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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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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회갈등의 유형은 이념 · 성 · 세대보다는 ‘이익집단과 지역’을 단 

위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분규의 강도 역시 점차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 38).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이 

론으로서나 현실을 규정하는 힘으로서나 견고하게만 보였던 국가조합주의의 

이익대표 체계는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 뒤 우리가 

목격한 바는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안적 이익체계의 정착이라기보다는 

극단적 다원주의(exσeme pluralism)의 더욱 파괴적 경향성이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 해소，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시 

민참여의 증진을 위하여 미국식의 로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 

계와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미국의 로비제도의 작동 방식이나 한국에의 적용 

1) 1m Hyug Baik “ From affiliation to association: The challenge of democratic con
solidation in Korean ind떠trial relations." D. L. Mcnamara (ed.). Corporatism and 

Korean Capitalism (London: Routl생ge， (999), 83-84. 

2) 로비(lobby)는 초기에는 “자신올 대표하는 시민적 행동이 아니라 영향력 행사의 의도로 정 

부의 정책 결정층올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달과 압력”이라는 쟁의에서 알 수 있듯 

이 의원과 이익집단 사이의 개별 대연 접촉(face-to-face individua1 meeting)을 강조하였 
다 최근에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여론 등을 포항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 
려는 집 단 활동으로 개 녕 이 확대 되 고 었다. Frank R. Baumgartner and Beth L. 나ech. 

1998. Basic Interest (Princeton,N.J. : Princeton Univeπity Press, 199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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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을 이론적 시각에서 연밀히 검토한 학술적 논의들은 대단히 부족 

한 실정이다. 그간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국의 다원주의 체제 하에서 로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것에 따른 이론적 쟁점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 한국에의 제도 도입을 주장한 논의들 역시 그것이 한국의 정치제도와 

사회적 권력관계에 미칠 구조적 영향력을 고려한 이론적 차원보다는 입법 

적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단기적，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 

다. 특히， 필자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로비제도의 논란이 로비스트의 일 

차적 고객이자 수요자라 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경 

험적 연구가 생략된 채 진행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싶다. 

본 연구는 로비 제도 도입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미국의 이익정치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계의 연구 성과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적 연구에 기초 

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때 비판의 근거는 크게 두 가 

지이다. 첫째는， 이론적 차원에서 로비제도가 권력의 불평등 관계를 온존 · 

심화시켜 왔다는 연구 성과의 소개와 정리이다. 둘째는 제도적 조응성의 관 

점에서 전격적인 로비 제도의 도입은 정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 

다. 미국에서 다양한 반론과 현실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비제도를 유지시 

켜 왔던 것은 로비와 연관된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들이 

원만하게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익집단 정치 또는 정당 · 의회정치와 

같은 중범위적 틀에서 로비제도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 3)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이론적 · 정책적 함의는 적지 않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조직화된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양대 축인 사업자단 

체와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하 

여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정당정치와 이익정치의 동시 발전을 위한 대안 

으로 정당과 이익조직 사이의 정책협약 방식을 비롯한 몇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이정회로비활동 제도화의 쟁점 연구J ， r21 세기 정치학회보」 제 16집3호 (200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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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로비제도 도업율 둘러싼 논챙 

흥미롭게도 오랜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하였던 한국에서 이익정치의 바랍 

직한 방향으로 미국식 다원주의를 제안하였던 지적 전통의 뿌리는 대단히 

깊다，4) 민주화 이전의 이익집단 연구의 거의 모든 논문이 한국의 이익정치 

의 현실을 정부에 종속된 후진국 정치의 전형으로 규정하였고， 반대로 미국 

의 다원주의를 선진정치의 핵심적 요소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 간주하는 강한 목적론과 규범성을 갖고 있었다，5) 

이전의 다원주의적 제안들이 권력분립이나 정당정치의 활성화 등 규범 

적， 가치 지향적이었다연 최근의 제안들은 로비라는 특정 제도의 수용을 촉 

구하는 보다 구체적 제안 형태를 띠고 있다. 최초의 본격적 공론화는 한국 

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린다 김 사건과 옷 

로비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과 재계의 밀실야합과 정경유착이 드러나자 참 

여연대는 2000년 5월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 로비활동 내용의 공개， 로비 

활동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적 로비활동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로비활동공개법〉을 입법청원하였다，6) 참여연대는 본 입법운동의 취지를 

“외국대리인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 건전한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는 한편 정 

책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로비활동 법제화의 논의는 이후 더욱 진전되면서 2004년 8월에는 무소 

속 정몽준 의원 외 28명이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법안〉을 발의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7월 l3일 이승회 민주당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 

였던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승회 의원은 우 

선 법안의 도입 배경으로 미숙한 토론문화， 집단갈등의 복잡성， 의회의 전 

4) 짧相훌 • 吉j:[ B , rf*園 利益훌뼈의 .. 뺑와 改홉方훗 經i릅利益@입뼈를 중심으로J(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5), 1-13. 

5) 정상호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궤적 : 분석적 개팔J r한국정치학회보J 40권 l 호， 

(2006), 41 -42 

6) 참여연대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J ， 1 차 토 
론회 자료집(2000.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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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부족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로비스트의 도입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7). 본 법안은 국 

내에 진출한 외국 대리인의 활동 공개를 목표로 하였던 이전의 것과 달리 

국적을 불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 국회의 입 

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하고 

자 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점에서 중요한 차이 

를 갖고 있다. 

학계에서도 최근에는 로비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일차적 근거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의정 활동 및 행 

정작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8) 한편 다른 각도 

에서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논의로는 이우영과 조승민을 들 수 

있다. 먼저， 이우영은 기존의 입법 제안들의 목표가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 

성과 투명성 확보로 너무 제한되어 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로비제도의 

보다 중요한 목표는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진작하고 이 

익집단과 입법자간의 정치적 연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권자 

들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9) 그의 논지는 로비 제도의 원래 취지를 부패 근절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이익표출을 통해 입법과정의 신뢰와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민 역시 로비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소통 그 

자체이며， 따라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청원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로비제도 자 

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주장은 로비의 제도화를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 즉 정치경제학 

7) 이승회로비스트 등록과 활통공개에 관한 법륨을 제정하면서J r로비스트 법제화 꼭 

필요한가J ， 로비스트 법제화를 위한 제 l차 토론회(2005 . 5.14) . 

8) 문대현 • 성상문 • 고대웅 • 정양묵로비스트 제도 도입 방안J(서울: 국회사무처， 
2001) 

9) 이우영한국의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에 대한 입법학척 관점에서의 분석J ， 서울대학 

교 r法뿔J 46권 3호 (2006),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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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로비의 제도화는 

정치시장에서 독접적 지위를 유지해온 국가의 주도적 위치를 약화시켜 정 

치시장의 자유화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로비를 공식화함으로써 지나친 

이익추구 행위로 인한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 즉 시장 왜곡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을 허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0) 임종훈 또한 거래비용 

을 낮춤으로써 기회균등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로비제도의 도입을 지 

지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로비가 양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불법적이고 음성 

적인 로비만 일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진단하고， 로비가 양성화되 

고 제도화되면 보다 많은 집단과 개인 및 기업들이 로비활동을 전개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11) 끝으로 이정희는 로비스트의 규정， 활동의 범주， 담당 

기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구체 내용을 제시하면서 로비활동 양성화에 따 

르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로비활동기본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2) 

한편， 지금까지 로비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이론적 체계를 갖춘 반 

론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대개의 반론들은 로비제도의 도입을 검토 

하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기술하는 정책보고서 13)이거나 

몇몇 공청회에서의 반대 의견의 개진 14)에 불과하였다. 아무튼 제기된 반론 

대개는 로비제의 시행이 불법적 로비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불법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현행법들과 충돌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입법 추진 시도를 본 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한 채 무산 

시킨 힘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로비의 합법화를 변호사 직무의 정연 침 

해로 간주하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완강한 반대였다.15) 로비 합법화 법안 

10) 조승민로비의 제도화J(서율: 삼성경제연구소， 2005), 87-88. 

11 ) 임종훈로비 법제화의 순기능j r로비스트 법제화 꼭 필요한가J ， 로비스트 법제화를 
위한 제 l차 토론회(2005 . 5 . 14). 

12) 이정회， 151-166. 

13) 로비제도연구회로비활동의 공개화에 관한 연구J(2oo2); 국회바른정치실천연구회외 
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토론회 자료집(서울: 2~0 1. 8.9). 16-20 

14) 최영진로비활동 법제화 논의에 관련하여j r로비스트 법제화 꼭 필요한가J ， 로비스 
트 법제화를 위한 제 l차 토론회 자료집(2005 .5 .14) 

15) 대한변협은 정몽준 의원의 로비활동법에 대한 반대의견서에서 “법안에는 변호사가 아 
닌 자에게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에 자료툴 제출하는 등의 재판 외 변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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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지만 그렇다고 종료된 이슈는 아니다. 무 

엇보다도 국가권익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관련 기관들이 부정부패 근절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입법화를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로비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이 

론적 논거들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찬반을 떠나 대개의 논거들은 주로 입법 

적 편의성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 

에서는 로비 제도를 권력 불평등과 제도적 조응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찬반 논란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 결핍을 보완하고자 한다. 

m. 비판적검토 

1. 본질적인 그러나 생략된 질문: 로비는 권력 불평등을 완화할 

까심화할까? 

한국에서는 로비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매우 본질적이지만 간과된 질 

문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로비 제도의 도입이 기존의 정치권력의 형평성 

을 저해할 것인가 아니연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과 

의회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성과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권력 불평등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 문제는 로비제도의 도입 이래 가장 첨예한 대립을 몰고 온 쟁점이었 

다. 여기에는 다원주의적 이익정치의 폐해라는 관점에서 로비 제도를 비판 

하고 있는 고전적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는 로비제도가 권력불평등을 심화 

동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변호사 퉁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r한겨레신문J ， 2004. 11.8). 
16) 청령위(현재의 국가권익위원회)는 로비스트양성화를 위한 법채화를 2007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로비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로비스트 볍채화에 대한 
부처 입장과 세부 입법안올 마련할 것임을 밝혔대r연합뉴스J ， 20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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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키， 샤트슈나이더， 로위， 린드블럽 등 다원적 엘리트주의， 17) 혹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확대를 통해 대표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는 점에서 신고전주의 18)로 범주화 될 수 있는 일련의 학파들이 포함된 

다. 19) 샤트슈나이더의 비판은 기업과 전문직 등 잘 조직화된 특수 이익 

(organized special interest)은 공공 이익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 

치적 갈등의 맥락을 동원 ·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발전된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랍은 로위였다. 그는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 공공정 

책의 원칙으로 확립된 이념을 이익집단 자유주의(interest group 

liberalism)로 규정하였다. 이익집단 자유주의에서 정부 역할은 기껏해야 

효과적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대한 접근의 통로를 확보해 주고， 경합하 

는 이익집단 간에 협의된 결과를 조정하여 인준하여 주는 것으로 제한되었 

다. 로위는 특히 로비의 폐해로 정부에 대한 시민통제의 약화와 특권세력의 

급성장， 그리고 정부의 통치능력의 지속적 감퇴를 지목하였다.20) 다원주의 

에 내재된 불평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또 한 사람은 린드블럼이 

었다. 린드블럽은 무엇보다도 자본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투자자로서의 

특권적 기능 때문에 어디에서나 구조적 권력을 향유한다는 권력 가설을 정 

립하였다.21) 그가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은 기업 집단과 같은 특수 이익의 

로비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들어 권력 불평등을 구조화시킨다는 이러한 비판 

17) Andrew S. McFarland, “ Interest Group and the Policy making Process: Source of 
Countervailing Power in America ’‘ Mark P. Petracca. The Politics of Interests : Inleresl 
Group Transformed (Boulder: Westview Press, 1992), 52-56. 

18) Matthew A. Crenson 뻐d Be매amin Ginsberg. Downsizing Democracy: How America 
Sidelined 1，α Citizens and Privatized Its Public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5-6 

19) 가장 격렬한 비판자는 “다원주의의 천국에는 상위 계급(upper class)의 강력한 에센트가 
묻어나는 천국의 연주가 올리는 결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원주의의 엘리트적 요소를 질 

타한 샤트슈나이더였다.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 ’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따court School, . 1960), 30-32 

20) Th∞dore 1ρWI， “ Decision Making vs. Policy Making: toward an Antidote for 
Technolog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마 30, No. 3 (1970), 314-325. 

21) Charles Lindblom and Edward 1. Woo여louse. The Policy Making Proces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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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강력한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환경 및 인권과 같은 시민운 

동의 대두로 이익 시스템의 전반적 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는 시민단체의 폭발(advocacyexplosion)을 주장하였던 녹 

크였다，22) 베리 역시 공익적 이익집단의 견제력을 통하여 미국의 편향된 

이익정치가 오히려 기득 세력의 권력 우위를 감소시키거나 중립화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았다，23) 이들의 공통점은 인권 · 환경 · 소비자 

· 여성 등 급속도로 성장하였던 시민단체의 등장과 이들이 고안하였던 풀 

뿌리 로비(grassroots lobby)가 면향된 이익정치를 바로 잡을 균형 추 역할 

을 한다는데 있었다，24)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 

이 시민단체의 수적 증가에 따른 영향력의 급증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여 

왔다. 사업자단체를 비롯한 기업부문의 단체 수는 동 기간 동안 47%가 증 

대되었지만 시민단체(Citizen groups)는 무려 180%가 증대되었다. 비중 역 

시 1960년에는 전체 단체의 15%에 불과했지만 1995년에 이르면 전체 단 

체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유형벌 이익집단 비율의 추이 

영리부문 326(38%) 47 
비영리부문 174(35%) 281(33%) 65 

시민단체 7205%) 200(24%) 180 
혼합(Mixed) 31(6%) 50(6%) 73 

계 494000%) 863(100%) 75 
출처 Baumgartner and Leech( 1앉혔). ibid., p.llO. 

22) David Knoke, Organizing for Co/lective Ac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0), 
15-3 1. 

23) 공익적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고유한 경제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로비 집단이며 정확하게 
는 집단재(collective g∞ds)의 획득을 추구하며 조직의 구성원이나 활동가들에게 선택척 

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수혜를 부여하지 않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Jeffrey M , Berry, 

The Interest Group Society (Boston: Brown & Company, 1984), 29 
24) John B. Judis, The Paradox of American Democracy: Elites. Special interests. and the 

Betrayal of Public Trust (New York: Routledge, 20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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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시민단체의 등장과 풀뿌리 로비의 대두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지칭하는 하위정부(subgovernment) ，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정책 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낙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시민단체의 증가가 새로운 현상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 우위의 이 

익정치의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25) 이러한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연구자는 시민단체의 

성장은 이익 정치 의 질적 변화가 아닌 양적 증가일 따름이라고 본 슐로즈 

만과 티에니이다. 이들은 워싱턴에서 대표되는 조직의 45% 이상은 기업 

( corporation) 조직이며， 그 조직의 3/4 이상은 기업이나 전문 이익을 대변 

하고， 시민단체 • 인권단체 • 사회복지 • 이념 조직은 전체의 20%를 놓고 경 

합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26) 

솔즈베리 역시 이러한 기업 지배 가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솔 

즈베리는 워싱턴 이익정치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의 대표 

조직이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반면 기업의 동원은 큰 폭으로 증대 

되어 왔다는 점을 꼽고 있다.27) 베리 역시 워싱톤의 이익정치에는 두 가지 

의 편향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개인적 차원에서 

는 사회적， 교육적， 소득，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익집단 활동에 적극 참 

25) 이익집단 연구에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교리 중 하나는 기업의 지배(dominance)와 우위 

(advantage)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샤트슈나이더는 기업 지배 가설의 강력한 주창자이 

다 그는 1946-1949년의 로비 지표(Lobby Index)를 분석하여 1 ，247개 가운데 8257H 가 

기업을 대표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여기서 도출된 그의 결론은 “압력 시스템은 명백히 기 

업 혹은 상위 계층 편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Schattschneider, 31 

26) 다음의 인용문은 이들의 결론올 잘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 대표부를 고려한다연， 기업 
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비융은 1960년대 이래로 57%에서 72%로 증가한 반면， 시 
민단체의 비융은 모든 조직의 9%에서 5%로， 노동은 11%에서 2%로 하락하였다 워싱 

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서술할 가장 적적한 단어는 더 많아졌다는 것(more)이지 

만， 우리가 발견한 더욱 중요한 의미는 ‘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more of the 

same)’이 다" Kay Lehman Schlozman and John T. Tierney, Organized Interests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6), 90 

27) Robert H. Salisbury, 깨terest Representation ‘ The Dominance of Interest Groups." 
American P이itical Science Review, no. 78 (198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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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보다 중요하게 조직적 차원에서는 가치 

의 공유， 인종， 거주지와 같은 다른 잠재적 집단보다는 전문직과 산업 중심 

으로 집단이 형성되는 경향이 분명하다는 것이다.28)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익집단의 활동은 사회전체의 이익의 반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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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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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m 
o 

1977 1980 1985 1990 1995 2α)() 2005 

E그기업(수)-시민단체(수) -←기업(헌금) →-시민단체(헌금) 

출처 Federal Election Committee(http//www.fec.gov). 2α뻐1 24검 색 

〈그림 1> 유형별 PAC으| 수적 비중 및 후보자에 대한 정치 기부금의 비중 

(단위 : %) 

기업 지배 가설을 입증하는 지표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정치활동위원회의 

후보자 기부의 비중이다<그림 1>은 정치활동위원회의 수적 비중과 후보 

자에 대한 정치 헌금 비중을 시민단체(non-COIll1eεted PAC) 부문과 기업 

(corporation+trade association P AC) 부문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 

한 것이다. 두 항목 모두에 있어 기업의 비중은 거의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비중은 수적으로는 20-25% 사이에 있으며， 정치 헌금 비 

중에 있어서는 1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시민단체 비중의 증대가 기업 

의 약화보다는 노동 부문의 약화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28) Jeffrey M. Beπy， The New Liberalism: The Rising Power 01 Citizen Group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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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의 지배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덧붙여져 

왔다 솔즈베리는 기 업 이익들은 여타의 집단들에 비해 동질적이어서 쉽게 

조직되고， 정책 환경에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 

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9) 그레이와 로어리는 기업관련 단체와 

전문직 단체는 다양한 연계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할 경우 

기민하게 결속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정부와 관련 상임위의 활동을 정밀 

하게 주시하면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협회의 왕성한 로비 활동 

을 강조하고 있다)0) 

요약하자연 로비 제도는 정치권력의 분권보다는 기업과 전문직 단체의 

이익 극대화를 초래할 구조적 경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쥬디스는 

미국의 로비 시스템이 로비스트들이 몰려 있는 K가(street)의 번성만 가져 

왔을 뿐 미국 민주주의의 대중적 역동성과 경쟁을 시들하게 만들어 버렸다 

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익집단간의 논쟁을 공적 캠페인으로 전환시 

키는데 능란한 로비스트 · 법률가 · 여론전문가 ·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일부 

집단(public relation specialist)에 의한 여론의 심각한 독과점 현상을 경험 

적으로 분석하였다.31) 솔즈베리는 워싱턴 이익정치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 

화를 두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하나는 노동의 대표 조직이 30년 동안 지속 

적으로 하락했던 반면 기업의 동원은 큰 폭으로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다른 하나로는 로비 창구인 워싱턴 대표부 

(Washington Representatives)의 급증을 들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워싱턴 대표부의 급증은 전통적 회원조직이 아닌 제도적 대표체 

(representatives from institution)의 증대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제 

제도적 대표체들이 미국 정치의 이익대표 과정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했 

다.32) 

29) Salisbury, 68 

30) Virginia Gray and David Lowery. The Popu/alion Ec%.밍I ollnleresl Represenlal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31) Judis. 13-20 

32) SaJisbury.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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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조응성: 분권화 및 정당정치와의 연관성 

로비제의 도입을 비판하는 두 번째 근거는 현행 논의가 외래의 제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즉 제도적 조응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 

다는 점이다. 사르토리는 미국의 헌정질서는 원리상으로는 작동될 수 없는 

것을 미국인들이 작동시키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작동하는 것이 

라고 지적하였다.33) 그것은 미국헌법이 중대한 결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 

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적인 것으로 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비 제도 역시 결코 완벽한 것 

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정치 문화， 건국 사상， 시민 습속， 현실 정치를 소재 

로 만들어진 너무나 미국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미국을 더욱 갚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지침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현실 

적으로 쉽게 수입될 수는 없다. 로비 제도 자체를 분리하여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4) 

우선 제도적 맥락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은 로비 시스템이 

대단히 분권화된 미국 정치제도의 독특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페트라카는 

1970년대에 들어 권력분산을 가져온 의회 구조의 변화가 로비의 분출을 가 

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소위원회와 청문회가 번성함으로써 관련 상임 

위원회와 의장의 전통적 권한이 상실되었고， 이러한 의회권력의 분권은 이익 

집단의 영향력 행사를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수집， 전문성의 

축적， 정치적 지지에 있어서 로비스트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35) 훌라는 왜 미국정치에서 로비 제도가 일반화되고 로비의 방식으로 

써 동맹 전략(Lobbying Coalitions)이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하였는데 그가 도 

33) Giovanni Sartor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Hampshire: Macmillan 
Press Ltd, 1994), 91-93. 

34) Baumgartner and Leech, 10 
35) Mark P. Petracca, “The Rediscove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깨e Politics of 

lnterests: lnterest Group Transformed (Bou1d앙‘ Westview Press, 1992), 25.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에 대 한 이론적 · 경 험적 연구 183 

달한 결론은 그것들은 ‘파면화되고 분자화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이 합의하는 바는 정책 영역 속에서 정치적 행동을 조 

절할 중심적 행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동맹의 활용이 로비스트들에게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36) 끝으로 윌슨 역시 연방제와 지방분 

권 등 미국정치의 강력한 제도적 분절( fragmentation)이 로비 제도의 번성을 

낳은 유인 요소임을 밝혀냈다)7)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로비 시스템의 고안은 단순히 로비스트의 

양성화가 아니라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연관성 하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음의 두 제도는 로비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핵심 요소로서 그것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하나는 모든 

단체들의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후원 활동을 합법화해 놓은 

정치활동위원회(PAC)이다. 1907년 틸만법(Tillman Act) 이래 기업을 비 

롯한 법인의 기부는 금지되었지만 1974년에 개정된 연방선거활동법은 노 

조를 비롯한 법인들의 자발적 기부를 합법화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설치된 

정치활동위원회(PAC)는 이익단체들이 정당과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렛대를 제공하였다)8)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 역시 정치활동위원회를 두고 노조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입후보자들에게 별다른 제약조건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36) Kevin W. Hula, ωbbying Together: Inlerest Group Coa/itions in Legislalive Po /ilics 

(Washington D.C. : G∞rge Town University Press, 1999), 8-11 
37) Graham K. Wilson, Only In Arnerica? The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야ctive (Chatham: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8), 103-109. 

38) 정치활동위원회(PAC)의 발전과정 및 영향력에 대해서는 Scott H. Ainsworth, Ana~κmg 
Inlerest Po/itics: Group 1.ηfluence on People and Policie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2)와 Pa비 S. Herrson, “ Interest Groups, P ACs, and Campaigns." S‘ 

Pa비， Ronald G. Shaiko, and Wilcox, Clude, 빼5. ， 1ñe Inlerest Group Connection 이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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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증감 추세(단위 : 개) 
F 

사업자 
년도 기업 노동 

단채 
독립 법인 총계 

19π 또O 잃4 438 110 28 1,360 

1980 1,200 2fj/ 576 374 98 2,551 

1985 1,710 388 695 1,003 196 3,992 

1~ 1,795 엄6 774 1,002 195 4,172 

1995 1,674 334 815 1,020 173 4,016 

2αx) 1,548 318 없4 972 153 3，잃5 

2C뼈 1,523 316 812 902 153 3.700 

2αxì 1,808 312 1,019 l ,7fj/ 155 5,cm 

출처 Feder외 Election Committee, PAC Financial Activity 21.χ15-2(X)5 (http//www.fec 
gov)‘ 2α뻐220검 색 

〈표 2>는 이익집단 유형별로 설립된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수를 표시 

한 것이다. 전체 5 ，000여 개 정치활동위원회 중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정치활동위 

원회 (nonconnected PACs)의 증가 속도가 전 기간을 걸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정치활동위원회의 비중은 1977년에는 전체 중에서 네 번째 

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기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9) 로비 제도에 미친 영향에 있어 시민단체의 양적 증가보 

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확 

39) 독립정치활동위원회가 2006년도에 들어 급증한 데에는 소프트머 l...j (Soft Money)를 금지 
한 2002년의 선거자금개혁법(매케인-파인골드법)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매케인-와인골드 
법에서는 NGO(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에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 
데， 연방선거위원회(FEC)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소프트머니 사용을 허용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대선 이후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NGO들이 급증하였고， 이 
들은 ‘ 527’그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같은 영칭으로 불리는 것은 이들 NGO의 
경우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미국 조세법 527조의 규정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커윈 스윈트 저， 김정욱 · 이훈 역 네거티브， 그 치명적 유혹J(플래닛미디어 ， 
2007): 4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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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익정치의 양상， 특히 로비와 캠페인 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1970년대에 이르러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의회-기업-로비스트로 이루어 

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서， 전국적 수준에서의 지지자 동원을 지칭하는 

풀뿌리 로비와 캠페인이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로비 방식에 

있어서도 의회와 같은 한정된 목표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는 전통적 전술 

(the ri f1e tactic)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메일， 공익광고， 항의 및 

불매운동 등 다양한 자원과 의사소통을 통해 대규모로 전달하는 방식(the 

shotgun approach)으로 전환되 었다.애) 

미국의 로비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제도는 로비의 관제 

탑이라 할 수 있는 워싱톤 대표부(Washington Representatives)이다. 워싱 

턴 대표부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쉰다. 첫째는 모조직의 이익을 실현 

하기 위해 워싱턴에 기관을 설립하는 직접적인 대표이다. 가장 대표적인 형 

태는 미국이나 해외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워싱턴에 공식 사무실 

( corporation)을 설치하는 것이다. 워싱턴 대표부와 기업 본사 간의 결정구 

조는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선에 배치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은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는가 하면(freehand 

operation), 어떤 유형은 본사가 워싱턴 사무실이 취해야 할 입장과 태도를 

하달하는 매우 위계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consu1tative operation). 

직접적인 대표의 또 다른 유형은 협회나 노조이다. 직접 대표의 마지막 형 

태는 공익 단체나 주， 지방 정부， 산하 기관 등의 대표 조직들이 있다. 전국 

수준에서 2，000개 이상의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운영하 

고 있는 정부 관련 사무소(government relation office)들의 움직임도 활성 

화되어 있다.씨) 워싱턴 대표부의 두 번째 형태는 전문 로비 회사를 통한 대 

리 대표이다. 주로 법률가와 정치인들로 구성된 이들 대형 로비 회사들은 

고용된 총잡이(guns for hire)라고 조롱받기도 하지만 모든 공적관계와 정 

40) Ronald 1. Hrebenar, Robert C. Bem영ict and Matthew J. Burbank. Po /i lical Parlies. 
InlereSI Groups. and Political Campaigns (Boulder: Westview press, 1999), 22 1. 

41) Berry, 7꺼e New Liberalism.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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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에 필요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 

세이다.42)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로비 제도는 정당과 주요 이익집단 

의 상호 연계를 강화시키는 정치활동위원회나 워싱톤 대표부와 같은 정치 

적 배열 속에서 작동하여 왔다. 또한 그것의 철학적 기반은 “파벌을 통제하 

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질병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낳는 

다"(Federalist 1이라고 보았던 메디슨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활동위 

원회(PAC)나 워싱톤 대표부 역시 인간 본성에 근거한 파벌을 제한하기보 

다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파벌의 영향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던 메 

디슨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이에 비쳐 본다면 이익집단을 공익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파쟁과 분열， 부패의 상징으로 인식하며， 로비스트를 부정한 거간꾼 

(broker)으로 간주하는 한국인의 정서상 로비 제도의 정착이 대단히 어려 

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43) 

3. 경험적 연구: 한국메서 로비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조사방법 

정치제도의 생성과 유지， 발전은 대중의 선호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미국 

의 로비 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어느 시대에는 자유를 증진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고무하기 위해 결사 

체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권장되었지만 또 다른 시대에는 이질적이고 

약탈적인， 정치체제의 종기로 비난받았다.44) 1983년 갤럽의 조사에 의하 

면， 미국인의 절반 정도(45%)가 이익집단을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가장 

42) Ronald G. Shaiko, “Lobbying in Washington: A Contemporary Perspective." Hermson, 
S. Pa비， Ronald G. Shaiko, and Wilcox, Clude, 혀5. ， The Interest Group Connection,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1998), 8-13. 

43) 정상호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궤적 분석적 개팔J r한국정치학회보J 40권 l 호 
(2006), 91-113 . 

44) Daniel T Rodgers, Contested Truths (New York: Basic Books, 1987),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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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대표하는 제도로 선택하였는데， 정당을 선택한 응답률(34%)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집단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45) 반면 1992년에 실시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 

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결점으로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얻어내 

는 특수 이익과 로비 집단을 지목하여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46)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로비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 

체(trade association)와 시민단체(citizen group)들에게 로비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였다.47) 조사는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두 차례 

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03년 8월부터 10월 사이 경제적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총 1 ，3727ß 의 사 

업체 기초자료를 파악한 후 예산과 조직형태별로 774개 단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회수된 설문지개수는 3137ß 로， 회수율 40.4%를 기록했 

다. 기표상 문제가 있는 설문지와 비일관된 설문지 등을 제거하고 계층간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결과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개수는 2767ß 였 

다.2차 조사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r2006 시민사회연감』을 통하여 광역단위 이상의 전국적 단위의 시민단 

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지부가 아닌 독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풀뿌 

리 시민단체， 협의회나 연합회와 같은 연대 기구 중 19787ß를 표집하였다. 

이메일(email)을 통해 최종 회수된 설문지개수는 1267ß로 회수율 6.4%를 

기록했다. 다음의 표는 응답자의 전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45) Petracca, 26 

46) Lindblom & Edward, 73. 

47) r독점규채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j(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는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 
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올 증진할 목척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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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의 주요 특성 (단위 : %) 

1 억 이하 23.2 51.6 

1 억 이상-5억 미만 39.4 35.7 
예산 I 5억 이상-10억 미만 11.9 4.0 
규모 

10억 이 상-50억 미 만 18.7 8.7 

50억 이상 6.9 0.0 

회비 00.0 31.9 

수익금 29.9 21.3 
재정 

1 정부보조금 2.6 26.2 

기부 및 기타 7.5 20.6 

사업가 78.9 10.3 

외부전문가 3.0 28.6 

대표자 I 정치인 및 공직자 
전직 

7.4 7.9 

시민활동가 0.0 38.9 

기타 10.7 14.3 

단체소유 23.3 9.5 

사무실 | 유상임대 66.5 66.7 

형태 | 무상임대 8.0 21.4 

기타 2.2 2.4 

2) 주요 내용 

먼저 로비활동 합법화와 관련하여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특성 및 추 

이를 살펴보자. 흥미로운 점은 조사 집단 별로 매우 상이한 반응이 나타났 

다는 점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두 배 가량 

앞섰지만 이해 관계자 집단에서는 오히려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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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한 입장 (단위 : %) 

‘-‘ ‘;;'t~‘ ψ ”‘’ "' .. /' ‘ 찬성 • 
-

모좀밤 |섰 ;，';:↓휩 ~. tll펀 γ&원” ‘ι반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00.8)1 30.6 63.9 5.5 
전국남녀 

(n=70이 

이은영의원실 (2000.9)2 85 6 9 
국회의원보좌관 

(n=l00) 

기업， 국회， 

투명사회 협 약실천위 원회 (2ooo.lQ)3 79.9 18.3 1.8 공무원， 시민단체， 
협회 (n=502) 

문화일보(2007.5.1 9) 35.5 52.9 11.6 
전국남녀 

(n=lαX)) 

자료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2003.8.Z7). 25-29. r동향과 분석 J . 는 이은영의원실 
(2뼈.9.24).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둥측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 
집>. 3은 투명사회협약실천위원회 (2JJ.J7)‘ r투명사회협약 2003백서 J . 129-132 

이러한 대조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이슈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로비활동 합법화라는 이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이슈이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이해나 가치와 무관 

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셀리즈베리의 표현을 빌자면， 이 경우 관련 

집단의 요구 패턴(demand pattem)은 통합된 반면 일반 국민들의 요구는 

분산적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48) 또한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 

산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충 

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는 관련 집단 

의 높은 지지도는 토론회나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학계， 법조계， 국회， 

업계， 언론계 등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가 주를 이루어졌으며， 내용 역시 반 

론보다는 찬성 발표가 많았고， 합법화를 전제로 한 세부 규정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48) Rob하t. H. Salisbury, lnterests and lnstitutions: Substance and Structure in American 
Polit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2),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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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도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는 이해관계 

자 집단에서 높은 지지가 나타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한 두 단체의 의견은 다소 찬성의견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시민단체보다는 

사업자단체가 보다 적극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사업자단챈 (ñ=267)，'~ 

찬성 

반대 

떼
 -
댔
 -껑
 

% 

-
잃
 
-m
“ 모른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로비스트 등록제에 대한 의견이 단 

체 유형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표 6>에서 알 수 있 

듯이 사업자단체의 경우 전문직 단체가 가장 찬성 의견이 높고， 시민단체의 

경우 10，000명 이상 회원을 지닌 대형단체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재정이든 대중적 기반이든 동원 자원의 정도가 큰 집단일수록 로 

비스트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49) 이것의 함의는 한 

국에서 로비제의 도입은 기존 체제의 정치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보다는 

심화시킬 개연성이 꽤 크다는 우려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50) 미국에서 로비 제도는 그것의 부작용을 교정할 다양한 장치 

에도 불구하고 권력 불균형의 진원지로 지탄받고 있다. 그러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우리의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 

49) 투명사회협약(2007)의 조사에서도 로비가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협회(47 ， 1) ， 기업 
(3 1.7), 국회(24 이， 정부(20 ，0) ， 시민단체(1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50) 최영진，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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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로비스트 등록제에 대한 단체 유형별 의견 (단위 %) 

시민단체 1 200영 이상 - 1，뼈명 미만 (0=엄) 46.6 25.6 

(0=1정) 1 l，(XXl벚 이삿 - 10，뼈명 미만(0=15) 46.7 46.7 

(0=13) 69.2 30.8 

시민단체 평균 47.2 33.6 

IV. 대얀적 이익정치 모댈의 탐색:정책협약과 

참여민주주의의강화 

27.9 

6.7 

0.0 

이번 조사에서는 한편으로 로비제도의 도입과 연관하여 이들 단체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당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 

한 지를 물어 보았다<표 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단체 모두 가장 

바랍직한 유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견지와 정책협 

약을 통한 정치적 연대 방식이었다. 단체의 독자적 정당화나 단체 인사의 

개별적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단체와 정당의 바람직한 관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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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로비스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회원 규모와 조직 성격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정책협약을 통한 정치적 연대’ 방식에 

는 재정이나 회원 규모와 관계없이 4분의 3 이상 대부분의 단체들이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정책협약 방식에 대한 재정 및 회원 규모별 선호도 (단우1 %) 

회비 

평균 70.8 

0- 20% 75.0 

20-40% 81.0 

40 - 60% 73.3 

60 - 80% 52.0 

100% 60.0 

100명 미만 η.3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200명 이상 - 1 ，이xl명 미만 

0，αxl명 미만 64.3 
83.3 

% 

-
때
 

-M 

-
찌
 
-
때
 
-
때
 
-
낌
 회원 수 

35.7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당과 조직 이익과의 정책협약 방식이 다양한 방식 

의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정책협약 방식은 기존의 노사정 코포라티즘 체제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히 구분된다，5 1) 첫째는 법적 ·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정당의 역 

할에 대한 강조이다. 세계는 각국이 처해있는 현재의 사정과 역사적 조건을 

51) 이 점과 관련하여 로드의 경쟁척 조합주의(competitive corporatism)라는 개념은 매우 유 
용하다. 왜냐하연 경쟁적 조합주의는 세계화의 외압과 국내의 구조 변화에 직연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한 사회계급간 조정과 협력의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M 에lodes ， “꺼l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Pacts: ‘ Competitive 
COIporatism ’ andEur얘ean Welfare Refonn." Paul Pierson, 어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6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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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다양한 사회협약을 운용 · 발전시키고 있는데， 눈에 띠는 공통점 

은 제도적 결함(institutional deficiency)을 교정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경주이다.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협약의 성실 이행을 보증할 효율 

적 제도로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강조이다，52) 둘째는 협의되고 있 

는 의제의 범위이다. 과거의 사회협약은 임금 · 고용 · 소득 등 노사간의 즉 

각적 이해관계의 교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사회협약의 의제는 임금과 

고용에 제한되지 않고， 보육 · 연금 · 사회적 빈곤 · 교통 · 보건 · 지역발전 

· 주택 등 공공정책의 전반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의 사회적 협의 모텔은 전통적인 노사정 삼자체제(미partism)라기보다는 

“이해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내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53) 셋째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참여자의 변화이다. 즉 이 모텔에서는 사회협약 

체결과정의 전통적 당사자인 기업과 노조뿐만 아니라 정당， 실직자 연합， 

농민 연합，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사회협약에 참여한 

다는 특정을 보인다，54) 이들의 참여는 기득세력의 배타적 이익추구 경향과 

비용을 외부로 돌리려는 담합과 공모의 가능성을 낮추고 공익이나 외부인 

(outsider)의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협약의 질과 정당성을 제고한다，55) 

입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간명하고도 유력한 방법은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 경험적 연구는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증가는 물론 보다 다양한 로비 전술의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56) 거버 역시 직접민주주의는 입법의 저지와 변경을 

52) 강명세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J(서 울· 한울아카데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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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형제지역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 모델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지음J ， r한반도 경 
제론J(서울: 창작과비명사， 2006), 387 , 

54) 신동연아일랜드 발전모델 사회협약과 경쟁적 조합주의J r한국정치학회보J 39집 l 
호(2005): 303 , 

55) 0 ’Donnell R. and D. Thomas, “P따tnership and Policy-making." S. Healy and B. 

Reynolds. ed. , Soci때 Policy in Ireland: Principles, Practice and Problems. (Dublin: Oak 
tree Press, 1998), 120. 



194 정상호 

둘러쌓고 집단들 사이에 비교 우위에 기초한 자원동원 경쟁을 심화시킴으 

로써 의회정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57) 또한 중 

앙집권적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이 발전한 스위스 

와 미국에서 사회운동과 이익집단의 활동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 

다.5 8)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제 막 도입되고 있 

다. 주민발의(1999) ， 주민투표(2004)， 주민소환(2007) 제도가 도입되었으 

나 까다로운 요건과 관주도적 성격 때문에 대단히 낮은 성과만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금까지 주민투표는 세 차례 실시되었지만 모두 주민청구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발의에 의한 것이었다. 입법과정에서 사업자 

단체나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국회 청원이다. 

그렇지만 아래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회청원 제도의 실효성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총 2 ，824건 

이 청원되었지만 실제 입법에 성공한 사례는 불과 34건으로 채택률이 

1 .2%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 

의 제도들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과 규정을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와 관련 집단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 공청회， 청문회， 입법예고제도 등을 활성화해 

야한다. 

56) Robert Alexander Anthony Nownes, “Organized Interests and Direct Democracy in the 
States." Pa야r Proposed for the 4th Ann뼈J Conference on State Politics and Policy, 
Kent State University (2006), 11-20 

57) Elizabeth R. Gerber, The Popu/ist Paradox: lnlerest Group lnfluence and 짜e Promise 
01 Direct Legis/ation (Princeton,N.J.: Princeton Univ. Press, 1999), 137-140. 

58) Kriesi, Hanspeter, “ The P이itical opportunity StI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ts 
Impact on Their Mobilization," 1. Craig Jenkins and Bert K1andermans.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Minneap이is : Univ암sity of M띠nesota Press, 1995), 29-33 . 



미국의 로비 제도도입에 대한이론적 ‘ 경험적 연구 195 

〈표 9> 국회 정원과 처리 현황 (단위: 건) 

13대국회 0988-1992) 503 13 251 61 178 503 

14대국회 0992-1잊J6) 않4 10 186 33 305 않4 

15대국회 0996-2αXl) 595 3 179 16 397 595 
16대국회(2(XXl-때4) 765 4 316 19 426 765 
17대국회 (2005-2(뼈) 427 4 102 10 116 

출처， 국회， 청원통계. http://1 i때s.assemb1y.go.krJbi1Vj sp/Pe디tionStat.j sp(2(X뼈2잃검색) 

끝으로 관련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확장하고 운영 

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위원회 참여는 정부와 시민단체 

및 사업자단체와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장 투명하고 제도화된 거버넌 

스의 구체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사업자단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정부위원회 참여 현황 (단우1 : %) 

*참여‘E위원회의 Q수總‘현상 ιl 、

비참여 

1 -3개 

4개 이상 

27 
5 

42.9 
19.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단체보다는 시민단체가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의 정부위원 

회 참여가 증가한 데에는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던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59) 한편， 위원회 참여가 실제로 정부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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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느냐는 즉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묻는 질문에는 사 

업자단체의 경우에는 긍정적 반응이 8 1.2%, 부정적 반응이 18 . 8%였으며， 

시민단체는 74.4%와 25 .6%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정부위원회 참 

여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효 

과적 인 수단으로 인식 · 평가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표 11> 위원회 참여의 정책 효과 (단우1 : %) 

二1. ;<，
。 。

님 ;<, 
T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부위원회의 참여 및 운영이 공무원， 일부 

명망가나 대형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60)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 1.7%에 불과하며， 사업자단체의 3분의 2 

는 어떤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경우 

에도 무려 38 . 1%가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위원회 참여가 정책수립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적인 참여 방식 

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로비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이론적， 경 

59) 노무현 정부는 정부 위원회 지침올 두어 여성할당 36%, 지역할당 30%, 시민단체 추천 
위원 20%를 채우도록 규정하였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6) 

60) 정상호한국과 일본의 정부 위원회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J ， r한국정 
치학회보」 제37집 5호(2003): 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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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맥락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중요한 비판은 로비가 권력의 불평 

등의 심화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로비 제도는 집단의 조직력에 

비례하여 발언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히 조직 노동과 거대 자본의 발언 

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모두 조직화된 이 익 집단에 게는 독점 

과 특권을 보장하는 반면 게임 밖에 있는 소수자에게는 소외와 배제를 조 

장하는 차별에 근거한 이익체계라고 할 수 있다.6 1 ) 한국과 같이 정당 채널 

과 비정당적 채널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게 편향된 즉 정치적 

접근의 기제가 비대칭적인 경우62) 로비 제도의 도입은 정치권력의 불평등 

문제를 교정하기보다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맥락에서 볼 때 미국 

인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로비 시스템이 정치적 대표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보완 수단이자 민주정부의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깔려 있다. 또 

한 정치활동위원회나 워싱톤 대표부와 같은 제도적 수단들이 로비 시스템 

과 정당정치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반면 한국은 로비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이념적， 제도적 토대가 대단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경험 

적 맥락에서 로비제도의 도입은 관련 단체와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가 제공되지 않았고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나 시민단체 모두 로비 제도의 도입에 있어 찬성 의견 

이 다소 우세하나 단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 

면， 시민단체보다는 사업자단체가， 일반협회나 중소단체보다는 전문직단체 

와 대형 시민단체가 찬성 의견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당과의 연계 방안에 있어서 독자적 정당화나 개인적 진출보다는 정책협약 

에 의한 정치적 연계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치발전 특히 이익정치의 제도화를 위하여서는 이질적인 로 

61) Robert C. Grady, Restoring Real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lIIinois Press, 1993), 97 

62) 최태욱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한국의 FfA 정책과 이익집단정치J ， r세계정치」 
(서울국제문제연구소， 2006),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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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의 도입보다는 정당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 

무라 하겠다. 한국의 정당은 이익집단을 선거 시 동원， 지지하기 위해 관리 

하고 있으며， 이익집단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과 인식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이익집단 역시 정당과 대등하게 협상하고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단순한 자문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정당에 대한 이익표출수단은 대부분 

형식적인 공청회와 토론회가 대부분이었다 63) 이익집단의 연계를 제도화 

,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화된 이익의 매개와 대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복원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분명한 정체성과 지향을 

갖고 있는 사회집단의 이익집약과 표출은 예측 가능한 책임정치와 정당정 

치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협약 방식 등을 통한 

정당과 주요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와 연계 강화， 입법청원 · 청문회 · 공청 

회의 활성화，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소송 등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발전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민주화이후 한국사회에서 제도개혁을 둘러싼 논의틀은 단기적인 파탕적 

이해의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상황에 대한 도덕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자 

극하는 반부패담론이 지배하였으며， 신자유주의원리에 따른 효율성 가치의 

영향력이 장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64) 로비 제도의 도입 역시 정치 

권과 변호사 단체 등 소수 이해자의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투명 

성 담론과 입법 효율성 담론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본 연구는 로비제의 도 

입이 한국정치에 미칠 구조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평위에서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첫째는 이익정치의 관점이다. 이익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나 선거와 

같은 지역적 대표가 아니라 직업과 직위에 따른 기능적 대표의 원리를 강 

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익정치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의 실제 생활 

과 사회적 관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활동이 정치와 

63) 이정회한국 이익집단과 정당의 상호 연계구조J. r2 1 세기 정치학회보J 제 12집2호 

(2002): 16. 
64) 최장집한국민주주의의 제도 디자인 서설J. r아세아연구J. 11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2003):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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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의 중심 이자 공익 과 민주주의의 함양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따라서 로비제도는 일시적 효용성이 아니라 그것의 도입이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대표성을 제고하는가， 나아가 진입장벽과 권력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의 규범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당정치의 관점이다. 통상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는 역의 관계 

(inverse relation)라는 것이 보면적이다. 달은 이미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 

러 정당은 점차 시민의 동원과 통합에 실패하였고， 시민들의 소외감과 좌절 

감이 이익집단의 분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당이 약할 때 이 

익집단이 강력해진다’는 역 명제를 제시하였다.65)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정당과 이익 집단의 분리와 단절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현상이다. 무엇보다 

도 정당과 이익집단은 목표， 주요 활동영역， 규제 정도 등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정부 사이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이라는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66) 

결론적으로 정당과 조직화된 이익집단과의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연계의 

강화는 한국정치의 핵심 과제로 대두된 책임정치와 정책정당의 발전을 위 

한 필수적 요소이다. 로비 제도의 도입은 이렇듯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전망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65) Robert A. Dahl, Dilemmas o[ Pluralisl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66) Hrebenar,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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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on the lntroduction 
of the Lobby System in Korea 

Sang Ho Jeong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critically examin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lobbying system into Korea. Theoretically, the lobby system has produced 

inequality in political power which places priority in organized interest groups 

such as business and labor. Importation ofthe lobby system to Korea would only 

act to expand inequality of power, when one considers the political access 

channel is severely inclined towards the social and economic power group. In the 

empirical context, it would be premature to introduce the lobbying system. The 

related groups and citizens have not yet received information, therefore there can 

not be public consensus or academic arguments. Viewed from the institutional 

context, the American lobbying system has been complementarily cooperated 

with PAC and Washington Representatives. Another aspects which must be take 

into accounts is our emotional attitudes which regard interest groups and 

lobbyists as selfish actors or vicious brokers. We can not expect the lobby system 

could firmly settle down in Korea. Given the aforementioned aspects,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lobbying system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our 

political, structural context and the more macro, long term perspectives. 

주제 어 α‘ey Wonls) 
로비(Lobby)， 정 당(p이itical party), 이 익 집 단(interest group), 정 책 협 약(p이icy 

pact), 시 민 단체 (citizen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