명시적 선도기관은 없으나 정보통신부가 ‘의사적

선도기관(quasi-pilot agency)’로서 기능하였다는 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련 분야의 포럼을 추진하여 국내의 민간 부문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

계(domestic-linkage)를 만듦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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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포럼을 기술 중심의 포럼

(technology-centered forum)으로 구성함으로써 재벌과 같은 개별 기업

집단이 정책분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잠재 이익을 최소화하였다

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Kim(2012) 정보통신분야에서 DMB 사업을 정부

가 주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2000년대 초 한국에서

여전히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의 조정과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

이러한 발전국가 지속론의 연구들은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체

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금융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연호(2002)는 발전국가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조건이 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금융자원을 특정 산업

에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그는 이

러한 국가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WTO 무역체제와 개방적 금융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 시장

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발전국가적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한

다. 이를 위하여 1997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금융

감독체계의 개혁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정부와 금융산업 간의 관계 변

화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 능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발전국가 하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동

원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기업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

원하였는데, 하나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나 사채시장

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기업대출의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기 이후에는 경제자유화와 경

제민주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여 정책금융이 축소되고 실질금리도 정(+)의

값을 유지하여 발전국가적 금융시스템이 시장주의적으로 바뀌었고 1990

년대 들어서 더욱 확고하게 이러한 경향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략산인 정보통신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고,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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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하여 오히려 국가의 시장통제가 오히려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

을 근거로 하여 한국은 발전국가적 특성이 잔존하여 있는 전환기적 발전

국가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연호(2002)는 김대중 정부가 1997

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금융개혁을 실행하여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금융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자 및 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

였는데, 이는 발전국가 시절 정부가 금융기관을 정부의 자원을 분배해주

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비하면 개입의 정도가 낮아졌지만 오히려 정부

의 금융시장에 대한 역할은 증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가 자원배분

에 간섭하는 경향은 감소했으나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규율할 수 있는 국

가능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임혜란·이하나(2009)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신자유

주의적 개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의 변화 과정에서 발전국

가적 특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대하여 이해중심적 접근법에 의하여 정책

결정이 관련된 정치인들, 이해그룹들, 그리고 관료들이 개혁과정에서 서

로 적극적인 역항을 주도하려고 하면서 기존에 빼앗겼던 권력의 재탈환

을 시도하기 때문에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화 및 개방화와 같

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개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임

혜란·이하나(2009)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는 발전국가 모델의 지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주장에 대하

여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관료들이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 상당한 권

한이 축소되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혁과정에서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

함에 따라 재정경재부의 지속적인 개입과 권력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다.

류석춘·왕혜숙(2007)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발전국가 모델에서 나타

나는 높은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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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부의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 과정을 분석하여 1997년 금융위기 이

후 한국의 국가자율성은 크게 증대되었고, 이러한 국가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금융지배를 통해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발전국가적 특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능력에 있어서는 자본에 대한 감시와 감

독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류석춘·왕혜숙(2007)은 한국

발전국가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금융지원을 통한 산

업 자본 통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료

제에 기초한 경제 규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높은 국가자율성과 국

가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발전을 추구한 한국은 1997년 금융

위기로 인하여 국가 개입을 제한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맞이하게 되

었다. 류석춘·왕혜숙(2007)은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은 금유지원의 과정

으로서 국가의 자율성을 드러낸다고 가정하고, 평가에 의하여 공적자금

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것은 국가의 감독과 규율을 나타내는 국가능력으

로 가정하였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정부가 보유한

시중은행 주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은행권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확

보하게 되었다는 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 시중은행을 합병

시켰다는 점 등에 따라 국가에 의한 금융 통제와 지배가 강화되는 것을

국가자율성 강화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국가능력의 약화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공적자금을 단기적으로 회수하여 실적을 높이고자 재정경제부

의 고위 관료가 외환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낮추어 외국투자펀드에 헐값

으로 넘기게 된 사건, 공적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기구인 공적자

금관리위원회가 관련 기구들 간의 낮은 응집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

다는 점, 공적자금의 출자부문의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가의 관리능

력 부족을 드러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자율성이 여전히 높으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역할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발전국가의 지

속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연호(2000)는 1997년 금융위

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김대중 정부가 아직도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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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정치사회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책적 속성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사회적 속성에 있어서, 국가-자본 관계 및 국가-

사회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고 보았다. 경제개혁 추진을 통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과 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어 국가-사회, 국가-자본 간

의 관계가 수직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국가자율성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국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의 시장간섭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국가가 경제적 속

성에 있어서는 발전국가 모델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정책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강제로 인하하며 예산을 푸는 등을 근거로 정부의 개입이 깊숙하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기획예산처를 선도기관(pilot agency)라고

상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의 권한을 거의 회복한 것이

나 다름없다고 보았다.

Cherry(2005)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 변화와 국가와 대기업(재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이 여전히

발전국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60년대와 1970

년대에 국가가 발전지향적 목표를 수립하고, 선도기관인 경제기획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와 대기업 간의 제도화된 협력(institutionalized

cooperation)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 발전국가의 모든 필수적 요

소를 갖추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부로

부터의 개방화 압력이 있었으며, 내부로부터는 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자

금이 아닌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국외의 자금에 접근하게 되어 재벌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Cherry(2005)

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국가의 힘(state power)

을 침식시키고 경제를 자유화시켰으며 이로써 경제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국가능력(state’s ability)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Cherry(2005)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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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하여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빅 딜(Big Deal)’의 전개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개혁과정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외면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5대 재벌을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경

제주체들이 스스로 산업구조조정을 이끌도록 독려하였지만, 첫 일 년 동

안 재벌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

가 이에 개입하여 사실상 국가가 일종의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역

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Cherry(2005)의 주장

을 국가자율성 차원에서 재검토하면, 1980년대 경제 자유화로 인하여 기

업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었다가,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한 IMF

체제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능력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Kim et al.(2008)은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중심의 경제 재편성은 한국

에서 강한 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로

국가자율성 차원에서 발전국가가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구체적으

로 시민단체, 대기업 연계, 노동조합의 세 가지 분야를 검토함으로써 국

가가 자본과 노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

다. 그러나 과거의 발전국가가 자본과 재벌의 순응을 위해 강압과 억제

라는 전략을 활용하였다면, 민주화 이후의 발전국가는 국가가 선호하는

개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과 적절히 연

합(coalition)하는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1987

년 민주화와 1997년 금융위기가 기존의 강한 국가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

를 초래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면서, 기존의 생각처럼 1987년 이후

국가가 다른 행위자들과 권력(power)을 나누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Kim et al.(2008)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의 성장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가 재벌을 억제하고자 할 때

에는 반재벌(anti-chaebol) 성향의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과 연합하고, 재

벌에 관한 개혁을 완화할 때는 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신 한국상공회

의소(KCCI,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또는 한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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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와 연합하였음을 근

거로 들면서 지금까지도 한국은 강한 국가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3) 발전국가 소멸론

발전국가가 소멸하였다는 입장의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금융 통제

를 통한 자원배분 능력 및 관료제의 응집성과 같이 한국 발전국가 모델

의 특징이었던 제도적 기초가 약화됨으로써 한국 발전주의가 해체되었다

고 주장한다(Jayasuriya, 2000; Minns, 2001; 신장섭·장하준, 2003; Pirie,

2005; 국민호, 2008; 윤상우, 2009; 지주형, 2009; Stubbs, 2011; 박상영,

2012 등).

Stubbs(2011)는 경기대침체(Great Depression)가 동아시아의 발전국가

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합(coalition)들 간의 정치적 경쟁을

분석틀로 하여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를 분석하였다. 1980년대 초 경기 침

체에서 국가를 구해내기 위하여 전두환 정부가 서구에서 경제학을 전공

한 관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 규제를 감소시켰다.

그는 이러한 관료집단을 신자유주의 연합(neo-liberal coalition)이라고 지

칭하며, 이들과 발전주의 연합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1987년 민주화로 인하여 선거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기업에 의존하

는 정당으로 인하여 국가자율성이 침식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Stubbs(2011)가 정당(political parties)도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통 발전국가의 국가에는 국가기구의 관리자 혹

은 최고 의사결정자(대통령)과 국가기구(관료기구)가 포함되며 정치적

행위자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자율성을 논함에 있어서 정

당의 기업 의존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Stubbs(2011)는 1997

년~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내에 있었던 발전국가 연합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고,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이 신자유주의 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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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발전국

가 연합의 세력이 도전받았지 않았지만 1980년대부터 1997년~1998년 금

융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연합이 서서히 세력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본다.

지주형(2009)은 1987년 민주화 및 자유화 이후 한국 국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피기 위하여, 국가 형태, 사회적 세력 및 전략적 실천,

그리고 이 둘의 상호관계를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비교하여 국가

자율성과 국가능력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군부 엘리트와 관료가 과다 성장하여 경제와 사회로부터 국가자율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았으며, 국가체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규정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 재벌 및 시민사

회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강제적 수단의 사용이 어려워져 국가권력의 행

사에 사회 집단들의 동의가 중요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사회적 세력균형으로 인하여 김영삼 정부 때 약화되었던 국가자율성이

김대중 정부 하에서 IMF 체제와 함께 일시적이나마 강화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IMF 구제금융이라는 외부의 위기와 정권교체 및 위기관리

의 시급성이라는 제약이 오히려 김대중 정부의 대내적 자율성을 강화시

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 초기의 개혁과정과 정책형성에서 관료

의 정책능력에 의존하였으며, 김대중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과 연

합하여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대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근거로 구조개혁을 설계하고 지휘한 이헌재가 김대중 대통

령과 독대한 적이 단 한번, 10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지주형

(2009)은 이러한 현상을 관료주도적 경제위기 대처라고 부르면서, 이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치합리성’과 ‘경제논리’가 민주주의를 압도

하는 권위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주형(2009)은 김

대중 정부 때 은행이 국가와 독립적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서 모순을

보인다. 그는 그 근거로 “김대중 정부가 채택한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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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식에 따라,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해 상업은행이 먼저 정상화 되었

다”라고 말하는데, 정부의 선택에 의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정상화된

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김대중 정부의 금융자유화, 규제혁파, 규제 제도화를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간주하면서도, 이는 관료주

도적 국가개입에 의하여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는 모순을 보인다. 또한 은

행이 기업보다 우위에 서서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게 하여 금융자본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상화된 은행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해관계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

을 것이다. 지주형(2009)은 박정희 정부를 개발국가로 보고 김대중 정부

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정책에 있어서 시

민운동세력의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

고 정치 및 관료 엘리트, 재벌, 외국 세력들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었

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박정희 정부의 국가자율성과 국

가능력이 매우 높았던 반면, 김대중 정부에는 국가자율성이 초기에 높았

다가 정권 후반기에 약화되었고 국가능력도 제약되었다고 한다.

박상영(2012)은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

면 소멸되었는지에 대한 논쟁들을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론’이라고 지칭하

며 이러한 연구들을 제도적 측면, 관계적 측면, 관념적 측면에서 검토한

다음,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가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발전국가와

‘단절’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도기관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금융부문에 감독체제를 개혁함으로써 국가의 영향

력이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박상영(2012)은 제도적 변화에 있어서

는 관료제가 주요 정책결정 및 실행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와의 지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관료제 내부의 다양성이 심화되어 정합성과 효

율성이 약화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국가가 개입이 가능한 정책영역

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는 점은 발전국가와의 단절성을 나타낸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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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전의 발전국가가 ‘강한 국가-약한 사회’의

구도로 한국의 발전국가에서는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 경제체제로의 통합

이 나타나는 국제적 측면의 변화와 대내적으로 사회에서 여러 세력들이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벌이 강해지고 노동계급이 조직

화됨에 따라 발전국가의 자율성이 다소 약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예전

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유지

하고 있다고는 말한다. 그는 관념적 측면에서 90년대 이후의 한국이 이

전의 발전국가가 사용했던 반공주의 및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상당 부

분 희석되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담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전의 발

전국가와 다르다고 본다.

국민호(2008)는 1997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발전국가가 과하게 경제에

개입하여서 발생하였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뒤집고 오히려 발전국가

의 역할이 종료된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 정

책의 핵심 수단으로 국가가 활용했던 금융 통제가 관치금융을 재벌에게

제공하였고, 이것이 금융부문의 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외환위기가 되었

다는 주장을 그는 정면으로 비판한다. 오히려 국가 주도적 산업정책은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박정희

정권 붕괴 직후부터 산업정책의 핵심 부서인 상공부의 위상이 약화되었

다는 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경제정책

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종료시켰고 경제기획원을 해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주

장의 근거는 잘못되었다. 국민호(2008)는 이 주장을 펼치기 전, 한국 발

전국가의 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발전국가에서 정책형성을 주

도한 주요 세력을 ‘엘리트 관료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공식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진 경제정책의 선도기구인 경제기획원을 통하여 국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이 아닌 상공

부의 위상이 약화되었다고 것과 발전국가 시기에 정책을 주도했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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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관료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발전국

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Jayasuria(2000)와 Pirie(2005)는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

성이 강화되었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주요 근거

로 하여 한국의 발전국가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하였다고 주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Jayasuriya(2000)는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

의 독립성 강화를 근거로 기존의 발전국가가 쇠퇴하고 신자유주의 국가

로 변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의 근거로 더

이상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특정한 정책을 펼치도록 강요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인 증권업협회 및 은행연합회가

지정한 민간위원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Pirie(2005)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이 발전국가 모델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모

델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유를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는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개혁을 지지하는 엘리

트와 보수주의적인 엘리트들 간의 권력 균형이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고 본다. Pirie(2005)는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변화, 중앙은행의 독립, 독립적인 금융감독기

구의 설립을 그 근거로 든다. 세계 경제의 변화는 대외적인 요인이므로

차치하고, 대내적 요인인 중앙은행의 독립과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중심

으로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irie(2005)는 1997년 한국은행

법 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닌 한

국은행장이 되고, 한국증권업협회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같은 민간기관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자율성이 매우 강화되

었다고 주장한다.

Jayasuria(2000)와 Pirie(2005)의 주장과 근거에서 몇 가지 오류를 찾

아낼 수 있다. Pirie(2005)는 한국은행장을 ‘공무원(civil servant)’이라고

지칭하였는데 한국은행의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 또한 증권업

협회나 은행연합회는 민간기관인 것은 맞지만, 발전국가 시절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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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점으로 각종 협회가 이용

되어 왔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였다. 또한 Jayasuria(2000)와

Pirie(2005)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고

보았는데, 그들은 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만 살펴본 것일 뿐, 실제

위원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위원회의 사무국의 규모가 어떻게 증

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통하여 경제부처와

경제관료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3. 소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는 1987년 6

월 민주항쟁을 전환점으로 하여 민주화의 과정을 시작하였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정부와 관료기구도 예외

는 아니었다. 산업화 시기와는 달리 국가 정책에 대한 정치적 토론과 의

견 표출이 자유로워졌으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응하거나 반발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강원택, 2014: 71). 그간 경제발

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하여 공공질서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간과되어왔

던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수가 배타적

으로 독점했던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집단 및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주적 형태로 바뀌어 나갔다(이승종, 2000: 61). 정치적 민주화는 권위

주의적 발전국가에서 융합되어 있었던 정부적 수준의 국가와 관료기구를

분리하여 선출된 정치인과 관료집단 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

동안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행정관료에게 제공한 “특권적 보호막”은 사

라지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관료의 권력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

다(최장집: 2015).

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변화 이후 1997년 IMF 금융위기는 또 다른 변

화의 기점을 제공하였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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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IMF 관리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경제위기에 직면

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과거의 발전주의 국가였고 이들이 신자

유주의적 개혁 조치들을 도입함에 따라 발전국가가 지속되고 있는지 혹

은 소멸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

주화와 개방화 이후, 한국의 국가 성격이 여전히 발전국가적 성격을 지

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와 관련 있다.

한국의 발전국가와 관련하여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몇 가지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두 입장 모두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금융위기를 국가의 성격을 살펴보

는데 있어서 주요한 두 개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1987년 민주화는 주로

국가자율성 측면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점이다(Kim et al., 2008; 지주형,

2009; Stubbs, 2011). 발전국가 소멸론은 민주화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

및 노동 세력과 같은 사회집단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국가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본다. 반면 발전국가 지속론을 주장하는 입장

은 국가가 오히려 이러한 세력들과 전략적으로 연합하면서 자본에 대한

국가자율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는 1987년 민주화보다 더 빈번히 주요 시점으로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에서 거론되는 기점이다(이연호, 2000; 이연호, 2002;

Wong, 2004; Cherry, 2005; 류석춘·왕혜숙, 2007; 국민호, 2008; 임혜란·

이하나, 2009; 지주형, 2009; Stubbs, 2011 등). IMF 관리체제와 더불어

그 전부터 만연하던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

을 변화시켰다는 점은 지속론과 소멸론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발전

국가 지속론은 국가의 역할 및 국가능력은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발전국가 소멸론은 이로써 발전국가적 속성

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공통점은 국가가 금융부문을 규율하던 방식이라는 동일한 근

거를 토대로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이 정 반대의 주장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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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국가가 지속한다고 보는 이연호(2002)는 1997

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행한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규율하는 국가능력이 신장되었다고 보았다. 임혜란·이하나

(2009) 역시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료들

이 개혁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발전국가 소멸을 주장하는 Pirie(2005)는 금

융감독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발전국가적 속성을 탈피한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다.

이러한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발전국가 지속론과 소멸

론 모두 국가의 금융 통제가 발전국가적 속성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속

성으로 간주하면서도, 국가의 금융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국가역량이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 긴 시간적 흐름 속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 연

구는 이에 대한 비교로써 김영삼 정부, 전두환 정부 또는 박정희 정부의

금융 통제 또는 금융자유화 경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전 정권에

걸쳐서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은 발전국가를 개념화하

거나 특징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유능한 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발전국가적 특성이 변화하는데 있어서 관료 출신 인사 또는 관료집단의

변화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개혁 과정에서 관료의 개입과 권력 증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전국가

지속의 근거로 본 임혜란·이하나(2009)을 제외하면,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 모두 발전국가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관료를

중시하면서도, 정작 소멸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관료에 대한

고려는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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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의 주장과 그 주장의

논리 및 논거를 살펴본 결과, 발전국가의 지속과 소멸을 나타내는 실증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 어떤 국가가 발전국가인지

여부는 발전국가라는 개념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일정 수치 미만

이면 발전국가가 아니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발전국가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 분야이

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역사적 사건 및 제도의 변화 등을 토

대로 발전국가적 성격의 지속과 소멸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실

증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3절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1. 금융부문 검토의 의의

발전국가 개발전략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금융시스템에 있다(양재진, 2005: 8; 이연호, 2002; 62-63). 발전국가는 금

융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국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같이 막대한 자원과 기업

의 순응을 필요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금

융을 손에 쥐고 재정지원, 차관배분 등의 유인책과 대출억제, 세무사찰

등의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 지급보증을 하여 신용과 자금공급원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발전국가 연구들은 국가의 개입과 조정에 의해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메커니즘이 국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능력에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간섭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은행 국유화를

근간으로 한 정부의 금융 통제 능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Ams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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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Woo, 1991; Chibber, 1999; 신장섭·장하준 2003). 한국 발전국가는

금융을 통제하여 투자위험이 큰 국가전략 산업분야에 민간자본을 끌어들

이고, 정부가 투자내용을 사전선별하고 사후감독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있

어서 금융을 수단화하였다. 외국의 경쟁자에게 금융시장이 개방되지 않

은 상태에서 정부가 자금을 배분하고 선별하여 감독하는 관치금융18) 시

스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이었다(장덕주, 2001).

그러므로 관료권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

와 더불어 국가가 금융에 대한 지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하에서는 금융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의 압력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부의 금융개입과

관료의 권한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2. 금융 통제와 관치금융

산업화 시기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직접 주도

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국가에 의한

금융지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으로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주로

거론되지만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도 제

시되고 있다. 구 조선식산은행을 개편하여 중장기 개발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으로 1954년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중장기 개발금융을 전담하

는 국책은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박성진·고경민, 2005). 산업은행은 대

18) 관치금융은 정부나 기타 정부 유관기관의 개입과 규제가 과도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치금융은 부실금융기관이 시장에 의

해 자율적으로 퇴출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금융부문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

으키는 주범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은행장 등 은행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정부나 감독기관의 개입 경향 역시 관치금융으로 인하여 은행이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사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홍준형, 200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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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는 장기재원 조달 및 전후복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

로는 금융 부문에서 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가 산업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장기재원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었다(Ahn, 1992).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산업은행은 1960년대 금융 통제를 통한 국가주도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60-70년대에 설립되는 특수은행에 영향을 미쳤다(박정환,

1995).

1961년 정부는 시중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시중은

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민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융

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하여 국가는 보다 직접적으로 시중은행

까지 통제하였다. 그 다음 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을 재무

부에 종속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시중은행과 중앙은

행 모두를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두었다. 은행 국유화 조치는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정부가 장악하는 밑바탕이 됨으로써

개발 및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정부의 재량권이 매

우 강화되었다.

1970년대 초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산업부문을 살리기 위

해 은행과 예금자들의 금융자원을 활용하였다. 파산 위험에 직면한 기업

을 살리고자 정부는 8.3 사채동결 긴급조치를 시행하였다. 기업이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고금리 단기 채무를 장기저리대출로 전환해준 것이다

(Cole & Park, 1983). 또한 금융기관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신용보증

기금을 새로 설치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대해 이후 5년간 대출금 잔액의

0.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산업은행에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였

다. 금융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부조직의 영역을 넘어설 정도였다. 대

통령은 직접 금융기관장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보다 책임 있고 열성적

인 자세로 정부시책을 밀어주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하용출,

2006: 163-164).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정부가 금융부문을 지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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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특히 금융기관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1961년 5.16 직후인 6월 20일 금융기관 임원의 임

명승인권을 재무부의 통제를 받는 은행감독원장에게 부여하는 「금융기

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각 금융기

관들은 한국은행감독부장(이후 은행감독원장으로 명칭 바뀜)에게 임원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은행감독부장은 금융기관

의 임원을 파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1982

년 말 폐지될 때까지 금융기관의 인사권을 직접 관장하였다.

3. 금융자유화와 정부의 경영간섭

1980년대 초 정부는 금융부문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일부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대 투자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정부의 지나친 금융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

경에서 1980년대 초반에 시행된 금융자유화를 통해 국가에 의해 소유되

는 은행을 민영화하고, 이자율을 시장금리에 맞게 하며, 정책금융을 축소

하여 신용의 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였다. 이는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 간섭 등의 규제 폐지,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 등

의 조치를 통해 실천되었다.

1980년 12월 정부는 「일반은행경영의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그동안 국유화한 정부보유의 시중은행 주식을

일반에게 매각한다. 이를 통하여 한일은행(1981년), 서울신탁은행(1982

년), 제일은행(1982년), 조흥은행(1983년) 등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

였다. 또한 1981년 재무부는 은행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하여 신한은행

(1982년)과 한미은행(1983년)이 신설되었고, 특수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1989년) 되었다. 이로써 1985년에 7개였던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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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0년에 10개로 증가하고 1992년에 전국적 시중은행이 13개가 되었

다.

금융자유화에 이어 1987년 민주화는 금융개혁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추세에 맞는 금융자율화 추진’이라는 목표 하에

금융산업의 합리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증대, 정책금융의 축소 등을 공약

사업으로 발표하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80

년대 후반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의 거품붕괴,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이러한 공약은 거의 모두 철회되었다(유석진, 2005).

1982년 12월 31일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은행

감독원장의 은행 임원 선임 등 은행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명령권이 폐지

되었고, 은행의 내부경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을 이루기 위한 금융개입을 지속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정부규제

는 계속되고 있었다. 정운찬(1991: 46)에 의하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은행장을 직접 임명하여 내부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지속하였다.

은행 임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재무당국이 장악하고 있었다(조윤제, 1995;

유석진, 2005; 안재욱, 2013).

그 전까지는 은행장의 선임을 정책당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왔으

나, 1993년 5월 정부는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은행에 대한 경영간섭이 줄어들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에는 일회적 경영창출기능만 가지고 있

었고, 은행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여

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박재하, 2005), 경제기획원

이 폐지되고 재정경제원이 설립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재정경제원의

관료들은 관치주의를 통하여 은행감독을 통제하고 있었다(Mitchell,

1997: 227-232).

이 시기에 정부는 지나친 금융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였다. 비록 국가가 금융에 규제하고 간섭하는 관치

금융 관행은 청산하지 못했지만, 금융억압적인 요소를 줄여갔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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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다(McKinnon, 1991). 그러나 실제 금융

정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속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조윤제, 1995; 이동걸; 2001; 장덕주, 2001; 양재진,

2015).

4. 금융감독기능 외부화의 역설과 관료의 영향력

1997년 말의 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국가의 직간접적인 시

장개입을 통하여 발전을 주도하는 모델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

져 나왔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

로부터 구제금융 패키지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금융부문의 자유화를 포함

하여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제도 변화를 요구받았다. IMF는 정부의 금융

개입 및 정부 실패를 경제위기의 주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금융을

발전국가의 경제발전전략 수단으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자율적이고 효율

적인 금융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간

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의 중심을 이루었다.

민주화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은 금

융위기 발발 이후 급격히 성사되었다(정운찬, 1997: 133). 이 제6차 한국

은행법 개정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서의 한국은행의 자율성은 크

게 높아졌으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다른 은행의 감독기능은 상실되

었다.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재정경제원 장관이

아닌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을 금융통화위원회

의 구성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부추천인사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은행의 업무검사권이 폐지되고,

매년 1회 이상 통화정책 수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한국은행

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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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독기능은 새로 설립된 통합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

독원에 넘겨졌다.

한국은행법 개정과 동시에 1997년 제정된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었던 은행, 주식, 보험, 신용관리기금

의 감독기능을 통폐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재정경제원

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

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을 나타냈다

(임혜란·이하나, 2009). 금융감독위원회는 거의 모든 금융감독 업무를 담

당함으로써 금융감독에 있어 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이연호, 2002:

71).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정부

와 관료의 영향력을 여전히 계속되었다. 금융에 대한 직접 개입의 수단

을 잃은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금융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근거 중 하나로 금융감독위원회 하위조직으로써

경제관료로 구성되는 사무국의 규모와 기능 확대를 들 수 있다. 금융감

독위원회 사무국의 정원은 1998년 4월 1일에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당시

에는 19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부칙이

개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금융감독

위원회의 사무국에 소속된 관료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8년 4월 19명에서 시작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의 규모

는 점차 확대되어 2007년 8월 기준 81명으로 증가하였다.

사무국 소속인 정부 관료가 금융감독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위원회보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고, 위원회 부

의 안건의 사전 검토가 사무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금융시장에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성복, 2017). 심지어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조직

의 확대는 오히려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받고 있

다(김대식·윤석헌, 2005; 김홍범, 2009). 변영학(2010)은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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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대부분이 과거 재무부의 금융정책국 공직자로 채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위 ‘모피아(mofia)’로 불리는 재무부 기술관료들이 금융감

독기구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은행 임원의 임면 측면에서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해서 은행을 통제하고 있다. 1998년 12월 한빛은행장 선출 과정에서 정

부는 은행장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교체하면서까지 정부가 선호하는 인

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정부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 지명(2007년 4

월)하는 등 은행 임원의 임면에 관여하고 있다(안재욱, 20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한다.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개편되어, 금융위원회와 그 사무처가 금융정책, 금융규제,

금융감독을 관할하며, 감독 중 일부인 검사 및 제재 등을 민간기구인 금

융감독원에 위임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의 변화는 관료조직의 규모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관료의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켰다. 금융위원회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 비해 금융위원회의 관

료조직의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 설립 초기 209명으로 구

성된 관료 조직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을 거듭하

면서 2017년 7월 26일 기준 272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그림 1> 참조).

금융위원회의 관료 비중 증가와 더불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

회로의 체제 변화는 오히려 금융에 대한 정부와 관료의 권한이 강화되었

음을 암시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된 배경

에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권

한이 집중되어 정부의 금융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심하였다는 문제의식

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는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기구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담당하는 과거의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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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공무원 조직의 정원

독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IMF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

독체계로 회귀한 것이며(허인혜, 2011), 명칭만 위원회일 뿐 실제로는 국

가의 행정부처와 다름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윤석헌 외, 201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성복(2017) 재인용.

5. 소결

이상 1950년대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가가 금융부문을 어떻게 통제

하고 관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봄에 있어서 본 연구는 국가

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1980년대 금융자유화와 1998년 금융감독기능을

외부화하는 체제 개편이라는 주요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정부의 계획경제에 의하여 철저히 발전

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관치금융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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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세계적인 개방화 및 신자유주의의 흐름 등으로 인하여 일견

국가의 금융의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에 대한 국가 개입의 변화를 더 자세

히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국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한 직접적인 개입 수

단을 가지고 금융에 개입하였다면, 민주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국가의 개

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직접 개입 수단이

제한되어 이제는 다른 수단으로 국가가 금융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관료 출신 인사이다. 이미 산업화 시기 정부는

금융기관인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은행의 임원을 선임하고 파

면할 권한이 있었다. 1970년대 초부터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하나 둘

씩 은행장으로 발탁되기 시작하고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은행장으로 대거 부임함에 따라, 관료 출신 은행장의 수

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윤재섭, 2016).19)

은행 임원 자리에 관료 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현상은 비단 산업화 시

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기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은행 임원 인사에 개입할 근거

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견해

가 있다(박재하, 2005). 심지어 김대중 정부 때에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경제철학을 제시하면서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음을 미루어볼 때(이방식, 2000), 정부의 은행장 인사

개입은 199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같

은 맥락에서 이연호(2002) 역시 민간금융기관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이

용되는 등 여전히 금융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

근거로 낙하산식 관료 출신 인사를 예로 들고 있다. 그는 금융기관과 관

19)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세 번 연속 재무부 및 상공부 출신 관료가 행장을 역임했

으며, 주택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도 1970년대 중반부터 관료 출신 은행장들

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윤재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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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위 관료들이 그 영향력을 이용

하여 민간금융기관의 고위직에 특채되는 것을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사례

라고 비판하였다.

최근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회장에 과거 재무부 관료 출신인

‘모피아(Mofia)’ 출신 인사들이 내정되고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Lee & Kim(2017)은 김영삼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중은

행과 특수은행에 관료 출신 행장과 감사가 임명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

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부문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관료권은 지금

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거나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금융에 대한 국

가의 지배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산업화 시기에 금융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하게 나타난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다소 약화되었다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는 다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그러나 Lee & Kim(2017)의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은행

을 검토함에 있어서 검토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목록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관료 출신 인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시기 내에서의 

한정된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만을 검토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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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문제의 구체화와 분석시기의 구분

1.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

발전국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민주화 및 개방화 이후 우리나라

가 발전국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데 이는 관료권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즉, 이러한 발전국가적 성격이 변화 혹은 쇠퇴함에 따라,

혹은 변화하고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거나 약화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발전국가적 성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금융에 대한 통제

의 변화 역시 은행에서의 관료권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한다. 발전국가 개발전략의 핵심은 국가가 금융부문을 통제하고 관리하

던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금융에 대한 영향력이 변

화하는 방향은 관료권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을 구

하고자 한다. 첫째,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에 변화하였는가? 둘째, 관료권

은 금융자유화 시기에 변화하였는가? 셋째, 관료권은 지금도 여전히 강

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본 연

구는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각각의 연구문제를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민주화 시기에 관료권이 변화하였는지, 변화하였

다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민주화를 전환점으로 하여 소

수의 집권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적 체제가 다양한 이익집단이

등장하고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주적 형태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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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장집(2015)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는 하부구조적 수준

의 국가21)와 정부적 수준의 국가가 서로 융합되어 분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화로 인하여 두 수준의 국가가 분리되고 선출된 정

치인과 행정 관료 엘리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데.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적 집권자가 행정 관료에게 제공된 “특권적 보호

막”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지위는 한 순간에 크게 낮아진다. 민주 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중요한 개혁을 실행할 임무

를 위임받아 막대한 권력을 집권 초에 행사하게 되며, 이에 비해 상대적

으로 행정 관료의 권력은 일시적으로 축소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민주화는 발전국가의 중요한 요소인, 관료제가 사회와 절

연되어 자율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던 관료의 권한을

점점 줄어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그동안 관료집단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민주화 이후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장

집,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화 시기의 시중은행에서의 관료권이 산

업화 시기의 시중은행에서의 관료권보다 낮아졌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에 대하여 가설 1-1을 설정하였다. 이는 민주화로 인하여 시중은행에 있

어서 은행이 국가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약화됨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관료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시중은행을 정책금융의 수단으로 활용하

는 정도가 감소됨에 따라 정책자금에 대한 업무는 특수은행에 더 할당되

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수은행과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서

로에 대한 의존도가 산업화 시기보다 민주화 시기에 높아질 것이라고 가

정하여 관료권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가설 1-2를 설정

하였다.

21) 하부구조적 수준의 국가는 “대규모 공조직으로 관료행정적 형태로 제도화된 체

제”, 정부적 수준의 국가는 “권력의 획득과 행사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조직

하고 동원하고자 하는 특정의 이념적 정향 내지는 정책적 정향을 갖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의 수준”이라고 정의하며, 발전국가 시기에 강한 

국가는 하부구조적 수준의 국가를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최장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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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은 산업화 시기의 관료권과 다를 것

이다.

가설 1-1.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원의 비율은 산

업화 시기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다.

가설 1-2.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원의 비율은 산

업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1.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에 변화하였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앞서 본 연구는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를 검토하면서 그 방식이 변화하게 된 기점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다. 첫 번째는 1980년대의 금융자유화이고 두 번째는 1998년 금융감

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추후 금융위원회로 개편) 및 금융감독원 등 정

부부처 외부의 기구로 개편한 것이다. 1980년대의 금융자유화는 1960년

대 초 국유화했던 정부보유의 시중은행 주식을 일반에 매각하고, 시중은

행의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등 주로 시중은행의 경영을 자율화하고자 하

는 방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관료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향성이 둔화되어 관료권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가정

하고 가설 2-1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의 정책자금의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천명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

어듦에 따라 정부가 시중은행보다 특수은행에 의존하는 정도는 더 증가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금융통제기

에 비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관료권이 오히려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보

고 가설 2-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관료권은 금융자유화 시기에 변화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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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은 금융통제기의 관료권과 다를

것이다.

가설 2-1.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기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다.

가설 2-2.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관료권이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전국가의 성격 변화에 있어서의 개방

화 시기 및 금융감독기능을 외부화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2017년까지

의 시기를 현재라고 가정하고 이 시기의 관료권을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

또는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이 변

화하였고, 발전국가 지속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국가능

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료의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전

보다 강해졌다고 본다. IMF 관리체제 하의 경제개혁은 여전히 정부 주

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연호, 2000; Cherry, 2005), 관료들은 경제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지주형, 2009; 임혜란·

이하나, 2009)이 그 근거이다. 본 연구는 개방화 시기에 발전국가적 성격

은 변형된 상태로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관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렇게 강화된 관

료권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모두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설

3-1과 3-2를 설정하였다.

금융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변화한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가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직접적 지배 수단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지만 금융

에 대한 관료의 권한과 관료 인사의 배치는 금융부문, 특히 은행에 있어

서 관료 출신 인사의 영향력이 작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금융감독기능을 외부화한 금융감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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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개편은 일견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정부외 기구에 감독권한을 위임

하는 것으로 보여, 관료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감위의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관료로 구성

된 사무국 조직이 점차 증가하였다는 점,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 대부분

이 과거 재무부의 금융정책국 관료로 채워졌다는 점, 은행 임원의 임면

에 있어서도 정부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편 이후에

도 국가가 금융부문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과거 재

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된 기구가 되었다.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과 금융감독을 수행할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되

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사무국에 근무하는 경제관료의 비

중이 금융감독위원회 시절보다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료권이

역설적으로 금유자유화 시기보다 강해졌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강화

된 관료권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모두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설 4-1과 4-2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설은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

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시기구분을 독립변수로 하여 개방화 시

기 또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5를 검증함에 있어서

통제변수로 은행의 유형(시중은행, 특수은행, 중앙은행) 및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율을 활용하였다. 특수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유관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산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시중은행에

비하여 관료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향이 빈번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행 유형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

업에 대한 지분율이 증가하면 그 기업에 대한 통제권과 의사결정권이 강

화되기 때문에(Jensen & Meckling, 1976; Fama, 1980; Demesetz, 1983;

Morck et al., 1988 등),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곧 은행에 대한 정부

의 통제 의도 혹은 통제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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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에 비해 강

화되었거나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가설 3-1.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원의 비율은 민

주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다.

가설 3-2.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원의 비율은 민

주화 시기와 유사할 것이다.

가설 4. 개방화 시기 관료권은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에 비해

강화되었거나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가설 4-1.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원의 비율은 금

융자유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다.

가설 4-2.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원의 비율은 금

융자유화 시기와 유사할 것이다.

가설 5. 개방화 시기 또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 출신 인사

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점에서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관료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관료권은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존재하였던 은행의 임원에 대해 조사한 자료 및

연도별 은행의 정부지분율 자료 등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

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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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시기의 구분

우리나라 발전국가 모델의 변화 및 금융에 대한 국가 지배의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 시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갈래의 분석 시기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한국 발

전국가의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

른 하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 간섭, 감독이 변화하게 된 기

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발전국가적 속성이 변화하게 된 주요 기점을 1987

년 민주화와 1997년 개방화로 보고, 시기를 (i) 산업화 시기: 1961년부터

민주화 이전까지의 시기; (ii) 민주화 시기: 민주화 이후부터 IMF 금융위

기까지의 시기; (iii) 개방화 시기: IMF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산업화 시기는 ‘개발연대의 행정체제’가 존재한 시기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행정체제가 구성된 시기이다(엄석

진, 2015; 엄석진, 2016). 한국의 국가발전단계를 네 단계로 나눈 안병영·

정무권(2007: 23) 역시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정시기를 거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국가의 초석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

서 산업화를 추구한 1961년에서 1987년을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민주화가 진행되기 전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적 논리보다는 관료제의 집권화 논리를 더 우선시 한 시기로 평

가(강신택, 2013)받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관료권이 강했을 것으로 보

인다.

민주화 시기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제6공화국이 설립된 1988년부터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7년까지의 10년으로 설정한다. 1987년 민주

항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에 민주화로 인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민

주화 시기에 정치체제는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가 되도록 변화하였으

며,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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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장은 더 자율화되고 개방화되었다. 안병영·정무권(2007: 26)은 1987

년 민주항쟁을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으며 이 시기를 ‘민주국가 이행기’라

고 규정하였다. 산업화 시기에는 관료가 전문가집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강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민주화 시기에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관료의 전문성 독점은 줄어들고 민

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산업화 시기보다는 관료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개방화 시기는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IMF 금융위

기를 수습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현재인 2017년까지의 20년으로 설정

한다. 안병영·정무권(2007: 29)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국가재

편기’라고 규정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입주의적인 정부

의 공공부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에

서 발전국가적 성격이 지속되고 있는지 소멸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

들도 IMF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을 주요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어(Wong, 2004; Pirie, 2005; Cherry, 2005; Kim et al., 2008;

이연호, 2002; 양재진, 2005; 류석춘·왕혜숙, 2007; 지주형, 2009;, 임혜란·

이하나, 2009; 유현종, 2011; 박상영, 2012 등), 이 시기는 발전국가 모델

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가의 성격을 신

자유주의적 국가로 보는지, 아니면 발전국가적 속성이 남아있는 국가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을 신자

유주의적이라고 보든, 발전국가적 속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

든 간에, 관료 또는 행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고 본다.22)

22) 김대중 정부 시기 이후의 국가를 신자유주의적 국가로 이해하는 지주형(2009)

은 사회정책에 관해 시민사회 세력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관료엘리트, 재벌, 정치인, 외국 세력 등의 의견이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에 크게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국가의 특성

을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아닌 발전국가적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는 이연호(2002) 역시 기획예산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의 권한을 거의 모두 가지

고 있을 정도로 막강하며, 정부는 금융과 산업자본에 대해 통제하고 있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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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변화하게 된 기점은 1980년 금융자유화와

1998년 금융감독기구를 정부부처로부터 외부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설립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시기는 (i) 금융통제

기: 1950년부터 시중은행이 국유화되기 시작하기 전인 1979년까지의 시

기; (ii) 금융자유화 시기: 시중은행의 국유화가 시작된 1980년부터 금융

감독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인 1997년까지의 시기; (iii) 금융감독외부

화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의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금융통제기23)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부터 1980년 「일반은행경

영의 자율화 방안」이 발표되고 정부가 국유화한 시중은행 주식을 매각

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로 설정한다. 이 시기 정부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을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 금융부문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음으로써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데 은행을 활용하였다.

금융자유화 시기는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기 시작한 1980년부터 1997년

까지의 시기로 설정한다. 이 시기에는 금융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

어 시중은행이 증가하였으며, 은행 내부경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감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은행 임원의 인사에 있어서 재

무당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조윤제,

1995; 유석진, 2005; 안재욱, 2013).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199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로 설

정한다. 이전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나뉘어져 있었

던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감독 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개편되었다. 이때부터 금융시장

경영진은 정부의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부와 관료의 권력이 여전

히 막강하다고 주장한다. 

23) 본 연구는 금융부문 중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특수

은행인 산업은행이 설립된 1954년 및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금융통제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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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독과 정책 결정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

회, 금융감독원의 3개 기구에서 이루어졌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을 결

정하고 법률의 제·개정 역할을 담당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

를 감독하는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

를 받아 실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재정경제부로 3원화된 조직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위원회를 설립하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나눠 맡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총괄기능을 모두 이

관하여 금융위원회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권한을

모두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칭만 위원회이고 실제로는 행정

부처에 다름없는 역할과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허인헤,

2011; 윤석헌 외, 2013).

제2절 연구대상의 설정 및 자료의 수집

1. 연구대상의 설정

본 연구는 발전국가를 가능하게 한 근간이 국가에 의한 금융 통제라

는 관점에서,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관료권의 변화

를 이해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부문 가운데 195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은행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은행 임원의 인사에 있어서의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관료권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료권의 변화는 금융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줌으로써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은행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산업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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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가는 금융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그 중 은행은 국

가와 관료의 강한 영향력을 여실히 나타나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한국

발전국가는 필요에 의해 은행 주식을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금리를 강제

로 인하시키는 등 금융부문 중 특히 은행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

였다. 둘째, 금융자유화, 민주화 및 개방화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정부와 관료가 금융을 지배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나

타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국회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임시조치 또는 긴급조치에 의하여 은행이 통제되

었다. 민주화와 금융자유화는 정부가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배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 개방화는 경제당국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완화시키고, 아예 정부부처 바깥에 금

융감독기구를 설치하게 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가 금융을 통제

하던 통로가 좁혀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한 정부와 관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이

연호, 2016; Lee & Kim, 2017),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의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은행 경영, 특히 은행 임원의 인사권에

대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민주화와 개방화 이후에도 은행 임원 인

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은 은행의 지배구조 중 하나의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은행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산업화 시기부터 1982년까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부는 금융기

관 임원의 인사를 직접 관장하였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은행장의 선임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최영주, 2011). 또한 1997

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은행장의 임면을 통제하였다고 주장됨에 따라(안

재욱, 2015),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계

속해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산업화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은행

에 있어서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모집단 그 자체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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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존재했거나 존재해왔던 모든 은행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

장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60년 이상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방대함

을 감안하면 존재했던 모든 은행의 역대 임원 자료를 구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큰 규모의 구조조

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은행들이 폐업하거나 통폐합되었는데(<표 5> 참

고), 이렇게 사라진 은행의 임원 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연구대상 은행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해당 은행의 역대 임원을 전수조사이다. 해당 은

행의 역대 모든 임원을 전수조사해야 은행 임원 중 관료 인사의 비율이

연도별 그리고 시기별로 신뢰성 있게 집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연구대상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은행의 설립에서부터 통폐

합·폐업까지 존재했던 기간 전체에 선임되었던 역대 모든 임원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대상 은행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은행 산업의 단면을 얼마나 충실히 보

여줄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유형은 중

앙은행,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으로 나뉘는데, 연구대상 은행을 선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은행 유형에 따른 분포도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였

다. 다만, 지방은행은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총 여신 70%가 영업구역의 중소기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박주철,

2011) 등과 같은 특수한 성격이 있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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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시

기

‘48~

’59

‘60~

’69

‘70~

’79

‘80~

’89

‘90~

’95

‘96~

’97

‘98~

’99

‘00

~’

02

‘03

~’

05

‘06

~’

08

‘09

~’

10

시

중
4 6 5 11 15 16 11 9 8 7 7

특

수
2 7 8 8 7 6 6 5 5 5 5

지

방
1 7 10 10 10 10 6 6 6 6 6

합  

계
7 19 23 29 32 32 22 20 19 18 18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연표24)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표 5> 우리나라의 역대 은행 수 현황(1948년~2010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은행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

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25) 등 총 12개 은행이다. 이 중 한국은행은 중

앙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기준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기

업은행, 수출입은행이며, 외환은행과 주택은행은 설립 당시에는 특수은행

이었으나, 각각 1989년, 1997년에 민영화되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시중은행은 조흥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

은행으로 총 6개이며 이 중 조흥은행은 2000년 국민은행과 합병으로 존

재하지 않고, 제일은행은 외국 자본의 인수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

행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연구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선정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연구대상 은행을 선정에 있

어서 편의(bias)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24) http://www.fsc.go.kr/know/chr_info.jsp?menu=7450200.

25) SC(Standard Chartered: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전신은 국내자본으로 설립

된 제일은행이다. 2005년 4월 스탠다드차타드에서 제일은행의 지분을 인수함으

로서 행명이 변경되고 외국계 은행이 되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은행으로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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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의 설

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발행물(이하

‘백서’)을 우선 최대한 확보하였다. 이러한 백서는 매년 발간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설립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컨대 “ㅇㅇ은행 30년사”라는 제목으로 발간된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이러한 백서를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90

년대 중후반에서 늦으면 2000년대 초까지만 백서가 발간되었고 그 이후

에는 발행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특수은행은 정부 및 정부유관

기구 산하라는 특성으로 인해서인지 최근까지도 이러한 백서가 정기적으

로 발간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경우 매년도 발간되는 연도별 연차보고서

와 함께 10년 단위로 백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향을 보였다(<부표

1> 참고).

22개 은행을 대상으로 백서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7개

은행은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그 백서 내에 임원 명단을 일부 혹은 전부

수록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 은행은 백서를 발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서가 발간된 적 있는 은행 17개 중 7개 은행(수협중

앙회, 농협중앙회, 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서울은

행)은 역대 임원 명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구간이

있었다. 백서의 발간이 중단된 이후의 시기에 재임했던 은행 임원의 명

단은 시중은행의 경우 매년 은행에서 발간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의

임원 현황에서,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임원 현황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공시자료에서 수집해야 하는데, 이 7

개 은행은 가장 근래의 백서가 발간된 시점과 전자공시가 시작된 시점

사이의 임원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입수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었다.26)

26) ① 수협중앙회는 2002년 “수협 40년사”가 발간된 이후, 전국은행연합회의 경영

공시가 시작된 2005년 사이 2년간(2003~2004년)에 대한 임원 자료를 입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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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가 발간된 은행(설립년도)

백서가 발간된 적이 없는 

은행(설립년도)역대 임원 전수조사 

가능

역대 임원 전수조사 

불가능 

� 한국은행(1950)

� 산업은행(1954)

� 기업은행(1961)

� 수출입은행(1976)

� 수협중앙회(1962)

� 농협중앙회(1961)

� 장기신용은행(1980)

� 국민은행(1963)

� 한미은행(1983)

� 씨티은행(1967)

� 평화은행(1992)

� 우리은행(한빛은행)

<표 6> 은행의 백서 발간 여부 조사 결과(연구대상 은행은 강조 표시) 

역대 임원 명단을 수록하고 있는 백서가 발간되었으며, 가장 최근 백

서의 발간 시점과 임원 현황을 전자공시하기 시작한 시점이 서로 이어지

거나 겹치는 은행 총 10개가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여기에 추가

적으로, 백서가 발간된 적은 없으나 은행의 설립시기가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덕분에 전자공시 자료를 통하여 역대 임원 현황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은행인 우리은행(한빛은행)과 SC제일은행도 포함하여

총 12개의 은행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수 없었다. ② 농협중앙회는 가장 최근 백서가 2011년에 발간된 “한국농협 50

년사”인데, 여기에는 임원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그 직전에 발간된 백서

로 1991년에 발간한 “농협 30년사”에 역대 임원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역시 전국은행연합회의 경영공시가 시작된 2005년 이전과 백서 발

간 이후인 1992년 사이의 임원 명단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③ 장

기신용은행은 1997년 초에 발간된 “장은 30년사”에서 역대 임원 명단을 수록

하고 있으나, 장기신용은행이 폐업한 1998년의 임원 명단을 전자공시자료에서 

구할 수 없었다. ④ 국민은행은 1993년 발간된 “국민은행 30년사”에 역대 임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전부터 백서 발간 

이후인 1994년의 임원 명단을 구할 수 없었다.  ⑤ 상업은행은 1999년에 “상

업은행 100년사”를 발행하였으나 여기에는 역대 임원 명단이 수록되지 않았고, 

1989년에 발간된 “상업은행 90년사”에 1989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이 수록되

어 있었지만, 전자공시제도 이전의 임원 명단을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⑥ 한일은행은 1992년에 발간된 “한일은행 60년사”에 역대 임원 명단이 기재

되어 있었으나,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3년부터 한일은행이 상업

은행과 합병하여 한빛은행이 되기까지인 1999년 사이의 임원 명단을 확보할 

수 없었다. ⑦ 서울은행은 1989년에 발간된 “서울신탁은행 30년사”에 역대 임

원 명단이 있었으나, 1990년부터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까지

의 임원 명단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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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1967) 

� 주택은행(1967) 

� 조흥은행(1897) 

� 제일은행(1929)

� 하나은행(1971) 

� 신한은행(1982)

� 상업은행(1899)

� 한일은행(1932)

� 서울은행(1959)

(1999)

� SC제일은행(2005)

이상 10개 은행 이상 7개 은행 이상 5개 은행

자료: 각 은행 백서. 

2. 자료의 수집 및 설정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12개 은행의 역대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

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자료 수집 및 구성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의 설립일로부터 현재 혹은

합병 또는 폐업된 날까지 재임했던 역대 임원의 명단과 임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때 은행이 존재했던 기간 전체에 재직했던 모든 임원의 명단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확보한 임원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인물 검색을 실시하여 임원의 경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은행 역대 임원 명단 및 임기의 수집은 1차적으로 은행별로 발간한

백서에 의존하였다. 가장 최근 백서의 발간 시점 이후의 임원 명단은 각

은행별로 매년 발표하는 사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공시된 임원 현

황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대상 은행 12개의 역대 임원 명단을 수집한 방

법은 각 은행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경우, 2010년에 ‘한국은행 60년사’가 발간되었는데 이 책자

에 한국은행의 설립일로부터 2010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2010년 이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은행의 임원 명단은 매

년 발간된 연차보고서의 임원 현황에서 수집하였다. 산업은행은 2014년

에 “한국산업은행 60년사”가 발간되었고 여기에 2014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이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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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은 공공기관 알리오(ALIO)에 공시를 확인하여 임원 명단을 수집하

였다.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50년사”에 2011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의 임원 명단은 전자공시시

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27)에 매년

제출된 사업보고서 내의 임원 현황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 40년사”에서 1976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임원 명단을 수집

하였고, 2017년 임원 명단은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에서 확인하였다. 외환

은행은 “한국외환은행 30년사” 책자에서 1967년부터 1997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을 확보하였고, 1998년부터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된

2015년까지의 임원 명단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에서 확인하였다. 주택은행은 “주택은행 30년사” 자료에서 1967년부터

1997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을 확보하였고, 1998년부터 국민은행에 합

병된 2001년까지의 임원 명단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연도별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하였다. 조흥은행은 “조흥은행 100년사”에서 1897년부터

1997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을 확보하였고, 1998년부터 2006년 신한은

행에 합병되기 전까지인 9년 동안의 임원 명단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서 확보하였다. 제일은행은 “제일은행 70

년사” 자료에서 설립년도인 1929년부터 1999년까지의 역대 임원 명단을

수집하였고, 그 이후인 2000년부터 스탠다드차타드에 인수된 2005년까지

의 임원 명단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서 수집

하였다. 하나은행의 경우, 설립년도인 1971년부터 2001년까지의 역대 모

든 임원은 “하나은행 30년사”에서 수집하였고, 그 이후인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원에 대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연도별 사

업보고서에서 확보하였다. 신한은행 역시 2002년에 발간된 “신한은행 20

년사” 자료에서 설립년도인 1982년부터 2002년까지의 임원 명단을 수집

27)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요구하는 공시서류를 

인터넷에 제출하고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종합 

기업공시시스템을 의미한다(전영순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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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은행명 설립

민영

화

합병·

폐업

최근 발간된 

백서

백서 발간 이후의 

자료

1 한국은행 1950 - -
한국은행 

60년사(2010)

2011~2017 (7년): 

연도별 연차보고서

2 산업은행 1954 - -
한국산업은행 

60년사(2014)

2015~2017 (3년): 

알리오 임원 현황 

공시

3 기업은행 1961 - -
IBK기업은행 

50년사(2011)

2012~2017 (6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4 수출입은행 1976 - -

한국수출입은

행 

40년사(2016)

2017 (1년): 

알리오 임원 현황 

공시

5 외환은행 1967 1989

2015(하

나은행에 

합병)

한국외환은행 

30년사(1997)

1998~2015 

(18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6 주택은행 1967 1997

2001(국

민은행에 

합병)

주택은행 

30년사(1997)

1998~2001 (4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7 조흥은행 1897 -

2006(신

한은행에 

합병)

조흥은행 

100년사(1997)

1998~2006 (9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표 7> 연구대상 은행의 역대 임원 명단 수집 자료  

하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의 임원 명단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서 확보하였다. 우리은행(한빛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전자공시제도가 시작된 1999년 이후에 설립된 은행이므

로, 이 두 은행에 대해서는 역대 임원의 명단을 모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서 확보하였다. 아래 표는 이상의 내용

을 토대로 아래의 표에 연구대상 은행의 역대 임원 명단을 어떻게 전수

조사하였는지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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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은행명 설립

민영

화

합병·

폐업

최근 발간된 

백서

백서 발간 이후의 

자료

8 제일은행 1929 -
2005(SC

에 인수)

제일은행 

70년사(1999)

2000~2005 (6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사업보

고서

9 하나은행 1971 - -
하나은행 

30년사(2001)

2002~2017 

(16년):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10 신한은행 1982 - -
신한은행 

20년사(2002)

2003~2017 

(15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11
우리은행

(한빛은행)
1999 - - -

1999~2017 (9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12
SC제일은

행
2005 - - -

2005~2017 

(13년): DART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한 임원 명단을 대상으로 인물 검색을 실시하여

임원의 경력을 조사하고 해당 은행의 임원이 되기 전의 전직 경력이 관

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수집한 은행 임원의 이름, 직위, 선임 연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

로 인터넷 인물검색 사이트 및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해당 인사의 경

력 및 학력을 조사하였다. 인물 검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요 언론사

의 유료 검색 사이트인 조선일보 인물검색(http://db.chosun.com/people/

)28)과 중앙일보의 Joins 인물정보(http://people.joins.com/)29)을 주로 활

28) 조선일보 인물검색은 국내 각계 주요 인사의 프로필과 사진을 정기적으로 수집

하여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약 30만 여명의 인물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9)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Joins 인물정보는 1985년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 시작하여 30만 여명의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프로필 정보를 구축하고 있

다. 수록된 인물정보의 내용은 공신력 있는 온·오프라인 매체에 공개된 정보, 

본인 확인 및 자체 보유 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은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의 민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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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중앙일보 조선일보

정계

� 정치인(국회의원, 광역/지자체 

단체장, 정당 고위간부 등)

� 공무원(4급 과장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등과 기

초·광역 자치단체장

관계

� 각 부처 장차관, 각 부처 4급 

이상의 공무원(과장급)

� 정부산하기관 단체의 장, 공기업

의 주요 간부 및 임원

� 대통령이 지명하는 주요 기관의 

장 등

�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주요 기관

의 책임자 등 

전·현직 장·차관을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

법조

계

�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

사, 변호사, 군법무관
판·검사 및 변호사

교육

계

� 전국 4년제 대학의 총장을 비롯

한 주요 처장, 부교수 이상

� 전국 4년제 대학의 유명 겸임교

수(정계활동인)

� 전국 2년제 대학의 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학·예술원 회원

재계·

금융

계

� 대기업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 주요 벤처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기업체 및 금융계 임원 

<표 8> 언론사 인물정보 등재기준

용하면서, 무료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인물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도 참고하였다. 아래 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인물정보 등재기준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동명이인 여

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한자이름과 해당 은행의 임원 직위

에 선임된 연도를 인물 정보 검색 결과 나온 인물의 기초정보 및 경력과

대조하여 동명이인을 한 인물로 잘못 처리하거나, 같은 인물을 동명이인

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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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중앙일보 조선일보

군인 � 육해공군의 장성급 장교 -

언론

계

� 기자직(부장급 이상), 비기자직

(국장급/임원급 이상)

� 신문사의 주요 논설위원 및 전

문기자(부장급 이상)

� 방송사 앵커 및 아나운서(부장급 

이상)

� 주요 출판사의 대표 및 임원

� 주요 출판 평론가 및 관계자(단

체장)

기자직(차장급 이상), 비

기자직(부장급 이상)

문화

예술

인

� 등단 이후 작품을 주요 기관에 

발표한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계 종사자로 주요 수상 

경력이 있는 인물

� 지명 대표작품이 있는 인물(대학 

조교수 이상의 겸직)

문학·음악·미술 등 문화예

술계 인사

연예

방송

계

�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개그맨 

등 각종 연예계 종사자(주요 대

표 작품 및 수상 경력자)

탤런트·영화배우·가수 등 

연예인과 MC·아나운서 등 

방송계 종사자

의료

인

� 전국 종합병원 전문의(대학병원 

부교수 이상)

� 전국한방명원의 장, 유명 의료인

(전문의/대표원장)

-

시민

단체

인

� 유력 시민단체의 사무총장, 총

무, 지방장 등 기관의 장
-

학술

인

� 학술/연구기관의 대표, 책임연구

원급 이상
-

전문

직업

인

�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

세사 등 법률상 전문자격을 취

득한 해당 업계의 유명 전문직

업인(주요 경력자)

-

종교

계
-

신부·목사·승려 등 주요 

성직자 및 종교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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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중앙일보 조선일보

체육

계
-

올림픽·국제대회 메달리스

트와 유명 프로선수·감독 

등 체육인

기타 -
전문직업인·연구원·각급사

회단체장

두 언론사 인물정보는 정·재계 및 관료 인사 약 30만 여명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나, 때로는 여기에 수록되지 않아 경력 및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언론사 인물검색에서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

은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인물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활동 시기가 근현

대에 해당하는 인물의 경우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30)의 인물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사 인물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

하고자 하였다.

은행 임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의 전직

및 주요 경력이 관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료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분류하였다. 관료 출신 인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인

물이 은행 임원이 되기 전 가장 오랫동안 재직했던 경력 혹은 여러 가지

직업 경로를 거친 경우에는 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관료 출신 인사인지 여부

를 판가름하였다. 관료 출신 인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인물이 은행 임

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재무부, 재정

기획원 등 역대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감사원에서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직업 공무원(career bureaucrat)으로서 근무한 경

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떠한 직책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였는

30) 한국근현대인물자료는 한국 근현대에 활동한 인물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인

사흥신, 경성공직자, 대한연감 4288, 행정간부, 대한인물 등 35개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명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로 현재 46,627명의 인물 정보가 수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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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사안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관료 출신 인사에는 여기에는

행정고시 출신 관료도 포함되지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만 국한하지는

않았다.

은행 임원에 대한 인사 자료 외에도, 본 연구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전자공시

시스템(DART) 및 KOCOinfo의 TS-200031)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대

후반 자료부터 구할 수 있었다. 정부지분율 자료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과 특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 대하여 수집하였다. 기업공시가 시작되

기 전의 정부지분율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 후반 이전의 정부지분율에 대해서는 0으로 할당하였는데, 이

때, 특수은행이었다가 시중은행으로 변경된 은행들과 1960년대 국유화된

시중은행의 정부지분율을 처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였다.

1989년에 특수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외환은행은 1989년 이후부

터 TS-2000에서 실제 정부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1997년 이전인 1996

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정부지분율을 0으로 처리하였다. 주택은행은

1998년 특수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는데, 1998년 이후부터는 정

부지분율 자료가 공시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1961년에

국유화되었다가 1980년대 초에 민영화된 시중은행인 조흥은행과 제일은

행은 문헌조사를 통해 찾아낸 국유화 시점부터 민영화 시점(각각 1983년,

1982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지분율을 100으로 설정하였다. 정부지분율

은 보통주와 우선주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중심으로 수집하였

다.

31)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KOCOinfo는 상장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TS-2000 데이터베이스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재구성한 자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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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제3절 연구방법론

1. 분석틀 및 측정

1) 분석틀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변수 중심으

로 이론적 논의의 틀을 구성하면 다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

는 관료권을 은행 임원에서 나타나는 관료 출신 인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관료권은 민주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발전국가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금융부문

에 있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 금융자유화 및 금융감독기능을

외부화함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관료권도 이에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본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기구분은 관료 출신 인사가 관료가 아닌 인사에

비해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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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① 분석단위와 분석수준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먼저 연구대상 은행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은행이 존재한 시기에 선임되었던 모든 임원 명단을 전수

조사한 후, 수집된 인사에 대한 경력을 조사하여 관료 출신 인사인지 여

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한 단위는 특정 은행에

임원으로서 특정 연도에 재직한 적이 있는 인물(개인)이다. 이렇게 자료

를 수집함에 있어서 동일한 인물이 자료에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하나의 관찰단위를 다른 관찰단위와 구분하는 기준은 재임 연도, 인

물의 한글이름, 한자이름, 소속 은행, 직명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구

성 요소 연도를 제외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의 관찰단위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A라는 인사가 B라는 은행에서 1998년에 은행장

으로 선임되었고, 그 이후 C라는 은행에서 2002년에 이사로 선임되었으

면 동일한 인사더라도 별도의 관찰단위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단위는 인물(개인)이지만 분석단위는 가설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연구문제 1의 가설1, 연구문제 2의 가설 2, 그리고 연구문제 3의

가설 3 및 가설 4의 경우 분석단위는 연도이고, 연구문제 3의 가설 5의

경우 분석단위가 개인이다. 분석단위가 연도인 가설들을 검증하는데 있어

서 은행 임원의 선임연도별 전체 임원 가운데 관료 출신 임원이 몇 명인

지 그 연도별 비율을 분석의 단위로 활용한다. 즉, 개인을 단위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연도별로 은행 임원 자리가 몇 개인데 그 중 몇 명이 관

료 출신 인사인지를 판단하여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을 기초로 하여 은행부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

을 알아보려는 것으로 방법론적 개체론32)에 의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

32) 방법론적 개체론(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은 개체를 설명하는 용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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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문제 3의 가설 5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그 사람이 관료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 여부에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및 국가의 금

융에 대한 지배의 시기구분을 독립변수로 하고 은행 유형과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율을 통제변수로 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즉, 산업화 시기(1961년

에서 1987년)에 비하여 비교적 현재의 시기에 가까운 개방화 시기(1998년

에서 2017년)에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더 높

은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금융통제기(1950년에서 1978년)에 비하여 금

융감독외부화 시기(1998년에서 2017년)에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

로 재임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② 변수의 구성 및 측정

연구문제 1(가설 1)과 연구문제 2(가설 2)는 민주화 시기와 금융자유

화 시기에 각각 산업화 시기와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관료권이 변화하였

는지, 변화하였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문

제 3은 개방화 시기에 관료권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을 민주화 시기의 관료

권과 비교하고(가설 3), 또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을 금유자유화

시기의 관료권과 비교하여(가설 4) 관료권이 증가하거나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관료권을 시기별로 비교함에 있어서 관료권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는

연도별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특정 년도에 특정 은행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인물들 가운데 관료

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한 해 중 임원이 교체되는

시점은 늘 일정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연초인 1월에서 2월 사이에

칭하는 대상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는 물리적으로 존

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개체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병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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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구성개념 측정

종속

변수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해당 년도의 임원 수 

대비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

0에서 100 사이의 

연속변수

<표 9> 가설 1에서 가설 4의 검증을 위한 종속 변수의 측정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다음 해 3월 말에 공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

여 특정 년도에 임원 구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3월 말 기준 임원으

로 재직 중인 인물을 당해 임원이라고 보았다. 관료 출신 인사 자체의 수

가 아닌 전체 임원 수 대비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는 이유는, 은행법의 개정 및 은행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제도의 변화 등으

로 인하여 은행 임원의 규모 자체가 시대에 따라 증감하기에 이를 통제

하기 위해서 관료 출신 인사의 수 자체보다는 비율을 살피는 것이 현실

을 보다 잘 반영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분리하여 연도별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을 별도의 값으로 계산하였다. 연도별 은행 임원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

여 은행의 임원의 수를 합한 것을 분모로 하고, 이러한 임원 중 관료 출

신 인사의 수를 합한 것을 분자로 하였다. 즉,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임원의수

시중은행임원중관료출신인사의수
×,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특수은행임원의수

특수은행임원중관료출신인사의수
×의 수식으로 계산된 값으로 연도

별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가 은행장의 선임에 있어서 영향력

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정운찬, 1991; 조윤제, 1995; 유석진,

2005; 최영주, 2011; 안재욱, 2015).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관료 비율을 계

산함에 있어서 은행장만 대상으로 하여 관료 출신 인사 은행장의 비율을

구하였으며,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 출신 상임

임원의 비율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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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구성개념 측정

가설 

1
민주화 시기 

민주화 시기를 산업화 

시기와 비교

산업화 시기=0

민주화 시기=1

가설 

2

금융자유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를 

금융통제기와 비교 

금융통제기=0

금융자유화 시기=1

가설 

3
개방화 시기

개방화 시기를 민주화 

시기와 비교

민주화 시기=0

개방화 시기=1

가설 

4

금융감독외부

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를 

금융자유화 시기와 

비교 

금융자유화 시기=0

금융감독외부화 

시기=1

<표 10> 가설 1에서 가설 4의 검증을 위한 요인

시기별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시기 요인은 한국 발전국가의 성격 변

화에 따른 시기구분과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변화하게 된 시기구분

두 갈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은 산

업화 시기-민주화 시기-개방화 시기의 세 세기로 나누어서,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27년을 산업화 시기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10년을 민

주화 시기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20년을 개방화 시기로 설정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은

1950년부터 1979년까지의 30년을 금융통제기,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18년을 금융자유화 시기,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20년을 금융감독외부

화 시기로 분류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연구문제 3의 가설 5는 은행의 임원이 전직 경력이 관료 출신 인사인

지 아닌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관료 인사인 경우 1을 할당하고

관료가 아닌 경우 0을 할당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발전국가적 성격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산업화 시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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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구성개념 측정

종속

변수
관료 

해당 임원이 관료 출신 

인사인지 여부

관료 출신 인사=1

관료 출신이 아닌 

인사=0

독립

변수
시기구분

발전국가적 성격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산업화 시기=1

민주화 시기=2

개방화 시기=3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금융통제기=1

금융자유화 시기=2

금융감독외부화시기=3

통제

변수

은행 

유형
은행의 유형

시중은행=1

특수은행=2

중앙은행=3

정부

지분율

대한민국 정부의 지분을 

나타나는 직접지분율(%)

0에서 100 사이의 

연속변수

직접지분율에 0에서 100 사이의 

<표 11> 가설 5 검증을 위한 변수의 측정

주화 시기, 개방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

화에 따른 시기구분(금융통제기, 금융자유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이다. 독립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여 각각 산업화 시기 그리고 금융

통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개방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 출

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제변수는 은행 유형과 정부지분율이다. 은행 유형은 시

중은행인지, 특수은행인지, 중앙은행인지에 따라 범주형 변수로 구분하였

다. 정부지분율 변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대

한민국의 지분율 나타내는 정부의 직접지분율로 주식소유주가 정부부처

인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정부지분율에 및 정부유관기관(예금보험

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의 지분율을 합한 지분율로 간접지분율이라고 지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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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의 지분율을 

합한 간접지분율(%)
연속변수

2.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의 가설 1부터 가설 4는 한국의 발전과정 및 국가의 금융에 대

한 지배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을 설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시기를 분

류하여 각 시기를 한 집단으로 보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시기별 분석은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은행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분리하였는데,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분리하여 별도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는데 시기구분이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 가설 5는 은행 임원이 관료 출신 인사인지 여부를 종속변

수로 하고 두 가지 시기구분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분형 로지스

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은행 유형 변수와 정부지분율을 설정하였으며 간략한 식은 아래와 같

다.33)

관료   시기구분 은행유형 정부지분율  

주   개체의오차  집단의오차  확률적오차

33)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에 대한 정부의 소유 정도

를 나타내는 정부지분율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분율이 포함되

는 분석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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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형 은행명 설립년도 민영화 년도 합병년도

중앙 한국은행 1950 - -

특수

산업은행 1954 - -

기업은행 1961 - -

수출입은행 1976 - -

<표 12> 연구대상 은행의 설립년도 및 민영화·합병년도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자료의 개관

본 연구의 대상인 은행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한

빛은행), SC제일은행 이상 12개 은행이다.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

는 은행 이 중 8개 은행(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하나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이다. 이들 은행들에 대해서는 설

립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4개 은행은 다른 은행과 합병되어 현재 해당 행명으로 영업을 하

고 있지 않으므로,34) 설립년도부터 합병년도까지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환은행과 주택은행은 민영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 유형을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분하였다.

34) 다른 은행과 합병하거나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되어 시장에서 사라진 은행에 대

한 세부 합병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외환은행은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합병

하여 KEB하나은행이 되었다. ② 주택은행은 2000년 12월 국민은행과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1년 11월 국민은행과 대등합병하였다. ③ 조흥

은행은 2006년 4월 신한은행과 합병되었다. ④ 제일은행은 2005년 4월 

Standard Chartered NEA Limited에서 지분 인수를 완료하고 당해 9월 행명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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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시중

외환은행 1967 1989 2015

주택은행 1967 1997 2001

시중

조흥은행 1897 - 2006

제일은행 1929 - 2005

하나은행 1971 - -

신한은행 1982 - -

우리은행 1999 - -

SC제일은행 2005 - -

연구대상 은행을 은행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시장에 존재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하단에 한국은행, 중간에 특수은행, 상단에

는 시중은행이 분포되어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은행이 시장에 등장한 시

점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을 표시하였다. 연구대상 은행의 시

대별 증감은 조사된 은행 임원의 수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 은행 가운데 1960년대 초반에 존재하였던 은행은

중앙은행 한 개, 특수은행 한 개, 그리고 시중은행 두 개로 많지 않았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수집된 임원의 숫자도 많지 않을

것임이 유추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사이에는 신규 설립된 특

수은행들이 있어 이 시기에 재임한 것으로 수집된 특수은행 임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대상 은행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에 시중은행의 수가 늘어났으므로 이 시기에 재임한 것으로 수집된 시중

은행 임원의 숫자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통폐합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비

해 연구대상 은행의 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에서 2000년 이후의 임원의 숫자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하여

약간 감소된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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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대상 은행의 존재기간(1950년~2017년) 

연구대상 은행의 역대 임원을 전수조사하여 수집된 임원 수는 다음 표

에 은행 유형별로 제시되어 있다. 시중은행으로 분류된 연구대상 은행의

역대 임원 수는 3,990명이며,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연구대상 은행의 역대

임원 수는 2,200명이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대 임원 수는 658명으

로,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대상 은행에 재직한 것으로 조사된 역대

임원의 수는 총 6,848명이다. 임원 중 은행장 또는 총재만 집계하면 시중

은행으로 분류된 연구대상 은행의 역대 은행장은 283명,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연구대상 은행의 역대 은행장은 210명,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대 은행장은 63명이다. 전체 임원을 상임임원인지 여부로 나누어 보면

시중은행은 상임임원이 2,984명, 비상임임원이 1,006명, 특수은행은 상임

임원이 1,868명, 비상임임원이 332명,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비상임임원

없이 상임임원 6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임원 중 은행장 또는 총재

를 제외한 인원은 시중은행이 2,701명, 특수은행이 1,658명, 중앙은행이

595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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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임원 

상임임원

비상임임원은행장 

또는 총재 

은행장 

제외 

상임임원 

시중은행 3,990 2,984 283 2,701 1,006

특수은행 2,200 1,868 210 1,658 332

중앙은행 658 658 63 595 -

합    계 6,848 5,510 556 4,954 1,338

<표 13> 연구대상 임원의 수(임원 유형별)

연구대상 임원의 수를 은행 유형 그리고 연대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은행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수집된 은행 임원의 수

가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료 수집의 편향성(bias)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융시

장의 변화에 따라 은행의 수가 증가하고 감소됨에 따라 조사된 은행 임

원의 수도 이에 상응하여 증감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제도

를 확충하고 개편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산업은행(1954년 설립)과

농업은행(1956년 설립)에 더하여 특수은행 다섯 개35)가 추가로 설립되었

다. 이렇게 신규 설립된 특수은행 중 한 개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대

상에 포함되므로, 수집된 특수은행 임원의 수 역시 1950년대에 비하여

1960년대에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76년대에 한국 수출입은행

이 설립됨에 따라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특수은행의 수가 8개로 가

35) 1961년 7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설립

되었다. 또한 1961년 12월 국민은행이 설립되어 1967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에는 수협, 1967년에는 외환은행, 1969년에는 주택은행

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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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

년대

10

년대*
합계

시중은행 182 184 229 370 857 1,345 823 3,990

특수은행 41 175 372 547 488 300 277 2,200

중앙은행 70 100 105 130 113 77 63 658

합    계 293 459 706 1,047 1,458 1,722 1,163 6,848

* 2010년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자료를 의미함.

<표 14> 연구대상 임원의 수(연대별) 

장 많았던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사된 특수은행 임원의

수도 1970년대 372명, 1980년대 547명으로 많게 나타나는 것이다. 1980년

대 말에서 1990년대에는 외환은행(1989년), 국민은행(1995년), 주택은행

(1997년)의 특수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사된 자료에서

1990년대 및 2000년대 특수은행의 임원 수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비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1970년대에는 다섯 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

탁)에 불과했던 데에 반해, 1980년대에는 여섯 개의 은행(신한, 한미, 동

화, 동남, 대동, 외환)이 신규 설립되어 시중은행이 총 11개로 급증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수집된 자료에도 반영되어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

대에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시중은행은 1990년대 중반에 최대 16개가

되었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

정으로 인하여 은행이 퇴출·합병되어 2000년대는 7개로 줄어든다. 그리

하여 조사된 시중은행 임원의 수는 1990년대에 857명으로, 1980년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숫자가 줄

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조사된 시중은행 임원의 숫자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1998년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

화됨에 따라 임원의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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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분모가 되

는 은행 임원의 자리가 어떤 분포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대상의 은행에서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 중인 임원의 분포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각 점선으로 표시된 시중은행의 임원은 1980

년대 이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다가 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치솟았다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

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자료상

으로는 최근 시중은행 임원의 숫자는 IMF 금융위기 이전에 비하여 규모

가 크다. 여기에는 임원 수가 증가된 것은 IMF 이후 설립된 은행인 우

리은행과 SC제일은행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둥근 점선으로 표시된 특수은행은 70년대 중후반 특수은행이 새로 설

립됨에 따라 은행 임원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985년에 급증하

였다가 감소하여 2000년대부터는 1985년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파선으로 표시된 한국은행은 설립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한 해 10명

내외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10명 이상을 나

타내다가 그 이후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은행 유형에 비해

은행 임원의 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선은 연구대상 은행을 모두 합한 임원 수의 분포를 나타

낸 것으로, 시중은행의 임원 수가 급증하였던 1997년과 1998년 전후의

임원 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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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기(27년)

민주화 

시기

(10년)

개방화 시기(20년)

1961 1988 1998 2017

<그림 5> 민주화 시기와 산업화 시기의 비교 

<그림 4> 연도별 은행 임원의 분포(1950년~2017년) 

제2절 민주화 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

1. 민주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이 산업화 시기의 관

료권에 비교하였을 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업화 시기는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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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1.92 2.89 0 9.52

<표 15> 산업화 시기 및 민주화 시기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희 정권이 시작된 1961년부터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시점(27년)까지로

정하였으며, 민주화 시기는 1988년부터 1997년 IMF 금융위기까지의 시

점(10년)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시기의 구분을 요인으로 하고 연도별로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임원의 유형을 나누어 세 가지 측정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수

집된 각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계산하였고, 두 번째는 각 시중은행과 특수은

행의 최고경영자에 해당하는 은행장 또는 총재를 대상으로 하여 은행장

또는 총재 가운데 관료 출신 은행장 또는 총재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마

지막으로는 각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계산에 활용한 은행장 또는 총재 역

시 상임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첫 번째로 수집된 시중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산업화 시기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1.92%이

었으며, 민주화 시기에는 1.9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

석에서는 민주화 시기에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와 차이가

없었으므로, 민주화 시기에 관료권이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1-1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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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98 0.69 1.25 3.26

전체 37 1.94 2.48 0 9.52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7.50 7.85 0 23.08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20.95 2.73 17.24 25.93

전체 37 11.14 9.11 0 25.93

<표 16> 산업화 시기 및 민주화 시기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다음으로, 수집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화 시기와 민주

화 시기를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화 시기 특수은행에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7.50%로 나타났으나, 민주화 시기에는 20.95%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14.729(p<0.001)으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59.783(p<0.001)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

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

석에서는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보다 증가하

였을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민주

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산업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

중은행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산업

화 시기와 비교하여 민주화 시기에 감소되거나 증가하지 않고 그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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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민주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전체 임원)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

화 시기의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에 비

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p<0.001)로 나

타났다.

두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은

행장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화 시기 시중은행장 중 관

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5.80%이었는데, 민주화 시기에는 1.67%로 감

소되었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9.596(p=0.004)으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

량이 2.600(p=0.117)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장을 대

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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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5.80 10.13 0 25.00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67 5.27 0 16.67

전체 37 4.68 9.19 0 25.00

<표 17> 산업화 시기 및 민주화 시기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비율이 산업화 시기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

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

다. 산업화 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34.63%이었

는데, 민주화 시기에는 67.50%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17.343(p<0.001)

으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

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15.529(p<0.001)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 관

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수

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장

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

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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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34.63 32.41 0 80.00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67.50 17.52 40.00 100

전체 37 43.51 32.47 0 100

<표 18> 산업화 시기 및 민주화 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그림 7> 민주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은행장)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

주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산업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여 민주화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

다. 그러나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의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p<0.001)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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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0.82 2.01 0 5.88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0.62 0.80 0 1.61

전체 37 0.76 1.75 0 5.88

<표 19> 산업화 시기 및 민주화 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으로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

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

화 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0.82%이었는데,

민주화 시기에는 0.62%로 다소 감소되었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2.044(p=0.162)로 등분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 결과, F값이 0.283(p=0.7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

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 임원을 대상으

로 한 분석에서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제외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산업화 시기 특수은행의 상임임

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3.18%이었는데, 민주화 시기에는

10.00%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3.935(p=0.055)로 등분산 가정이 채

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 결과, F값이 24.728(p<0.001)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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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3.18 4.08 0 11.90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0.00 2.29 8.57 14.29

전체 37 5.02 4.77 0 14.29

<표 20> 산업화 시기 및 민주화 시기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

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

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산업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관료 출신 상임

임원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여 민주화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의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산업

화 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0.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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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제기(30년)
금융자유화 

시기(18년)

금융감독외부화 

시기(20년)

1950 1980 1998 2017

<그림 9> 금융자유화 시기와 금융통제기의 비교

<그림 8> 민주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상임임원) 

2.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통제기의

관료권에 비교하였을 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통제기는 한국

은행이 설립된 1950년36)부터 금융자유화가 시작되기 직전이자 박정희

36)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금융통제기가 1950년이 아닌 1955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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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0년~79년)
30 2.15 3.10 0 9.52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2.03 1.61 0 4.88

전체 48 2.11 2.62 0 9.52

<표 21> 금융통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

사의 비율(%)

정권이 끝나는 1979년(30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금융자유화 시기는

1980년부터 1998년 금융감독권한이 정부부처 외부의 기구로 개편되기

직전인 1997년까지(18년)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시기의 구분을 요인으

로 하고 연도별로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임원

전체, 두 번째로는 은행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

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토대로 분석을 수

행하였다.

첫 번째로 수집된 시중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금융통제기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2.15%이었

으며,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2.03%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두

시기의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자유화 시기에 관료 출신 임원

의 비율이 금융통제기와 차이가 없었으므로, 금융자유화 시기에 관료권

이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2-1이 기각되었다.

연구대상 특수은행 가운데 가장 설립년도가 빠른 은행은 1954년 4월에 설

립된 산업은행인데, 1954년이 아닌 1955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재직 임원

을 구성함에 있어서 당해 3월 말 기준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1954년 4월에 

설립된 산업은행은 그 다음 해인 1955년부터 재직 임원이 집계되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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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5년~79년)
25 3.07 5.12 0 14.63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18.63 5.23 6.82 25.93

전체 43 9.58 9.30 0 25.93

<표 22> 금융통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

사의 비율(%)

다음으로, 수집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통제기와 금융

자유화 시기를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융통제기 특수은행에

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3.07%로 나타났으나,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18.63%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0.001 미만(p=0.991)으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한 결과, F

값이 94.941(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

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보

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

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금융통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

융통제기와 비교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감소되거나 증가하지 않고 유사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

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의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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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전체 임원)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p<0.001)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

신 은행장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융통제기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3.33%이었는데,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4.07%

로 다소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0.108(p=0.744)로 등분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한 결과, F값이 0.088(p=0.768)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미

하게 감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

석에서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보다 감소

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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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0년~79년)
30 3.33 8.64 0 25.00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4.07 7.88 0 20.00

전체 48 3.61 8.29 0 25.00

<표 23> 금융통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5년~79년)
25 20.60 32.57 0 80.00

금융자유화 18 60.83 17.68 20.00 100

<표 24> 금융통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

보았다. 금융통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20.60%이

었는데,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60.83%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

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12.640(p=0.001)으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27.067(p<0.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

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

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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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은행장)  

시기(80년~97년)

전체 43 37.44 33.71 0 100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

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금융통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

다.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금융

통제기와 비교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의 특

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

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p<0.001)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

으로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융통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1.86%이었

는데,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0.34%로 감소되었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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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0년~79년)
30 1.86 2.92 0 7.69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0.34 0.66 0 1.61

전체 48 1.29 2.44 0 7.69

<표 25> 금융통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

신 인사의 비율(%)

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46.805(p<0.001)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7.399(p=0.010)으로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장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

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감

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 임원을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

기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제외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금융자

유화 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

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금융통제기 특수은행의 상임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0.79%이었는데,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9.23%로 크게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4.934(p=0.032)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

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127.312(p<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

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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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5년~79년)
25 0.79 1.70 0 5.55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9.23 2.82 5.13 14.29

전체 43 4.32 4.76 0 14.29

<표 26> 금융통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

신 인사의 비율(%)

율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자유화 시기 관

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2-2

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금융통제기에 비교

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기와 비교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은행 상임

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의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p<0.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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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상임임원) 

3. 소결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관료권은 시중은행의 경우 산업화 시기

에 비해 민주화 시기에 낮아졌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시중은행 임원

전체, 시중은행장, 그리고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특수은행에 있어서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민주화 시

기에 관료권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 특수

은행장, 그리고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지지

되었다.

또한 관료권이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통제기에 비해 금융자유화 시기에

낮아졌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시중은행 임원 전체와 시중은행장을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상임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지되었다. 특수은행에 있어서

금융통제기에 비해 금융자유화 시기에 관료권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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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시중은행 특수은행

임원 

전체

은행

장

상임

임원

임원 

전체

은행

장

상임

임원

가설 1-1.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원

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보

다 감소하였을 것

기각 기각 기각 - - -

가설 1-2.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원

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보

다 증가하였을 것

- - - 지지 지지 지지

가설 2-1. 금융자유화 시

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

기보다 감소하였을 것

기각 기각 지지 - - -

가설 2-2. 금융자유화 시

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

기보다 증가하였을 것

- - - 지지 지지 지지

<표 27> 가설 1과 가설2의 가설검정 결과 요약

2-2은 특수은행 임원 전체, 특수은행장, 그리고 특수은행장을 제외한 특

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두 지지되었다. 다음 표는

연구문제 1의 가설 1과 연구문제 2의 가설 2를 검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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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기(27년)

민주화 

시기

(10년)

개방화 시기(20년)

1961 1988 1998 2017

<그림 13> 개방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의 비교 

제3절 개방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

1. 개방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

관료권이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이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에 비교

하였을 때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민주화 시

기와 개방화 시기의 기점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이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민주화 시기는 1988년부터 1997년 IMF 금융위기까지의 시점(10

년)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화 시기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인 2017년(20년)

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시기의 구분을 요인으로 하고 연도별로 은행 임

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시중은행과 특수은

행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관료 출신 임원

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임원 전체, 두 번째로는 은행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수집된 시중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 분석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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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98 0.69 1.25 3.26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5.24 2.37 2.11 10.38

전체 30 4.15 2.51 1.25 10.38

<표 28> 민주화 시기 및 개방화 시기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결과, 민주화 시기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1.98%이

었으며, 개방화 시기에는 5.24%로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

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8.135(p=0.008)로 등분

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32.172(p<0.001)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

방화 시기에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

율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시중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3-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집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화 시기와 개방

화 시기를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주화 시기 특수은행에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20.95%로 나타났으나, 개방화 시기에는

17.91%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11.190(p=0.002)으로 등분

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2.697(p=0.112)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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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20.95 2.73 17.24 25.93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17.91 7.32 5.71 28.13

전체 30 18.93 6.29 5.71 28.13

<표 29> 민주화 시기 및 개방화 시기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차

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에서는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와 유사할 것

이라는 가설 3-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방

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민주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

중은행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민주

화 시기와 비교하여 개방화 시기에 유의수준 0.001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

의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에 비하여 감

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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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방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전체 임원)  

두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은

행장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주화 시기 시중은행장 중 관

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1.67%이었는데, 개방화 시기에는 2.63%로 증

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0.688(p=0.414)로 등분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

(ANOVA)을 수행한 결과, F값은 0.160(p=0.692)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이는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

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되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개방

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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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67 5.27 0 16.67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2.63 6.56 0 20.00

전체 30 2.30 6.09 0 20.00

<표 30> 민주화 시기 및 개방화 시기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67.50 17.52 40.00 100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66.67 34.20 0 100

<표 31> 민주화 시기 및 개방화 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

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

다. 민주화 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67.50%이었

고, 개방화 시기에는 66.67%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

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1.340(p=0.257)으

로 등분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한 결과, F값은

0.005(p=0.943)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장을 대상으

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

율이 민주화 시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 3-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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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0 66.94 29.35 0 100

<그림 15> 개방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은행장)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

방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민주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민주화 시

기와 비교하여 개방화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의 특

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에 비하여 감소하

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

으로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

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주

화 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0.62%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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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0.62 0.80 0 1.61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2.93 1.68 0 5.71

전체 30 2.16 1.81 0 5.71

<표 32> 민주화 시기 및 개방화 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개방화 시기에는 2.93%로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3.386(p=0.076)으로 등분

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 결과, F값이 16.821(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

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

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 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에서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3-1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제외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민주화 시기 특수은행의 상임임

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10.00%이었으며, 개방화 시기에는

9.69%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5.827(p=0.023)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

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0.053(p=0.820)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의 상임임원

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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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0.00 2.29 8.57 14.29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9.69 5.04 0 14.29

전체 30 9.79 4.28 0 14.29

<표 33> 민주화 시기 및 개방화 시기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라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 3-2를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민주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민주화 시기와 비교하여 유의수준 0.001에서 개방화 시기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은행의 상임

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의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민주화 시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차

이가 없었으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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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개방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상임임원) 

금융통제기(30년)
금융자유화 

시기(18년)

금융감독외부화 

시기(20년)

1950 1980 1998 2017

<그림 17>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와 금융자유화 시기의 비교

2.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

관료권이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

료권에 비교하였을 때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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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2.03 1.61 0 4.88

금융감독외부화 20 5.24 2.37 2.11 10.38

<표 34> 금융자유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시중은행 임원 중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자유화 시기는 1980년부터 1998년 금융

감독권한이 정부부처 외부의 기구로 개편되기 직전인 1997년까지(18년)

로 구분하였다.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인 2017년

(2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시기의 구분을 요인으로 하고 연도별로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관료 출

신 임원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임원 전체, 두 번째로는

은행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수집된 시중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금융자유화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2.03%이었

으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는 5.24%로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2.436(p=1.27)으

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한 결

과, F값이 23.186(p<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

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

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4-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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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98년~17년)

전체 38 3.72 2.59 0 10.38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18.63 5.23 6.82 25.93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17.91 7.32 5.71 28.13

전체 38 18.25 6.34 5.71 28.13

<표 35> 금융자유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특수은행 임원 중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

다음으로, 수집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자유화 시기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를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융자유화 시

기 특수은행에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18.63%였으며, 금융감독외부

화 시기에는 17.91%로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3.312(p=0.077)로 나타나 등분산 가

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한 결과, F값이

0.118(p=0.73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

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

석에서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

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 4-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

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금융자유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주

고 있다. 시중은행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자유화 시기와 비교하여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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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전체 임원) 

0.001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융자유화 시기 시

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4.07%이었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는 2.63%로 감소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

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1.590(p=0.147)으로 등분산 가정이 채

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한 결과, F값은 0.382(p=0.540)로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

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

원의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증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중은

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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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4.07 7.88 0 20.00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2.63 6.56 0 20.00

전체 38 3.31 7.16 0 20.00

<표 36> 금융자유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율이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4-1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

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았다. 금융자유화 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

율은 60.83%이었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는 66.67%로 다소 증가하였

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

계량이 3.017(p=0.091)로 등분산 가정이 채택되었다. 분산분석(ANOVA)

을 수행한 결과, F값은 0.421(p=0.520)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

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와 유사

할 것이라는 가설 4-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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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60.83 17.68 20.00 100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66.67 34.20 0 100

전체 38 63.90 27.44 0 100

<표 37> 금융자유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그림 19>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은행장)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

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금유자유화 시기에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시중은행장의 경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자유화 시

기와 비교하여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은행장의 경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특수은

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와 통계적으로 차

이가 없었으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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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0.34 0.66 0 1.61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2.93 1.68 0 5.71

전체 38 1.71 1.83 0 5.71

<표 38> 금융자유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세 번째로는 수집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

으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

료 출신 임원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금융자유화 시기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은 0.34%이었는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는 2.93%로 증가하였다. 분산

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10.284(p=0.003)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

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25.357(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장을 제

외한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시중

은행 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

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 4-1은 지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특수은행장을 제외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금융감

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상임임원의 비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금융자유화 시기 특

수은행의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9.23%이었으며, 개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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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9.23 2.82 5.13 14.29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9.69 5.04 0 14.29

전체 38 9.47 4.09 0 14.29

<표 39> 금융자유화 시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시기에는 9.69%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Levene’s test를 수행한 결과 Levene 통계량이 6.214(p=0.017)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될 경우 활용하는 Welch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이 0.127(p=0.725)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은행

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

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과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서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 4-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의 변화를 금융자유화 시

기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자유화 시기와 비교하여 유의수준

0.001에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

화 시기의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금융자유화 시기

에 비하여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53 -

<그림 20>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권의 변화(상임임원) 

3. 시기구분이 관료 출신 인사의 재임에 미치는 영향

개방화 시기 또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

으로 재임할 가능성에 더 높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료 출신 인사의 개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은행 임원의 전직 경력이 관료 출신인지 아닌지

여부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발전국가적 성격 변화에 따른 시기구

분(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개방화 시기)과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금융통제기, 금융자유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

기) 두 가지를 각각 별도의 모형에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은행 유

형과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율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 표는 발전국가적 성격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을 범주형 변수

(categorical variable)로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기구분을 범주형 변수로 구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기는 산업화

시기로 설정하고 민주화 시기와 개방화 시기를 각각 산업화 시기와 비교



- 154 -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민주화 시기 0.323** 0.528*** 0.642*** 0.736***

개방화 시기 0.015 0.634*** 0.709*** 0.785***

특수은행 1.615*** 1.725*** 1.366***

중앙은행 1.422***

정부지분율(직접) -0.001

<표 40> 개방화 시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 1은 독립변수인 시기구분 변수만을 포함했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개방화 시기는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여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를 나타내는 계수는 양의 계수로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하여, 산업화 시기와 비교했을 때 관료 출신 인사가 은

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여기

에 통제변수인 은행 유형 변수를 포함시킨 것이다. 은행 유형 변수 역시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여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은행과 중앙은행

의 경우를 시중은행의 경우와 각각 비교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은행

유형을 통제한 모형 2에서는 개방화 시기를 나타내는 계수가 양의 계수

이며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여,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산업화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민주화 시기 역시, 산업화 시기와 비교했을 때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유의수준 0.001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두 번째 통제변수인 정부지분율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3과 모형 4에서도 민주화 시기와 개방화 시기를 나타내는 계수가

양의 계수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직접지분율 변수

보다 간접지분율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모형에서 오히려 민주화

시기와 개방화 시기의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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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분율(간접) 0.004*

상수항 -2.448*** -3.673*** -3.740*** -3.943***

Nagelkerke

R-square
0.003 0.091 0.099 0.101

N 6,517 6,517 5,938 5,938

*** p<0.001, ** p<0.01, * p<0.05

β S.E. Wald 유의확률 Exp(β)

민주화 시기 0.735 0.141 27.310 0.000 2.085

개방화 시기 0.784 0.129 37.224 0.000 2.191

특수은행 1.369 0.163 70.376 0.000 3.933

정부지분율(포괄) 0.004 0.002 4.338 0.037 1.004

상수항 -3.942 0.161 601.225 0.000 0.019

<표 41> 개방화 시기(모형 4) 회귀계수의 추정값과 통계적 유의미성 분석   

다음 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모형 4의 계수 및 승산비(odds

ratio, Exp(β)) 등을 나타낸 표이다. 모형 4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주화

시기와 개방화 시기를 나타내는 계수는 양의 계수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이를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종속변수가 나

타날 승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은행 유형

과 정부의 간접지분율을 통제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는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승산

(odds)이 2.191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 유형과 정부의 간접지분

율을 통제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는 산업화 시기와 비교해서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승산(odds)이 2.085배 증가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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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을 범주형

(categorical) 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

기구분을 범주형 변수로 구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기는 금융통제

기로 설정하고 금융자유화 시기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를 각각 금융통제

기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 1은 독립변수인 시기구분 변수만을

포함했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를 나타내는 계

수는 양의 계수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여, 금융통제기와 비교하여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자유화 시기를 나타내는 계수 역

시 양의 계수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여, 금융통제기와 비교했을 때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2는 여기에 통제변수 중 하나인 은행 유형 변수를 포함시킨

것이다. 은행 유형 변수 역시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여 시중은행을 기준

으로 하고 특수은행과 중앙은행의 경우를 시중은행의 경우와 각각 비교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은행 유형을 통제한 모형 2에서도 금융감독외

부화 시기와 금융자유화를 나타내는 계수가 양의 계수이며, 계수의 크기

가 각각 증가하였고 모두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금융감독

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금융통제

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금융자유화 시기 역시, 금융통제

기와 비교했을 때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유

의수준 0.001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두 번째 통제

변수인 정부지분율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3과 모형4에서도 금융자유화

시기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계수가 양의 계수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직접지분율 변수보다 간접지분율 변수를 통제변수

로 포함시킨 모형에서 오히려 독립변수의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모습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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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금융자유화 시기 0.595*** 0.662*** 0.978*** 1.045***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0.254* 0.788*** 1.071*** 1.142***

특수은행 1.501*** 1.646*** 1.307***

중앙은행 1.511***

정부지분율(직접) -0.001

정부지분율(간접) 0.003

상수항 -2.686*** -3.788*** -4.051*** -4.212***

Nagelkerke

R-square
0.008 0.089 0.100 0.101

N 6,848 6,848 6,190 6,190

*** p<0.001, ** p<0.01, * p<0.05

<표 42>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음 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모형 4의 계수 및 승산비(odds

ratio, Exp(β)) 등을 나타낸 표이다. 모형 4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자

유화 시기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를 나타내는 계수는 양의 계수로 유의

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이를 금융통제기와 비교하였을 때

종속변수가 나타날 승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은행 유형과 정부의 간접지분율을 통제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

기는 금융통제기와 비교하였을 때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

하고 있을 승산(odds)이 2.268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 유형과

정부의 간접지분율을 통제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는 금융통제기와

비교해서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승산(odds)이

2.839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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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Wald 유의확률 Exp(β)

금융자유화 시기 1.044 0.164 40.528 0.000 2.839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1.141 0.164 48.145 0.000 2.268

특수은행 1.310 0.166 62.510 0.000 2.679

정부지분율(포괄) 0.003 0.002 2.650 0.104 1.003

상수항 -4.211 0.184 521.765 0.000 0.015

<표 43>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모형 4) 회귀계수의 추정값과 통계적 유의미성 분

석   

4. 소결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관료권은 시중은행의 경우 민주화 시기

에 비해 개방화 시기에 강해졌을 것이라는 가설 3-1은 시중은행 임원

전체 및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채택되었으나,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각되었다. 특수은행에 있어서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이 민주화 시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3-2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 특수은행장, 그리고 특수은행의 상임임

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관료권이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자유화 시기에 비해 금융감독외부화 시

기에 높아졌을 것이라는 가설 4-1은 시중은행 임원 전체 및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채택되었으나, 시중은행장을 대상으

로 한 분석에서는 기각되었다. 특수은행에 있어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4-2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 특수은행장, 그리고 특수은행장을 제외한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

화 시기 또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는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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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시중은행 특수은행

임원 

전체

은행

장

상임

임원

임원 

전체

은행

장

상임

임원

가설 3-1.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원의 비율

은 민주화 시기보다 증가하

였을 것

지지 기각 지지 - - -

가설 3-2.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원의 비율

은 민주화 시기와 유사할 것

- - - 지지 지지 지지

가설 4-1.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시중은행 임

원의 비율은 금융자유화 시

기보다 증가하였을 것

지지 기각 지지 - - -

가설 4-2.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특수은행 임

원의 비율은 금융자유화 시

기와 유사할 것

- - - 지지 지지 지지

가설 5. 개방화 시기 또는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는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나재임할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나도록 영향을 미칠 것 

지지

<표 44> 가설3, 가설 4, 가설 5의 가설검정 결과 요약

되었다. 다음 표는 연구문제 3의 가설 3, 가설 4, 가설 5를 검정한 결과

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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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기(27년)

민주화 

시기

(10년)

개방화 시기(20년)

1961 1988 1998 2017

<그림 21>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제4절 한국 관료권의 변화

1.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

앞서 살펴본 분석에서 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을 비교하

고, 민주화 시기와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을 비교하였다면, 이번에는 발전

국가적 성격의 변화에 따라 구분한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개방화 시

기 관료권을 한 자리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조망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구분(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요

인을 범주(category)로 코딩하고 연도별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비교를

위하여 분산이 비동질적인 경우 수행하는 Tamhane 사후분석을 실시하

였다.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임원 전체,

두 번째로는 은행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첫 번째로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시기,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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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1.92 2.89 0 9.52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98 0.69 1.25 3.26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5.24 2.37 2.11 10.38

전체 57 3.10 2.90 0 10.38

<표 45>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

율(%)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

업화 시기에서 민주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시중은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1.92%에서 1.9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

나 민주화 시기에서 개방화 시기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중은행 임

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1.98%에서 6.24%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

화 시기의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에 비해서도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이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보다

높으며, 또한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이 심지어 산업화 시기의 관료권보다

도 높음을 암시한다.

다음 표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

화 시기에서 민주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특수은행 임원 전체 중 관

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7.60%에서 20.95%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증가

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개방화 시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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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7.50 7.85 0 23.08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20.95 2.73 17.24 25.93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17.91 7.32 5.71 28.13

전체 57 13.51 9.07 0 28.13

<표 46>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

율(%)

17.91%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이 산업화 시기보다 높으며, 민주화 시기에 높

아진 관료권이 개방화 시기에도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

국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전체 임

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은 큰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 비해 개방화 시기에 관료권이 증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관

료권은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민주화 시기에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게 증가된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 이후인 개방화 시기에도 유의미하

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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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전체 임원)  

두 번째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

리고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화 시

기에서 민주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5.80%에서 1.67%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화가 아니다. 민주화 시기에서 개방화 시기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

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1.67%에서 2.63%로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개방화 시기의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 시

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

을 때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이 변화하

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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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5.80 10.13 0 25.00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67 5.27 0 16.67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2.63 6.56 0 20.00

전체 57 3.96 8.36 0 25.00

<표 47>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34.63 32.41 0 80.00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67.50 17.52 40.00 100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66.67 34.20 0 100

<표 48>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

다음 표는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

리고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화 시기

에서 민주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34.63%에서 67.5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개방화 시기에 66.67%를 나타내면서 그 정도가 민주화 시기에

이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이 산업화 시기보다 높으며, 민주화 시기에 높아진

관료권이 개방화 시기에도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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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 51.64 34.62 0 100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국가

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구분에 의하면 시중은

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관료권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관료권은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민주화 시기에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게 증가된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 이후인 개방화 시기에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은행장)  

세 번째로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

업화 시기에서 민주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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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0.82 2.01 0 5.88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0.62 0.80 0 1.61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2.93 1.68 0 5.71

전체 57 1.52 2.00 0 5.88

<표 49>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0.82%에서 0.6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서 개방화 시기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중은행 상임임

원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0.62%에서 2.93%로 증가하였으며, 이러

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화

시기의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에 비해서도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중은행의 상임임원

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이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보

다 높으며, 또한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이 산업화 시기의 관료권보다도

높음을 암시한다.

다음 표는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

화 시기에서 민주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특수은행 임원 전체 중 관

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3.18%에서 10.0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개방화 시기에 9.69%를 나타내며 유지되고 있다. 이

는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이 산

업화 시기보다 높으며, 민주화 시기에 높아진 관료권이 개방화 시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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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시기

(61년~87년)
27 3.18 4.08 0 11.90

민주화 시기

(88년~97년)
10 10.00 2.29 8.57 14.29

개방화 시기

(98년~17년)
20 9.69 5.04 0 14.29

전체 57 6.66 5.32 0 14.29

<표 50>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

의 비율(%)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국

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 비해 개방화 시기에 관료권이 증가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관료권

은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민주화 시기에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

게 증가된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 이후인 개방화 시기에도 유의미하게 감

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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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상임임원) 

금융통제기(30년)
금융자유화 

시기(18년)

금융감독외부화 

시기(20년)

1950 1980 1998 2017

<그림 25>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2.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

이번에는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라 구분한 금융통제기,

금융자유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을 한 자리에서 비교함

으로써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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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0년~79년)
30 2.15 3.10 0 9.52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2.03 1.61 0 4.88

금융감독외부화 20 5.24 2.37 2.11 10.38

<표 51>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분(금융통제, 금융자유화, 금융감독외부화) 요인을 범주(category)로 코딩

하고 연도별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비교를 위하여 분산이 비동질적인

경우 수행하는 Tamhan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

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임원 전체, 두 번째로는 은행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관료 출

신 인사의 비율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통제기, 금융자유

화 시기, 그리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

고자 한다. 금융통제기에서 금융자유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시중은

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2.15%에서 2.03%로 거의 변

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자유화 시기에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중은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2.03%에서 5.24%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기에 비해서도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

부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보다 높으며, 또한 금융

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이 심지어 금융통제기의 관료권보다도 높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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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98년~17년)

전체 68 3.03 2.91 0 10.38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5년~79년)
25 3.07 5.12 0 14.63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18.63 5.23 6.82 25.93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17.91 7.32 5.71 28.13

전체 63 12.23 9.50 0 28.13

<표 52>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다음 표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통제기, 금융자유

화 시기, 그리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통제기에서 금융자유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특수은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3.07%에서 18.63%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17.91%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수은행 임원 전체

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통제기보다 높

으며, 금융자유화 시기에 높아진 관료권이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낮

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

중은행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통제기와 금융자유화 시기

의 관료권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자유화 시기에 비해 금융감

독외부화 시기에 관료권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은행 임원



- 171 -

<그림 26>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전체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관료권은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게 증가된 관료권은 금융자유화 시

기 이후인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통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통제기에서 금융자유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3.33%에서 4.07%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었다. 금융자유화 시기에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4.07%

에서 2.63%로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개방화 시기의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과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시중은

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통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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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0년~79년)
30 3.33 8.64 0 25.00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4.07 7.88 0 20.00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2.63 6.56 0 20.00

전체 68 3.32 7.79 0 25.00

<표 53>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25 20.60 32.57 0 80.00

<표 54>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사이에서 관료권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표는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통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통제기에서 금융자유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20.50%에서 60.8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66.67%를 나타내면서 그 정

도가 금융자유화 시기에 이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수은행

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관료

권이 높아졌으며, 이렇게 높아진 관료권이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낮

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173 -

(55년~79년)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60.83 17.68 20.00 100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66.67 34.20 0 100

전체 63 46.72 36.28 0 100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중

은행장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통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금

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이 시기구분에 의하면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관료권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

였을 때, 관료권은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증가한 모습

을 보였으며, 이렇게 증가된 관료권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유지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7>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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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0년~79년)
30 1.86 2.92 0 7.69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0.34 0.66 0 1.61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2.93 1.68 0 5.71

전체 68 1.77 2.36 0 7.69

<표 55>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

세 번째로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통제기, 금융자유

화 시기, 그리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

고자 한다. 금융통제기에서 금융자유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시중은

행 상임임원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1.86%에서 0.34%로 감소하였

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감소로 나타났다. 금융자유화 시

기에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중은행 상임임

원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0.34%에서 2.93%로 증가하였으며, 이러

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

외부화 시기의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기에 비해서도 유의수

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중은행의 상임임

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보다 높으며, 또한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

통제기의 관료권보다도 높음을 암시한다.

다음 표는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통제기, 금융자

유화 시기, 그리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 금융통제기에서 금융자유화 시기로 변화함에 있어서 특수은

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0.79%에서 9.23%로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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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금융통제기

(55년~79년)
25 0.79 1.70 0 5.55

금융자유화 

시기(80년~97년)
18 9.23 2.82 5.13 14.29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9.69 5.04 0 14.29

전체 63 6.03 5.43 0 14.29

<표 56>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

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9.69%

를 나타내며 유지되고 있다. 이는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통제기보다 높으며, 금융자유화 시

기에 높아진 관료권이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국

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자유화 시기에 비해 금

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권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이 금융통제기에 비해 낮아졌으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

은 금융자유화 시기에 비해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수은행 상임

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관료권은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금융자유화

시기에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게 증가된 관료권은 금융자유화 시

기 이후인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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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상임임원)

3. 두 시기구분을 혼합한 시기구분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

마지막으로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과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을 혼합하여 시기를 구분하여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발전국가적 성격의 변화를 중

심으로 시기를 구분함에 있어서 산업화 시기는 1961년부터 1987년(27

년), 민주화 시기는 1988년부터 1997년(10년), 개방화 시기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20년)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변화

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 시기는 1950년부터 1979년까지(30년)를 금융

통제기, 1980년부터 1997년까지(18년)를 금융자유화 시기, 1998년부터

2017년까지(20년)를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로 규정하였다. 이 두 시기구분

을 혼합하여 보다 세밀하게 시기구분을 하여 이러한 시기구분에 따른 관

료권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1950년부터 1960년까지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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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기(27년)

민주화 

시기

(10년)

개방화 시기(20년)

1961 1988 1998 2017

금융통제기(30년)
금융자유화 

시기(18년)

금융감독외부화 

시기(20년)

1950 1980 1998 2017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11년)

산업화 시기·

금융통제기(19년)

산업

화 

시기· 

금융

자유

화 

시기

(8년)

민주화 

시기·

금융자

유화 

시기

(10년)

개방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20년)

1950 1961 1980 1988 1998 2017

<그림 29> 두 시기구분을 혼합한 시기구분  

화 이전·금융통제기(11년)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의 시기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19년)의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19년)로, 박정희 정권의 시

기와 일치한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8년)는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로 규정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7년까지(10년)는 민주화 시기·금융

자유화 시기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20년)는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임원 전체, 두 번째로는

은행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178 -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50년~60년)

11 2.70 3.11 0 6.67

산업화 시기·

금융통제기

(61년~79년)

19 1.84 3.14 0 9.52

산업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0년~87년)

8 2.10 2.38 0 4.88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8년~97년)

10 1.98 0.69 1.25 3.26

개방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5.24 2.37 2.11 10.38

전체 68 3.03 2.91 0 10.38

<표 57>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첫 번째로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

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에서 민주화 시

기·금융자유화 시기까지는 시중은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

율이 2% 내외를 보이면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5.24%로 증가하

였는데 이는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의 1.84% 및 민주화 시기·금융자유

화 시기의 1.98%와 각각 비교하였을 때 유의수준 0.01에서 높아진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시중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관료권은 최근

의 시기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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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55년~60년)

6 0.00 0 0 0

산업화 시기·

금융통제기

(61년~79년)

19 4.04 5.55 0 14.63

산업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0년~87년)

8 15.73 6.29 6.82 23.08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8년~97년)

10 20.95 2.73 17.24 25.93

개방화 시기· 20 17.91 7.32 5.71 28.13

<표 58>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다음으로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

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0%로 없는 것으로 집

계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시기인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에 4.04%로 나

타났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에 특수은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15.7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의 시기에도

이러한 수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특수은행 전

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금융통제기에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았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에 높아져서 지금까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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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전체 63 12.23 9.50 0 28.13

<그림 30> 두 시기구분을 혼합한 시기구분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전체 임원)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 임원 전체 및 특수은행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

융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

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시중은행 임원 전체의 경우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부터 민주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에는 관료권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다가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특수은행 임원 전체의 경우, 금융통제기에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 이후 증가하여 지금까지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중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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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50년~60년)

11 0 0 0 0

산업화 시기·

금융통제기

(61년~79년)

19 5.26 10.47 0 25.00

산업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0년~87년)

8 7.08 9.83 0 20.00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8년~97년)

10 1.67 5.27 0 16.67

개방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2.63 6.56 0 20.00

전체 68 3.32 7.79 0 25.00

<표 59>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금융자

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중은행장의 경우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0%로 나타났으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에

5.26%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그

이후의 시기에 시중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은행장의 비율은 증감을 보이면

서 최근 시기인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2.63%를 나타내었

는데,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이러한 시기별 차이는 다중비교에 있

어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중은행장에 있어

서는 관료권이 시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82 -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55년~60년)

6 0.00 0 0 0

산업화 시기·

금융통제기

(61년~79년)

19 27.11 35.05 0 80.00

산업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0년~87년)

8 52.50 14.88 20.00 60.00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8년~97년)

10 67.50 17.52 40.00 100

개방화 시기· 20 66.67 34.20 0 100

<표 60>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장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

다음으로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 산업

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금융자

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할 때 산업화 이전·금

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0%로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

나 그 다음 시기인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에 27.11%로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이전 시기인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특

수은행장의 비율은 52.50%로 증가하였으며, 민주화 시기·금융자유화 시

기에는 67.50%, 최근 시기인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는

66.67%를 나타냈다.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관료권은 산업

화를 기점으로 산업화 이전 시기와 산업화 이후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에 높아진 관료권이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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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전체 63 46.72 36.28 0 100

<그림 31> 두 시기구분을 혼합한 시기구분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은행장)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장 및 특수은행장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민주

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시중은행장의 경

우 다섯 가지 시기구분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특수은행장의 경우, 산업화 이전에 0%였던 관료권이 산업

화 시기를 기점으로 증가하여 지금까지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

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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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50년~60년)

11 3.06 3.54 0 7.69

산업화 시기·

금융통제기

(61년~79년)

19 1.16 2.32 0 5.88

산업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0년~87년)

8 0.00 0 0 0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8년~97년)

10 0.62 0.80 0 1.61

개방화 시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20 2.93 1.68 0 5.71

전체 68 1.77 2.36 0 7.69

<표 61>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시중은행 상임임원 중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에 3.06%인 관

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그 다음 시기인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에

1.16%,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에 0%, 민주화 시기·금융자유화 시

기에 0.62%를 나타내지만, 사후분석의 다중비교 결과에 따르면 이 네 시

기는 서로 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기인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2.93%는 바로 직전 시기인 민주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및 그 전 시기인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와

의 비교에서 각각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할 때, 관료권은 최근의 시

기가 금융자유화 시기에 분류되는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및 민주

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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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산업화 이전·

금융통제기

(55년~60년)

6 0.00 0 0 0

산업화 시기·

금융통제기

(61년~79년)

19 1.04 1.90 0 5.56

산업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0년~87년)

8 8.26 3.27 5.13 11.90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88년~97년)

10 10.00 2.29 8.57 14.29

개방화 시기· 20 9.69 5.04 0 14.29

<표 62>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변화에 따른 특수은행 상임임원 중 관

료 출신 인사의 비율(%)

다음으로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

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할 때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0%로 없는 것으로 집

계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시기인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에 1.04%로 나

타났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산업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에 특수은행 임원 전체 중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8.26%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의 시기에도 이러한

수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특수은행 전체 임원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금융통제기에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에 높아져서 지금까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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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외부화 

시기(98년~17년)

전체 63 6.03 5.43 0 14.29

<그림 32> 두 시기구분을 혼합한 시기구분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상임임원) 

다음 그림은 시중은행 상임임원 및 특수은행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

여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통제기, 산업화 시기·금융

자유화 시기, 민주화 시기·금융자유화 시기, 그리고 개방화 시기·금융감

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

로, 시중은행 상임임원의 경우 산업화 이전·금융통제기부터 민주화 시기·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관료권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다가 개방화

시기·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상대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특수은행 상임임원의 경우, 금융통제

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를 기점으로

증가하여 지금까지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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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결과의 정리

본 연구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라 관료권

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관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

다. 우리나라가 관료권이 강한 국가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

라의 관료권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는지, 혹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

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가설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민주화 시기 시중은행에 있어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산업화 시기 시중은행에 있어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과 비교하여 유의

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민주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

상은 특수은행 임원 전체, 특수은행장,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만을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금융자유화 시기 시중은행에 있어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통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에 비교하였을 때 상임임원만을 대상

으로 한 분석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수은

행의 경우에는 금융자유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금융통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은행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특

수은행 임원 전체, 특수은행장,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개방화 시기 시중은행에 있어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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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중은행 임원 전체

그리고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유의미하였

다. 또한 개방화 시기 특수은행에 있어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민주

화 시기의 수준에서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시중은행에 있어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

은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시중은행 임원 전

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그리고 시중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대상으

로 한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수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은 금융자유화 시기의 높아진 수준에서 떨어

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개방화 시기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는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화 시기는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가능성에 있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비교하면, 개방화 시기에는 산업화 시기에 비하

여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승산(odds)이 2.191

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경우, 금융통제기

에 비하여 관료 출신 인사가 은행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승산이 1.142

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주화 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에 시중은행의 자

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금융에 대한 개입을 낮추고자 한 일련의 제도들이

시중은행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을 낮추는데 있어서는 크게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지 못하였음을 암시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특수은행에 있어

서는 민주화 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에 은행 임원 중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관료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의 시기인 개방화 시기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시중은행

에 있어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그 이전 시기인 민주화 시기와 금융

자유화 시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시중은행에 있어서 최근 관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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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해졌음을 암시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민주화 시기와 금융자유화 시

기에 증가된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개방화 시기와 금융감독외부화 시

기에도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특수은행에 있어서

지금의 관료권이 이전 시기의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를 통하여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발전국가의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중

은행의 경우에는 산업화 시기의 관료권이 민주화 시기에도 유지되었으며

개방화 시기에 증가하였다. 특수은행은 민주화 시기에 산업화 시기에 비

하여 관료권이 크게 증가하였고 개방화 시기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변화함에 따라 관료권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를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통제기의 관료권이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유지되거나 감소(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는 오히려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시중은행

에서의 관료권이 증가하였다. 특수은행은 금융자유화 시기에 금융통제기

에 비하여 관료권이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그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시기구분을 혼합한 시기구분으로 관료권의 변

화를 살펴본 결과, 특수은행의 경우 민주화 시기보다는 금융자유화 시기

에 증가한 관료권이 최근까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

중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1998년 이후를 나타내는 개방화 시

기 및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관료권이 유의미하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오늘날 한국이 관료권이 강한 관료국

가인지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답변은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의 경우, 과거의 다른 시기에 비해 현재

시기에 있어서 한국의 관료권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수은행의 경

우, 과거의 다른 시기에 비해 현재 시기에 있어서 한국의 관료권은 계속

해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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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민주화 시기와 금융자유화 시기가 이전 시기들에 비하여 관

료권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분석을 활용

하여 검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화 및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관료

권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이를 제시할 따름이었다.

본 연구는 1950년부터 2017년까지 68년이라는 긴 시간적 범위 동안 금

융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료권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이러한 관료권이 발전국가가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시기에 따라 다른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차

이나도록 달라졌는지, 그리고 금융에 대한 국가의 지배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시기에 따라 다른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는지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 방식이 변화하였음을 관료권의 변

화와 결부시켜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정부와 관료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가 된 기점을 검토하여 주요 시점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따라 금융부문 중 특히 은행에 대하여 관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 자료를 활용

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의 변화를 근

거로 하여 시기를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결국 지금 한국의 관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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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증 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발전

이후 발전국가에 대한 발전국가 지속론과 발전국가 소멸론은 주로 사례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하

여 양적 연구를 실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

의 통제는 발전국가의 제도적 기초 중 하나로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성

장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직도 관치금융이 지

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민주

화 시기보다 개방화 시기에 관료 출신 은행 임원의 비율이 도리어 증가

한 점, 또한 시중은행에서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

도리어 관료 출신 임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볼 때, 지금 한국의

관료권은 강화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특수은행에 있어서는 민주

화 시기 및 금융자유화 시기에 증가된 관료권이 개방화 시기 및 금융감

독외부화 시기에도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렇게 강화된 관료

권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그동안 은행 임원의 인사 중 관료 출신 인사가 많음을 지적하는 연구

및 신문기사들을 대개 단일연도나 최근 몇 십 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본 연구는 은행에서 관료 출신 인사가 얼마나 선임

되었는지에 대하여 단일연도의 자료나 최근 몇 년의 자료가 아닌 1950년

부터 2017년까지 68년의 긴 시간적 범위 동안의 은행에서 재임한 임원

인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에 있어서 관료권이 증가된 시기가 언제이며 최근 시기의 관료권이 여전

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준

다는 의의가 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의 임원에서도 관료 출신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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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37), 은행권에 대한 관료권의 정

도를 나타내는 본 연구의 자료를 살펴보면, 시중은행에서 관료 출신 임

원의 비중은 특수은행과 비교했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보다는 특수

은행에 있어서 관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

기38)39)가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산업화 시기를 관료권이 강한 관료국가로 보고, 이 시기에

정부 관료조직 바깥에서 나타나는 관료 출신 인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관료집단이 가지고 있던 영

향력이 약화되어 관료권이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증분

석 결과 시중은행에 있어서 민주화 시기의 관료권은 산업화 시기에 비하

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개방화 시기의 관료권은 민주화 시기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수은행에 있어서는 산업화 시기에 비하여 민

주화 시기에 관료권이 증가되었고 그렇게 강화된 관료권은 개방화 시기

에도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금융통제기에 관료권이

강했다고 보고, 이 시기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고 보았다. 그렇지만 금융자유화 시기에는 정부가 금융을 직접 통제하던

수단이 감소됨에 따라 관료권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가 변화한 시기구분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시중은행에

있어서 금융자유화 시기의 관료권은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의 관료권은 금융자유화 시기보다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특수은행에 있어서는 금융통제기에 비하여 금융자유

화 시기에 관료권이 증가되었고 그렇게 증가된 관료권은 금융감독외부화

시기에도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에 있어서 관료 출신 인사의 비율이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감소되지 않

37) 한국일보. 2015. 3. 19. 기사.
38) 해럴드경제. 2012. 10. 15. 기사.

39) 뉴스래빗. 2017. 2. 2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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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발전

국가 혹은 관료국가와 같은 속성을 일정 부문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관료권 자체가 가진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즉, 한 번

높아진 관료권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

려는 경직성을 가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부문의 관료권을 고려함에 있어서 해당 부문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금융부문을 대상

으로 한 관료권을 살펴보았는데, 시기별 관료권의 정도 및 시기 간 관료

권의 변화 추이가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료권을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산업분야별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유형을 최대

한 포함시켜서 다각도로 분석해야 관료권의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

계점들이 있다.

우선 연구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편의(bias)의 가능성이다. 195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존재했던 우리나라 모든 은행을 모집단으로 하였다면, 이

러한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은행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연구

를 진행하여야 당시 은행의 상황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대상 은행을 무작위

추출하거나 층화추출하지 않고, 역대 임원의 전수조사가 가능한 은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 및 그 이후에 백서를 발

간한 적이 있는 은행이거나 1997년 이후에 설립된 은행들이 연구대상으

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모집단인 은행 시장의 모든 은행을 대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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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부처 내부에서가 아닌 정부부처 외부에서 나타나는 관료의

영향력을 관료권으로 설정하여 민간부문에 진출한 관료 출신 인사를 살

펴봄에 있어서 그 분야를 금융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발전국가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 있어서 금융부문의 국가 통제가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 출신 인사를 통해 정부

와 민간부문이 연계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는 금융부문 외에도 각종

협회,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료권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부문 중 시중은

행과 특수은행, 그리고 중앙은행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증권

거래소,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보

다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발전국가적 성격의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과 국가의 금융에

대한 지배로 시기구분, 그리고 두 시기구분을 혼합하여 보다 세분화한

시기구분을 하여 이러한 변화에 따른 관료권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러

나 이러한 시기구분뿐만 아니라 관료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

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권에 따라 관료권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진보 정부가 집권하였을 때와 보수 정부가 집권하였을 때 관

료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관료권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특히 최근 관료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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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한국

은행
1950 - -

� 한국은행 5년사(1955)

� 한국은행 10년사(1960)

� 한국은행 15년사(1965)

� 한국은행 20년사(1970)

� 한국은행 30년사(1980)

� 한국은행 40년사(1990)

� 한국은행 50년사(2000)

� 한국은행 60년사(2010)

특수

한국

산업

은행

1954 - -

� 한국산업은행 10년사(1964)

� 한국산업은행 20년사(1974)

� 한국산업은행 30년사(1984)

� 한국산업은행 40년사(1994)

� 한국산업은행 50년사(2004)

� 한국산업은행 60년사(2014)

농협

중앙

회

1958 - -

� 한국농협 5년사(1966)

� 한국농협 10년사(1971)

� 농협 20년사(1982)

� 농협 30년사(1991)

� 농협 35년사(1996)

� 한국농협 50년사(2011)

수협

중앙

회

1962 - -

� 수협 20년사(1982)

� 수협 30년사(1992)

� 수협 40년사(2002)

중소

기업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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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5년사(1966)

� 중소기업은행 10년사(1971)

� 중소기업은행 20년사(1981)

� 중소기업은행 30년사(1991)

� 중소기업은행 40년사(2001)

� IBK기업은행 50년사(2011)

한국

수출
1976 - -

� 한국수출읿은행 10년사(1986)

� 한국수출입은행20년사: 

<부표 1> 은행 백서 조사 내역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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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1972)

� 조흥은행 80년사(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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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업은행 80년사(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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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업은행 100년사(1998)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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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2005

� 제일은행 50년사(1979)

� 제일은행 60년사(1989)

� 제일은행 70년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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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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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1999

� 한일은행 30년사(1963)

� 한일은행 40년사(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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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은행 45년사(1977)

� 한일은행 48년사(1980)

� 한일은행 50년사(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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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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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

� 한국투자금융20년사: 하나은행으로 

발전하며(1991)

� 하나은행 30년사(2001)

신한

은행
1982 - -

� 신한은행 15년사(1997)

� 신한은행 20년사(2002)

지방

→

시중

서울

은행
1959 1962

-
� 서울은행 10년사(1969)

� 서울신탁은행 30년사(198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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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Korean bureaucratic power strong?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Korean bureaucratic

power has changed with the change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 change in which the state governs the financial system.

Through these analyses, I would like to find out whether Korea is

currently a bureaucratic state which exerts strong bureaucratic

influence over the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bureaucratic

power in Korea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tate-led development

model and the change of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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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issue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entering into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outside the government bureaucracy to conceptualize Korean

bureaucratic power. Considering that bureaucrats influence policy

decisions, have broad authority in policy enforcement, control national

resources, and influence relevant institutions and jurisdictions on a

variety of issues, this conceptualization allows to capture the

bureaucratic power that is exerted over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focused on the executives of private financial sector,

namely banks executives and collected personnel data on past and

present executives of 12 banks that has existed in the time span of

68 years starting from 1950 to 2017. After collecting personnel data,

bank executives were classified whether they are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ir former career which had a decisive effect

on that person to enter into the bank as an executive. Based on the

classified data comprised as above, yearly data on the percentage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mong bank executives was calculated.

Analysis of variance(ANOVA) was conducted on these yearly by

dividing the time into three period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according to the change in

national dominance over the financial sector. Also, these two changes

of periods were merged in order to see a better picture of the change

of bureaucratic power. Addition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personnel data to see whether the time period had

a positive effect on whether or not former bureaucrats were recruited

as bank executives. Through these analyses, the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Korean bureaucratic power and found out whether the

current bureaucratic power in Korea is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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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was often seen as a bureaucratic

state with strong bureaucratic power so the assumption was made

that the proportion of the former bureaucrats working outside the

government bureaucracy will be high at this time. Also, after

democratization, the influence of bureaucrats might have been

weakened compared to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so bureaucratic

power will be lower at this time.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ureaucratic power in the democratization period in the

commercial banks did not decrease much compar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Also bureaucratic power of the globalization

period tend to increase more than the democratization period. As for

specialized banks, bureaucratic power increased during the

democratization period compared to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and

this strengthened bureaucratic power did not decrease during the

globalization perio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bureaucratic power was thought to

be strong during the period of financial control so the assumption

was made that percentage of former bureaucrats among bank

executives will be high at this time.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financial liberalization, bureaucratic power would decrease as the

means of direct financial control of government decreased.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ureaucratic power i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period in the commercial banks did not

decrease much compared to the financial control period and

bureaucratic power in the externalized supervision period tended to be

higher tha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period. In the case of

specialized banks, bureaucratic power was increased in the period of

financial liberalization compared to the period of financial contr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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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creased bureaucratic power did not decrease in the period of

externalized supervision.

By examining the change of bureaucratic power in the periods

when these two changes of periods are combined, we are able to

understand that bureaucratic power in the specialized banks increased

during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period rather than the

democratization period and is remaining its level until recently. As for

commercial banks, bureaucratic power w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during the globalization period and the externalized supervision period.

Since previous literature on bureaucratic power are mainly based

on historical events or case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

way that it has suggested the change of bureaucratic power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bank executive personnel data over a

long time span of 68 years from 1950 to 2017. However, since the

data is focused only on the financial secto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understand that these results show the entire change of

Korean bureaucratic power. More research on former bureaucrats in

various industrial association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other than banks will be needed in order to prospect the

overall change in Korean bureaucratic power.

Keywords : bureaucratic power, Korean bureaucratic power,

developmental state, bureaucratic state, former

government officials, bank executives

Student Number : 2013-3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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