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논총(제48권2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계에 관한 연구*

1) 김 동 욱** 윤 건***

 

<目     次>

Ⅰ. 서 론

Ⅱ. 국가미래전략기구 의의와 선행연구 분석

Ⅲ. 주요 외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 분석

Ⅳ.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와 대안의 모색

Ⅴ. 결 론

<요     약>

오늘날 주요 외국들은 과거 국가기획(national planning)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national future strategies) 수립에 관심이 높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영
국의 전략국, 프랑스의 전략분석센터, 일본의 국가전략실, 중국의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 등 각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미래전략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

은 대부분 행정수반 직속이고,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며, 총
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미래예측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수립된 전략의 집행력을 확보하

는데 필요한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한국 또한 미래기획위원회, 대통령실 미래

전략비서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등의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존재한다. 그러

나 주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낮은 안정

성과 체계성, 높은 복잡성, 짧은 미래예측의 시계, 전문성의 부족, 제약된 권한

이나 기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래기획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하고 민간전문가 충원을 확대하여 전

략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미래전망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대통령실에 국

가전략기획관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기획위원회 미래

기획단과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 대통령실 소속 국

가전략센터를 신설하여 미래전략 개발과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

편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미래전략위원회안이 실현가능성이 높고, 국가전략센터

안이 통합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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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오늘날, 미래 전략

은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가올 것이 명

백한 미래를,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가 겪은 1997년 외환위기는 미래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조기에 예

측하고 대비하였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급속하게 국제 관계가 증대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국가 미래 예측

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간 관계, 정부

와 민간의 관계, 정부와 사회단체 간 관계는 더 없이 복잡해졌다. 산업혁명 이

후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지금의 기술발전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다. 이러한 빠른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기술 간 융합

(convergence)이고 융합은 IT, NT, BT, CT 등에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신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은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따라서 미래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한국의 국가 미래 전략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미약하

다고 할 수 있다. 현안 중심의 정책 운영은 정책결정자들이 장기의 시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제약하며, 따라서 그로 인한 국가적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

다. 물론 한국은 전통적으로 기획기구를 발전시켜오는 등 미래전략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계가 단기적인 편이며 미래 예측의 

엄밀성이나 체계성은 낮다고 본다. 또한 경제 중심의 기획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오늘날 많은 정책들이 정치･사회･문화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현실에서 문

제가 있다. 보다 총체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주요 외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의 국가미래전략기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구 설계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국가미래전략기구 사례를 비

교 분석한다.1) 그리고 한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 설계 대안을 제시한다. 

1) 이외에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운영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적 중요성, 인구규모, 사례분석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5개국만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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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미래전략기구 의의와 선행연구 분석

1.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의의와 유형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미래전략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구이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먼저 군(軍)에서 사용되었고,(박홍윤, 2008) 이후 기업에서 

사용되었는데, Barney(2000)의 ‘정합적(matching) 정의’에 따르면2) 전략은 기업이 

환경으로부터의 위협과 기회에 대응하면서 스스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회피하고자 취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하면 ‘국가미래전략’은 국

가가 미래의 외부 환경의 위협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

고 약점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미래전략수립의 중요성이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전지

구적인 연결성이 극대화된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변동요인이 가까운 미

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미래를 예측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의 존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안보위

협,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역사와 영토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미래예측과 그를 통한 철저한 대비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미래전략수립은 민간

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국가의 존립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제한된 국가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래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국가발전과 직결되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미래전략 범위의 포

괄성과 그 전략수립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대규모성으로 인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미래전략은 한 국가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포괄하며, 특히 각 영역의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으

로 연관되어 진행된다. 또한 지극히 엄밀한 미래예측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뿐만 아니라 각종의 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이 대규모

로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미래전략수립은 충분한 정보력과 인적･물적 능력을 지

닌 정부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래전망형

2) Barney(2000)는 ‘전략’에 대한 정의를 계층적 정의, 절충적 정의, 정합적 정의 등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계층적 정의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

단 또는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며, 절충적 정의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현상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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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개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래전망형은 국가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미래예측과 그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대응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는 것

이다.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미래예측을 위한 연구기능이 강화된 형태이다. 정책

개발형은 추상적인 국가미래전략을 구체적인 정책대안 형태로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는 형태이다. 이 경우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둘째,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중형은 하나의 전문적인 미래

전략기구가 중심이 되어 국가 전체의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형식이다. 반대로 

분산형은 복수기관이 협력적 혹은 병렬적으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두 

세 개의 기관이 미래전략기능을 협력적으로 수행하거나, 각 분야의 소관 기관들

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미래 전략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집중형은 분

야 융합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분산형은 미래전략수립의 신중성을 

높이거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셋째, 단일기구형과 부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기구형은 미래전략을 위

한 전반적인 행정 기능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는 형태이고, 부서형은 

한 기관의 국이나 과 단위 부서가 담당하는 형태이다. 단일기구형은 독립된 한 

기관이 미래전략을 전담하므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미래전략이 가능하고 기관 

위상이 높을 경우 우수인력과 예산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유리할 수 있으나 유

관 기능을 수행하는 타 조직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부서형은 정책개

발 또는 정책조정, 정책모니터링 등 연관 기능과 함께 수행되면서 미래 전략 추

진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단일기구형에 비해 미래 전략 기능을 위한 전문성과 

집중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넷째, 단일기구형 내에서 다시 위원회형과 독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원

회형은 여러 전문적 영역의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한 미래전략 수립에 용

이한 반면, 독임형에 비해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이는 

위원회형에서도 위원장이 강한 조정력을 발휘하고 사무국이 전략수립에 적극적

인 집행력을 가질 경우 의사결정의 지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2. 국가미래전략기구 관련 선행연구 분석

최근 국내외적으로 ‘미래전략(foresight)’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Cuhls(2004)
는 2002년까지의 독일의 미래전략을 탐색한다. 소위 독일의 미래전략인 ‘Futur
(라틴어로 '미래'라는 뜻)'는 독일연방 교육연구부에 의해 주도되며, 2002년 말까

지의 연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는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고 다양한 종류의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여

러 가지의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Georghiou & Keena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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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국가 미래전략(foresight)에 대한 적절한 평가 전략이 무엇

인지를 분석한다. 미래 전략을 위한 다양한 근거가 제시된다. 우선순위를 정하

고자 하는 욕구, 참여지향적 목적,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책임성, 정당성, 
학습 등의 포괄적인 평가 동기가 미래전략의 맥락 하에서 논의된다. 영국, 독일, 
헝가리 등에서의 미래전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사례를 통해 하나의 완벽한 

평가방식이란 없으며, 선택된 방법은 동기, 타이밍, 총합의 수준에 의해 조건 지

워진다고 주장한다. Daim 외(2009)는 터키의 기술 관련 미래 전략 프로젝트인 '
비전 2023'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수행의 전과정을 검

토하고 다른 기술 관련 국가 미래 전략 프로젝트와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들은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 정치적 오너십(ownership)이 부족

했고 리더십의 변화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들은 

확정 전 여러 번의 회의를 가졌으나 이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했으며, 특히 주요 

기업들의 참여가 없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미래전략연구를 전담할 국가기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

다. 박영숙(2005)은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핀란드 등의 국가미래전략

기구와 국가미래보고서, 공무원 미래전략훈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가미

래기획원’ 혹은 ‘미래전략기획원’3) 등의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신설을 주장한다.4) 
박세일(2006)은 한국의 미래 선진화전략을 제시하면서 한국이 처한 일련의 환경

의 변화를 살피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 과제와 전략, 주체 

등을 논한다. 그는 주체와 관련하여 민간싱크탱크, 국가정책대학원 등 연구와 

교육기관의 신설을 제안한다. 김성태(2007)는 국정관리를 위한 미래예측의 의의, 
방법론, 관련 정부기관, 전략 등을 논의한다. 그는 국가전략과 미래예측을 연결

시켜 국가전략수립에 있어 과학적･체계적 미래예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미국, 영국, 핀란드의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미래전략

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각 부처에 미래전략실을 신설하며, 국회에도 

‘미래상임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한다. 김관보(2007)는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가전략기획원’ 설치를 주장한다. 그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상이한 정책제안을 조율하기 위해, 경제정책 및 조정, 
예산 편성과 집행, 기획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이 필요함을 역설

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원화하여 한 

부분은 정부 내로 흡수하여 부처(in-house) 연구원(소)로 운영하고 다른 부분은 

3) 매일경제, 한국 미래만 고민하는 `리베로 部處`만들라, 2002년 4월 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 

0000201208, 검색일: 2010년 4월 23일)

4) 박영숙. (2005). 각국의 공무원 미래예측훈련과정 및 국가미래보고서. (http://un-
future.org/?p=2702, 검색일: 2010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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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을 연구하는 ‘국가전략연구원(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한다. 
김동욱(2008)은 한국의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의 미래지향적 조직과 기능을 살

핀다. 그는 현재의 정책연구기관체계가 변화된 국가정책 환경에 미흡하다고 보

고, 일정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장기 국가전략 연구 활동이 미흡하다

고 보고, 국가 장기전략 과제 연구에 특화된 ‘한국전략연구원’을 신설하고, 기존

의 한국개발연구원의 범부처적 성격의 기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래사회과

제 연구 기능을 흡수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사회진흥원(2008)은 선진국의 미래

전략기구 현황과 한국형 미래전략 제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영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 호주 등의 미래전략기구를 분석하고, 범정부차원의 중장기적 관점

의 미래전략기구설계, 인하우스 싱크탱크 강화, 미래지향적 입법 환경과 감사체

계 등을 제안한다. 박세일(2008)은 한국의 국가전략을 세계화, 선진화의 관점에

서 논하면서, 특히 세계전략5) 수립을 주도할 국가적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그는 

중장기적 세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기구로서 ‘세계전략기획기구’를 청

와대 혹은 총리실에, ‘세계전략추진기구’를 총리실에 두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세계전략연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임기철(2008)
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싱크탱크로서 ‘국가미래기획

원’을 설립하여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녹색성장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

며, 신성장동력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을 총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최호진 외(2008)는 한국의 미래 행정수요와 정책과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환경･자원분야, 정치분야, 행
정분야 등으로 나누어 미래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거버넌스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미래예측기

관의 설계와 관련하여 범정부부처형, 부처형, 위원회형, 입법부형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박세일(2010)은 우리나라의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면

서 다시 한 번 국가전략기획부서 설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국가기획원’을 

설치하여 외교국방,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기획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국립의 ‘국가전략연구원 혹은 세계전

략연구원’을 두어 국내 각 정책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논의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불

구하고 그 구체성이 약하고, 대안의 분석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5) 박세일은 세계전략을 ‘한 나라가 세계의 변화를 분석, 관찰하면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구상하고 선택하는 대외전략’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전략이 

대내전략과 대외전략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전략은 국가전략의 한 축이라고 본

다. 



국가미래전략기구 설계에 관한 연구 ∙ 7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요국 사례를 비교･
평가하며, 구체적인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각 대안을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Ⅲ. 주요 외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 분석

1.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미국의 중장기적 국가전

략을 탐색하는 정부기구이다. NIC는 국가정보처장실(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에 소속된다.6)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역, 
전략기획국장, 미래분석국장, 13인의 NIO(National Intelligence Officer)로 구성된

다. NIO는 지역별, 이슈별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동아시아, 유럽, 근
동,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아시아, 서반구 등을 담당하는 NIO가, 이슈별로는 경

제와 글로벌 이슈, 군사 이슈, 과학기술, 초국가적 위협, 대량살상무기와 확산, 
경보 등을 담당하는 NIO가 존재한다.  

NIC에는 ‘정보공동체 준회원 프로그램(IC Associates Program)’이라는 외부 전

문가 활용 제도가 운영된다. 정부 외부 학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IC의 

글로벌 커버리지(Global Coverage)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IC 준회원들은 학

계, 산업 분야, 싱크탱크 등에서 뽑힌다. IC 준회원에 의해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갈등 문제부터 세계 인구통계학적 경향,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에 있어서의 테러리스트 도전, 물 관련 갈등, 생물학적 혁명 등의 이슈까지 

매우 다양하다. 보통 준회원은 그들의 전문 영역에 있어 정기적인 보고서를 준

비하고 비공식적 세미나에서 분석가들과 만나 관점을 교환한다.7) 
NIC는 중장기 전략적 사고를 위한 IC의 중심 기구로서, DNI에 이를 보고하

고, 대통령 및 고위 정책입안자들에게 대외정책 이슈에 관한 분석을 제공한다. 
주요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C의 수장인 DNI를 지원한다. 둘째, IC에 

문의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핵심 사항을 제공한다. 셋째, IC의 관점을 폭넓게 

6) ODNI에는 NIC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센터(centers)가 운영된다. 나머지 8개의 센터에는 

CSE(Center for Security Evaluation), IARPA(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ISE(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NCIX(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NCPC(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NCTC(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NMIC(National Maritime Intelligence Center), SSC(DNI Special Security Center) 
등이 있다.

7) http://www.dni.gov/nic/NIC_associates.html(검색일: 200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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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들과 연계되어 있다. 넷째, 정책결정자들의 변

화하는 요구에 맞게 IC의 자원이 배분되도록 돕는다. 다섯째, IC의 국가정보예

측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IE) 등 정보보고서 작성을 주도한다. 
NIE는 국가안보 이슈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보고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미래 

사건들의 가능한 경로에 대한 IC의 조정된 견해를 담고 있다. 
NIC를 구성하는 NIO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DNI에게 조언한다. 

둘째, 정보를 이용하는 고위층의 정보 수요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현재적, 장
기적 필요를 뒷받침한다. 셋째,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최상의 예측정보를 만들어낸다. 넷째, 외부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지식과 

통찰력을 활용한다. 다섯째, IC의 분석 전문가들의 능력과 필요를 평가하는 일

을 돕는다. 여섯째, 전략적 경고, 개선된 분석 도구와 방법론 등에 대해 IC의 분

석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한다. 일곱째, 정보의 수집, 평가, 획득을 유도

하는 데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 
NIC는 글로벌 트렌드 분석보고서를 4차례 발간하여 세계 각국 정부와 주요 

민간기구들 사이에 미래예측과 국가전략 수립에 1997년부터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Global Trends 2010(1997년 11월), Global Trends 2015: A 
Dialogue About the Future with Nongovernment Experts(2000년 12월), Mapping the 
Global Future(2020 프로젝트 보고서, 2004년 12월),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2008년 11월) 등은 10년에서 17년의 세계 미래를 그리고 있

다.8)   

2. 영국

영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내각실(Cabinet Office)의 전략국(Strategy Unit, 
SU)으로 볼 수 있다. 전략국은 공공서비스국, 사회통합단, 제3섹터국과 함께 내

각실 내 공공서비스개혁부문(Public Service Reform Group)에 속한다. SU는 전략

국장을 중심으로 행정관리부서, 국장 자문･지원부서, 지식･자료 관리부서를 두

고 있다. 현재는 공공서비스 개혁과 미래경제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으며 고용, 
육아, 건강, 경찰개혁, 청소년, 소프트파워 외교, 사회소외층 보호 등 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SU는 80명 내지 1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차출

되지만, 이 외에도 공공기관, 기업, 학계, 싱크탱크, NGO 등 민간부문, 심지어 

외국 정부(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 선발되기도 한다.9) SU의 

8) http://www.dni.gov/nic/NIC_2025_project.html(검색일: 2009. 10. 10) 

9) http://www.lcsg.org/downloads/prime_min.pdf(검색일: 20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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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정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아닌 연구업무에 집중

하므로 창의적이고 분석적이며 계량적인 연구방법론에 능숙하다. SU는 중요한 

이슈나 문제가 부각될 경우 분석적 엄밀성과 증거가 기반이 되는 접근을 강조

한다. 
SU의 업무는 특정 문제에 관련된 2~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프로젝트

로 운영된다. 일부 유동적인 프로젝트는 총리의 요구나 다른 싱크탱크의 투입을 

통해 수행되며, 4~6주에서 수개월 동안 진행된다. 다만 공공서비스 개혁이나 내

무와 관련된 일부 연구들은 장기간 수행되기도 한다. SU는 정책의 효율적인 집

행이 가능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여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SU는 자신의 견해를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바람직하며, 실용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SU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재검토하고 총리에 대한 정책 자문을 통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을 돕는다. 사회정의, 공공서비스 개혁, 복지, 경제 인프라

구조, 에너지, 환경, 지방발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다. SU의 주

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수반인 총리에게 신뢰성 있는 자문

과 분석내용을 제공한다. 둘째,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다. 셋째, 중요한 국가적 도전과제들을 선별한다. 
넷째, 정부의 전략적 역량 형성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부 각 부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사안에 따라 전략적 감

사를 통해 정부의 긴급현안 이슈에 대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전 행정

부처로 이를 전파한다. 여섯째, 중장기적 국가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서 동향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적

용한다. 

3. 프랑스

프랑스의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전략분석센터(Centre d’analyse stratégique)라고 

볼 수 있다. 전략분석센터는 총리의 직접 지휘 하에 있다. 조직은 내각에서 임

명되는 소장, 부소장 및 경제재정분과, 연구기술지속가능발전분과, 노동고용훈련

분과, 제도사회분과, 사회이슈분과 등의 5개 분과와 전망연구국제정보센터

(Centre d’é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CEPII)로 구성된다. 
상근 직원은 2008년 1월 기준으로 175명이다. 소장은 상근 연구원들 외에도 외

부 인력, 정부부처의 다른 공무원들, 기타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다. 행정부 

와 공공 기관들은 전략분석센터가 요구하는 기록과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

정부 부처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각 부처는 통계연구와 조사 프로그램을 검토



10 ∙ 행정논총(제48권2호)

한다. 그리고 전략분석센터 소장은 합의에 따라 규정된 조건 하에서 자문기관과 

총리실 산하 부서의 행정과 재정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략분석센터는 

총리 소속의 여러 자문위원회10)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소장은 이 네트워크

의 공식 구성원이다. 또한 국가와 유럽연합의 자문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정부 부처와 유럽연합(EU), 연구소, 싱크탱크, 외국 

연구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11) 
프랑스 전략분석센터의 목적은 프랑스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이에 맞게 제

도를 정비하며 정부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최근 센터의 프

로젝트들은 유럽연합 관련기관에 의해 수립된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진행된

다. 프랑스 국내 정책적 목표와 유럽의 통합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전략분석센터가 출간하는 보고서들은 주로 장

기 전략, 특히 리스본 전략(the Lisbon strategy)에서 규정된 유럽연합 차원의 연

구라고 볼 수 있다. 
전략분석센터는 프랑스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제･사회･환경･문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

는 임무를 맡고 있다. 주요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정책을 시행하

는데 있어서 전문가들과 정책 수립자들에 대한 감시역할을 한다. 둘째, 총리주

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네트워크(고용자문위원회, 사회분석위원회, 고용, 조세, 
사회통합위원회, 경제분석위원회, 통합최고위원회, 연금자문 위원회 등)와 연계

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 협력한다. 셋째, 국가와 EU 수준 모

두를 연결하는 소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정부 정책 시행이 유럽통합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유럽담당 사무국장(Secretary General for European Affairs)과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전략분석센터는 각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다. 최근 전략

10) 자문위원회에는 경제분석위원회, 사회분석위원회, 연금자문위원회, 고용자문위원, 고
위통합위원회, 고용소득사회결속위원회 등이 있다.(http://www.strategie.gouv.fr/article. 
php3?id_article=171, 검색일: 2009. 10. 11)

11) 부처와 행정 기관으로 노동부의 통계평가국(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 연구통계국(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re-
cherche, des etudes et des statistiques, DARES), 국립 인구 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INED), 경제사회이사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CES) 등
이 있다. 연구소로는 프랑스경제연구소(Observatoire Français des Conjonctures 
Economiques, OFCE), 국제관계연구(Centre d'études et de recherches internationales, 
CERI) 등의 지원을 받는다. 싱크탱크와 재단으로는 Bruegel, Fondation Robert 
Schuman, Institut Montaigne 등의 기관이 있으며, 외국 정부기구로는 유럽연합의 유럽

정책자문국(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BEPA), 영국의 SU, 네덜란드의 정부

정책위원회(Scientific Council for government policy, WRR), 벨기에의 연방기획국

(Federal Planning Bureau)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
(http://www.strategie.gouv.fr/article.php3?id_article=173, 검색일: 20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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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센터가 내놓고 있고 있는 주요 결과물은 프랑스 공공정책이 직면한 주요 

전략적 이슈들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기록을 통한 연간 보고서이다. 

4. 일본

2006년 9월 아베 정부는 ‘혁신25’라는 미래전략을 추진한다(NSF Tokyo 
Regional Office, 2007). 아베 정부는 ‘혁신특명장관’, 내각부의 혁신25특명실, 7명
으로 구성된 ‘혁신25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전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12) 
2007년 5월 25일 혁신특명장관이 최종적으로 ‘혁신 25’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일본 내각은 장기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본부장(총리), 부본부장(관방장관, 혁신

특명장관), 본부원(전 국무장관), 간사(공무원 중 본부장이 임명) 등으로 구성된 

‘혁신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13)

2009년 9월 18일 출범한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2009년 9월 18일 ‘국가전략

실 설치에 관한 규칙(国家戦略室設置に関する規則)’에 따라 국가전략실을 설치

하였다.14) 국가전략실은 내각부 소속이며,15) 국가전략 특명장관이 담당한다. 국
가전략실은 실장과 실원으로 구성되며,16) 국회의원 10명, 관료 10명, 민간인 10
명 등이 상설 위원으로 참여한다.17) 국가전략실은 세･재정의 골격, 경제 운영의 

기본계획, 그 외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중 총리로부터 특별히 명령

받은 사항에 대한 기획･입안･종합･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8) 국가전략실은 

운영에 있어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19) 

12) ‘혁신 25’의 수립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는 혁신사회 창조를 위한 전

략을 발견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

성하는 단계이다. 이 때 SCJ와 NISTEP은 첫 번째 단계에서, CSTP는 주로 두 번째 

단계에서 혁신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첫째 단계에서 NISTEP은 미래전망에 기초한 

사회 시나리오 분석, SCJ는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다(Kuwahara, 2007).

13) http://www.nhrd.net/nhrd-app/jsp/tre0402.jsp?sSeq=20070476(검색일: 2009. 10. 12)

14) 국가전략실에 대한 법률 근거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처음 간 나오토 부총리가 

국가전략특명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최근 센고쿠요시토 특명장관이 임명되면서 위상

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 국가전략실 설치에 관한 규칙 제1조

16) 국가전략실 설치에 관한 규칙 제2조

17) 매일경제, 하토야마 "관료사회 대청소해 묵은 고름 짜내겠다", 2009년 8월 31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58986)

18) 국가전략실 설치에 관한 규칙 제1조

19) 매일경제, 일본 하토야마 내각 민간인 관료로 대거 기용, 2009년 10월 20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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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중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DRC)라고 할 수 있다. DRC는 

국무원 직속사업기구 중 하나로,20)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무원의 포괄적인 연

구 자문 기관이다. DRC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는 국가주석, 당 정치국 위원, 총
리 및 부총리급 이상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된다. DRC는 연구원 167명을 포함하

여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DRC는 팀(小組) 형태로 운영되며, 민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 DRC는 관련 부처들의 연구를 통합･조정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DRC의 연구원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DRC는 매년 국가 우선 사업을 정하고, 국가지도자들이 필

요로 하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DRC는 국민경제, 사회발전,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 실시과정 중 나타나는 종

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담당한다. 교육･의료･복지를 비롯하여, 토지･개발･재
정 등의 주제를 아우른다. DRC는 중국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있어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중장

기 이슈들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 점검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중국 공

산당 중앙위원회나 국무원에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둘째, 국가경제 발전동향

에 관해 연구하고 거시경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포괄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제

안한다. 셋째, 산업경제발전과 산업정책 발전에 관해 연구하며, 산업구조, 투자

환경, 기업조직과 경영구조에 관한 조정책을 내놓는다. 더불어 새로운 첨단 기

술채택과 혁신에 관한 정책에도 조언한다. 넷째, 개방과정, 대외무역과 해외투자

를 활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과 이슈들에 관해 연구하며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개혁과 발

전방향을 조언한다.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 수득분배,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며, 생태환경을 고려한 천연자원의 올바른 이용과 개발 방법을 찾는다. 
여섯째, 국제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상응하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과 교류한다. 
또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정보와 대외정책적 조

20) 국무원조직은 크게 부위원회 기구, 직속기구, 사무기구, 직속사업기구, 직속관리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위원회 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등 28개 

조직으로 되어 있다. 국무원 직속기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방송영화TV총

국 등의 18개의 국실로 되어 있다. 사무기구에는 국무원교포사무판공실, 국무원연구

실 등의 6개 실이 있으며, 직속사업기구로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과학원, 국무원 발

전연구센터 등 14개의 하부조직이 있다. 마지막으로 직속관리기구는 국가신방국, 국
가양식국 등 10개의 국 조직으로 구성된다(김갑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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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명칭
국가정보

위원회
내각실 전략국 전략분석센터 국가전략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소속
국가정보

처장실
내각실 총리 내각부 국무원

설립 1979년 2002년 2006년 2009년 1981년

행정

체계

유형

미래전망형 정책개발형 정책개발형 정책개발형 정책개발형

단일기구형 부서형 단일기구형 단일기구형 단일기구형

위원회형 독임형 독임형 독임형 독임형

집중형 집중형 집중형 집중형 집중형

전략

보고서
세계 미래 조망

세계 불안

위협의 전략적

대응

프랑스

2025
혁신2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강요

거버

넌스

IC 준회원

(Associates)

2~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프로젝트로 운영

자문위원회들과

네트워크 형성,

국내외 다양한

연구소와

정부기관의 지원

　국회의원,

관료, 민간인

참여

각 팀(小組)에

대학 등, 민간의

전문가 참여

<표 1> 각국의 미래전략 담당 주요 기구 

언을 제공한다. 일곱째, 국무원이 위임한 그 밖의 임무들을 수행한다. 

6. 주요 외국 국가미래전략기구의 특징

주요 외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미래

전략기구의 위치는 행정부 수반 직속 혹은 보좌기구 소속이다. 둘째, 영국은 부

서형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단일기구형 미래전략기구를 두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래전망형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개발형 미래전략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넷
째,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위원회형이고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국가전

략실은 독임형 미래전략기구이다. 다섯째, 분산형이 아닌 집중형을 채택하면서, 
미래전략기구가 정부내외의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 
주요 외국들의 전략기구들의 운영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요 외국들은 국가의 미래전략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1979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1981년, 영국의 전략국은 2002년에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둘째, 주요 외

국들의 국가전략기관들은 미래의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1997년 ‘세계의 트렌드(Global Trends) 2010’ 보고서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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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8년 11월의 ‘세계의 트렌드 2025: 변화된 세계(A Transformed World)’ 
보고서까지 5년마다의 미래에 관한 총 4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래전

략에 대한 매우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주요 외국들의 미래연구

는 국가 전체적인 전략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정책뿐만 아

니라 국제 정책까지 포괄하는 전체적 시각에서 국가의 전략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세계 전체적 차원에서의 국가 전략까지 포괄하

고,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 차원까지 고려한다. 넷째, 많은 전략기구들이 정책

개발 과 부처별 정책의 조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

우 정책개발과 조정이 중요한 기능이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또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일부 기관은 특정한 권한을 갖기도 하는데, 영국의 전

략국은 ‘전략적 감사’를 수행하며, 프랑스의 전략분석센터는 자문기관과 총리실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과 재정 관련 권한을 갖고, 일본의 국가전략실은 세제･재
정의 골격을 마련하는 권한 등을 갖는다. 다섯째, 일부 국가들의 전략기관들은 

정부개혁과 연계되어 있다. 영국의 전략국은 ‘성과혁신’ 기능을 포함하며, 프랑

스의 전략분석센터 또한 정부 개혁 프로그램을 돕는 기관이다. 여섯째, 주요 외

국의 국가전략기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준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

스, 일본 등의 전략기구는 민간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

미래전략기관들은 미래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보고

하고  발표한다.  

Ⅳ.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와 대안의 모색

1.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 현황 분석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 미래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

정기획수석비서관실 미래비전비서관, 기획재정부의 미래전략정책관과 미래전략

과로 구성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과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국가비전 기

획, 국정기획과 국정과제 관리 기획,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총괄, 미래 대

내외 변화 추세 예측･분석과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과 총괄･조정,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와 개선대책 수립,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

화 전략 수립과 총괄･조정,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경제

정책국의 미래전략정책관이 미래전략 업무를 총괄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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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미래비전비서관은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정책

개발 기능을 담당한다. 미래비전비서관은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기획단 공동단

장을 겸임한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서 미래사회 전망과 이

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안전, 인구,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식량, 수자원, 건강, 
정보통신과 미디어, 우주개발 등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국가비전과 전략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미래생활과 관련된 국가비전과 전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로 구성되

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현재 25인의 민

간 위원이 미래전략, 외교안보통일, 신성장동력, 사회정책, 문화미디어 등 5개 

분과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미래기획

단은 6국(총괄기획, 미래전략, 신성장동력, 사회정책, 문화미디어, 외교안보)으로 

구성되며, 공동단장(1급과 미래비전비서관), 관계부처 국･과장급 중견급의 파견

공무원과23) 민간전문가(2009년 12월 현재 현원 29명)가 충원되었으며, 의제 발

굴, 과제 추진방안 수립･조정, 위원회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전략연구본부(국책

과제협력과, 미래전략팀), 녹색성장연구본부, 세계지역연구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선진화 전략, 미래전략, 기후변화, 녹색성장전략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형으로 

볼 수 있다.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과 미래기획위원회를 두면서도 기획

재정부의 미래전략과에서 미래전략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 

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미래기획위원

회, 기획재정부가 중복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둘째, 정책개발형에 가깝다. 대통

령실의 미래비전비서관, 미래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망

기능보다는 정책개발기능이 보다 강하다고 본다. 셋째,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정

부기구는 단일기구형과 부서형이 혼합되어 있다. 미래비전비서관은 대통령실의 

부서이며, 미래전략과는 기획재정부의 부서로서 부서형이고,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관으로 단일기구형이다. 넷째 위원회형과 독임형이 혼합되

2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호)

22) 미래기획위원회규정, 개정 2009.5.13 대통령령 제21485호 

23)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정부

기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
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미래기획위원회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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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미래비전비서관과 미래전략과는 독임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래기획

위원회는 위원회형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째,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의 복잡성이다. 주요 외국과 같이 단일한 정부기구가 

미래전략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미래비전비서관, 미래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미래비전비서관은 미래기

획위원회의 미래기획단 공동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미래기획위원회에 실질적

으로 관여하기 어렵고 미래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간의 협의의 창구 

역할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이지만 위원회 참

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과 기획재정부 미래전

략과의 교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요 외국에 비해 미래전망과 정

책개발 기능 모두 미약한 편이다. 미래전략기구들이 국가미래전략보다는 단기 

현안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본다. 셋째,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전략보고서 작성 

기능이 미약하다.24) 미국의 경우 5년마다의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며, 영국, 프랑스 등의 대부분의 주요 외국에서 전략보고서가 작성된다. 
넷째, 단기현안 위주로 장기적 시계가 약하다. 미래전략을 위한 기구임에도 시

급한 정책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의 해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적인 

정책 현안 문제의 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미래전략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민간과의 협력 노력이 있지만 역시 미약하다.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 연구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네트워

킹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 노력이 미약하

다. 프랑스의 전략분석센터는 영국의 전략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전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2.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의 기본 조건    

주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실정을 토대로, 국가미래전략 정부기구 설계 대

안의 평가기준을 실현가능성25)과 바람직함으로 나누고, 바람직함을 다시 근접

성, 통합성, 안정성, 시계의 장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의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의 미래전략은 국가의 최종의사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미래전략 정부기구는 행정부 수반을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보좌할 수 있

24) 미래기획위원회 발간 책자는 ｢가슴 설레는 나라｣(한스미디어, 2009. 2), ｢녹색성장의 

길｣(중앙북스, 2009. 2) 등 2권이다.

25) 단기적 실현가능성의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적 합의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적 측면에서 조직개

편의 용이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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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구의 위치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직속 혹은 소속으로 

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국가미래전략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

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 외

국의 국가미래전략 정부기구는 행정부 수반에 소속되어 그 의사결정을 직접적

으로 보좌한다. 둘째, 국가미래전략 정부기구의 체계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주요 외국의 국가미래전략은 하나의 정부기구가 전담한다. 그것은 복수의 

정부기구의 경우 조정 이슈가 존재하므로 미래전략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 효

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가미래전략 정부기구의 체계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안정

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사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의 미

래예측은 정기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래전략기

구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은 미래전략기구

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국가미래전략의 시계는 장기

여야 한다. 단기적 정책현안의 문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미래전략 정부기구는 장기의 정책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

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주요 외국들은 대부분 

이러한 장기적 시각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0여 년 후의 미래

를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

해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정부 혹은 민간의 정책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관

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미국의 IC 준회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
본, 중국은 모두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미래전략 

기구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가미래전략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미래전략 정부기구 설계 대안의 모색

대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구체성과 단기적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조직과 기능 체계에서의 점진적 변화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가장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은 조직은 그대로 두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조직의 부분

적 개편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전문성, 안정성, 시계의 장기성, 개방성 등의 조

건은 행정체계의 물리적 개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구 운영방식의 개선으

로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근접성과 통합성 조건의 경우 조직 개편이 수반

된다. 현재 체계에서 보면 미래비전비서관과 미래기획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소

속이므로 근접성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미래전략과는 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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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접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의 물리적 개편이 필요하게 된다. 통합성 조건의 경우에도 현재 3개 기관의 조

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이든 물리적 개편이 수

반된다. 따라서 근접성 조건과 통합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단기적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비서관, 미래전략과의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

에, 추가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로 한다. 미래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기획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

하는 방안(미국형), 대통령실의 미래비전비서관을 국가전략기획관으로 격상하여 

정책개발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일본형), 대통령실 소속 국가전략센터(프
랑스형)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1) 미래전략위원회안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미래기획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미래예측 기능을 활성화한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정기적인 전략보고서를 작성･발표하게 한다. 위원회에 민간 전

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실 미래비전비서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조직을 통합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상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지능을 강화한다. 현재 기획단 국장･
과장급 직원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 파견규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연구기관 민간전문가 파견이나 민간전문가 충원으로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26) 사무처장은 1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임

명한다. 사무처의 규모는 사무처장과 4인의 국장(고위공무원단 소속)을 포함하

여 60명 내외로 한다.27) 일본 자민당 아베 정부가 2006년 설치하였던 ‘혁신25’ 
작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와 일본 아베정부의 혁신25전략

위원회가 참조모델이다. 

26) 현행 미래기획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은 1명의 팀장과 6명의 국장을 두고, 이하 직원은 

50명 정도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은 3명의 팀장과 3명의 국장을 두고, 
이하 직원은 35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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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전략기획관안

대통령실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전략기획관’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능

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28) 현재의 국정기획수석비서실 미래비전비서관은 영

국 정부의 국가전략 조직과 유사하다. 영국의 전략국(Strategy Unit)은 내각실에 

소속되며, 미래전략과 관련된 사항을 총리에게 직접 보고한다. 그러나 미래비전

비서관은 영국 SU에 비해 인력이 소규모이고 사업 예산이 거의 없어서 전략수

립 집행력이 미약하다. 미래비전비서관을 격상하여 국가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위한 미래전망 기능과 정책개발·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강화하는 것이다.29) 미래

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과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의 조직과 인력을 국가전략기

획관실로 통합한다. 국가전략기획관, 2인의 비서관 등 60여명의 인력 규모를 확

보하되 민간 전문가를 대폭 충원하며 정책과제 개발 형태로 다양한 분야의 외

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한다.
현재의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녹색성장, 규제개혁, 공공기관 선진화, 행정중

심도시사업 수정, 일자리창출 등 대통령과제를 관리하는 ‘국정과제수석비서관’
으로 개편된다. 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하되 민간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획관실

의 정책과제별 연구진과 자문위원 형태로 참여하게 한다. 

3) 국가전략센터안

대통령실 소속 국가전략센터를 신설하는 안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경제수

석비서관 하에 비상경제상황실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하에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전략센터(소장은 차관급)를 신설하고, 미
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 미래비전비서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전략연구센터를 통합하여 약 100명의 인력규모를 확보한다. 정책개발

과 미래전망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연구원

20-30명이 파견 근무하면서 국가전략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프랑스의 전략

분석센터가 참조모델이다.

28) 현재 대통령실에 법규상으로는 비서관(1급)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석비서관(차관급)으
로 예우받는 총무기획관, 메시지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 인사기획관(공석)이 있다.

29) 국가미래전략기능을 미래전망 기능과 정책개발·조정 기능으로 나눈다면, 현재의 체계

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전망 기능에, 미래비전비서관과 미래전략과는 정책개발과 

조정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보면 영국의 전략국이

나 프랑스의 전략분석센터와 같이 하나의 기관이 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때, 미래비전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경우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래기획위원회의 경우 그 자문기구적 특성으로 인해 

법령 개편 없이는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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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의 평가

먼저 실현가능성 면에서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래전략위원회 대

안이 실현가능성이 높고 국가전략기획관 대안과 국가전략센터 대안은 조직을 

신설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 직속 조직을 확

대하는 국가전략기획관 대안이나 국가전략센터 대안보다는 자문위원회 사무처

라는 대통령실 방계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전략기획관 신설안은 대통령실에 사실상 수석비서관급으로 예

우받는 기획관(보좌관)을 이미 4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관을 증설한다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국제경제

보좌관이 폐지된다면 국가전략기획관 신설 부담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전

략센터 신설안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 또는 수석비서관 겸임 

형태의 센터나 실을 두어왔으나 차관급 센터는 둔 전례가 없어서 조직 확대라

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바람직함 측면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단일의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중

장기의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미래전략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구체

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개

발과 정책조정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획관 또는 국가전략센터 

대안을 미래전략위원회 대안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근접성, 통합성 면에서

는 국가전략기획관 대안을 높게 평가하고, 통합성, 안정성, 전문성 면에서는 국

가전략센터 대안을 높이 평가하며, 시계의 장기성, 개방성 면에서는 미래전략위

원회 대안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표 2> 대안의 비교  

대안

기 준

미래기획위원회

강화

국가전략기획관

신설

국가전략센터

신설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강 중 약

행정적 실현가능성 강 중 약

바람직함

근접성 약 강 중

통합성 약 강 강

안정성 약 약 강

시계의 장기성 강 약 중

전문성 강 약 강

개방성 강 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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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주요 외국들은 자국이 당면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동태적이므로 그 

변화 상황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국

가의 존립과 관계된다고 보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과거의 국가 기획 기능을 넘어 미래전략 기

능을 가진 정부기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는 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의 중요 연구 조직인 

국가정보위원회를 통해 미래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미래전략을 국가안보와 

직결시킨다. 영국 정부는 미래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내각실 내부에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전략국을 설치하였다. 프랑스 또한 2006년 기존의 국가

기획위원회를 전략분석센터로 전환하여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전략실과 국가전략특명장관을 신설하여 국가의 미래전

략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전략을 담당하는 조직들은 대부분 행정부 수반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으며, 그 조직형태는 위원회 또는 독임제, 부서형 또는 

단일기구형 등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민간의 다양한 전문인력들을 충원하거나 

정책연구와 개발 과정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전략적 시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중장기적 문제에 골몰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미래전략 기능이 미래기획위원회,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실 미래비전비서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등으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데 

주요 외국과 같이 집중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대통령자문기

구인 미래기획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민간전문

가를 충원하고, 전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미래전망기능을 강화하

는 방안, 대통령실에 국가전략기획관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과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을 통합･일원화하는 방안, 대
통령실 소속 국가전략센터를 신설하여 미래전략 개발과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

는 방안을 개편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안은 미래전략위원회 

대안이나 보다 바람직한 안은 국가전략기획관 또는 국가전략센터 신설 대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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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Organizations for 

National Future Strategies 

Dongwook Kim ･ Kun Yoon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currently interested in establishing national future 
strategies. In fact,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in the United States, 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SU) in the United Kingdom, the Centre d’analyse stratégique (CAS) in 
France, the National Strategy Unit in Japan, and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DRC) in China. They are under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devise future strateg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analytically and 
systematically predict the future. They have the function of devising concrete policies 
for materializing abstract strategies for the future. Korea also has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national future strategy which consists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PCFV), the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uture and Vision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e Future Strategy Office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However, this seems to be somewhat unstable, complicated, and 
unsystematic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Moreover, it has low expertise, 
predicts the near future, and has little authority for coordinating or implementing. 
There are three alternatives. The first is to strengthen the national foresight function 
of the PCFV.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new senior secretary for national strategy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third is to establish a new center for national 
strategy belonging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first alternative is the most 
feasible while the third is the best in terms of integration and organizational stability. 

【Key words: national strategy, future strategy, future planning, fore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