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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43년째 공전중인 간호법 입법공백 현상을 딜레마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

히,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직역갈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딜레마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딜레마 요인에서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

싼 가치충돌에 따른 대안의 분절성 문제, 규정충돌에 따른 이익의 상충성 문제, 간호계와 

의료계 등 행위자의 대립문제가 결합되며 전형적인 딜레마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

책결정자 대응방식은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불가피성 등의 딜레마 구성요소가 완

성됨에 따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입법지연과 상징적 동조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안의 탐색에서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딜레마 상황해소를 위한 준거틀 변화, 공론장 

조성을 통한 해결기제 등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이론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

책학의 딜레마 이론모형을 간호법 입법과 제정지연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정책과정

의 이면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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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입법공백, 딜레마, 간호법, 정책결정, 제도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2020.8. 31. pp.005~034

https://doi.org/10.22809/nars.2020.12.2.001



6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0년을 전세계 간호사

의 해로 지정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데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국제간호협의회(ICN)는 2020년이 플로

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의 특별한 해인 만큼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은 인류

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온 간호사에 대한 전문성과 존경을 담는 사건이라고 보도자료

를 발표했다. 이처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전통적인 역할만을 수

행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제한적 처방 및 관리까지 담당할 

정도로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는 전

문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만성질환, 당뇨, 호흡기 질환, 비만 환자, 노인 및 사회적 

병약자 케어 등과 관련하여 관리와 처방 외에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약 처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독 개원도 

가능하다. 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

인이 간호사이며, 이들은 환자를 진료하여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으로 보내는 등 일

선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간호사의 구체적 업

무 범위와 제한사항 등을 별도의 독립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환

경변화에 따라 간호의 영역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

회적 아젠다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1977년 대한간호사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후 43년째 입법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의료기술의 발전과 간호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간호의 범주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포괄적

이고, 협소하게 규정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실증주의적 측면에

서 문제가 있다. 이에 간호법 입법이 적기를 놓친 채 의료행위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 대립과 간호인식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면서 파편화가 진행되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법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수많은 파생법과 법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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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간호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제도적 규정도 늘어나 간호와 관련된 법안은 지역보건법, 학

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정신보건법, 결핵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10개가 넘는다. 이들 법률에서는 필요에 따라 

간호사에게 의료법상 정의된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계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간호관련 법안을 모아 체계화

시키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의료의 영역과 간

호의 영역을 구분하는 세계적 추세에 배치되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직화

된 위계를 정립함으로써 직능에 따른 업무구분의 체계적 발전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6).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권한과 업무 규율을 현행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위

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용이할지, 아니면 직능별로 구분하여 (가칭)의사법, (가칭)간

호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던지 기회의 손실이 큰 딜

레마 상황이다. 간호법 입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입법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김강현, 2020). 우리사회의 수많은 정책이슈 

중에서 간호법의 입법과정을 둘러싼 쟁점과 환경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회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

지 않다. 특히, 간호업무 분야는 의료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법체계의 비정합적 요소들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김민지 외, 201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Dilemma Theory)을 적용하여 간호

법의 입법 논쟁을 중심으로 정부가 처해있는 가치충돌 딜레마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호법의 입법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딜레마 이론에 적용

하여 간호법 제정의 딜레마 요인과 정책결정자 대응방식 등을 중심으로 딜레마 상황

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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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법 입법 쟁점

1. 법체계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 체계는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의

료기본법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공공보건 및 의료, 질병관리, 의료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보건의료관련법 체계

주 : 영역에 따라 대표적인 법률만 제시

자료 :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 재구성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헌법상 권리로 선언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의료법은 

의료관리와 체계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1951년 당시 저개발국가의 환경에서 보건의

료직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정된 법이다. 동 법은 당시의 근대 의료체계 및 유사

의료행위방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의료인의 종류와 의무, 면허와 기본활동, 

금지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이후 의료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직종이 

생길 때마다 약사법(1953년), 의료보조원법(1966년), 의료기사법(1973년),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규칙(1973), 구강보건법(2000년), 한의약육성법

(2003) 등과 같은 새로운 법과 규칙을 제정해왔다. 

그러나 정작 의료법 자체는 건강 패러다임과 의료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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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의사계와 간호사계의 논쟁만 확대되고 있다. 

의료계의 현재 상황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2017년 기준 전체 의료인 중 

간호사가 355,524명, 의사 120,630원, 약사 36,980명 등으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5.02%를 차지하고 있다. 간호사는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만 한

정되지 않고 학교, 요양시설, 기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의료인 수(2017년 기준)

구분 간호사 의사 약사 치과의사 조산사

수 355,524 120,630 36,980 25,300 8,297

자료 : 2019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이처럼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행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

위만이 규정되어 강조되고 있을뿐, 간호행위 ･ 간호진단 ･ 간호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문직종이 개별

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

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 내에서 제한적･포괄적으로 간호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의 체계에서 구성하는 의료전달체계, 

공공보건 및 의료, 질병관리, 의료재원의 간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규정이 여러 법률

에 산재하게 되었다.  

2. 쟁점사항

1) 의료법상 간호규정의 한계

현행 의료법은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대 보

건환경에서 처방과 치료중심의 의료(cure)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간호(care)

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의료법은 간호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

화하는 간호 관련 업무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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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인은 보건의료 

관련 직무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단순히 

모든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열거･규정함에 따라 상호 간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

시말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간호환경 변화의 세계적 추세1)에 대응하지 못한 전근대적 규범이라는 점이

다.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의 개정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이 반영된 개념으

로서 간호사가 아닌 ‘의사보조자’로서 간호원의 역할만을 수록하였다. 이 시기 제정

된 의료법이 오늘날까지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세부조항만 일부 수정 되었을 뿐이

다. 일본의 경우 1948년에 이미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이라는 간호사 단독법제를 

제정하였고, 프랑스도 보건법전(Code de la Sant Publique)에서 간호사편을 별도

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923년에 모

든 주(州)가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를 제정하였고, 영국도 1979년 간호사

조산사방문간호사법(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을 제정하였

다. 간호사의 업무와 직군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여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현행 의료법은 의사중심의 의사법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조2)에서는 의

사의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직업의 업무를 구

분함에 있어 ‘보조’와 ‘지원’은 개념 및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간호사가 국가 

의료인면허를 득한 전문직임에도 현행 의료법 하에서는 의사의 보조자 역할을 벗어

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전문직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의사중심의 정-

부 역할을 고착화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전문직업으로서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인지, 전문인으로서 의료업무를 지원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사중심으로 구축된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1) 2018년 기준 개별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80개국에 달함.
2) 의료법 제2조 제5항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중 나목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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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규범의 적실성

오늘날 간호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

법>(법률 제221호)의 원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을 지향하는 오늘날 간호와 간호사의 포지셔닝은 크게 변화하였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장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와 역량 또한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법 규범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제도화를 통한 적실

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적실성 측면의 문제는 첫째, 현행 의료법이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의 범주에서 차지하는 간호의 영역3)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장되었음에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간호사의 포지셔닝은 고정되어 있다. 간호법

은 1914년 제정된 조선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을 모법으로 하여 ‘간호’라는 이

름의 독립적인 법체계를 형성 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일제 강점기인 1944

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31호로 제정되며 간호법은 단독법

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후퇴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간호법은 일본의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프레임인 일본식 간호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과 포지셔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규

정하고 있는 법규범도 증가하여 의료법 외에 학교보건법,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

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둘

째,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

업무의 수행인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들은 간호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전제를 공유한다. 이들 직종은 각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면허에 따른 수행업무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의

료법에서는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간호사와 간호조

무사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 졸업과 간호사 국가시험

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를 발급받는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4)는 특정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자격만 인정되는 ‘조무(助務)’ 즉, 일을 돕

는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

3) 간호의 영역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사회중심의 간호, 간호인력 구조의 변화, 건강검진 및 예방형 

서비스의 증가 등 양적･질적 확대가 예상됨(김종호, 2018;, Brewer and Pavla Frazier, 1998; 등)
4) 간호조무사는 법정자격을 가지고 진료와 간호업무를 돕는 사람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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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직종이지만 의료법이 명시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모호하다. 역할별로 상

이한 요구 면허･자격은 존재 하지만 업무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두 직종의 역할을 동일하게 간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법적 형평성

현행 의료법은 간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부재하여 간호에 대한 개념정의, 직무

구분 및 제 역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 입법형태

를 보이고 있다. 김종호(2015)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호사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직

에 해당하지만 국내외 다른 전문직은 독립법이 존재하는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

조의 의료인의 범주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전문직역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이 독자적인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과 업무, 관련 규제

사항 등의 변화 필요성에 동 법이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역별로 별도의 제도적 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은 해당직역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약사의 경우 1953년 약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여 1955년 약사면허를 성문

화하였고, 의료기사도 1963년 당시 의료보조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74년 ‘의료

기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WHO(2002)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간호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의 목적와 

정의, 간호의 영역과 범위, 간호인력의 역할과 행위, 교육수준, 교육기관의 수준, 품

질관리가 이루어지는 간호서비스를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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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분석

1. 딜레마 이론

1) 개념과 발생조건

현대 행정의 영역과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의사결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김선희･김현준, 2019).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형태에 따

라 대응방법도 상이하다. 이 어려움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불완전과 부족으로 인

한 경우도 있고, 정보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정책은 상충된 가치의 충돌로 인해 그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

련 집단 간의 갈등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가치 간의 충돌이 결정을 할 수 없을 정

도로 심각해지면 결정자는 딜레마 프레임으로 정책문제를 보게 된다(소영진, 

2010). 딜레마 이론은 대응행동을 통하여 딜레마 상황 또는 딜레마 프레임에서 벗

어나서 정책문제를 해결가능한 문제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이종범, 

2018). 

그렇다면 딜레마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어떤 조건을 딜레마 상황이라 규정지

을 수 있을까? 딜레마는 상충되는 두 개의 가치와 대안이 주어진 선택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며, 그것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다(이종범 

외, 1992).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조건은 ① 두 개의 

대안이 서로 충돌해야 하고, ② 각 대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충적인 가치가 존재

해야 하며, ③ 각 대안을 지지하는 개인 혹은 집단 등 모든 행위자가 갈등상황에 놓

여 있어야 한다(이종범 외, 1992; 윤견수, 2005). 

이처럼 딜레마는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택상황에서 지식과 정보를 완

전히 갖추기 어렵고,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성적

으로 선택이 용이한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은 선택을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윤견수 외(2008)는 딜레마를 대안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가 상

호 교환되기 어렵거나 관련 당사자들의 선호가 대립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정책결

정자는 어느 한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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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건을 소영진(1994)과 윤견수(2006)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딜레마 상황은 일정한 사회적 환

경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정되어 왔고, 사회적으로 수용되었던 

조건과 가치판단의 환경이 심각하게 바뀌어서 해당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과

거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가치판단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딜레마 상황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맥락

에서 양립하는 두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인지, 변화를 줄 것인지 선택과 관련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즉, 딜레마 상황을 구성하는 현실적 조건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치와 대안을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

해야 한다.

결국, 딜레마 상황 하에서 도출되는 제 가치와 이익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용인된 것이고 상충되는 가치나 이익의 공존은 피할 수 없으며(Stone, 1988; 안성

민, 2000),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의 충돌과 대립은 사회변화에 따라 필연적으

로 제기되는 문제로서 선택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응방식

딜레마 상황은 선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성된 환경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대립되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행위자들에 

대응하여 논리적으로 정책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정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염재호･박국흠(1994)에 따르면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적인 대응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은 비선택적 대응과 선택적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비선택적 대응이 소극적 대응이라면, 선택적 대응

은 적극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소영진, 1994; 이종범, 2005; 윤견수, 2006). 

먼저, 비선택적 대응은 딜레마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정책결정자가 결정에 대

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범주에는 결정지연과 포기, 상징적 동조, 비일관

적 정책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선택적 대응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상충되

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3의 대안을 제시･선택하는 것이다. 딜레마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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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는 것은 대립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두 개의 대립

적 대안 외에 제3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책결정자가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유형으로는 독자결정방법, 회의체 구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

하는 연합결정방법, 딜레마 상황의 조건과 상태를 변경시켜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주요사항의 준거틀을 바꾸거나 문제 자체를 분해하

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행동의 범주로는 

타협, 조정, 투표, 재규정, 재판 등이 있다. 

<표 2> 정책결정자의 딜레마 선택 범주

구분 내용

비선택적 

대응

결정지연
딜레마 상황에서 최대한 의사결정을 보류시키거나 미룸으로써 결정

시점 자체를 연기하는 방법

결정포기
정책결정자가 결정권한을 포기하고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 또는 

제3의 기관 및 회의체에 결정권을 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상징적 동조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디커

플링 현상이 발생하며 과잉동조(over-comformity), 눈속임

(window dressing) 등이 발생하는 방법

비일관적 정책
정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채 찬성-반대의 진영 양쪽을 왔다갔다 

하며 비일관적 정책수행을 하는 방법

선택적 

대응

타협
대립하는 집단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목표 또는 해석틀에 근거

한 대안을 두고, 공식 및 비공식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방법

조정
대립하는 집단이 정부 또는 이해관계자 및 유관단체 등이 주도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립되는 쟁점사항을 조정하는 방법

투표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

재규정

인지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상황이나 문제의 본질외에 범주, 

은유, 이미지 등을 변화시켜 대안선택의 준거을 바꾸어 접근하는 

방법

재판 딜레마 문제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방법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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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탐색

대안의 탐색은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완화조처를 밝혀 나가는 과정이다. 

구조적으로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고, 정책결정자의 대응방식이 문제해결 지향적이

지 않고 회피 지향적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해결기제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

에 새로운 관점에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딜레마라는 상황 자체가 프레임

(frame)으로서 개인과 집단 스스로 사건에 대해 배치하고, 지각하고, 구별하며, 이

름붙이며 해석의 틀(schemata of interpretation)을 구축한 것(Goffmanm, 

197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딜레마 상황을 새롭게 정의하고, 문제인식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선희･김

현준(2016)은 딜레마 상황을 완화 내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의사결

정을 내리기보다 정부가 처한 딜레마 상황을 공론화 하여 더 많은 정책 이해관계자 

및 행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고 본다. 딜레마 상황의 핵심은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선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며, 이때 선택의 의사결정 주체는 공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정부기관의 의사결정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딜레마 상황 해결이 공적인 의사

결정자의 선택 또는 비선택으로 극복되거나 완화되기는 어렵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부의 딜레마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

다. 즉, 공론화를 통해 프레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견수(2006)는 딜레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분해

(decoupling)와 재규정(re-framing)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요인이 

바로 토론 장치의 설계이다.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서 정책

결정자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토론

이 요구된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딜레마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을 분해하고, 재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치충돌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관리하고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다(이종범, 1999). 즉, 공론화

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부의 딜레마 상황에 참여･개입함으로써 상충되

는 가치를 이해하고 두 가치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핵심가치 간의 문제를 분해 및 

재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대안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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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정은 정부의 딜레마 상황에 대응하여 제3자를 통해 새로운 대안이 설계되고 마

련될 수 있는 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충되는 가치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제도설계가 가능하다(김선희･김현준, 2016). 

2. 연구방법

딜레마 이론은 의사결정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이

해관계자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서지영(2016)은 딜레마 이론이 역사를 

포함한 사회적 맥락, 가치, 선택기회, 대안, 행위자, 정책결정자, 정책결정자의 대응 

등이 표현된 일련의 과정이며, 사회적 맥락과 상황의 변화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조

건으로 원인군에 해당하고, 대응행동은 딜레마가 반응하는 결과군에 속한다고 보았

다. 즉, 다양한 특정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사회적 맥락과 이해관계의 

상충되는 두 가지 대안을 형성하게 되고 정책결정자는 이의 영향을 받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간호법」이 1977년 이후 꾸준한 입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딜레마 사례로 보고 딜레마를 발생시킨 요인과 딜

레마의 행위자별 입장과 대립, 정책결정자의 대응을 분석하고 대안탐색을 도출한다.

[그림 2] 연구모형

딜레마 요인
정책결정자

대응방식
대안의 탐색

비선택적 대응
분해와

재구성
간호법 제정

선택적 대응

자료 : 연구자 작성

연구모형에 입각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법 제

정을 둘러싼 딜레마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치충돌과 규정충돌의 상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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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딜레마를 초래하는 조건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간호

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의 입장과 논리를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행위자별

로 행위조건과 준거틀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의견과 주요가치를 통해 

이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살펴본다. 세 번째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대응이

다. 정책결정자의 대응방식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기 위해 임시적인 대응을 한다는 염재호･박국흠(1994)의 연구처

럼 정책대응방식의 양상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은 딜레마 상황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이다. 이는 상황맥락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분해하여 조정하는 과

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Ⅳ. 간호법 입법 딜레마 분석

1. 딜레마 요인

1) 가치 충돌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조건이 딜레마 상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 먼저 분석해야 한다. 과연 현재의 간호법 입법공백의 쟁점상황을 딜레마로 볼 수 

있을까?

이종범 외(1992)는 딜레마의 상황 조건을 ① 상충된 대안  ② 대안간 비교불가능

성 ③ 선택의 불가피성 으로 측정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딜레마 상황은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하며,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이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가치간 교환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

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이 불가능

(곤란)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소영진, 2015).

우리나라의 의료 및 간호현실의 상황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적 환경

(Institutional Field)이 과거와는 다른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고 딜레마의 기본요건

이 조성되었다. 즉, 타 직역 및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간호 관련 기본법(개

별법)이 부재함으로 인해 이를 요구하는 입장과 거부하는 상충된 입장이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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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상충적 대안). 이 문제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대안간 입장

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불가능하고,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발생한

다.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대안간 비교불가능성). 

기존의 의료법체계를 고수할지, 개별법으로 간호법을 입법할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계량적으로 판단하거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교환함수가 존재하기 어려

운 문제이다(선택의 불가피성). 

이상의 딜레마 상황을 충족하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두 가치의 

충돌로서 이해할 수 있다. 간호법의 입법과 관련한 논쟁의 기본적인 출발은 개별적

인 기본법 부재로 인해 직역의 전문성과 직역간 형평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간호법 제정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직역갈등과 제도적 형평성�의 두 가

지 가치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가치는 법조문의 세부적인 규정 내

에서도 충돌하고 있음을 세부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 규정 충돌

간호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정의 충돌은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다. 규정 충돌의 딜레마는 양립할 수 없는 세부적 조문이나 가치내재적 상황

으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며, 이 충돌의 기저에는 위의 가치충돌 문제인 직역갈등과 

제도적 형평성이 맥락적으로 연결된다. 

첫째, 의료법 제1장(총칙) 및 제2장(의료인)에서 의료인에 포함되는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자

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가 막연하고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

는 “진료의 보조”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계에서는 간호사

의 업무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외에에 간호사가 수행하

는 업무는 위의 용어가 함축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간호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다변화한 간호

업무 수행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간호사 자신도 법적으로 부여

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인지할 수 없어 의도하지 않은채 법적으로 인정된 것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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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를 하거나 요구받게 되어 직종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

하는 직역 간 갈등의 대부분은 이러한 분화되지 못한 법적 체계에 근본원인이 있으

며, 이후 더욱 복잡해지는 의료현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주장한

다(17대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6).

둘째, 직역 간 업무충돌에 대한 제도적 미흡에 따른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불명확 및 일선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비제도

적 운영실태와 관련된 것이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

라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가 포함된 간호사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 간

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득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

칙 제38조 제3항에서 ‘간호사의 인력 수급이 필요할 때,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

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이 상충한다. 이 조항

은 일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대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를 대체 고용하고 있는 

입법적 부작위 근거 및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두 직

종간 업무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

일 수 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직역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미비로 인해 

업무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비제도권 의료인 및 보건유사인력의 문제이다. 현행 의료법이 간호관련 규

정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획정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 범위를 넘는 보건 유사인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의 책임아래 일부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을 지칭한다. 이는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

기 위한 것으로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중 일부를 위임받아 의사의 수술보조와 환자 

처방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미국의 PA는 국가에서 인증된 직업으로 주 정부의 

제도적 보호아래 면허를 가지고 업무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의료법 내에 PA와 관련된 세부규정

이 부재하다. PA가 하는 업무와 영역이 각 병원 및 부서마다 다르고 통상적으로 의

사가 위임한 일을 한다. 미국의  PA가  처방권(Prescriptive authority)을 가지고 

있고, 처방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PA는 처방권을 가지고 있지 않

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의사를 대신하여 대리처방 하는 등의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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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PA는 교육과 의료경험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PA는 

4년제 학사를 졸업하고, 최소한 3년 이상의 Healthcare 경력을 득한 후 PA 

School에 입학할 수 있다. 학사의 전공도 의료나 간호학 관련 학사학위가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PA는 별도의 의료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은 PA가 전

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PA가 행하는 업무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PA는 한국의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으며 현대 의료체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3) 행위자 충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간호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계 및 간호조무계 등 집단갈 

갈등이 표면적으로 진행중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를 해결해 줄 국가제도가 미흡할 

때 나타난다. 갈등이 확대되어 딜레마 상황 발생시 각 행위자 집단은 자신의 가치나 

선호가 반영된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간호법 제

정 이슈와 관련하여 대립하는 주요 행위자인 간호계와 의사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 옹호 연합을 형성하였다. 

<표 3>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호법 찬성 간호법 반대

대표 행위자 간호계
의사계, 간호조무사계, 대한병원협회 

등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

국회
∙ 여야 3당과 협약식 체결(2020년)

∙ 18대, 20대 국회 간호법안 계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단독 

간호법 제정 추진반대 건의서 국회 제

출(2004년)

집단행동

∙ 서명운동 및 대국민 홍보운동 시작

(2003년)

∙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

명 운동(2013년～2018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제정 반

대 자결 선언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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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는 1972년부터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하고, 단독법안을 통해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왔다. 1983년에는 변호사의 자

문을 받아 간호협회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간호계 내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시범작업에 들어갔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6).

1985년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간호와 조산에 대

한 정부지침을 마련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

양 지역 국제워크숍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간호 단독법의 부재에 대한 인식과 논

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

당의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간호법 입법을 포함시키고, 2003년에는 35만명의 지지

서명과 국제간호협의회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 결과 2005년 4월 27

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이 제출

되었고,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의 발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20년 현재 

20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계류중에 있으나 제정여부는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저변확대를 위해 간호법 제정지지 서명운동을 

펼쳐 100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하였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재외 한인간호

사들이 동참하고 전국대장정 행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으며, 온라인으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권

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계, 간호조무사계, 병원협회 등은 각기 다른 이

유로 옹호집단을 형성하여 입법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의사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루어질 경우 간호사의 정의, 업무범위, 단체의 결성, 권리와 의무 등이 독자적으로 

제정되어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 힘의 균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범

위가 구체화 되거나 간호조무사와의 업무구분이 제도화 될 경우 직역 간 차이에 따

른 간호사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지고,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

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의원에서 관행적으

로 의사가 직접 간호조무사와 수행하던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간호법 

제정이 의원급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조무사 운용체제를 규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

아 경제적인 이유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계에서도 간호

사와 간호조무사 간 엄격한 직역 및 업무 구분 논의에 대해 간호업무의 보조 역할에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23

그치며, 의원급에서 간호사를 의무고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법 입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인 행위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발생하

고 있다. 입법 미비에 따른 직역 간 구분 모호성, 경제적 이유, 위상과 통솔범위의 

대립이 중첩되어 딜레마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현실적인 상황에

서 선택의 불가피성을 초래하는 것은 행위자 간의 대립이다. 각각의 행위자들이 주

장하는 이익을 범주를 대변하는 대안과 여기에 반영된 이익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며, 특히 대립집단이 가지고 있는 응집력은 현실의 정책상황을 

쉽게 딜레마로 빠지게 하고 그 강도를 크게 한다(윤견수, 2006).

3. 정책결정자 대응방식

간호법 입법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상황은 정부가 딜레마에 봉착했음을 의미한

다. 지난 40여년간 추진되어 온 간호법의 입법노력과 이해관계자의 대립 속에 정부

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취하는 대응방식으로 이어졌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딜레마 요인과 행위자 문제를 바탕으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정

부의 딜레마 상황을 소영진(1999)이 제시한 딜레마 구성요소 틀에 적용하여 정리하

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딜레마 구성요소에 따른 간호법 입법의 정부 딜레마

자료 : 연구자 작성

첫째, 분절성의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하던지, 입법을 회피하는 선택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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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입법하거나 입법부작위 하는 것은 절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될 수 없기 

에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충성의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할지, 입법부작위 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동시에 입법과 입법부작

위를 만족시키는 제3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균등성의 측면에서 

간호법 입법과 입법부작위 상황 모두 국민의 의료권과 인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구되는 가치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두 가치

가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넷째, 선택의 불가피성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

하거나 입법부작위하는 결정을 내려야 입법을 둘러싼 논쟁의 과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 상황은 기존의 의료법 체제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적 제도수요 사이에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

해 있는 것이다. 일견 직역갈등과 형평성으로 대표되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정부

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을 보였다. 

1) 입법지연

입법지연은 제시된 대안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확인하고 규범적으로 결단하는 입법행위는 정책결정자로서 국

가의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다양한 이익단체의 격한 목소리와 국회 심의의결의 지연

으로 인해 법률제정절차와 같은 입법과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간호법 입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 합의 과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임기만료 폐기로 입법이 지연되는 정책대응을 

보였다.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딜레마 상황이 조성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정책결

정자의 정부안은 발의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도 입법권자(국회)의 소

극적 대응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은 모

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의 간호법안도 소관위원회 접수 이후 진행이 되

지 않아 2020년 5월 임기만료 폐기가 예상된다. 

입법지연은 간호사계와 의사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소관 정부부처가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발의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발의 형태로 이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25

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국회 내부적 환경과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

라 할 수 있다.

입법은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입법에 의한 국가적 효력은 보장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박

인수, 2007). 

<표 4> 간호법(안) 임기만료 폐기의 입법지연

17대 국회 19대 국회

법안명 간호사법안 간호법안 간호법안 간호･조산법안

의안번호 171728 172466 2019652 2019649

대표 발의자 김선미 국회의원 박찬숙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공청회 여부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 공청회 미개최 공청회 미개최

심사진행 상태 임기만료 폐기 임기만료 폐기 소관위 접수 소관위 접수

자료 : 연구자 작성

2) 상징적 동조

간호법 입법을 위해 간호계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

지지는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당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10월 30일 개최된 ‘2019 간호정책선포식’에서 간호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결과제를 도출하였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70여명의 국회의원

이 참석하여 간호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김세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인 ‘간호법안’과 김상

희(국회 보건복지위원)안인 ‘간호･조산법안’이 계류중에 있지만 공청회 조차 열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 여야의 유력 정치인이 간호법 입법을 지지한다는 정치

적 수사와 상징적 레토릭을 제시했지만 입법을 위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현재의 20대 국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1981년 이후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간호사 출신 장관(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수 배출

되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간호법 입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동조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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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회의원의 간호법 입법지원 입장표명

자료 : 연구자 작성

이처럼 간호법 제정의 결집된 대중행사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참석하여 법적 구

속력이 없는 지지발언은 하였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은 상징적 동조

(Symbolism)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징적 동조는 이익집단의 첨예한 대립과 정

부부처(보건복지부, 법제처 등)의 소극적 대응,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질 수 있다. 이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과 이익집단 간 정쟁이 원인이 되

기도 하고, 법률제정과정에서 입법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인 부재에

서 비롯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간호법 입법을 둘러싸고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들에 의한 간호법 대표발의는 한건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 내부적인 저항요인과 더불어 상징적 동조로 인한 디커플링 

현상이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간호법 입법 

역대국회 국회의원 소속정당 간호법 입법

제11대 국회(1981.04.11.～1985.04.10.) 김모임 민주정의당 ×

제16대 국회(2000.05.30.～2004.05.29.)
최영희 새천년민주당 ×

김화중 새천년민주당 ×

제18대 국회(2008.05.30.～2012.05.29.)
이애주 한나라당 ×

정영희 친박연대 ×

제19대 국회(2012.05.30.～2016.05.29.) 신경림 새누리당 ×

∙ 간호인력 수급불균형에 따라 의료과실과 환자 사망률 등과 관련된 것을 알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빠른 합의를 도출해 간호법 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 장충체육관에서 국회의원이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막상 법안 

발의 후에는 34명만 동의를 표했다. 나는 12월 법안소위, 상임위까지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라며 노력하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지금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의료체계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수불

가결 하며 나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27

주 : 제21대 국회는 2020년 5월 현재 아직 개회되지 않음.

자료 : 연구자 작성

4. 대안의 탐색

딜레마 이론은 기본적으로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김선희･김현준, 2019). 그러나 이 가정이 딜레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탐색과 접점도출까지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딜레마

의 이론적 정의에 따르면 딜레마 상황의 극복은 본질적으로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해석의 틀(frame)을 변화시킴으로

써 딜레마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소영진, 2015).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 입법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은 다음과 같이 두 가

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가치 준거틀의 설정이다.

딜레마 상황에 기인하는 요인이 집단 간 경제적 가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면 정책결정자 또는 의사권자는 이 경제적 상황의 조건(condition)을 조정

(control)하는 과정을 통해 딜레마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응환･주경일(2012)은 특정 이슈에 대해 이익집단 간 상이한 경제

적 결과가치를 갖고 있어 한쪽의 의견이 선택되면 다른 집단에게 명백하고 일방적인 

기회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권위에 의한 결정을 통해 

딜레마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딜레마 해소

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문제와 결합되면 정부의 딜레

마 상황 대응방안 모색은 어려워진다. 특히, 타 직역과의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입법지연 또는 입법미비로 인하여 특정 직역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제도적 환경이 존

재한다는 점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간

호법 입법의 이슈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을 반영한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명

확한 역할 정립과 직역을 정립하는 제도적 형평성을 이룩할 것인지? 아니면  60년 

역대국회 국회의원 소속정당 간호법 입법

제20대 국회(2016.05.30.～2020.05.29.) 윤종필 새누리당 ×

제21대 국회(2020.05.30.～2024.05.29.)
최연숙 국민의당 -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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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지해온 의료법 체계를 고수할지의 논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은 김동환(2002)이 주장한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의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의료법 체계를 고수할지,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간호법을 입법할지의 문제는 일견 비교불가능한 가치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

러나 이를 판단하는 가치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람의 생명권이라는 

가치와 신체의 자유라는 가치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한가 비교할 수 있다. 똑같이 보호

된 가치라도 다수가 관련된 경우가 소수의 그것보다 일견 무겁게 평가될 수도 있지

만 항상 자명하게 그러한 것은 아니다. 10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

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그런점에서 비교불가능한 가치라는 것은 그 크기나 비중에 있어서 ‘모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간 대립에서 나타나는 선택의 어려움 속에는 

딜레마적 속성과 모호성의 속성이 같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리적･사회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준거틀은 무엇일까? 이는 윤리적이

고 사회적 가치충돌 발생시 의사결정으로 Kitchener(1984)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바로 ① 생명보호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자유와 가치의 원

칙이다. 다른 여러 의무나 원칙들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생명보호의 원칙, 모든 사람

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평등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향상

시키는 자유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론장 조성을 통한 해결기제 확립이다.

윤견수(2006)가 언급한 바와 같이 딜레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분해와 재

규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본전제조건은 토론을 통한 자율해결기제 반영한 딜레

마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쟁점사항을 비교하고 논의를 통해 사안의 프레임

과 논의를 재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토론 및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상충되는 가치를 조망하며 

최대한 두 가치가 모두 무시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론화를 

통한 간호법 제정논의는 정부가 아닌 제3의 집단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을 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3자 

집단(3rd party)이 관여하여 딜레마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딜레마의 실타래를 풀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변화 및 대체가 딜레마 대응에 기인하였다는 

논의(김태은, 2009)와 달리 제도의 생성 및 변화가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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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딜레마 상황이 완화 내지 극복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도와 딜레마의 관계에 있어 딜레마 대응이 제도 변화의 관례를 구축 하는것 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가 딜레마 대응의 관계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

법 입법을 둘러싼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조성을 위해 정부가 주목해야 

할 역할은 공론화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적･비공식적 채널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딜레마 상황의 프레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공론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딜레마 상황

에서 정부의 역할은 수많은 거래와 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장터를 조성하는 것이

다. 장터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흥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듯 정부는 이러한 촉진

자 역할을 통해 숙의적 논의를 통해 논쟁이 분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간호법 입법의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간호계와 의사 및 간호조무

사의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조정하기 위한 준거틀을 설정하고, 딜레마의 구성요소인 

쟁점사항을 분해하고 재구조화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Ⅴ. 결론

오늘날 보건의료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처방과 치료중심의 의료체계는 예

방과 관리,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세계

의료법학회 : World Association of Health Law,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

료법 내에 간호업무 및 간호인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변화된 사회에 법적 안

정성 측면에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호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함에 있어 

여전히 의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의 보조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의 문제는 간호업무 관련규범 및 구성원리의 갈등관계를 발생시켜 법적 정합성에 균

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간호법 입법공백 현상을 딜레마 이론을 통해 분석하

였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직역갈등과 형평성

의 가치 측면에서 나타나는 딜레마 양상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행정은 어떤일이 

완성되어 가게끔 하는 기술이며, 그것은 항상 의사결정 과정과 동시에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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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1976). 행정의 영역과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띠지만 결정은 그만큼 힘들어진다(윤견수, 2005).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주어진 선택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딜레마 상황에 봉착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통해 간호법이 입법추진과정을 분석하여 

딜레마 요인, 정책결정자 대응방식, 대안의 탐색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간호계의 간호법 단독 입법은 매우 소망스러운 선결과제이지만 입법과정이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딜레마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간호법을 둘러

싸고 가치충돌에 따른 대안의 분절성 문제, 규정충돌에 따른 이익의 상충성 문제, 

간호계와 의료계 등 행위자의 대립 문제가 결합되며 전형적인 딜레마 모형을 구축하

게 되었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대응방식은 소영진(1999)이 제시한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불가피 등 딜레마 구성요소가 완성됨에 따라 입법지연과 상징적 동조 현상이 구

체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배출, 간호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입

법되지 않고 표류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셋째, 대안의 탐색에서는 딜레마의 분해와 재구성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했

다.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딜레마 상황 해소를 위한 가치 준거틀 변화로서 의료법 

하에서 그동안 보호된 가치를 규정하고, 사회적 딜레마 해결의 원칙을 조성하였으

며,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민주적 공론장 조성의 해결기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간호법의 입법공백과 딜레마 상황에 대해 제한적인 수준의 자료와 관찰

을 바탕으로 딜레마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측면에서 한

계를 지니고 있다. 

법체계의 비정합은 법에 따라 사회생활이 규정되는 수범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며, 해당 법체계를 둘러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

소로 작용한기 때문에 흠결을 보완하고,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추

구해 나가는 법적 성찰이 요구된다(문종욱 외, 2007).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간호사의 역할

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것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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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정화를 통해 가능하고 사회적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

여 각 직능별 직무영역을 계량화하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의료법의 부분적인 수정

으로 확대된 간호사의 업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간호계 전체를 수권적

으로 규율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이 되며,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간호법을 입법할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

하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선택을 강요하기 보다 국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해결하여 사회적으로 딜레마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계의 관심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와 현실적 이슈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하는 학자의 책임이 무겁다. 정책결정자가 딜레마에 빠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간호법 입법문제가 사회적 이슈

가 되어 입법부에서 다루어질 때 어떤부분이 핵심쟁점이고, 입법과정에서 관심을 두

어야 하는지 학계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과 현실

이 디커플링 되는 현실에서 당대의 문제가 이론기반(theory driven)의 연구문제가 

되어야 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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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Vacuum and Dilemma: 

Analysis of Delays in Establish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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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ve vacuum of nursing law, which has 

been idle for 43 years by applying the theory of dilemm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lemma factors combined the problem of the division 

of alternatives due to the value conflict over the legislation of nursing 

law, the conflict of interests due to the conflict of regulation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nursing and medical sectors,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typical dilemma model. As the dilemma components 

such as division, conflict, equality, and ineligibility were completed, 

legislative delay and symbolic sympathy emerged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Finally, in the exploration of alternatives, the 

theoretical method of disassembly and reconstruction was derived, such 

as changes in the quasi-party for solving the dilemma surrounding the 

legislation of nursing law, and the mechanism for solving the problem 

through the creation of a public foru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revealed the reverse side of the policy process by applying the dilemma 

theory model of policy studies to the legislation and delay of nurs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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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Legislative vacuum, Dilemma, Nursing act, Polic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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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매년 3조 원 수준(’15년 34,445억원 → ’16년 33,920억

원 → ’17년 33,942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사업 전반

에 관한 적절성과 효율성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a; 행

정안전부, 2019b).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추진하

기 위해 2018년 이후 개별 지침을 통합･정리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하

였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김기

환, 2007; 박주석, 정호원, 최경규, 2005; 오강탁 외, 2016; 윤상오, 2006; 이윤

식 외, 2008; 임정빈, 이성춘, 2014)에서 언급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실제 

수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다룬 직접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

도가 시행된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매우 소수(신신애, 2018; 이수인, 강유빈, 

허덕원, 2019; 이수인, 조성배, 김상현, 2019)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정책이 얼마

나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할 항목은 없는지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제기하고, 점검의 필요성

을 제기하는 바이다.

연구자

(연도)
주제 특징

신신애

(2018)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성과

관리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의 

경과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이수인, 

조성배, 

김상현

(2019)

범정부 EA정보를 활용한 전자정부 

시스템 성과분석

전자정부 성과관리 영역 중 하나인 정보

시스템 운영성과의 요인을 제시

이수인, 

강유빈, 

허덕원

(2019)

전자정부 모바일 앱 서비스 유형에 

따른 현황 및 성과 분석

전자정부 성과관리 영역 중 하나인 모바

일 서비스앱의 유형별 성과 차이를 분석

하여 제시

<표 1>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다루는 직접적인 연구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  37

[그림 1]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주기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PLAN(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DO(정보화

사업 추진) - SEE(운영관리 및 환류)라는 주기적 관점에서 각 영역(정보화사업, 정

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앱)을 포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b). 따라서 범부처 

단위의 전자정부 성과관리가 의도한 PLAN – DO – SEE 간의 실질적 연계가 제대

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DO 단계의 산출물을 관리하는 것이 

SEE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선 단계에서 강조한 부분이 후속 단계에서 반영되

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즉, DO 단계의 성과관리 기준인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성과목표･지표) 관리가 SEE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화사업마다 성과계획(성과목표･지표) 관리가 

필요하며, 성과지표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결과지표(outcome)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 따라서 

DO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한 결과지표 1개가 SEE 단계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의 측정지표(업무성과달

성도)는 적절한가? 즉, 성과지표 중 관리하기가 더 쉽다고 판단되는 유형(산출지표)

이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되는 유형(결과지표)에 비해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DO 단계에서 수립된 결과지표가 SEE 단계의 

측정에서 불리한 측정결과를 갖도록 한다면, 전자정부 성과관리가 주기에 맞게 관리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

부 성과관리가 지향할 바를 제언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한 본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 의미하는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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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3장에서 연구방법을, 4장과 5장에 걸쳐 연구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Ⅱ.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1. 전자정부 성과관리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개념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나 사용자

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했기 때문에(오강탁 외, 2016), 일원화된 개

념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사항에 준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에 

관한 전(全) 단계를 관리하고, 투자의 효율화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제반 활동’으

로 정의하고(행정안전부, 2020a), 그 대상을 행정안전부가 법과 시행령, 지침 등에 

명시한 직접적 대상1)인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앱에 한정코자 한

다.

실제 정부업무평가 측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체계(기획재정부의 재정사

업평가, 행정안전부의 행정관리역량평가) 중 행정관리역량평가에 해당된다. 행정관

리역량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 인사, 정보화 분

야에 관한 평가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침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평

가인 전자정부 성과관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예산관리처 주도로 정보화책임관(CIO)이 모든 주요 IT 투자에 관한 위험 

및 대응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그러나 여기

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처럼 예산사업 수준으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0),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처럼 발주사업을 관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2)

1)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호)｣에 명시하고 있

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앱에 관해서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
호)｣에 따른다.

2) 예산사업은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의 관계를 갖는다. 예산 단위의 용

어는 아니지만, 의미상 ‘내역사업 ⊃ 발주사업’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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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명(주관) 평가 분야

재정사업평가

(기획재정부)

일반재정사업

R&D평가

재난안전

균형발전

행정관리역량평가

(행정안전부)

조직

인사

정보화(전자정부 성과관리 결과 포함)

<표 2> 범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체계

출처: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20),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사전협의,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모바일 서

비스앱 성과관리로 나눠볼 수 있다. 각각의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추

구하는 바는 같으므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전협

의와 정보화사업이 발주사업 단위의 성과계획관리를 수행한다면, 정보시스템 및 모

바일 서비스앱은 시스템 단위의 운영성과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대상

목적
계속사업 신규사업

사전협의/

정보화사업

• (중앙･공공기관) 

사업금액 

10억원 이상 

• (광역･공기업) 사

업금액 1억원 이상 

• (기초･공기업) 

사업금액 

5천만원 이상 

• 사업금액에 상관

없이 당해 연도

에 신규로 정보

화를 추진하는 

사업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

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및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

하고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정보화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기관 자체측정한 성과결과를 확인･ 점검

하고 차년도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반

영하는 등 전반적인 제반 활동을 통해 정

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효과

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 및 목적



40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정보화사업의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과 사후단계로 구분

해볼 수도 있다(오철호, 2008; 이수인, 강유빈, 허덕원, 2019). [그림 2]와 같이 

사전협의(당해연도) 및 정보화사업(당해연도~3년)의 산출물로 발생한 정보시스템

(3년 이상)과 모바일 서비스앱(1년 이상)을 성과관리 한다. 따라서 사전단계는 사전

협의 및 정보화사업 성과관리가 될 것이고, 사후단계는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

스앱 운영성과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2019a), 2019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관설명회 발표자료집

구분
대상

목적
계속사업 신규사업

정보시스템

•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

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앱을 지속

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유형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모바일 

서비스앱

(공공앱)

•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서비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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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 신청 시에 제출한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

를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의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기획하였다. 즉, 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앱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정

보화사업을 기획하는 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앱의 성과지표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서비스앱 모두 정해진 측정지표가 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앱이 지침상 정해둔 다운로드, 이용자수,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의 고정된 지표를 측정하는 데 반해, 정보시스템은 정보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보시

스템이 갖는 본래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의 구축 결과물이 정보시스템이 될뿐더러, 이듬해에는 정보시스템 운

영･유지보수 혹은 기능개선 등의 사업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로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성과지표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해당 성과지표의 측정결과가 곧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목적 달성 여부(즉, 가

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화사업 단계에서 수립

된 성과지표가 정보시스템 단계로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3]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주기 및 상관관계

* 성과관리 주기 측면에서 정보화사업과 모바일 서비스앱(공공앱)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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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의 의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는 구축 후 서비스 개시된 지 3년 이상 운영된 정보시스템을 대

상으로 측정하며, 이때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행정안전부, 2020b). 

행정안전부(2020a)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가 성과측정 계획수립, 성과측정, 개

선계획 수립, 조치결과 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성과측정 계획수립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을 수행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그 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의

미한다면, 성과측정은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의 측정지표에 따른 점수를 산출하는 것

을 말한다. 산출된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향후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조치결과를 제출･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인 셈이다.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는 시스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이수인, 조성배, 김상현, 2019).

[그림 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2020a),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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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성과의 측정지표는 비용 측면(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

용의 효율성), 업무 측면(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달성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은 측정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표 4>

와 같이 별도의 환산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측정지표가 정보시스템의 성격이나 유형 등에 상관없이 공통되는 부분

(비용, 기능, 만족도)을 측정하는 데 반해, 업무성과달성도는 “업무성과 제고 및 최

초 구축 시점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능 개선 및 고도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을 뜻한다. 즉, 업무성과달성도는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

비 달성도를 평가한다(행정안전부, 2019c). 다만, <표 5>에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성과지표의 유형(투입, 과정, 산출, 결과)은 판단하지 않고, 목표대비 업무성과달성

도(환산점수)만을 확인한다.

구분

비용 측면 업무 측면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달

성도

누적 

유지보수비 

비율

투입 

운영유지 

비용 증감률

평균 

운영유지 

비용 증감률

기능 활용도 사용 편의성

목표대비 

업무성과달

성도

5점 50%미만 -20%미만 -60%미만 90%이상 90%이상 130%이상

4점

50%이상

~

80%미만

-20%이상

~

0%미만

-60%이상

~

-30%미만

80%이상

~

90%미만

80%이상

~

90%미만

110%이상

~

130%미만

3점

80%이상

~

100%미만

0%이상

~

30%미만

-30%이상

~

10%미만

70%이상

~

80%미만

70%이상

~

80%미만

98%이상

~

110%미만

2점

100%이상

~

120%미만

30%이상

~

100%미만

10%이상

~

50%미만

60%이상

~

70%미만

60%이상

~

70%미만

80%이상

~

98%미만

1점 120%이상 100%이상 50%이상 60%이상 60%이상 80%미만

<표 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의 측정지표 환산기준

출처: 행정안전부(2020a),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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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단계
투입

(Input)

과정/활동

(Process/Activity)

산출

(Output)

결과

(Outcome)

정의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1차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완료 후에 

나타나는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1차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특성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사업 진도와 같이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점검 하는데 

도움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평가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표 5> 성과지표의 구분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가이드 Ver 1.0.

나. 성과지표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로 정의될 수 있

다(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 과거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기본적인 원

리,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거나, 비체계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국무조정실, 한국정책학회, 2015; 이윤식 외, 2008). 이

러한 현상은 정보화사업뿐 아니라 정부사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것으로, 결과지표의 

비중이 20~30%에 그친 연도(‘05~‘06년)도 있었다(윤상오, 2006).

이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표 6>과 같이 성과지표를 크게 산출지표3)와 결과지표로 구분하고, 정보화사업마

다 최소 1개 이상의 결과지표를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d; 행

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 그러나 정보시스템이 관리해야 할 측정지표

인 업무성과달성도, 즉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행정안

전부 2019c; 행정안전부 2020a). 한편 이재식(2014)은 대개 정보화에 관한 성과

평가가 정보시스템에 관한 평가로 대변된다고 하였다. 즉, 정보화사업의 결과가 정

3) 여기서 산출지표는 투입 및 과정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구분 중 산출지표에 가까

울수록 산출지표일 가능성이 높고, 결과지표에 가까울수록 결과지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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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이며,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에 관한 평가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공

동이용, 표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정보화사업의 최종 산출물은 결국 정보시스템(또는 모바일 서비스 앱)이 된다. 그리

고 일정 기간(정보시스템은 3년, 모바일 서비스 앱은 1년)이 경과 후에는 운영성과

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전단계)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반드시 1

개 이상 관리하도록 유도한 결과지표를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사후단계)의 업무

성과달성도에서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엄격히 통제

되지 않은 기준4)으로 인해 결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정보시스템이 오히려 불

리한 평가를 받진 않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분 신규(구축) 계속(개선, 고도화, 운영･유지보수)

산출지표
(4개)

㉠ 업무처리율
 *유사지표 : 민원처리율

㉡시스템 가동률
 *유사지표 : 오류율, DB정확도

㉢ 교육 실시횟수
 *유사지표 : 교육 인원수, 1인당 교육시간
㉣ 업무(또는 민원) 평균 처리시간
 * 유사지표 : 처리기간 준수율, 처리기간 증감률, 처리기간 단축률

결과지표
(8개)

㉠ 이용자만족도
 *유사지표 : 서비스 유용성
㉡ 정보 활용(다운로드) 건수
 * 유사지표 : 앱 다운로드 건수
㉢ 이용자 수
 * 유사지표 : 서비스 사용기관 수, 신

규 가입자 수, 페이지뷰 수
㉣ 서비스 배포율
㉤서비스 신청･제공 건수
 * 유사지표 : 증빙서류 발급률, 분석

서비스 제공(요청) 건수
㉥ 정보공개 건수

㉦ 운영･유지보수 관리 노력도
 * 6개 분야(적시성/품질/인력/생산성/만

족도/보안) 중 4개 이상 분야에서 각 1
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

<표 6>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POOL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가이드 Ver 1.0.

4)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는 기관에서 자체측정한 결과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는 형

태이며, 결과지표에 대한 설정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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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관리가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로서 작동하려면, 사전단계와 사후단

계의 성과관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사업에서 관리하

도록 한 결과지표가 정보시스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5] 본 연구의 관심영역

Ⅲ. 연구방법

[그림 6]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범정부EA포털5)에서 2019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을 완료한 시스템 중 업무성과달성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총 3,732

5) 범정부EA포털(2020)은 “공공부문에서 EA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EA, 각 기관

의 EA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  47

개)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였다. 업무성과달성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부여받은 점수가 없으므로,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

이다. 다만 3,732개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명 또는 근거자료(지표정

의, 측정방법, 산식, 기초데이터 등)을 통해 의미하는 바가 확인되지 않는 200개6)

를 제외한 3,532개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성과지표 유형(산출/결과지표)에 대한 구분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이 제시한 기준7)에 기반하여, 2020년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

월간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간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 토의를 통해 최종 유형을 결정하였다.

성과지표 유형에 따른 업무성과달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

계분석 프로그램인 Jamovi ver 1.2.12(Navarro & Foxcroft, 2019; The 

Jamovi Project, 2020)을 활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업무성과달성도의 현황

[그림 7]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에 따른 정보시스템 수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대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대국민서비스’, 기관내부

업무용인 경우에는 ‘정부내지원서비스’, 그리고 두 개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

고 있다(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6) 성과지표명이 “업무성과달성도”, “활용도”, “00정보시스템” 등에 해당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7) 앞선 [그림 6]의 판단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기관명, 시스템명, 
서비스 목적, 서비스 유형, 업무성과달성도 근거자료 등)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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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비스 대상에 따른 정보시스템 수와 비중

서비스 대상에 따른 구분된 정보시스템별로 가지고 있는 성과지표 유형을 추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산출지표 유형은 성과지표의 수(1~7개)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성과지표의 성격이 모두 산출에 속하는 것이다. 결과지표 유형도 마찬가지이

다. 다만, 산출･결과지표 유형은 조금 다른데, 보유한 성과지표의 수가 2~7개이면

서 각각의 유형(산출, 결과)에 해당하는 지표를 1개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

다. 예를 들어, 성과지표가 7개(산출 1개, 결과 6개)를 보유한 경우는 결과지표 유

형이 아니라 산출･결과지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대상 성과지표 유형 정보시스템 수(비중) 총계(비중)

대국민

산출 293(26.5%)
1,107

(31.3%)

3,532

(100%)

결과 787(71.1%)

산출 ･ 결과 27(2.4%)

정부내

산출 997(53.8%)
571

(16.2%)
결과 744(40.1%)

산출 ･ 결과 113(6.1%)

대국민&정부내

산출 147(25.7%)
1,854

(52.5%)
결과 399(69.9%)

산출 ･ 결과 25(4.4%)

<표 7> 성과지표 유형 구분에 따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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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유형에 따른 결과 차이

본래 ANOVA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분산성과 정규성,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levene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Welch test를 통해 ANOVA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강동완 외, 2012; Reed III & Stark, 1988). 또한, 이러한 

등분산성 유무에 따라 사후분석의 방식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levene 등분산성을 충족하는 경우 Tukey 방식을, 그렇지 않은 경우 

Games-Howell 방식을 적용하여 사후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지표 유형에 따라 업무성과달성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9.6, p-value<.001). 또한 사후검증결과(Games-Howell), 결과지표만 선

택한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산출지

표만 선택한 경우, 산출･결과지표를 모두 선택한 유형 순으로 나타난다.

성과지표 유형 평균 표준편차
사후분석

(Games-Howell)

F-Value

(p-value)

산출 3.14 0.820
결과 > 산출 > 산출 

･ 결과

49.6

(p-value<.001)
결과 3.37 1.022

산출 ･ 결과 2.69 1.063

<표 8> 성과지표 유형(산출/결과)에 따른 업무성과달성도 분석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성과지표별 업무성과달성도 분석 결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사후검증결과(Games-Howell),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결과지표

가 산출지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유형 성과지표 유형 평균 표준편차
사후분석

(Games-Howell)

F-Value

(p-value)

대국민

산출 3.15 0.737
결과>

산출, 산출 ･ 결과

13.5

(p-value<.001)
결과 3.44 1.065

산출 ･ 결과 3.04 1.055

<표 9>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성과지표별 업무성과달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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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수는 정보시스템별로 1개에서 7개까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개만 설정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구분 후,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에 지표를 1개 설정한 경우(3,217개, 

91.1%)와 2~7개(315개, 8.9%)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6.7, p<.001). 사후검증결과(Games-Howell), 성과지표를 1개만 설정

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수 평균 표준편차
사후분석

(Games-Howell)

F-Value

(p-value)

1개 설정 3.27 0.942 1개 설정 > 

2개 이상 설정

26.7

(p-value<.001)2개 이상 설정 2.94 1.099

<표 10> 성과지표 수에 따른 업무성과달성도 분석

Ⅳ. 토의 및 결론

1. 결과에 관한 논의

성과지표(정보시스템 측정지표 중 업무성과달성도)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

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보시스템 중 결과지표를 포함해서 관리하는 경우는 59.3%(2,095개)였

다. 결과지표만 다루는 경우는 54.6%(1,930개)로, 산출지표만 다루는 경우인 

40.7%(1,437개)보다 많았다. 결과지표와 산출지표를 모두 관리하는 경우는 

서비스유형 성과지표 유형 평균 표준편차
사후분석

(Games-Howell)

F-Value

(p-value)

정부내

산출 3.14 0.845 결과>

산출>

산출 ･ 결과

22.5

(p-value<.001)
결과 3.29 0.957

산출 ･ 결과 2.58 1.083

대국민&정

부내

산출 3.07 0.803
결과>

산출, 산출 ･ 결과

11.0

(p-value<.001)
결과 3.41 1.042

산출 ･ 결과 2.8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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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5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국민 정보시스템과 대국민&정부내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결과지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내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반대로 산출지표만 관리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시스템일수록 결과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지표 유형 중 결과지표를 선택한 시스템일수록 결과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가 필요한 유형(결과지표)일수록 단순한 유형(산출지표)보다 높

은 점수를 획득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성과관리에 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정부 성과관리의 방향성 측면에서 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많을수록(2~7개) 단일 성과지표(1개)에 비해 점수에

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정 많은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많은 지표를 관리하려고 할수록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보화사업 성과관리가 반드시 1개 이상의 결과지표

를 관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과 같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정책적 제언

첫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업무성과달성도) 측정에서도 결과지표를 반드시 다루

도록 해야 한다. 전체 정보시스템 중 결과지표를 다루는 비중이 산출지표만 다루는 

정보시스템에 비해 높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시스템

(40.7%)이 산출지표만 성과지표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사업 단위에서 

관리하도록 한 결과지표를 정보시스템 단위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일관성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가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로서 작동하려면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전단계와 마찬가지로 

사후단계도 결과지표를 관리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사전단

계에서 정의한 결과지표를 사후단계에서 관리하느냐’를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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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

할 수 있고, 개발된 성과지표가 핵심적인 성과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는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정보화사업과의 관계가 1:多인 점8),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기재된 곳마다 다르게 나타날뿐더러 수시로 바뀌는 점9) 등의 애로 사항은 있다. 그

러나 그러한 애로 사항이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 간의 관계에 대한 관리의 무용성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기준으로 별도의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대상

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식별 코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부여된 식별 코드를 관리

하면, 제각각인 명칭과 상관없이 그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석환(2009)은 결과지표의 유무보다는 최종결과에 대한 최종수혜자의 체감

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연계해본다면, 

1차로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2차로는 그 결과지표가 

파급하는 효과가 최종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내 정보시스템이 다뤄야 할 결과지표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상대적

으로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다뤄야 할 결과지표는 만족도, 이용률 등으로 분명한 반면

에 정부내 정보시스템이 다뤄야 할 결과지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정부내 정보시

스템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 사용이 요구되는 만큼, 인지된 유용성과 같은 

이용자 태도가 반영된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박선미, 황경태, 2018; 허덕원, 성욱준, 

2020). 구성된 성과지표 POOL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것이 범정부 성과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의 성과지표 POOL이 어떻게 같고,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는 정보화사업에 관한 성과지

표 작성방법(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을 설명할 뿐, 정보시스템에 관

한 성과지표 작성방법(행정안전부, 2019c; 행정안전부, 2020a)은 상대적으로 충실

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가 평가 자체에 목적이 있

8) 하나의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유지보수, 기능고도화 등 여러 정보화사업과 관계가 있는 점

9) 예산서, 사전협의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범정부EA포털 등에 

기재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명칭이 제각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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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효율화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면 피평가자(중앙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가 전자정부에 관한 전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성과달성도의 평가점수 구성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을 단순히 지표별 가중치 형태로 업무성과달성도를 측

정할 경우는 비교해볼 것도 없이 평가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의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이 갖는 한계인 셈이다. 여러 개의 성과지표

를 관리하는 노력(특히, 산출･결과지표 유형)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면, 정

보시스템별 성과측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성과달성도를 핵심

성과 1개만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업무성과달성도의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130% 이상이어야 5점 만점을 취

득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피평가자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목표치 자체를 과소하게 설정하는 등의 성과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지표의 본래 목적이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유도하

기 위한 성과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체계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업무

성과달성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항목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

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전단계)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사후단계)의 결

과지표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반드시 

1개 이상 관리하도록 유도한 결과지표를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의 업무성과달성

도에서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정

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의 결과지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개

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의 규모가 

통제되지 않았다. 즉, 어떤 정보시스템은 정부2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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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 반면에, 어떤 정보시스템은 ARS, 통합메시징 서

비스 등과 같이 사실상 유틸리티에 가까워, 그 편차가 매우 컸다. 그러나 3,500여 

개의 정보시스템을 제한된 정보(성과지표명, 기관명, 시스템명, 서비스 목적, 서비

스 유형, 업무성과달성도 근거자료 등)로만 구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별도

로 구분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밝힐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위의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 성과지표의 유형(산출/결과지표)을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당 성과지표가 진정한 

의미의 결과지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성과목표, 지표정의, 측

정방법 및 산식 등)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엄격한 

구분 후에도 결과지표가 더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통합적 범정

부 전자정부 성과관리가 의도한 정책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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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제 수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다룬 

직접적인 연구로서 의미 있는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간접적으로 다

룬 선행연구를 밝힘으로써 그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자

(발표연도)
제목 내용

윤상오

(2006)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중

심으로

정부의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김기환

(2007)

공공정보화분야 예비타당

성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정보화 성과관리의 한 가지 단계로서 예비타당성제

도(사전평가)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이윤식,

서진완,

정연정,

노승용

(2008)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의 개선 방향을 이론적으

로 접근하여, 제도적 측면과 성과관리 운영 측면에

서 각각 제시

이영주,

신신애

(2010)

공공부문의 IT투자관리체

계의 도입을 위한 EA의 진

화 방향 모색

EA와 정보화사업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

견을 토대로 EA의 발전 방향을 제시

홍정만,

황인희

(2011)

정보 시스템 성과항목에 관

한 연구: 공공부문을 대상

으로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성과지표에 대해 전문가 의

견을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 제시

김영록

(201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

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를 토대로 범정부 성과

지표의 적합성을 실증분석하고, 개선사항 제시

신다울,

박주석,

박재홍

(2014)

공공부문 EA 서비스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EA 환경과 EA 서비스 품질이 EA 성과에 대해 갖는 

영향을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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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표연도)
제목 내용

임성빈,

이성춘

(2014)

전자정부 통합성과평가 모

델 및 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

UN, 와세다 대학, 브루킹스연구소 등의 전자정부 

평가에 대비되는 국가적 전자정부 성과평가 모형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제시

신다울

(2015)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EA 

서비스 품질과 성과 간 조절

적 효과

EA 서비스 품질과 공공기관 유형이 성과에 대해 갖

는 영향을 실증분석

오강탁,

홍필기,

김기환,

박찬규

(2016)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개선 방향을 이론적으로 접근

하여 제시

임태수,

이석준,

민정익,

박성식

(2016)

정보화 성과관리 개선방향

에 관한 연구

정보화 성과관리의 개선 방향을 이론적으로 접근하

여, 정보화사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제시

호진원

(2016)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지

표 개발 및 진단: 재난분야

를 중심으로

재난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

박종철

(2018)

지방정부 모바일 앱의 운영

현황과 정책제언: 서울시 공

공앱 및 행정앱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앱의 운영 실태를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를 토대로 분석하고, 개선사항 제시

이석준,

김혜정,

조숙진,

함유근

(2018)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

구: 범정부 관점 대비 기관 

관점 비교

EA 목표, EA 모델, EA 관리 시스템, EA 법규 및 

규정, EA 성과 간 관련성에 대해 실증분석

이홍재,

차용진

(2018)

전자정부 수준 평가모형 개

발 및 함의: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비교

국가 단위의 전자정부 수준평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을 토대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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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adequacy of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indicators as an e-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Achievement level of 

Work-performance

*Lee, Sooin*･Heo, Deokwon**･Lee, Hongkeun***

Abstr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only 59.3% of the outcome 

indicator types were managed.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establishment 

of result indicators of the information system is low, policy coherence 

between ex ante and ex post is insufficien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sult indicator type scored higher than the output indicator. It can 

be said that it is appropriate to induce management of the result indicators. 

Third, the more indicators managed, the lower scores were obtained. It 

can be said that the necessity to reconstruct the evaluation scores and 

to present the number of performance indicators to be managed has been 

reveal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hecks whether the 

e-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at the government-wide 

level is appropriate, and suggests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 inspection.

Field: SB0803. e-Government

Key Words: e-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indicator, Work-Performance

*** Senior Manager,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Co-author, Principal Manager,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Co-author, Senior Manager,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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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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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으로 서울시의회를 선정하여 최근 6년간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관련 68건의 

출장사례를 분석하였다. 출장의 목적은 크게 상임위원회별 해외비교시찰(37건)과 해외자

매도시방문(31건)이었다. 해당 출장을 대상으로 목적, 시기, 인원, 예산, 방문국가 및 기

관 등의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의 

개선방안은 첫째,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외교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의 국제교류활동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둘째, 사전심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내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범

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

회 내･외부의 감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출장과 의정활동을 연계하는 등의 관리 방안

이 필요하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B10. 자치행정, 광역/기초자치

주제어: 지방의회, 지방의원, 국외출장, 공공외교,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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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서로 소통하여 규칙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수단이다(Berridge & James, 2003: 70). 의원들이 주도하는 

외교를 의원외교 혹은 의회외교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의회외교(legislative 

diplomacy)란 의회 혹은 그 구성원들에 의한 외교를 말한다(Scoville, 2013: 

334). 이러한 의회외교가 점차 늘고 있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Weisglas & 

Boer, 2007).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에 관하여 기본법으로 공공외교법을 

2016년 2월 3일에 제정(법률 제13951호)하였고,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책무,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공공외교 종합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도

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

어 이제 30여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

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지방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의회외교 일환으로서 의의가 있다. 의

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키고, 지역의 공공외교활동을 보

다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노수, 2019; 하혜영, 2019; 박진수 

외, 2019; 신원득･문현미, 2016).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

의원들이 출장 목적에 맞지 않는 외유성 여행이나,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마련해 자

치단체가 이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에 한 지역의 기초의회의원들이 국외출장에서 불미스런 사건

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1) 결국, 2019년 2월에 정부는 지방의원들

1) 연합뉴스, ‘예천군 의원 외국 연수서 가이드 폭행 물의…경찰관까지 출동’, 2019년 1월 4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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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수할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방자

치단체에 권고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팽배하다. 2019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

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19).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해외연수에 머물지 않고, 공공외교의 

일환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검토 

1.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개념과 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해외연수 형태와 함께 자매결

연, 국제회의 참석, 교류 등의 필요에 의한 공무상 여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다.3)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방을 대표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지방정부나 지

방의회들과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해

외시찰 등의 비중이 높았다(류춘호, 2019; 하혜영, 2019). 

한편 현행법상 외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외교는 범위가 매

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제11조에서는 외교와 더불

어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6년 2월 3일에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 공공외교에 있

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와 협력해서 제한적으로 외교활동

2)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한다: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2019년 1월 14일자 보도자료.

3)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제2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범위는 ①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②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③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⑥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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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게 되었다(박노수, 2019; 신원득･문현미, 2016). 

한편,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

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원의 의정활동비로써 여

비 관련 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고 있다.4) 현재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구체적인 운영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운영규칙

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출장(표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준거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표준안은 2000년에 제정되었고, 2019년 2월에 

전면개정이 되었다.5) 2019년 개정시에는 표준안 명칭을 기존의 ‘공무국외여행규칙’

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각 의회에 설치된 공

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민간위인 비율을 과반수 이상에

서 3분의 2이상으로 변경, 심사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으며, 심사기준을 별

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6) 그리고 국외출장 결과서만이 아니라 계획서도 공개하

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였고, 출장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심사위원회 심의･의결된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한 경비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7)

<표 1>은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17개 광역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치법규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13개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4)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제33조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 제2호에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같은 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제1항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교류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5) 2000년 제정시 심사위원회 설치, 여행계획서 및 여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기본사항이 있었다. 2006년도 

개정시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 비율 확대, 회의록 공개 등이 포함되었고, 2009년 개정에는 

민간위원 비율 확대,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류춘호, 2019: 469).
6) 별표에는 총 19개 항목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제시했는데, 출장의 필요성(3개), 방문국과 방문기관

의 타당성(6개), 출장자의 적합성(3개),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개), 출장경비의 적정성(2개), 감염

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개) 등이 있다.
7)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출장(표준안)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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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3개 의회에서는 규칙으로, 1개 의회가 예규로 두고 있다. 

자치법규에는 의원의 출장 심사･허가절차, 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출장이후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17개 광역의회 모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승인단

계로 활동계획서를 각 의회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국외로 갈 수 있다. 지방의원들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친 후에

는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표 1> 광역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2020년 7월 31일 기준)

구분 지역 자치법규명 최근 제･개정일

조례

(13)

서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제7038호) 2019.3.28.일부개정

부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5912호) 2019.5.29.제정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5296호) 2019.7.10.제정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제5233호) 2019.6.1.제정

대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5299호) 2019.6.28.제정

울산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제2095호) 2019.12.26.제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1328호) 2019.7.19.전부개정

경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6560호) 2020.5.19.일부개정

충남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제4393호) 2018.10.1.전부개정

전북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4783호) 2020.5.29.제정

전남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4960호) 2019.11.7.일부개정

경북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4177호) 2019.5.30.제정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제2563호) 2020.7.15.제정

규칙

(3)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1호) 2019.7.8.제정

강원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제45호) 2019.3.21.일부개정

충북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75호) 2019.12.10.일부개정

예규 경남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제70호) 2020.4.2.전부개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각 의회별 정보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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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해외출장, 공공외교 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의원들의 국외출장 관련 실증자료를 분석한 송광태(2001)의 연구는 1

개 광역의회와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들의 여행

빈도, 일수, 방문장소, 경비 등에 대한 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현우 외(2010)의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현행 제도 및 운영실

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이나 국제활동과 관련된 학술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근래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를 

주제로 학술연구와 정책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

면서 지방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관련 논문이 발간되고 있다. 지방의원

의 해외출장 관련 제도와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지

향적 연구로는 하혜영(2019), 박진수 외(2019), 류춘호(2019)의 연구가 있다. 하혜

영(2019)과 류춘호(2019)의 연구에서는 전국 광역의회의 관련 자치법규, 예산, 전반

적인 출장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진수 외(2019)의 연구에서도 광

역의회별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의 유형이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편,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을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살펴 본 연구도 있다. 박노수

(2019)의 연구에서는 공공외교 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외교활동의 현황과 문제

를 파악하고, 서울시의회의 국제교류와 비교시찰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신원

득･문현미(2016)의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개선과제의 도출

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이나 국제교류 등과 관련한 실증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학술적 논문은 많지 않았다. 지방의 외교활동은 주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에 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이정주･최외출, 2003; 김미연, 2010; 김형수･노병렬, 

2016; 이주헌, 2019). 이들은 자치단체의 국제자매･우호도시 결연관계 결정요인, 

국제교류 효과분석,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국제교류 협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등의 학술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 외교활동이 주목을 끄는 현상

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사이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외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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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서 도시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이주헌, 2019). 따라서 이 글에서

는 그동안 학술적 논의가 적었던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

도하였다.

3. 분석기준

이 논문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으로 주로 행해지는 ‘해외연수’

와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출장실태를 살펴보았다. 

의원의 국외출장 관련 실증연구의 분석기준을 보면, 송광태(2001)의 경우 의원들

의 여행빈도, 일수, 방문장소, 여행경비 등을 중심으로 빈도를 분석하였다. 박진수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공

무국외여행의 유형, 특징(방문국, 일정, 예산 등)을 살펴보았다. Scoville(2013)는 

2009년 제111대 미국의 상원과 하원 국회의원들의 외국 공식방문 여행에 대한 위

키리크스(WikiLeak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원회별 총 여행 회수와 의원별 여행 

회수 등을 분석하는 등 전체적인 의원 해외여행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2월에 행정안전부가 전면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

안)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의 경우에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출장의 필

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등이다. 

그동안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표 2>와 같이 분석 기준을 정하였다.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실태분석을 위해 출장의 필요성, 출장시기 적정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항목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를 선정하였다. 서울시의회

는 공무국외출장으로서 선진해외도시정책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와 더불어 해외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교류 방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박노수, 2019). 특히 서

울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

동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8)를 별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868호)는 2018년 5월 3일에 제정했는데,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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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표 2> 분석의 기준

항목 변수 설명

출장 필요성 출장목적 ① 해외연수(비교시찰), ② 해외자매･교류지역방문

출장시기 

적정성

방문시기 ･ 출장한 월

방문기간 ･ 총 방문일수

출장자의 

적합성

의원수 ･ 출장단에서 의원수(명)

수행직원수 ･ 수행 직원수(명)

출장경비의 

적정성

총 경비 ･ 총 출장경비액(원)

의원1인 경비 ･ 의원 1인당 평균 경비액(원)

방문국가/

기관의 

타당성

방문국가수 ･ 총 방문한 국가수

방문국가권역 ① 아시아, ② 유럽, ③ 아메리카, ④ 오세아니아, ⑤ 중동

방문국가명 ･ 방문한 국가명(중복 기재)

방문기관수 ･ 일정별 공식 방문기관수 및 주요 특징

분석기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9대 서울시의회(2014.7∼

2018.6)9)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10대 서울시의회(2018.7∼

2022.6)10) 임기 중에서 2019년 12말까지 대상이다. 제9대 의회에서는 해외자매도

시의 초청에 따라 24회 208명의 의원이 해외자매도시를 방문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비회기 동안 의원의 선진해외도시정책 비교시찰을 추진해 28회 279명의 의원이 참가

하였다(서울특별시의회, 2018: 847). 제10대 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사례 관련 자료는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의 ‘국제교류활동’에서 출장별 사전계

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고자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서울시의회국제교류 기본계획서와 2019년도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관련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1항). 
9) 제9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6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0회, 정례회 8회를 개회하였다. 
10) 제10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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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서울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도

서울시의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

외활동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2015년 1월 2일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9

년 3월 28일에 일부개정하면서 출장제도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는데, 민간위원은 8명으로 비율을 늘렸고, 위원

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무국외활동계획의 심사기준도 

강화시켰는데, 심사기준 체크리스트의 도입,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1일 1기관 이

상 방문하기, 출장 전에 전문가간담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출장제한 사유 

규정을 신설했는데, 출장 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

원은 추후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에서는 

매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의원들은 의

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출국 30일 전까지 활동계획

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일정의 적합성, 

출장국가, 출장 기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심사를 기준으로 출

장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국외출장을 한 경우, 활동

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 20일 이내에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의원별 정책검

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의원들의 사전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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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개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6년간 서울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례 68개이다. 이 중에

서 해외비교시찰로 인한 출장이 37건(54.4%)이고, 해외자매도시방문으로 인한 출

장은 31건(45.6%)이었다. 이를 서울시의회 대수별로 보면, 제9대 의회 의원들의 

출장사례는 총 52건이며, 이중에서 해외비교시찰이 28건(53.8%)이고, 해외자매도

시방문은 24건(46.2%)이다. 그리고 제10대 의회의 경우는 2018년 7월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6건의 출장이 대상이었다. 이 중에서 해외비교시찰은 9

건(56.3%)이고, 해외자매도시방문은 7건(43.8%)이다. 다음 분석대상 출장의 발생 

연도를 보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건이고, 2015년･2016년･2019년은 각 

12건, 2017년 13건, 2018년 14건이었다. 

<표 3> 서울시의회 회기별 및 출장목적별 사례

(단위: 건, %)

구분 해외비교시찰 해외자매도시방문 소 계

제9대 의회 28(53.8) 24(46.2) 52(100)

제10대 의회 9(56.3) 7(43.8) 16(100)

소 계　 37(54.4) 31(45.6) 68(100)

<표 4>는 분석대상인 출장의 기초통계이다. 제9대 서울시의회의 4년간 출장별 방

문일수는 평균 6.83일, 출장시 참여한 의원수는 평균 9.4명, 의원 1인당 사용한 평

균 경비는 2,777,140원이고, 출장별 의원 총비용은 평균 28,067,004원이었다.  그

리고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경우에 2019년 12월 말까지 16건의 국외출장이 있었다. 

출장시 방문일수는 평균 7.44일, 출장시 참여 의원수는 평균 9.5명, 의원 1인당 평

균 경비는 2,729,773원이고, 의원 총비용은 평균 27,577,521원이었다. 제9대 의

회와 제10대 의회의 방문일수, 의원수, 경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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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대상 사례의 기술통계 

구분 방문일수 참여 의원수 의원 1인당 비용 의원 총비용

제9대 

의회(52개)

평균 6.83 9.40 2,777,140.02 28,067,004.14

표준편차 1.927 2.181 1,339,297.993 15,991,431.034

제10대

(16개)

평균 7.44 9.50 2,729,773.13 27,577,521.88

표준편차 1.548 2.805 860,484.329 12,426,746.938

합계

(68개)

평균 6.97 9.43 2,765,828.52 27,950,112.85

표준편차 1.853 2.320 1,235,950.010 15,128,526.108

(2) 해외비교시찰

그동안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해외 선진도시의 비교시찰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송광태, 2001; 류춘호, 2019; 하혜영, 2019). 이러한 해

외연수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 제도와 의회운영의 우수사

례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체함을 통한 학습으로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며, 우리 실정

에 맞는 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마련되었다(김진호･오상준, 2007: 164). 서울시의

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주제와 선진정책 도시를 선정하여 비회기 기간 

중에 연수를 실시하며,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 목적을 위해 실시한 국외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출장목적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관련 특정 정책에 대

한 조사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3.16.∼3.26.)에 

교통위원회가 브라질과 페루의 6개 도시를 9박 11일로 방문했는데, 방문목적은 중

남미 지역 주요 도시들의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수단 및 운영 

체계 등을 비교시찰하는 것이었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2015). 

<표 5> 위원회별 해외비교시찰 현황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기획경제위원회 3(8.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10.8)

행정자치위원회 5(13.5) 보건복지위원회 4(10.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5(13.5) 교통위원회 4(10.8)

도시안전건설위원회 3(8.1) 교육위원회 4(10.8)

환경수자원위원회 5(13.5) 합 계 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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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7.10.∼7.16)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러시아 3개 도시를 5박 7

일 일정으로 방문했는데, 방문목적은 국가주도의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정책과 

의회 의정활동 분야 관련한 정보의 수집이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7). 2018년(1.8.∼1.16)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외반출 문화재보관상태의 

확인, 도시관광 현황, 파리시청 방문을 통한 평창올림픽 홍보 등의 사유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2국 7개 도시를 방문하였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그동안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은 위원회별로 순서에 따라 기회를 제공했으며, 해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관련된 주제와 출장지역을 선정하였다. 지난 6년간 해

외비교시찰을 다녀온 상임위원회의 빈도를 보면 <표 5>와 같은데 위원회별로 3∼5

회 정도 실시되었다. 

둘째, 의원들의 출장시기와 기간이다. 연도별로 보면, 제9대 의회가 시작된 2014

년 7월부터 연말까지 1건이고, 2015년 7건,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8

건이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2019년 9건이다. 월별 출장의 빈도를 

보면, 1월 및 9월 각 8회, 5월 7회, 7월 4회, 2월 및 3월 각 3회, 그 외 4월, 6월, 

8월, 10월이 각 1회이다. 특이한 점은 제9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인 2018

년에 출장한 8건 중 7건이 1월 달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1건이 2월 초이다. 즉 의회 

임기만료 전에 의원들이 한꺼번에 동일시기에 국외출장을 한 것이다. 

<그림 1> 연도별 해외비교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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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월별 해외비교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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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0대 의회가 2018년 7월에 구성되었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이 시작되었다. 2019년도 국외출장의 빈도를 보면, 7월 3건, 9월 5

건, 10월 1건으로 모두 하반기이다. 이는 당초 ‘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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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것이다. 당초 계획서에 따르면, 9건의 출장이 2월 1건, 3월 

2건, 5월 5건, 9월 1건이었다(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19). 2019년 출장이 기본

계획과 다르게 시기가 변동된 것은 그 해 초에 A군의회의원의 해외출장때 발생한 불

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켜지

고 이로 인해 정부가 출장 심사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외비교시찰을 위한 방문일수를 측정해 보면, 최소 3일에서 최대 11일로 

평균 7.54일(표준편차 1.994)로 나타났다. 출장일이 3일인 경우는 2015(3.3∼

4.2)에 일본(삿포르, 오타루)을  방문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장이며, 서남권 돔야

구장 개장에 앞서, 일본 삿포르의 돔구장을 방문하였다(서울시특별시의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2015). 출장이 최대 11일 걸린 경우는 2015년(9.30∼10.10)에 4개

국 이탈리아(밀라노), 스위스(제네바), 오스트리아(비엔나), 체코(프라하)를 방문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출장이다.

셋째, 출장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의원들의 경우 1회 국외출장에서 최소 1명에

서 최대 15명이 방문했으며, 평균적으로 의원 10명(표준편차 2.345)이 함께 갔다. 

국외출장에서 1명의 의원이 간 경우는 2019년(9.19∼9.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비교시찰인데, 의원 1명과 직원 2명이 스위스와 독일에 체육박물관 건립, 장애인 체

육시설, 스포츠 행사 관련 자료 조사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다. 해당 출장에 대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 1인 단독출장이 전례가 없고, 경비문제 등으로 인해 출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규정상 1인이 국외출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해당 의원이 

신체장애 등의 사유 등으로 인해 원안대로 출장이 가결되었다.11) 

반면, 의원수가 많았던 출장은 2017년(7.10∼7.16)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러시

아(이르쿠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으로 의원 15명, 수행직원 4명 

등 19명이었다. 1회 출장에서 의원을 포함해 총 인원이 가장 많았던 출장은 2016년

(5.23∼6.1) 기획경제위원회의 프랑스(파리, 릴), 독일(프라이부르크, 비스바덴), 

스위스(취리히) 출장으로 24명이 동행하였다. 인원 구성을 보면, 의원 14명, 의회 

직원 4명, 유관기관 직원 6명이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6).

한편, 상임위원회의 해외비교시찰에서 의원과 함께 해당 위원회 소속 직원 등이 

동행하였다. 의회 직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3.74명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1회 

11) 서울특별시의회, ‘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회의록’(20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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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 동행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의 

공무출장에 의회 직원 외에 집행부의 관련 부서나 산하기관 관련자들이 같이 동행하

는 경우도 37건 중에서 20건(54.1%)이었다. 

셋째, 출장경비에 대한 분석이다. 출장경비는 공무국외출장 전에 작성하는 계획서

에 포함되어 있다. 의원 1인당, 1회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보면, 최소 500,000원에

서 최대 5,694,000원이며, 평균 3,335,472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1회 출장에서 

의원들의 총 경비를 보면, 최소 3,300,000원12)에서 최대 79,716,000원이며, 평

균 35,686,311원으로 나타나났다. 의원 1인당 경비와 총 경비가 가장 많았던 출장

은 2016년(5.23∼6.1) 9박 10일로 간 기획경제위원회의 프랑스, 스위스, 독일 출

장이었다.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외 항공운임과 국외여비로 구분되며, 모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외여비 지급표의 도시별, 국가별 기준에 따라서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

비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출장지의 물가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그에 준해서 여비

가 책정된다. 분석대상인 37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는 출장에 드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의회가 부담하였다. 1건은 2017년(9.19.∼9.28)에 교통위원회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출장으로 의원 1인당 총 4,351,200원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시

의회에서 2,500,000원을 부담하고, 의원들이 자부담으로 1,851,200원을 분담하

였다. 그리고 해외비교시찰의 출장계획서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일반 

의원들은 주로 동일한 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방문 국가의 특징이다. 의원의 1회 국외출장시 방문하는 국가 수를 보면, 

1개국 18건(48.6%), 2개국 12건(32.4%), 3개국 4건(10.8%), 4개국 2건(5.4%), 

5개국 1건(2.7%)이다. 그러나 제9대와 제10대 의회의 방문 국가는 차이가 있었다. 

제10대 의회의 9건의 국외출장에서는 방문한 국가가 1개 혹은 2개이다. 이는 제10

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2019년부터 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방문 국가수와 도시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9대 의회에서는 1회 출장

에 5개 국가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는데, 2017년(5.19∼5.27)에 교육위원회의 해외

비교시찰이다. 유럽 선진도시의 공교육현장 시찰 및 우수정책에 대한 청취를 목적으

12) 출장 총 경비가 3,300,000원으로 조사된 경우는 2019년(9.19~9.25)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비교시

찰로 의원 1인이 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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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의원과 직원 총 17명이 방

문하였다. 그리고 4개국을 방문한 출장은 2015년(5.27.∼6.5)에 교육위원회가 노

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를 방문했고, 2015년(9.30∼10.10)에 도시계획관

리위원회가 이탈리아,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해외비교시찰 방문국가를 권역으로 구분하면, 유럽이 23건(60.5%)로 과반이며, 

아시아가 7건(18.4%), 북미･남미아메리카가 5건(13.3%), 중동 2건(5.3%), 오세

아니아 1건(2.6%)이다.13) 구체적으로 방문한 국가명은 <표 6>과 같다. 해외비교시

찰로 방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은 독일(6건)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 미국, 일본이 각 4건,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

르가 각 3건이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가 

각 2건이고,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브라

질, 뉴질랜드, 인도가 각 1건이다. 

<표 6> 해외비교시찰의 방문국가(중복표기)

국가명 빈도 국가명 빈도 국가명 빈도

독일 6 스위스 3 포르투갈 1

프랑스 4 노르웨이 3 덴마크 1

이탈리아 4 싱가포르 3 핀란드 1

스페인 4 네덜란드 2 슬로베니아 1

오스트리아 4 스웨덴 2 크로아티아 1

체코 4 헝가리 2 페루 1

러시아 4 아랍에미리에트 2 브라질 1

미국 4 말레이시아 2 뉴질랜드 1

일본 4 영국 1 인도 1

주: 출장 국가는 중복으로 표기했음

다섯째, 출장방문시 기관방문 등 일정을 살펴보았다. 의원들이 출장 이후에 제출

한  결과보고서의 일정표와 보고내용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출장시 관계 기

관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 면담, 브리핑 등 일종의 공식행사를 진행한 경우

13) 권역별 방문국가의 총 개수는 38건인데, 이는 1건이 중복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스페인과 

아랍에미레이트를 같이 방문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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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단순한 현장시찰이나 시설견학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동

안 국외출장시 공식기관의 방문횟수를 보면, 1회(1건), 2회(3건), 3회(11건), 4회

(6건), 5회(8건), 6회(4건), 7회(3건), 9회(1건) 등이다. 방문횟수는 방문일수와 연

관되기 때문에 빈도만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공식기관의 방문일

정을 분석해 보면, 제9대 의회에서는 출장기간 중에 평일에 이동하는 날을 제외하고 

1일 1기관을 방문했으나, 오전이나 오후에 1∼2시간 이내로 활동을 마쳤다. 그리고 

공식적 기관방문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시설 견학 등이 많았다.14) 특히 주말이 포함

된 출장인 경우에는 해당 날에는 주로 관광 일정이 있었다.15) 

반면, 제10대 의회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9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2019년 3월

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식기관의 방문이 많았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의 2019(7.2∼

7.10)의 출장에서 7박 9일로 독일 5개 도시(베를린, 드레스덴, 바이미르, 하이델베

르크,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는데, 공식기관 방문수는 9개이며, 기관방문 일정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16) 제9대 출장결과보고서와 비교하면 제10대 의회의 출장보

고서는 상대적으로 충실히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 해외자매도시방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자매결연 체결도시 및 의회 간 교환방문에 관한 협정체결 도

시 등과 상호교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지난 6년간 해외자매도시 출장은 31

건이고, 해당 출장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자매도시의 방

문출장의 목적은 해당 도시 상호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정책교류이다. 해외자매도시 

14) 2018년(1.8.∼1.16) 7박 9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프랑스(파리, 생말로, 노르망디), 이탈리아(밀라

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를 갔고, 공식기관 방문은 3개다. 일정을 보면, 2일차에 베르사이유궁전 방문, 
3일차에 파리시청 방문, 생말로성벽 시찰, 4일차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방문, 5일차에 국립기메

동양박물관을 방문, 6일차(토요일)에 밀라노 패션현장 탐방, 7일 차에 문화재 관리실태 탐방, 8일차에 

이탈리아 관광청을 방문했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15) 2016년(5.23∼6.1)에 9박10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 출장을 갔는데, 공식일

정은 프랑스와 독일만 있고 스위스는 없었다. 당시 스위스는 주말을 이용해 방문했으며 토요일에 인터라

켄 산악열차를 탔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6).
16) 공식방문을 중심으로 보면, 7월 3일 베를린 시청방문, 4일 베를린의 정치교육원, 베를린의회의 방문, 

5일 드레스덴시청 방문, 6일 청소년복지센터, 7일 국제청소년센터, 에너지공동체 방문, 8일 청소년센터, 
9일 시민대학 방문 등이다(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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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의 경우에는 의장단 등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자매･교류 도시 의회 간 

교차로 상호 방문과 초청을 실시한다. 이때 방문 의원들은 해당 도시의 의회나 시정

부 등을 방문하여 간담회, 만찬 등 우호교류 활동을 한다. 

둘째, 출장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해외자매도시방문 실적을 보면, 제9대 

의회 시기인 2014년 7월 이후 4건, 2015년 5건, 2016년 7건, 2017년과 2018년 

각 6건이고, 제10대 의회인 2019년에는 3건이다. 6년간 월별 출장의 시기를 보면, 

10월에 11건이고, 5월 5건, 12월 4건, 나머지 달은 1∼2건이었다. 출장일수를 보

면,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이고, 평균 6.29일(표준편차 1.419)이었다. 

<그림 3> 연도별 해외자매도시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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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월별 해외자매도시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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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장자의 특성이다. 출장 방문의원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11명이고, 평균 

8.74명이었다. 방문시 수행한 의회 직원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으로 평균 3.58

명이다. 의원 1명이 방문한 경우는 2015년(12.1∼12.8)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경우이며, 의회 직원 2명과 함께 총 3명이 방문하였다.17)

넷째, 출장경비를 살펴보았다. 일반 의원 1인당 비용은 최소 917,030원에서 최대 

4,449,140원이고, 평균은 2,104,306원이었다. 여기서 평균 비용에는 대표단장을 

제외한 일반 의원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최대 비용이 소요된 출장은 2018년

(1.16∼1.23)에 6박 8일 일정의 뉴질랜드와 호주 방문으로, 일반 의원 1인당 

4,449,140원이 소요되었다. 

17) 해당 출장의 결과보고서에서 방문목적을 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캔버라시 및 오클랜드시의회 예방, 
의회 간 교류협력 제안, 의정과제를 위한 외국도시의회 자료수집, 방문도시의 우수정책 설명청취 및 

추후 의회방문단을 위한 시찰지 교섭이라고 적혀있다(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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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외자매도시방문의 경우 상호 도시간 교류협정체결에 따라서 출장일정 중

에서 당해 지역의 공식 일정이 있는 특정 날의 일부 식비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부 체재비(식비, 숙박비)를 상대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0.15∼10.19)에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대표단 일정 중에서 2

일 여비는 상호주의에 의거해서 베트남 하노이시의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반 

의원 1인당 1,209,130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였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방문의 

경우에는 방문대표 단장의원(의장, 부의장, 위원장)의 경우 소요예산이 일반의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는데, 이는 항공료(비지니스)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31건 중

에서 18건의 출장에서 대표단장의 소요비용이 일반 의원과 달랐다.18)

다섯째, 방문국가에 대한 특성이다. 해외자매도시 방문목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는 해당 도시가 있는 1개 국가만 방문한 경우가 27건(87.1%)이었다. 그리고 2개 

국가를 방문한 경우는 4개(12.9%)이었는데, 이는 호주 혹은 뉴질랜드의 초청으로 

방문시 인근 국가를 방문한 경우였다. 그리고 베트남 방문시 라오스도 같이 방문했

고, 비쉬켓(키르기스스탄) 방문시 알마티(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해외자매도시방문은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국

가를 방문하기 때문에 국가는 한정되어 있다. 서울시의회간 자매도시는 6개로 도쿄

(일본), 베이징(중국), 하노이(베트남),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타이베이(태국), 호

놀룰루(미국)이다. 의회 간에 교환방문 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는 4개로 뉴사우스웨

일즈(호주), 앙카라(터키), 울란바타르(몽골), 방콕(태국)이다. 의회 간에 양해각서

를 체결한 도시는 2개로 비쉬켁(키르기스스탄), 웰링턴(뉴질랜드)이다(서울특별시

의회, 2020). 지난 6년간 서울시의회가 많이 방문한 국가를 보면, 호주가 4건이고, 

터키･중국･일본･인도네시아･태국･몽골이 각 3건, 키르기스스탄･베트남･대만･캐나

다･뉴질랜드 각 2건, 미국(호놀룰루)･라오스･카자흐스탄이 각 1건이었다. 

18) 제10대 의회에서 2019(10.16∼10.22) 중국 베이징 방문시에는 의원 1인당 2,651,460원, 단장인 

부의장은 4,511,900원이 책정되었다. 2019년(10.12∼10.17) 4박 6일로 미국 하와이 방문시에는 

의원 1인당 2,518,250원, 단장인 의장은 6,855,060원이었다. 그리고 2019년(8.1∼8.8) 터키의 6박 

8일 방문의 경우에는 의원 1인당 비용이 2,174,040원이고 부의장은 4,141,41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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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외자매도시방문 출장지 빈도(중복 표기)

국가명 빈도 국가명 빈도

호주 4 베트남 2

터키 3 대만 2

중국 3 캐나다 2

일본 3 뉴질랜드 2

인도네시아 3 미국 1

태국 3 라오스 1

몽골 3 카자흐스탄 1

키르기스스탄 2

여섯째, 해외자매도시 기관방문 등 일정을 살펴보았다. 의원들은 자매결연 의회나 

지방정부를 예방하고, 만찬행사 등의 공식행사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유관기관들

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자매도시 출장의 경우에 대부분 아시아 국가가 많

았으며, 출장 일정이 평균 6일이었다. 해외자매도시 출장의 일정표를 점검해 보면, 

자매도시의 공식방문 일정 외에 다양한 문화 및 역사 탐방 일정이 함께 포함하였다. 

물론 해외자매도시 방문이 시의회와 시정부 등 공식일정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특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찰 및 탐방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탐방에 치우칠 

경우에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5.4∼5.11)에 호

주 뉴사우스웨일주의회와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방문했는데, 출장 일정표를 보면 

절반이 관광 일정이었다. 특히 결과보고서에 출장의 업무수행에 ‘돌고래관람, 모래

썰매 체험, 와인생산지 시설시찰 및 와인시음 등’이 적혀져 있다.19) 그리고 2016년

(9.22∼9.29)에 6박 8일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했는데, 결과보고서의 일정표를 

보면 3일은 관광일정이었다.20) 

19) 일정을 보면, 2일차 공항도착 후 시드니의 동부지역 시찰, 3일차 주 환경부장관과의 면담, 주의회 예방 

및 주의회 공식환영오찬, 4일차 포트스테판으로 이동(돌고래관람, 모래썰매 체험), 와인생산지 시설시찰 

및 와인시음, 5일차 시드니의 북부지역 시찰, 록스지역 주말벼룩시장 방문, 6일차는 시드니 총영사관 

공식방문, 보타니베이 국립공원 방문, 7일차는 센터리크 방문,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방문, 8일차 귀국이

다(서울특별시의회의사무처, 2016a). 
20) 일정을 보면, 1일차 비엔티안시의회 의장방문, 2일차 문화유적 답사, 3일차 불교의식 탐방, 루앙프라방 

문화유산 시찰, 4일차 자연관광지의 탐방(꽝시폭포, 삼림욕장, 몽족마을 방문), 5일차 하노이시의회 

의장예방 및 환영오찬, 하노이시장 예방, 하노이시 주최 환영만찬, 6일차 호이안시의회 의장예방, 의장주

최 환영만찬, 7일차는 꽝남성의회 방문 등이었다(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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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서울시의회를 선정

하여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관련 출장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외출

장의 목적은 크게 상임위원회별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이다. 해외비교시

찰은 해당 기간에 37건이고, 해외자매도시방문은 31건이다. 해외비교시찰을 원하

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이 필수이며, 귀국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였다. 해외자매도시방문의 경우 해외 도시 

상호 간의 우호교류를 위한 연례적 방문출장이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으나, 귀국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출장의 시기가 적정한 지를 살펴보았다.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비회기 기

간 중에 실시해야 함으로 특정한 달에 출장이 몰릴 수 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비회기 일정인 5월, 10월, 1월 등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제9대 의회가 2018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1월에 7개, 2월에 1개의 상임위원회들이 출장을 다녀왔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다수의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가는 등의 행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장자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해외비교시찰의 경우 1회 출장에서 

평균 10명이 함께 갔으며, 의회 직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3.74명이 수행하였다. 해

외자매도시방문의 경우 방문단 의원은 평균 8.74명이고, 방문시 수행한 의회 직원

수는 평균 3.58명이었다. 그런데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에서 의원 1명

만이 출장을 간 사례가 있었다. 1명이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은 아니지만, 출장단 구성시 위상 및 예산낭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출장단을 

구성하는 것도 효과성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출장경비의 적정성이다. 해외비교시찰은 1회 출장에서 의원 1인당 예산이 

평균 3,335,472원이고,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의회에서 부담하였다. 1건은 유

럽출장 비용에서 의원들이 각자 비용에서 약 42.5%는 자부담한 경우였다. 해외자

매도시방문은 1회 출장에서 의원 1인당 비용이 평균 2,104,306원이었다. 해외비교

시찰은 주로 유럽 국가를 선택했고, 해외자매도시방문은 아시아 국가가 많아서 경비

는 차이가 컸다. 해외자매도시방문의 경우 상호 도시간 교류협정체결에 따라서 일부 

체재비를 상대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일정 중에서 특정한 날에 만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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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 많았다. 따라서 해외자매도시방문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다. 

다섯째, 출장을 간 국가의 특성이다. 37건 해외비교시찰의 방문국가를 권역으로 

보면 유럽국이 23건(62.2%)로 가장 많았고,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 독일(6건)이

다. 제9대 의회에서는 방문국가가 5개가 되는 출장도 있었으나, 제10대 의회에서 

9건의 출장은 2개국을 넘지 않았다. 한편, 해외자매도시방문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중심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국가는 한정되어 있다. 

여섯째, 출장시 방문한 기관 등 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비교시찰의 경우

에 제9대 의회에서는 1일 1기관 공식방문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기관방문

시 오전이나 오후 약 1∼2시간 정도로 구성하였다. 즉 기관의 공식방문보다는 현장

시찰이나 견학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주말을 포함한 일정

인 경우에는 해당 날은 관광일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제10대 의회에

서는 2019년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강화에 따라서, 공식기관의 방문 횟수와 내용이 

이전보다는 충실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방문기관의 공식일정을 오전과 오

후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한편, 해외자매결연도시 방문의 경우에 외국 의회나 지방정부를 예방하고, 만찬행사 

등 공식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유관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도시의 주요 문

화 및 역사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해외자매결연도시의 방문목적으로 간 출장에서도 

공식행사 외에 관광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해당 도시에 대한 이해

를 위해 역사적･문화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지나치게 

관광일정이 많을 경우에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3. 정책적 시사점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공공외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방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외교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

의회 의결사항 중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만이 있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와 지방의회 등과 교류협력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이주헌, 2019; 이정주･최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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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현행법상 외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외교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2016년에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

체의 외교활동에 대한 근거로 일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지방외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에 보다 포괄적으로 지방 공공외교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 공공외교법에 지방의 외

교활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에 대한 입법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법률에서  지방의원의 국제활동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이에 근거해

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나 해외자매도시결연과 같은 국제교

류협력활동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기존 지방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의 해외 시찰이나 기관방문 등을 위하여 해외연수

를 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를 분석해 보면, 공무국외출장에 해외비교시

찰와 더불어 해외자매도시방문도 중요한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향

후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외유성 여행이 아닌 외교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활동의 범위와 목적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전심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 사전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

안 의원들의 국외출장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2019년 2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

장규칙을 전면개정하여 지자체에 이를 권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원의 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자치법규 개정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각 의회에 설치된 공무

국외활동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민간위인 비율을 높이고, 심사기한을 늘릴 뿐만 아

니라,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류춘호, 2019). 그러나 여전히 심사위

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적지 않다(하혜영, 2019). 의원들의 해외자매

도시방문 활동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이 많다. 해

외자매도시방문 활동이 연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불필요한 외유성 관광 일정이 

포함된 사례도 있으며, 친교 외에 방문목적과 성과도 불분명하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지방의 공공외교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및 회

의와 더불어 자매결연 관련 활동에 있어 보다 충실하게 방문목적과 일정구성이 이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기간을 늘리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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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원도 전문성을 지닌 위원 선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

해 공무국외출장의 주제와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전심사 체계를 강

화가 필요하다(류준호, 2019; 박진수 외, 2019: 66). 일부 지방의회는 공무국외 

연수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회의록 검토해 보면 여전히 심

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사후관리제도의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회 내･외부의 감시 및 감독제도가 강

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이 해외에서 습

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의회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하거나 심각하게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의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혜영, 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지방의회 국외여비 위

법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재수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행정안전부, 2019).21) 즉 지방의원 국외여비위법 집행시 페널티 적용 방안

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재수단으로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

개 등의 사안에 따라서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향후 

의회의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연수계획과 연수결과보고서를 비교 평가하여 당초 목적

대로 국외출장이 진행되었는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평가해야 한다. 만약, 출장계

획과 실제 활동이 차이가 있다면, 예산삭감이나 예산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감시 및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부실하거나 부당한 의원 공무국

외출장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방의회에서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계획서는 홈페이지 게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향후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할 경우에 상호 비교를 통

해 사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2019.7.1. 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별표 1]의 “③ 지방의회의원

의 국외여비”에 따르면, 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시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제재수단으로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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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

시의회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살펴보았다. 향후 지방의

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아가서 지방공공외교

의 일환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출장의 사전 

및 사후관리제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원

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키고, 지역의 공공외교활동을 보다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이러한 국제활동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 긍정적 효과와 함

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향후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외유성 

여행이나 사적 용도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의회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를 중심으로 내용분석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실제 출장의 내용을 심도 있게 질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한

편 분석의 기준 및 평가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측정의 방법 역시 

다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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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quo and amelioratory ways of local council 

members’ overseas business trips

22)Ha, Hyeyoung*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come up with the ideas to improve the overseas 

business trips of local council members by analysing their cases empirically. 

For this purpose, sixty eight overseas business trips that Seoul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took in recent six yea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irty seven cases were to take trips to benchmark 

the exemplary cases of overseas cities by standing committee. The thirty 

one cases were for friendship visits to councils or governments of sisterhood 

overseas cities. In addition, the trips were categorized into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urpose of the trips, the timing of the visits, the number 

of visitors, the budget of the trips, and the destination country and 

organization. This paper recommends the ways to ameliorate the systems 

of overseas business trips as follows. First, clear and specific legal 

backgrounds on public diplomatic activities proceeded by local councils 

should be prepared and local governments acts or regulations on those 

international activities carried by local council members should also be 

legislated. Second, a screening committee on local council members’ 

overseas business trips should expand the scope of preliminary screening 

on trips and needs to find the ways to operate the committee more effectively. 

Third, the system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on local councilors’ 

overseas business trips needs to be reinforced.

Field: SB10. Self-Government, Upper-Level/Lower-Level Government 

Key Words: Local Council, Local Council Member, Overseas Business Trips, 

Public Diplomacy, Seoul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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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독립적 입법지원기구의 설치에 초점을 맞춘

다. 한국과 같이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 가운데 독립적 입법지원기구를 설립

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미국 대도시 지방의회 사례(로스앤젤레스시, 샌디에이고시)를 

분석한다. 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정은 물론 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

영될 수 있었는지 제도적 요인(의원의 임기 제한, 입법지원기구 책임자의 장기근속)과 비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설립 실패 사례(시카고시)를 통해 입법지원기구 

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인구 대비 의원 수 비율, 의원의 임기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러한 미국 대도시 사례 분석은 한국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수를 재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규모 조직보다는 소규모 조직으로 우선 시작하며, 지방의회 재정 상

황에 따라 회계 및 입법 분석 법인과 합작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함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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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지방정부 권력구조를 일률적으로 기관대립(기관분리)형으

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8조 1항).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

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바란다. 동시에 자치의

회가 자치단체장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주민의 필요를 더 효율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입법기관과 행정기

관이 결합한 기관통합형인 국가에서의 지방의회와는 그 구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확

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하에서 한국의 지방의회는 전문성

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시도해 왔다. 그 대안으로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와 같은 조직 차원에서의 방안과 의원 보좌 인력의 확충처

럼 개인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방안이 빈번하게 논의되었다(박순종･박노수, 

2014; 안영훈, 2012; 임영덕･신나은, 2012; 장영두, 2006; 조석주･박기관, 

2010; 최진혁, 2011; 하정봉･최봉기, 2007). 반면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

기구 설립을 통한 역량 강화에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에 관하여 우리보다 오랜 지방자치 경험을 가

진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오랜 지방자치 경험을 가진 선진국 가운데 정작 의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부의 증대된 권한을 견제하도록 지방의회 내에 독자적 입법지원기구를 마련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 기관통합형 지방정부 권력구조 내에서 독자적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도는 불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의회 의원의 경우 다수의 개인 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보좌관 가운데 지역구 담당, 입법보좌관 외에도 현장사례조사관(case 

worker)과 연구관(researcher)을 두어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의회 중심의 기

관통합형 권력구조를 가진 프랑스 지방의회 역시 조직･인사권 및 기관 운영에도 영

향력을 미칠 수 있어 의회사무국 산하에 입법정책실, 입법보좌관 및 입법전문위원을 

두고 이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개별 지방의원들은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전문

보좌관을 임용할 수도 있다(안영훈, 2012: 116).

이처럼 본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및 운영 

관련 해외 사례는 흔하지 않다. 물론 같은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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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률적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권력구조를 가졌으며, 특히 수도인 도쿄의 경우 

지방의회의 규모, 조직 및 운영 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정희윤･신

정민, 2017). 그러나 도쿄 도의회 의회사무국 중심의 입법지원 방식은 유명무실한 

의장의 인사권, 사무국 직원의 순환보직, 유급보좌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파견된 조

사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결여, 예산･편성권 부재 등의 문제

로 인해 의회 입법 지원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신민철 외, 

2016: 55-58). 즉 한국보다 더 오랜 지방자치 경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높은 제도적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 역시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대상을 좁히고자 한다. 지방의회 내 입법지원기구 설

립의 타당성은 기관대립형 권력구조에서 확대된 행정부의 권한과 능력에 대해 의회

가 전문성을 가지고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의 경우 행정적 요구가 커지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 권한을 확대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 수

는 많아지게 되어 의회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지방

의회의 입법과 행정부 견제 역량 강화 논의가 나오게 되며, 그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

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치가 논의되게 된다. 정리하면, 한국의 지방의회에 

함의를 줄 수 있는 해외 사례는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가진 대도시 지방의회 가운

데 성공적으로 독자적 입법지원기구를 설립한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가지며, 대도시 의회

로서 독립적 입법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혹은 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지방의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하원의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2019년 현재 597,998명을 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 가운데에서

도 압도적으로 큰 수치이다.1)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연방 하원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미연방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처럼 의원들의 입

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와 조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흥미롭게도 연방 의회

예산국은 연방정부 하위 수준인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지원기구인 입법분석국

1) New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beta), https://data.ipu.org, 접속일 202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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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Analyst Office, LAO)의 성공적 운영이 연방 수준으로 상향 확대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국의 성공적 운영은 캘리포니아주 내 로스앤젤레스

시로도 하향 확대되었고, 로스앤젤레스의 경험은 샌디에이고로 수평적 확산을 이루

게 된다. 이러한 독자적 입법지원기구의 설립과 성공적 운영은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 의회에서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노력으로 이어졌

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좌절되기도 하고, 주 

재정 수준에 맞게 소규모로 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가진 미국 대도시 지방의회 사례를 분석하는 것

은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과 집행기관 견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현실에 큰 

함의를 줄 수 있다.2)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2장에서는 주의회 수준에서의 최초 입법지원기

구인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분석관실(LAO)의 성공적 운영에 영향을 받아 1975년 설

립된 로스앤젤레스시의 수석입법관실(Office of Chief Legislative Analyst), 

2004년 설립된 샌디에이고시의 독립예산분석실(Office of Independent Budget 

Analyst, IBA)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다. 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정은 

물론 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는지 의원의 임기 제한, 입법지원기

구 책임자의 장기근속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미국 내 

제3의 거대도시인 시카고시에서의 시민연맹(Civic Federation)이 중심이 된 독립

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제안과 그 좌절 사례를 분석한다. 왜 인구 크기로는 시카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샌디에이고시에서는 성공했지만, 시카고시에서는 설립에 실패

했는지 분석함으로써 입법지원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

는지를 인구 대비 의원 수 비율, 의원의 임기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

다. 마지막 4장은 사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로부터 한국의 지방의회 가운

데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지방의회에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 한 심사자는 연방제인 미국과 단방제 국가로서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제로서의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

서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지역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부(뉴잉글랜드)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타운 중심인 

것에 반해, 중서부 지역은 카운티(county)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보인다. 20세기 들어 지방정부

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주의회의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대도시 

의회의 경우 도시 인구 이동, 도시환경의 약화, 슬럼화 등의 행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주 원조에 재정적 

의존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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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공 사례

1. 로스앤젤레스시 수석입법분석관실

가. 주의회 수준 입법지원기구 성공 경험

미국 내 최초의 시의회 수준의 독립적 입법지원기구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수

석입법분석관실(Office of the Chief Legislative Analyst, CLA)이다. 이는 미

국 내 최초로 주의회 수준 입법지원기구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

(Legislative Analyst’s Office, LAO)의 성공 경험이 캘리포니아주 내 로스앤젤

레스시로 하향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법분석관실은 의회 입법지원기구로서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미연방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보다도 무려 30년 이상 앞선 1941년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캘리포니아주 입

법분석관실은 미국 의회의 독자적 입법지원기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분석관실이 출현하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행정부 

간 예산 권력에서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1930년대 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예산 권

력의 균형이 1930년대 초 이후 행정부로 옮겨갔음을 우려했다. 주의회는 예산 정보

에 대해 전적으로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예산 정보 및 분석을 얻고

자 했고, 주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 또한, 계속 늘어나는 정부의 비용을 줄이고, 정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

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41년,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

은 의회 내 예산분석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지원기구 설립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컬버트 올슨(Culbert 

Olsen) 당시 주지사는 위의 법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는 자신의 예산에 대한 주도성

이 제약받는다고 생각한 시장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의회

는 상･하원 공동규칙(joint rule)을 통해 기구를 설립하여 올슨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후 같은 해 법령으로 입법분석관실을 설립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입법분석관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

정과 운영 모두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미 의회예산국과는 달리 입법분석관실은 캘리

포니아 주의회를 대신하여 규정된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입법 정책이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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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주지사의 예산 청구에 

대한 상세 검토 분석(부서 검토 및 입법 조치에 대한 권고 포함), ‘관점과 이

슈’(Perspectives and Issues)를 발간하여 주정부 재정 상태에 대한 요약과 주요 

정책 문제 언급,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지원, 예

산 변경 행정 요청 검토 및 예산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주민발의

안(initiative) 및 투표 법안(ballot measure)의 재정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프로

그램 또는 기관 평가를 포함해 입법 감독 및 입법 권고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입법분석관실은 공공정책에서 입법 대안을 

의회 내 모든 위원회는 물론 120명의 개별 의원에게 제공한다. 

입법분석관실은 시장이 아닌 주의회의 감독을 받는데, 이는 입법분석관 지명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하원 각 8명으로 구성된 주의회 양원합동입법예산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 JLBC)3)가 관련 소위원회(subcommittee)를 

열어 후보자들을 검토한 후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인물을 입법분석관(Legislative 

Analyst)으로 지명한다. 또한, 합동입법예산위원회가 입법분석관실의 운영을 감독

한다. 입법분석관은 총 56명의 직원을 총괄한다. 이 가운데 43명은 전문 분석관이고 

13명은 행정직원인데, 전문 분석관은 건강, 형사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등 주

제 영역별로 나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 분석관들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고, 계량 분석 경험이 있으며, 주 예산의 해당 분야를 담당한다(Johnson 

and Stapenhurst, 2008: 142-144). 입법분석관실 소속 분석전문가들은 그동안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시의회 내외에서 인정받아왔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분석관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하며, 안정적인 직책 가운데 하나이다. 입법분석관이 행정 및 예

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외에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비정파성(nonpartisan)이다. 비정파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 직책의 

근속성에 기인한다. 즉 입법분석관은 일단 임명되면 매우 오랜 기간 그 직책을 수행

한다. 예를 들어, 에이 앨런 포스트(A. Alan Post)는 1949년부터 1977년까지 무

려 28년 동안 입법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최초의 여성 입법분석관이었던 엘리자베

스 힐(Elizabeth Hill)도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간 근무했다. 2019년 2월 

3) 통상적으로 상원의원 가운데 하나가 위원장(Chair), 하원의원 가운데 하나가 부위원장(Vice-Chair)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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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석관으로 새로 부임한 가브리엘 페텍(Gabriel Petek) 직전 입법분석관이었

던 맥 테일러(Mac Taylor)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을 근무했는데, 그는 

입법분석관실에서만 40년을 근무했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

고, 이들의 견해는 주의회 정책 결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입법분석관은 주의회 의원들보다 더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영

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 직책의 중요성과 근속성에 비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 역대 입법분석관들이 철저하게 비정파성을 지향하며 정파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석입법분석관실의 설립과 운영

1) 제도적 특성

로스앤젤레스시는 중간 자치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지만, 인구는 380만이 넘는 거대도시이다. 로스

앤젤레스시는 주민이 별도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선출하고,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각각 입법과 집행을 수행하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시장-의회-위원회(May-Council-Commission) 형태로 정부를 구성

한다. 이는 전통적인 시장-의회 형태에 시장의 임명과 의회의 재가에 따라 구성되

는 위원회(Commission)가 더해진 형태이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시장-의회 체제를 

가진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가장 강한 시의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강한 권한은 시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인원으로 구성

된 의회 규모에서 기인한다. 시의회는 단 15명의 지역구 대표로 이루어진다. 51명

의 의원으로 구성된 뉴욕시와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카고시에 비교하면 작은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소수의 의원이 거대한 시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정부 구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위원회(Commission)는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음으로써 구성된다. 1993년 헌장 개정에 따라 위원은 1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이 위원회 아래에는 수석입법분석관(CLA), 시장과 시 의회의 시정 운

영을 돕는 시행정관(City Administration Office, CAO), 그리고 시장 아래 시서기국

(City Clerk), 재정(Finance), 공공책임부(Office of Public Accountability),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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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경찰(Police), 그리고 윤리 위원회(Ethics Commission)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수석입법분석관과 행정관은 지원 업무만 담당하고, 소방과 경찰 부서는 운영 기능만 담

당하며, 서기국, 재정, 공공책임부는 지원과 지원 업무 모두 수행한다. 

수석입법분석관, 행정관, 그리고 서기관은 모두 의정 업무 지원 역할을 담당하지

만, 수석입법분석관은 시의회의 의정 지원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안용훈 

2013). 다만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면서 수석입법분석관과 행정관 간에는 점차 긴밀

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 분석인력(legislative analysts)은 거의 수석입법

분석관실에 소속된다. 이들은 수석입법분석관의 지휘 아래 시의회 위원회에 배정되

어 소속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법안의 가결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수석입법분석관실의 법적 기원은 1975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시의회는 수석입법

분석관실을 둔다는 조항을 행정법(Administrative Code, section 20. 100-III) 

내에 넣었다. 당시 시행정관실이 이미 조직되어 있었고, 이들은 시의회와 시장에게 

예산에 대해 조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과 관련하여 자신들만의 목소리

를 내기 원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산 및 정책과 관련한 연구 분석 등을 시의회에만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관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Sonenshein, 2006: 49).

2) 성공적 운영의 제도적 요인: 전문성, 장기 근속

수석입법분석관실을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

석입법분석관의 임명과 해임에는 시의회 정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조

례를 만들었다. 즉 15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

면, 시서기관과 시재정관은 시의회 구성원의 2/3 이상이 아닌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임명 및 해임을 진행할 수 있어 수석입법분석관과 비교할 때 훨씬 쉽게 임명 및 해임

이 가능하다. 형식적으로는(de jure) 비정파적 시의회를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정파적 이해를 가진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 수석입법분석관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임명된 수석입법분석관이 스스로 은퇴를 결정하지 않는 한 그의 임기는 

계속되며, 다른 조직이나 직위와 비교할 때 매우 독자적인 특성을 보인다.

수석입법분석관실은 수석입법분석관 아래 세 명의 부수석입법분석관(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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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Legislative Analysts)과 비서를 포함한 13명의 행정 담당자, 27명의 분석 

담당자, 사진 및 미디어 센터와 프레스 컨퍼런스 담당 인원 4명을 포함하여 총 45명

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로스앤젤레스시 재정 상황에 따라 그 인원 구성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시 재정이 악화되자 당시 수석입법분석관이었던 제리 

밀러(Gerry Miller)는 분석 담당 인원의 25%를 줄이기도 하였다. 이는 수석입법분

석관이 조직 구성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석입법분석실 보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보수보다 높은 편이

다. 특히 수석입법분석관의 경우 로스앤젤레스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항상 10위 안

에 든다. 2013년 자료 기준으로 당시 수석입법분석관이었던 밀러는 연봉 

$256,803을 받아 로스앤젤레스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부수석입법

분석관 중 하나도 $201,776을 받아 당시 시의원($178,789)보다 더 높은 연봉 수준

을 보였다. 다른 두 명의 부수석입법분석관 역시 $165,390을 받아 시의원에 필적할

만하였다. 일반 전문분석인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입법분석가 5호봉

(Legislative Analyst V)의 경우 연봉 $156,319를 받았다. 이는 의회 고용 인원

의 최고 등급인 위원회 지원 7호봉(Council Aid VII)의 연봉($154,84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문분석인력 가운데 세 번째 등급인 입법분석가 3호봉도 위원회 지원 

6호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4) 이처럼 전문분석인력은 타부서에 비해 높은 수

준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수석입법분석관실은 양질의 분석가를 충원할 수 있다. 

수석입법분석관의 임명 및 해임과 관련한 조례에는 수석입법분석관의 의회 지원 

관련 역할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시 법안(city measures)에 대한 투표 개요를 준

비한다. 둘째, 시의회 위원회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시 입법 프로그

램을 발전시킨다. 넷째, 위의 내용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도 이

를 추진한다. 즉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시의회를 대신해 

로스앤젤레스시 예산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onenshein, 2006: 62). 이와 

같은 명기된 역할에 따라 수석입법분석관실은 입법 과정의 진행, 입법 문제와 관련

한 연구 진행 및 가능한 대안 제공, 시의회가 시장을 비롯해 선출된 다른 공무직과 

협상하는 것 지원을 해왔다. 

수석입법분석관실은 공공 안전, 교통, 환경, 도시계획, 노숙자, 교육 등 중요한 쟁

4) 봉급 관련 출처는 다음을 참조할 것(http://salaries.scpr.org/list/council?pag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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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시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시의회 의원들에게 제

출한다. 이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내용 요약, 제안, 그리고 모형별로 해당 프로그

램을 진행했을 때 재정상 영향, 그리고 토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

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 모형의 장단점 및 예산 소요 등을 담고 있어 법안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공공은행 체제와 현 주

택/경제발전 지원 프로그램(Public bank framework and existing housing 

and economic development funding programs, CF#: 17-0831)에 대한 39

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시의회 일자리 위원회에서 수석입법분석관실에 분석을 요청

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모형을 다룰 뿐만 아니라 모형별 장단점과 

예산 추정을 제시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그 효과가 지역구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지도(guide)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

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주, 그리고 연방법상 충돌과 시헌장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까지 분석하여 제시한다. 

의회 경험이 일천한 시의원이 수석입법분석관실의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안을 거부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시헌장에 명기된 수석입법분석관에 관련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2000년 7월 1일 효력을 발휘하게 된 개정 헌장에는 수석입법분석관실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수석입법분석관실 대표는 시의회 모든 회의에 

필요한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참석해야 한다(헌장 8장, 85조). 이러한 

문항은 수석입법분석관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

들은 시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쟁점에 대해 파악하게 되고, 이 결정에 관해 제안

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수석입법분석관의 권한 강화와 연

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정부 내 직책이 공석일 경우, 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임시로 ‘관리

자’(caretaker)를 임명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수석입법분석관이 그 역할을 맡

는다. 이것은 수석입법분석관이 시의회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관행이라 할 

수 있다(Sonenshein, 2006: 159). 

셋째, 수석입법분석관은 시청 내 다양한 행사를 위한 미디어 센터의 사용 일정, 

운영과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헌장 15장, 92조). 시의원들에 대한 입법 조언 외

에도 미디어 센터에 대한 전반적 책임도 수석입법분석관에게 있다. 이 조항은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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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련하여 수석입법분석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 쟁점 사안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석입법분석관은 극도로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미디어 센터 관련 책임 조항이 큰 입법

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수석입법분석관에 대한 시의회의 의존도는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석입법분석관의 실제 영향력은 더 크다. 이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과 관련이 있다. 3선이라는 시의원 임기 제한으로 인해 시

의회 구성원들은 수석입법분석관을 비롯한 수석입법분석관실 직원들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교체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의회 경험이 짧은 시의회의 구성원들이 수

석입법분석관실의 조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Sonenshein, 2006: 

49). 이러한 제도적 특징 때문에 수석입법분석관은 시의원들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된다(Sonenshein, 2006: 62). 결국, 수석입법분석관은 시의회의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으로 작동하고, 개발 및 시 정책과 관련

해서 발생하는 복잡한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Rayes, 2014).

3) 성공적 운영의 비제도적 요인: 역대 수석입법분석관들의 노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로스앤젤레스 수석입법분석관실은 헌장에 언급된 내용보다 

시의회의 정책 결정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3선이라는 시의원 임기 제한으로 인한 빈번한 인력 교체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높은 수석입법분석관실 인력, 수석입법분석관의 조직 구성에서 높은 자율

성, 모든 의회 회의에 수석입법분석관실 대표 참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를 

통한 수준 높은 전문분석인력의 충원 외에도 수석입법분석관의 리더십을 포함한 개

성이 작동한 결과일 수 있다.

우선 수석입법분석관실이 현재의 위상을 가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 로널드 디튼(Ronald Deaton)을 살펴보겠다. 디튼은 1965년 로스앤젤레스 

시공무원이 된 후 1993년 수석입법분석관이 되었는데, 그는 쟁점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렸지만 실제로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01년 은퇴한 로스엔

젤레스 시장 리처드 리오단(Richard Riordan)은 “디튼은 시의회 뒤에 있는 두뇌이

자 근력이다”라고 하면서, “만약 그가 당신 편에 있다면, 그는 실제로 일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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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상대편에 있다면, 당신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다”라고 했다(Gold and Garrison 2003). 의원이었던 리처드 캐츠(Richard 

Katz) 역시 “역사적으로 시의회는 디튼의 조언(input) 없이는 어떠한 의견도 가지

지 않았다... [중략] ...내 관점에서는 그 위치는 의제를 설정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어야 한다.”라고 했다(Gold and Garrison 2003). 이처럼 디튼은 시의회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실제로 수석입법분석관실 운영은 매우 공정했다는 평가

가 많았다.

디튼의 뒤를 이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석입법분석관으로 근무한 제리 밀러

(Gerry Miller)는 1985년부터 로스앤젤레스시 서기관실에서 근무했다. 예산과 재

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후 행정관실에서 부채관리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

에 디튼 밑에서 수석입법분석관실 행정관이 되었다. 2005년 수석입법분석관이 된 

후 은퇴하기 전까지 만 9년 동안 5명의 시장, 57명의 의원과 함께 일했다. 그는 행

정관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행정관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시의회 의원들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역시 전임이었던 디튼과 마찬가지로 이슈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정파적 논

란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15명의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수석입

법분석관실의 제안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이 그들이 낼 수 있는 최선

이자 객관적인 대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밝혔다. 즉 모든 

의원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계속 노력해 왔고 그것이 수석입법분석관실이 제대

로 기능하도록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The Planning Report, 2012). 

2014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여성이자 유색인종으로는 처음으로 수석입법분석

관에 샤론 초(Sharon Tso)를 지명하였다. 그녀는 약 20년간 수석입법분석관실에

서 근무하였고, 밀러와 마찬가지로 수석입법분석관 지명 직전 수석입법분석관실 행

정관 업무를 담당했다. 시 최저임금 연구팀 구성과 관련하여 정파성과 관련한 논란

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무난하게 수석입

법분석관실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튼, 밀러, 그리고 초의 공통점은 관련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았고, 외부 평가와는 별개로 내부 평가는 상당히 좋았으며, 강력한 권한에도 불구

하고 언론의 전면에 나서기를 극도로 꺼렸다는 점이다. 또한, 세 명 모두 비정파적인 

정책 제안을 강조하면서 입법 지원기구인 수석입법분석관실의 실질적 영향력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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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4) 정파성 논란과 견제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 

시의회 산하에 수석입법분석관실이 설립된 것은 단순한 입법지원 조직을 하나 늘

렸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시장 주도하에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지방 정책과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강력한 견제세력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시장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석입법분석관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로스앤젤레

스 시의회가 다른 기초 의회와 비교할 때 시장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제도적으로 독자적이고 지속성이 강한 입법지원기구로서 수석입법분석관실

의 존재와 시의회에 대해 가지는 큰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비정파적인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파적 속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수석입법분석관은 로스앤젤레스시 경제

개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때 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담당할 연구진을 구성

할 때 수석입법분석관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같은 쟁점은 정파적

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며, 관련 학자들도 정파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노동 경제학자의 경우 노동 친화적인 최저임금을 선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설정과 관련

하여 이익 충돌 관계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진에 포함될 수도 있다(Watt, 2015). 이

처럼 수석입법분석관은 관련 용역 연구진 구성에 직접 간여할 수 있으며, 연구진 구

성에 따라 정책 제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00년에 시행된 헌장 개정을 통해 수석입법분석관실의 

권한 축소가 이루어졌다.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에 대한 권

한, 즉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인 주 정부, 나아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다

룰 권한이 수석입법분석관에서 시장에게 이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석입법분석관실이 시의회에게 가지는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의회의 수석입법분석관실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여전히 근저

에 남아있기 때문이다(Sonenshein, 2006: 62). 

수석입법분석관에 대한 또 다른 견제 시도도 있었다. 2014년 로스앤젤레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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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the Los Angeles 2020 Commission)는 시정부가 어떻게 납세자들의 세

금을 쓰는지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기관 설

립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수석입법분석관실의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다분히 담겨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2020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었던 오스틴 보이트너(Austin 

Beutner)는 시의회 의장에 의해 충원되는 수석입법분석관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정

파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석입법분석관이 비정파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헌장 내에 없으며, 정치에서 정파

성을 무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 주장하며 반발하였고, 결국 새로운 독립

기관 설립 시도는 실패하였다.

2. 샌디에이고시 독립예산분석관실

가. 시정부 형태 변화와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인구가 130만을 넘어 인구 크기로는 미국 내 제7의 도시인 샌디에이고시는 시헌

장에 따라 독립적 예산 분석기구인 독립예산분석관(Independent Budget 

Analyst, IBA)을 두고 있다. 독립예산분석관은 샌디에이고시에 재정 및 정책적 영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입법 항목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이며 비편향적인 분석과 조

언을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샌디에이고시에서 시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앞에서 다룬 

로스앤젤레스시의 수석입법분석관실이 활동을 시작하고 무려 30년이 지나고 나서

였다. 2004년 11월 2일 샌디에이고시 유권자들은 시정부형태를 기존의 매니저형

(City Manager)에서 강시장-강의회형(strong mayor-strong council) 구조로 

전환하여 5년간 실험하는 제안 F(Proposition F)를 승인하였다. 동시에 이 제안은 

시의회에 독립예산분석관실을 설립하고, 조례에 따라 분석관실의 권한을 설정하며, 

분석관에게도 담당자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008년 6월 3일에는 샌디에이고시 유권자들은 주재정관(Chief Financial 

Officer), 시감사관(City Auditor), 독립예산분석관(Independent Budget 

Analyst), 시재무국장(City Treasurer),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와 관련

한 시헌장을 수정하고,  강시장-강의회 정부 형태를 만드는 제안(Proposition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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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켰다. 이 제안이 시헌장 5조에 정부 형태와 관계없이 독립예산분석관실(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Budget Analyst)을 상설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39조 

3항을 추가하면서 독립예산분석관실은 샌디에이고시의회 내 상설조직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샌디에이고시는 2004년 이후 강시장-강의회 권력구조를 채택

하면서 의회가 강한 시장을 전문적 분석에 근거해 견제할 수 있도록 돕는 입법지원

기구로서 독립예산분석관실을 설립한 것이다. 4년 임기에 2회 연임 제한이 있는 시

의원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샌디에이고 시장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

었고, 이것이 독립예산분석관실 설립의 가장 강한 동인이 되었다. 

 

나. 독립예산분석관실 구성과 기능

독립예산분석관실은 시헌장 39조 3항에 따라 시의회에 예산 및 정책 분석을 제공

하고, 샌디에이고 시정부규칙(자치정부 규정) 22조 2301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 관

련 문의와 예산 결정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시 사례와 마찬가

지로 시의회는 독립예산분석관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진다. 즉 합의에 따라 독립

예산분석관을 임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독립예산분석관은 시의회의 절대적 영향력 내에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의 입법

분석관이나 로스앤젤레스시 시의회 수석입법분석관처럼 샌디에이고시 시의회 독립

예산분석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또는 기타 관련 분야의 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피지명자는 지방 재정 분야에서의 

경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 독립예산분석관은 당해 시의 

연간 예산 및 세출 절차를 통해 해당 부서 직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시헌장의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19년 현재 독립예산분석관실은 로스앤젤레스시 수석입법분

석관실보다는 적은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예산분석관실의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예산을 검토한다. 이

는 독립예산분석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독립예산분석관은 매

년 시장의 예산안(the Mayor’s Proposed Budget)을 검토 및 분석하고, 예산 발

표 후 2주 이내에 분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샌디에

이고시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문제 검토, 그리고 세입 추정 및 개별 부서 

검토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한다. 또한, 독립예산분석관실은 예산 청문회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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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관심과 토의가 필요한 쟁점을 확인한다. 이 보고서가 중점을 두는 것은 ①정

책 분석, ②재정 시행, ③법적 요구 사항, ④대중을 위한 명확성과 투명성, ⑤제안서

의 문서화 및 정당화, ⑥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공동체 및 직원에게 미칠 영향, ⑦입

법/커뮤니티 우선순위 설정 등이다.

둘째, 절차에 따라 지역 사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기술적 수정을 

받아들여, 독립예산분석관은 시장의 예산안에 대한 변경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작

성한다. 시의회는 최종 예산 심의에서 이러한 권고안에 의존한다.

셋째, 입법 검토 기능을 담당한다. 독립예산분석관은 시의회 및 주택 당국 등 입법

기관이 심의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을 검토한다. 이처럼 하는 것은 종종 다른 관할 

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또는 정부 감독 및 전문 조직이 채택한 모범 사례에 대한 자문

을 통해 제안된 입법안의 정책 및 재정적 영향을 결정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넷째, 재정 감시 역할이다. 독립예산분석관실은 감사관이 작성하는 월별 세입 및 

지출 보고서, 그리고 재무관리부가 작성한 분기별 재무 모니터링 및 추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또한, 독립예산분석관실은 연간 예산안 외에 예산 조정안도 검

토한다. 한국처럼 특정 기간 예산안이나 조정안을 검토하지 않고, 조정안의 필요성, 

시기 및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중 검토한다. 

다섯째‚ 시의회와 위원회의 자원 기능을 담당한다. 독립예산분석관은 시의회의 자

원으로서 시의회의 모든 회의와 8개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 2019년 현재 

독립예산분석관실에 소속된 분석전문가들은 감사, 예산 및 정부 효율성, 헌장 검토, 

경제 발전 및 정부 간 관계, 환경, 기반시설, 공공 안전 및 거주 가능 지역, 지능형 

성장, 그리고 토지 이용 등 각 영역 위원회 지원을 위해 특정 위원회 배정된다. 위원

회 외에도 독립예산분석관은 다양한 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

여섯째, 사전 대처 보고서(proactive reports)를 작성한다. 연중 독립예산분석관

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중요 주제에 대한 사전 대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시의회 

및 대중에게 중요한 주민 제안의 진척 상황을 추적 및 보고한다. 예를 들어, 연금 

문제, 구조적 재정 적자 등에 대한 사전 대처 보고서를 작성한다.

안드레아 테블린(Andrea Tevlin)은 2004년 이후 바뀐 강시장-강의회 유형의 샌

디에이고시 지방정부 내 시의회의 첫 독립예산분석관이다. 테블린은 샌디에이고시

보다 더 큰 규모의 피닉스시에서의 총 24년 근무 기간 가운데 예산 및 연구부서에서

만 12년 근무했고 그중 5년은 부서장으로 있었다. 또한, 스킵 림스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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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sza) 피닉스 시장 아래에서 5년간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그녀는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캐피털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채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

었고, 새로운 지역 공원 및 새로운 경전철 시스템 도입을 위한 두 번의 판매세 인상

을 도운 경력을 지녔다.5)

샌디에이고 독립예산분석관도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 로스앤젤레스시 수석입

법분석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한 직책에 오래 머물면서 봉급 수준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2008년 봉급 기준으로 당시 시장인 제리 샌더스

(Jerry Sanders)가 $100,464를 연봉으로 받았던 것에 반해 테블린은 $179,999

를 수령했다. 이는 일반 시의회 의원이 받는 $75,386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아직 10년 남짓 역사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시 수석입법분석관 수준은 아니지만 근속

하게 될 경우 봉급 수준은 더 높아져 샌디에이고 시정부에서 상위권을 형성할 것으

로 예상한다. 

샌디에이고시 독립재정분석관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시 수석입법관과 마찬가지로 테블린

은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의 중추: 안드레아 테블린, 절대적 

시장 권력에 대한 균형자 역할”이라는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독립재정

분석관은 기관대립형 샌디에이고시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Wolff, 

2006). 독립재정분석관이 언론과 정치적 논쟁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은 이들이 분석에 있어 정파적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수석입법분석관처럼 샌디에이고시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

었음을 시사한다. 

Ⅲ. 실패 사례: 시카고시

1. 시민연맹(Civic Federation)의 제안

앞에서 살펴본 로스앤젤레스시의 수석입법분석관(CLA)이나 샌디에이고시의 독립

예산분석관(IBA)처럼 미국 대도시 시의회 입법기관 내에 독립적인 예산검토기관 혹

은 입법지원기관을 만들려는 노력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노력이 

5) 출처: https://www.voiceofsandiego.org/topics/government/iba-throws-caution-at-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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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된 대표적 사례가 시카고시(City of Chicago)이다. 독립적 입법지원기구를 지

방의회 내에 설치하는 것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만큼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설립 실패의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내의 수석입법분석관과 같은 시의회 내에 

독립적인 예산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2

년에 시의회에 독자적 예산 분석실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Amendment of 

Municipal Code Section 2-8-035 regarding establishment of Office for 

Independent Budget Analysis”)이 상정되었고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5

년에 이루어진 표결을 통해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비정파적 정부 연구기관인 ‘시민연맹’(the Civic Federation)도 이 조례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권고해 왔다. 이들은 시의회 헌장 제2장 8조를 개정하여 입법지

원기구인 독립예산분석실(Office of Independent Budget Analysis, OIBA)을 만

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제안에 따르면, 독립예산분석실은 시의회에 연간 예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예산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시카고 기간시설 트러스트(Chicago 

Infrastructure Trust),  자산 리스와 판매,  관리 경쟁(managed competition)

과 민영화 제안, 시의 마케팅 제안, 그리고 TIF 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공-민간 파트

너십 관련 제안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다. 독립예산분석실의 책임자는 위원회에서 다

수결 투표를 통해 임명하고, 독립예산분석실은 예산과 정부 운영에 관한 위원회(the 

Council’s Committee on Budget and Government Operation)의 지도를 받

도록 하였다. 시민연맹이 2011년 로드맵에는 시의회 규모를 줄여 독립예산분석기관

을 위한 재정을 조달하도록 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 가운데 규모 면에서 작은 시의

회를 가진 경우 독자적 입법지원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시민연맹과 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독립예산분석실 설립을 주장한 의원들은 시의회

가 행정부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입법화하

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시정부 수장

인 시장은 자신의 권한 행사에 관한 방대한 정보는 물론 막대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

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정보와 관련하여 시장과 시장에게 속한 부서원에게 크게 

의존한다. 그 예로 2009년 시의회는 시정부가 제안한 2016 하계 올림픽 유치의 잠

재적 비용과 책임에 대해 우려하여 시민연맹에 재정적 예측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

다. 이는 시의회가 그러한 연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109

시정부는 인프라 트러스트 (Infrastructure Trust)를 설립함으로써 기반시설 투자 

기회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증대된 시

정부의 권한은 시의회로 하여금 시정부와 연계되지 않은 독자적 예산분석기관의 필

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인프라 트러스트는 프로젝트와 계약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역할을 담당하지만, 각 프로젝트는 시의회(또는 관련 정부 부처)가 승인한 보조금 

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은 시와 납세자

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립과 관련한 각 제안에 

대해 시정부나 정파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카고 시의회는 시 예산 및 장기 재정 상태를 비정파적이고 독자적으로 

평가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따라서 시민연맹은 다양한 정

부 수준의 입법기관에서 독립적 연구부서를 운영하는 것을 언급하며, 독립예산분석

실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의회예산국(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과 정부책임사무국(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연방 차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 차원에서, 일리노이 주의회(the Illinois 

General Assembly)에는 관련 위원회인 정부 예측 및 책임에 관한 위원회(the 

Commission on Government Forecasting and Accountability)가 있고, 캘리

포니아 주의회에는 앞서 다룬 입법분석관실(LAO)이 있다.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앞

에서 언급한 로스앤젤레스의 수석입법분석관실(CLA), 샌디에이고의 독립예산분석

관실(IBA) 외에도 뉴욕의 독립예산실(Independent Budget Office, IBO), 피츠

버그의 예산사무소(the Budget Office) 등이 이미 설립되었다. 

2. 설립 실패 분석

시카고 시의회의 입법지원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카고시 주민들이 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 입법지원기구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시의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책 결정과 감독을 강조하는 입법기구로서의 기능보다 지역구민 서비

스와 지역화된 이익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대로 작은 규모의 시의회

는 전통적 입법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대규모 시의회인 시카고 

시의회 의원들은 공공정책 이슈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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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시의회에 발의된 5,024개의 조례 및 규칙 가운

데 단 4%(=219개)만이 넓은 의미에서 공공정책을 다룬 것이었다. 나머지 96%는 

허가증이나 서명 갱신과 같은 행정적 문제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나마 219개 조례 

및 규칙안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125개가 시의회가 아닌 리처드 데일리(Richard 

Daley) 시장이 제안한 것이었다(Dumke, 2011: 11-12). 이렇게 볼 때 시카고 시

민들이 시의회의 입법지원기구 필요성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카고는 인구 기준으로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 내 제3의 대도시이다. 

<표 1>에서도 보이듯 시카고 시의회는 여러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시의회 

가운데 하나이다. 시의회 2013년 시 운영 세출에만 2,590만 달러가 배정되었을 정

도이다. 얼더맨(alderman)이라 불리는 50명의 선출직 시의회의원 규모는 51명의 

시의회의원을 지닌 뉴욕시의회 다음이지만, 시의회의원이 담당하는 인구(council 

per capita ratio)는 53,912로 대도시 가운데 잭슨빌(43,252)과 인디애나폴리스

(32,87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즉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많은 시의회라 

할 수 있다. 시의회 내에 독자적 입법지원기구(예산분석기관)를 설립한 뉴욕

(160,297), 로스앤젤레스(251,841), 샌디에이고(145,267)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인다. 시카고시가 뉴욕시 수준으로 인구/의원 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원수

를 현행 50명에서 17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에 수석입법분석관실

이 설립된 1974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구/의원 수 비율이 187,737이며, 이 비율

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의원을 대략 13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찬성할 

현역 의원들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 15개 미국 거대도시의 시의회 비교

시 선출방법
의원

수

임기

(년)

임기

제한
인구 인구/의원 수

New York 소선거구제 51 4 3 8,175,133 160,297

Los Angeles 소선거구제 15 4 3 3,792,621 252,841

Chicago 소선거구제 50 4 없음 2,695,598 53,912

Houston
9석 소선거구제

/5석 시 전체
14 4 2 2,099,451 14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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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시와 카운티 의회가 하나(unified city-county councils)로 된 도시; 시 전체: 선거구 없이 시 전체에서 

선출하는 방식(At-Large). 출처는 https://www.civicfed.org/civic-federation/blog/city-

councils-proposed-independent-budget-office-civic-federation-recommendation. 
저자가 최근 제도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음. 

둘째, 시의회의 임기 제한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분석관이나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수석입법관 사례에서 나타나듯 독자적 입법분석관은 근속 경향이 강하다. 특

히, 시의회 경험이 일천한 초선 시의원들은 정책 전반에서 비정파적 입법분석관의 

분석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입법지원기구로서의 입법분석관실

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의원 임기에 제한이 없으면 시의회

에서의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늘어난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 정치적 자산이기 때

문에 굳이 독자적 입법분석기관을 만들어 이들의 분석과 권고에 좌우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의원 임기 제한이 없는 시카고시에

시 선출방법
의원

수

임기

(년)

임기

제한
인구 인구/의원 수

Philadelphia
10석 소선거구제

/7석 시 전체
17 4 없음 1,526,006 89,765

Phoenix 소선거구제 8 4 3 1,444,632 180,579

San Antonio
10석 소선거구제

/1석 시 전체
11 2 4 1,327,407 120,673

San Diego 소선거구제 9 4 2 1,307,402 145,267

Dallas 소선거구제 14 2 4 1,197,816 85,558

San Jose
10석 소선거구제

/1석 시 전체(시장)
11 4 2 945,942 85,995

Jacksonville
14석 소선거구제

/5석 시 전체
19 4 3 821,784 43,252

Indianapolis* 소선거구제 25 4 없음 820,445 32,871

San 

Francisco*
소선거구제 11 4 2 805,235 73,203

Austin 시 전체 7 3 3 790,390 112,913

Columbia 시 전체 7 4 없음 787,033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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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자적 입법분석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의원들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시의원 가운데 다수가 독립예산분석실(OIBA) 설립안에 반

대표를 던졌다. 

Ⅳ. 토의 및 결론

강력한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방안 가운데 의

원 수 자체를 늘리거나 개인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독자적 입법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경험

이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방의회 내에 독자적 입법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가 결합한 기관통합형 권력구조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별도의 입법지원기구를 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회와 행정부가 분리된 기관대립형 정부형태에서 독자적 입법지

원기구 설립 시도가 관찰된다. 

그러나 정부형태 외에도 예산 선정에서의 행정부 주도성 정도, 의원 규모도 독자

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시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가 지방

정부 예산에 결정적 역할을 할 때, 즉 예산 책정과 관련해 행정부로 역할 균형이 기

울어지고, 시의원 1인이 감당할 주민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인식할 때 의회는 

독자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입법분석기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미국, 그 가운데 최초로 의회입법지원기구

를 설립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의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입법지원조직인 수석

입법분석관실을 가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비교적 최근에 독자적 입법지원기구인 

독립예산분석관실을 설립해 운영하는 샌디에이고 시의회, 그리고 독자적 입법지원

기관을 설립하려 노력했으나 좌절된 시카고 시의회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 시의회내 입법지원기구에 관한 선행연구의 단편적 분석을 넘어 설립과 운영에 

대해 나름대로 체계적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인구 380만 이상의 거대도시이지만 단 15명이라는 적은 수의 의원들로 구성된 로

스앤젤레스 시의회 내에 수석입법분석관실은 설립되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 입법지원기구는 기관대립형 권력구조하에서 행정부보다 전문성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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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점을 가진 소규모 의회에서 설립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립된 수석입법분석관실은 몇 가지 제도적 특징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시

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해임을 위한 정족수 기준도 높아 임기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전문연구인력

을 충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3회로 제한되어 의회 조직 인원

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석입법분석관을 비롯한 직원은 장기간 근

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에 따라 수석입법분석관실은 시의회 구성원

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기인한 요인 외에도 그동안 수석입

법분석관들의 노력도 이 기관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디튼과 밀러는 

오랜 시의회 관련 경험을 갖추었고, 객관적이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보고서 작성

과 정책 제안을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제도적 특징에 이러한 개별 노력이 덧붙여지

면서 수석입법분석관실은 시 헌장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지만, 시의회의 정책 결정에

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입법지원기구의 

장이 정파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 분석을 목표로 장기간 직책을 담당할 때 성공

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는 우리에게 어떠한 함의를 주는가? 한국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모든 수준에

서의 정부 복지 지출 대비 지방정부 복지 지출 비율이 20%를 넘는데, 이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수준이다(노정호, 2016: 352-353). 그만큼 지방의

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광역) 시의원은 총 110명으로 인구/의원 

수 비율이 89,150에 이른다. 즉 시의원 1명당 대략 9만 명 정도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시의회 내에 독자적 입법지원기관(예산분석기관)을 설립한 뉴욕시

(160,297), 로스앤젤레스시(251,841), 샌디에이고시(145,267)보다는 적은 수치

이지만, 기관 설립에 실패한 시카고시(53,912)보다는 큰 수치이다. 물론 우리의 역

사적･문화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대도시 시의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뚜

렷한 한계를 가지지만, 인구/의원 수 비율로만 보더라도 강력한 시장의 권한을 견제

할 수 있는 입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일반 시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구/의원 수 비율에서 필라델피아시(89,765)가 서울시와 가장 유사한 미국 내 

대도시이다. 필라델피아 시의회에는 독자적 기구가 아닌 재정과 예산팀(Finance & 

Budget Team)을 시의회 의장실 산하에 두고 있는데, 45명으로 구성된 로스앤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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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수석입법관실이나 10명으로 구성된 샌디에이고시 독립예산분석관실과는 비교

하기는 어렵다. 단 두 명의 분석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재정과 예산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 정도를 담당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사례는 캘리포니아주 내 샌프란시스코 의회라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1856년 이래 독특하게 시와 카운티 의회가 하나로 통합된

(consolidated city-county) 형태를 지녔다. 시-카운티 의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기관통합형인 감독관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로 

11명의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감독관이 위원장이 된

다. 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 감독관위원회 내에는 예산 및 입법 분석관(Budget & 

Legislative Analyst)이 있는데, 이는 독자적인 재정 및 정책 분석, 특별 연구, 시 

부서와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사 보고서를 감독관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카운티 감독관위원회 내 예산 및 입법 분석 분과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만한 것은 민간기업과의 합작 투자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다는 점이다. 단 대상기업은 시의 소규모 기업 조례(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Ordinance)에 따라 대기업은 제외된다. 그리고 시 헌장에 근거해 예산

분석관 계약은 시-카운티 감사관과 감독관위원회가 시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

했을 때보다 민간회사와 합작하는 것이 더 비용면에서 효율적인지를 매년 공증한다. 

이러한 방식은 비용 절감 외에도 더욱 객관적인 정책 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미국의 대도시 사례에 근거할 때, 시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혹은 조

직) 설립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시의회의 경우 현행 의원 수를 재조정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규모 조직보다는 소규모 조직으로 우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시-카운티 감독관위원회 내 예산 및 입

법분석관 분과에서 보여주듯 공신력을 가진 회계 및 입법 분석을 할 수 있는 법인과 

합작하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만약 서울시를 포함한 한국의 대도시 의회에 미국의 입법지원기구와 동일한 제도

적 특징을 가진 기구 설립에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 

한국 지방의회의 경우 성공 사례인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나 샌디에이고 시의회 의원

과는 달리 임기 제한이 없다. 그러한 점에서는 실패 사례인 시카고 시의회와 더 유사

한 조건이다. 그러나 높은 재선율에도 불구하고 현직 불출마율이 높아 3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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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율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제도적 기억’으로 작동하는 로스

앤젤레스 수석입법분석관실과 같은 독립적 입법 지원기구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크게 우세한 로스앤젤레스시와는 달리 선

거에 따라 큰 폭으로 다수당 위치가 바뀌는 한국, 특히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현실에서 비정파적이고 객관적이며 관련 경력이 풍부한 수석입법분석관을 선정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고 할 것이다.



116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참고문헌

노정호. 2016. “지방정치와 복지.” 강원택 외. �지방정치의 이해 2�. 서울: 박영사.

박순종
･
박노수. 2014.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의 차등적 도입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pp. 61-89.

신민철
･
배준식

･
이정용

･
곽윤석. 2016.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서울연 2016-PR-25, 서울연구원. 

안영훈. 2012.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프랑스편�.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2013.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영덕
･
신가은. 2012.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소고: 서울특별시의회

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pp. 159-187. 

장영두. 2006.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화: 입법정책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pp. 226-248. 

정희윤
･
신정민. 2017. �해외 거대도시와 비교 통한 서울시 자치역량 강화전략�. 서

울: 서울연구원.

조석주
･
박기관. 2010. “지방의원 보좌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

연구� 제10권 제3호, pp. 393-413.

최진혁. 2011.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

원제도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4권 제2호, pp. 287-318.

하정봉
･
최봉기. 2007. “지방의원 국내연수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지

방자치학회보� 제19권 제2호, pp. 5-27.

Anderson, Barry. 2008. “The value of a nonpartisan, independent, 

objective analytic unit to the legislative role in budget preparation.” 

Rick Stapenhurst, Riccardo Pelizzo, David Olson and Lisa Trapp, 

eds. Legislative oversight and budgeting: A world perspective.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Johnson, John, and Rick Stapenhurst. 2008. “Legislative budget offices: 

International experience.” Rick Stapenhurst, Riccardo Pelizzo, David 

Olson and Lisa Trapp, eds. Legislative oversight and budgeting: A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117

world perspective.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Sonenshein, Raphael. 2006. Los Angeles: Structure of a city government. 

Los Angeles: League of Women Voters of Los Angeles.

- 신문 및 인터넷 매체 기사

Dumke, Mick. 2011. “The real key to city council reform: Let legislators 

legislate,” Chicago Reader (May 19).

Gold, Matea, and Jessica Garrison. 2003. “A major player prefers 

backstage.” Los Angeles Times (September 15). 

McFadden, Chuck. 2019. “Gabriel Petek is legislature’s new 

nonpartisan fiscal guru.” Capitol Weekly (February 8).

Reyes, Emily Alpert. “Top L.A. city council policy advisor to retire.” Los 

Angeles Times (April 22).

The Planning Report. 2012. “Los Angeles’ legislative analyst Gerry 

Miller dismisses bankruptcy as a city pption.” (August 1).

Watt, Brian. 2015. “Minimum wage studies: Critics question 

economists’ ties to labor.” 89.3 KPCC (May 4).

Wolf, Eric. 2006. “The city council’s backbone: Andrea Tevlin is San 

Diego’s counterbalance to absolute mayoral power.” San Diego 

City Beat (October 4).



118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An Analysis of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in Local Councils: 

The Cases of U.S. City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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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in local councils as a wa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ouncils. It analyzes the cases of US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s 

(Los Angeles City, and San Diego City) with successful experience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by using institutional factors (term limits, long-term service 

of the legislative support bodies) and non-institutional factors. Besides, 

through the case of failing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Chicago City), this paper analyzes the conditions to be me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It reviews the ratio of the 

number of members to the population and the term limit of members. 

This case analysis of large cities in the US tells us that the local council's 

current size should be readjus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in the Korean local councils. The results also implies 

that middle-sized local councils can consider a way to collaborate with 

a publicly trusted accounting and legislative consulting firm like San 

Francisco City-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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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Local council, US city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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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입장에서 평화적 합의통일로 연결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김정

은의 과격한 체제강화 노력으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고, 동서독 

통일의 전례를 한국에 적용하여 유사한 성공을 시도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에 관한 쟁점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의 발생 가능성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합의통

일을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새로운 정부와 협의 및 합의하여 

통일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독일통일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은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평화적 합의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립한 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주도적 사태 처리를 허용 받아야 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

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하고, 향후 헌법 개정 시 북한의 신속한 편입을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둘 필요가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BO606. 전쟁/평화

주제어: 남북통일, 급변사태, 합의통일, 독일통일, 남북관계, 흡수통일,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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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 정세는 누구도 정확하게 평가 또는 예측할 수 없지만, 특이한 현상이 없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기간 두문불출하다가 가끔 등장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그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남북관계를 ‘대적(對

敵)관계’로 전환하면서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다가 갑자기 ‘보류’하면서 존재감이 

급격히 낮아지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수십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

나-19로 인하여 중국과의 교역이 전면적으로 차단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고, 마땅한 회생의 대책도 

찾기 어렵다. 

남한은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북한을 접촉하

여 핵무기 폐기를 설득해야 하고, 또한 막다른 골목에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

야 한다. 동시에 남한 내에서 계속 논의해오던 북한의 ‘붕괴(collapse)’ 소위 ‘급변사

태’1)의 가능성과 그것을 통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

한 지도자의 유고와 같은 단발성의 계기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전반적이면서 점진적

인 붕괴 가능성과 그 경우 평화통일로 연결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논의해둘 필요

가 있다. 

현대에 들어서 분단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성공한 사례는 동

서독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정복하여 

통일시켰고, 예맨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북예맨의 주도와 양보로 1990

년에 통일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1994년부터 내전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참고하기

는 곤란하다. 현재의 남북한과 과거 동서독은 당연히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

다.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6.25전쟁을 치뤘고, 지금도 휴전상태이며, 유엔군사령

부가 휴전서명 당사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독에 비해서 북한은 더

욱 교조적인 공산주의이고, 김씨일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유가 훨씬 보

장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어 언제 극단적

1) ‘급변사태’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 용어 자체로는 변화의 속도만 강조하고 있고, 
정권붕괴, 국가붕괴, 심각한 불안정, 국가실패 중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경우 현재로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이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도 없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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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유일한 성공사례라는 점

에서 동서독 통일의 사례는 남북한 통일에 유용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2008년 김정일 건강 이상설, 2011년 김정은으로의 계승, 

2013년의 장성택 숙청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내에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활

발하게 논의되었다(급변사태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경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에 대해

서는 안경모, 2016: 33-42 참조).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급변사태 이후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북한을 남한이 흡수통일한다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1990

년대 동유럽의 사태에서 보듯이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어도 무정부 상태로 악화되지

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 새 정부와 합의통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한 독일통일의 교훈이다. 즉 북한 급변사태 후 남북한 

합의통일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차별성이라고 할 것이다. 

동서독 통일의 교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 광범하게 진행되었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한 분야별 세부 교훈까지 도출하고 있다. 전체 통일과정에 대

한 교훈 도출도 지속되고 있지만(백용기, 2018: 9-39; 도종윤, 2016: 1-21), 아

직도 동서독 간의 사전 일체감 형성 노력이나 서독의 장기적이면서 내실있는 통일정

책과 외교관계 등 독일이 성공시킨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다. 반

면에 남북한 통일의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사항, 예를 들면, 내용에서

는 서독에 흡수통일되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동서독 합의의 절차를 중요시했다거나, 

서독 헌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하였다는 등에는 크게 주

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절차적 사항에 주목하여 독일통일의 교훈

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의 차별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급변사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쟁점을 식별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그러한 쟁점을 독일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 한국의 

추진과제로 제시하는 흐름으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급변사

태를 둘러싼 핵심쟁점들을 재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제2장의 

논의를 입증하면서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제4

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평화적 

합의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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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급변사태와 통일에 관한 쟁점의 재검토 

1.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과 결말에 관한 국내 논의

지금까지 급변사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 “심각하면서

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혼란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변

화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안정되어 버리면 검토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

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급

변사태는 지도자의 유고 즉 김일성 사망, 김정일 건강이상, 김정일 사망 등의 계기마

다 활발하게 논의되었다(안경모, 2016: 33-42). 그러나 실제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급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도자 유고 이외의 요인으로도 북한체제는 붕괴될 수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북

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 및 체제 붕괴, 권력 내부의 쿠데타, 외부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붕괴,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정 등의 요인이 논의되어온 배경이다(김관호, 

2016: 27-22). 특히 신진은 2002년 한국의 유신체제를 사례로 활용하여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통치에 대한 엔트로피(entropy), 즉 변

화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이 증가될 경우 권위주의 정부는 그 엔트로피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 해소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누적되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동요가 발생

하여 붕괴한다고 주장하였다(신진, 2002: 159-175). 이동규 외 역시 2011년 동

적 모델링(Dynamic Modelling) 기법을 적용하여 급변사태의 중장기 발생 가능성

을 연구한 후 북한의 통치자가 체제강화를 위한 단기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때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동규 외, 2011: 101-102). 

급변사태 논의에서 재인식이 필요한 사항은 정권의 붕괴가 반드시 무정부 상태

(anarchy)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응집력이 매우 약화되었을 

경우 이외에는 당시의 정권이 붕괴되어도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와 질서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안경모, 2016: 47). 1990년대 초반 권위주의 정부들이 갑작스럽

게 붕괴되었지만 “구(舊)소련 지역 어디에서도 국가 혹은 정권의 부재 상황은 존재하

지 않았다”(김관호, 2016: 48). 단기적으로는 무정부 상태로의 이행이나 그에 준하

는 혼란상황이 조성되더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지도자 또는 지도세력이 등장할 것이

고, 나름대로 상황을 안정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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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변사태에 대한 외부개입의 정당성 

한국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행정기관이나 군대가 북한지

역으로 진주하여 국토를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

는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다.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는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거나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특정 국가의 일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이다. 이것은 어떤 국가가 국민들을 제대로 보

호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개입하여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17), 이에 근거하여 유엔은 2011년 3월 리비아 사태에 개입했고, 4월에는 코트디부

아르 사태에 개입하였다(조정현, 2011). 다만, 보호책임에 근거할 때 한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유엔에서 결정 및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이

다. 결국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정략으로 인하여 분할→전쟁→ 

휴전하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한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서 한국 주도의 통일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동의를 받아야 개입이 가능하

다. 북한의 사정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살펴 보호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책임에 의한 개

입을 한국 주도의 통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한국의 개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책

임있는 조직이 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주권에 근

거하여 요청하는 것에 부응하는 것은 ‘적법한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김명기 1997: 

202).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한국의 개입을 요청해줄 주체

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정부가 조기에 출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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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단국의 특수성  

이웃 나라에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 냉전종

식 기에  동구권의 다수 국가가 붕괴되었지만 이웃 국가 중 행정력이나 군대를 보내

어 개입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분단국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분단 이전의 상

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상 상태인 분단을 정상상

태인 통일로 되돌리고, 분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분단된 2개 국가의 경우 불안하지 않은 국가가 불안해진 국가를 ‘통합’ 또는 ‘통일’시

켜2) 내부 문제화 하려는 의도가 클 수밖에 없다. 

2개 국가가 하나로 통일하려면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인데, 그 기

본적인 조건은 ‘평화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유엔헌장의 제2조에서는 국제적 문

제 해결을 위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 유엔회원국들이 힘을 합쳐 처벌할 수 있도록 유엔헌장의 제6장과 제7장 19개

조(제33조에서 51조까지)에 걸쳐 명시해두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통일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의 독립과 관

련하여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국민(people)3)의 자결권

(self-determination)’을 강조한 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받았듯이

(박현숙, 2011: 154-155), 해당하는 국가 또는 정치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권

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두 개 국가 간의 통합이나 통일에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국제사회에서의 공인을 위

해 중요하다. 평화적인지,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가 절차의 준수 여부로 나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 정해둔 절차이든 아니면 당시에 합의하여 만든 절차든 어

떤 절차에 따라 통일을 추진할 경우 내부적으로 반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해당 국가 중에서 국제사회와 합의해둔 

어떤 조약이나 제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일되는 상황에 부합되도록 그것을 제거

하거나 변경하는 국제적인 절차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통합은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기능적인 일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통일은 두 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은 그렇게 된 ‘정도’를 의미하고, 통일은 통일 여부에 대한 

‘진위’에 대한 이원론적 해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박성범, 2005: 4).
3) 한국에서는 영어 people을 ‘민족’으로 번역함으로써 오해가 많이 초래되었다. ‘인민’은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라서 제외하였고,  ‘국가내의 인민’이라는 뜻이라서 지나치게 공식적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링컨이 말한 ‘people’도 ‘국민’으로 번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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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 통일의 사례

1. 체제의 붕괴 

독일의 통일은 1985년 3월 10일 고르바초프(Michael Gorbachev)가 소련 공산

당 서기장에 임명된 후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방 내 다른 국가들의 내정간섭을 허용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함으

로써 여건이 마련되었다(김동명, 2010: 108-109). 이러한 사조는 동독에서 민주

주의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고, 동독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급증하도록 만들

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

을 제거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탈출을 지원하자, 서독 정부도 이를 지원

하였고, 탈출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독 정부의 통치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염돈재, 2012: 132).  

동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통당(SED)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했고, 다수의 정당들이 창설되었다. 결국 사통당의 해체

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 당 서기장이 

사임하였다. 이로써 동독의 정부는 국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방향없이 표

류하게 되었다. 동서독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북한에 관하여 논의해오던 소위 

‘급변사태’가 동독에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

져 다수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동서독의 국경조차 의미가 없어

지고 말았다. 

 

2. 통일의 논의와 성사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유동적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4일이 지난 

1989년 11월 13일 동독은 인민회의를 소집하였고, 새 의장과 새 총리를 선출하였

기 때문이다. 동독은 한스 모드로(Hans Modrow) 신임 총리에 의하여 안정을 회복

하게 되었다. 

다만, 모드로 총리는 동독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서독과의 통합이나 통일을 추구하였고, 이것이 통일의 단초가 되었다. 그는 서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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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 관례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한 후 서독 콜

(Helmut Kohl) 수상과의 회담을 요청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서독이 섣부른 통일이 위험하다면서 온건한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제

안하였다고 할 정도로 동독의 새 정부는 통일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염돈재, 

2012: 114). 또한 상당수의 동독주민들도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독일 국민(Wir 

sind ein Volk)”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통일을 요구하였다. 결국 통일에 대한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되어 1989년 12월 19일 동서독은 독일 통일을 목표로 

하는 “협력 및 근린 공동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

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동명, 2010: 116).

통일에 대한 동독 국민들의 의사는 1990년 3월 18일 실시된 동독 선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 선거에서 서독 기민당(CDU)의 후원을 받으면서 서독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독일동맹(Allianz fur Deutschland : 

AFD)이 48.1%를 얻어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구성된 동독 인민의회는 1990

년 4월 12일 데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였

고, 이 정부는 동독을 서독에 편입시키는 통일의 방식에 합의하였다. 그 후 서독과 

동독의 재무장관이 ‘경제‧화폐‧사회연합(일명 ‘국가조약’)’에 서명하여 서독 마르크화

를 공통의 화폐로 사용하도록 합의함으로써 동서독의 경제부터 통합되었다. 1990

년 8월 23일 동독 의회가 서독으로의 편입을 승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 

8월 31일 동서독이 ‘통일조약(Einheitsvertrag)'에 서명하여 10월 3일 통일 독일

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전승국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편입을 주장

한 정당이 선출되어 통일의 방향이 정해지자 1990년 5월부터 ‘2 + 4’라는 별칭으로 

불리듯이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동서독과 함께 독일통일과 그로 

인한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 9월 12일 

6개국이 최종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독일통일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었다(양창석, 

2011: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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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통일의 특징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 이후 동독에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 혼

란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사통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호네커 당 서

기장이 사임함으로써 지도체제에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베

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더 이상 불안정을 방치할 수 없어 장벽 붕괴 후 4일 만에 

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새 의장과 새 총리를 선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동독의 

경우 20일 정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었고, 새 정부

가 들어서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동독의 불안정을 통일로 연결하고자 서독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모드로 총리가 먼저 서독과의 ‘계약공동체’ 관계 수립을 위하여 서독 콜 수상과

의 회담을 제의하였고, 서독정부가 아니라 동독 국민들이 통일을 강하게 요구하였

다. 서독과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던 ‘독일연맹’이 서독 기민당의 후원을 요청

하여 콜 총리가 동독에서 유세하게 되었을 뿐이다. 동독 국민들의 통일 요구에 서독

이 응해줬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동서독의 통일은 국내외적으로 간섭할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주둔 소련군의 시위 개입을 자제시키고 유혈진압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기인했지만(염돈재, 2012: 129), 시위 과정이나 진압에서 무력

은 사용되지 않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질주하는 순간

에도 동독군은 발포하지 않았다. 서독과의 편입을 공언한 독일동맹이 48.1%를 얻

어 승리함으로써 통일 여부와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어 세계에 

공표되기도 했다. 독일통일에 유보적이었던 소련도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의 확고한 

의사가 공개됨에 따라 협조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하였다는 분석도 있다(양창석, 

2011: 152).  

1990년 3월 18일 동독 선거는 통일에 대한 국내적 절차를 결정하는 선거로서, 독

일의 헌법 제23조(1949년 제정 당시 독일 헌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서독지역) 이외 

지역이 독일 헌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

니면 새로운 통일헌법을 만들어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였다. 이 투표에서 동독 

주민들은 헌법 제23조를 적용하여 서독으로 편입되겠다는 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결정되자 동서독 정부는 바로 통일조약을 협의하여 서로의 국무회의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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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과되었고, 연방대통령이 비준함으로써 발효시켰다. 따라서 국내적인 절차에

서도 독일 통일은 흠잡을 데 없었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는 국제적 절차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한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소련도 바

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미국만 지지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양

창석, 2011: 190).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승 4개국과 동서독 간의 

‘2 + 4’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독일의 나토 가입을 소련이 양해하였으며, 독

일은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소련이 획득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독일

의 군대 규모도 37만 이하로 유지하기로 양보함으로써 전승국들이 독일통일을 허용

하는 조약에 합의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독일은 1990년 11월 9일 소련과 ‘우호‧친

선 협력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독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소련군 철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였다(양창석, 2011: 226-229). 

독일통일의 사례를 보면 정당한 통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하

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인 통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

하였고,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절차까지도 철저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서독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독일연방으로 동독이 편입되는 절차를 따름으로서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동독 출신이듯이 통일 

후 동독인들이 차별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입의 절차를 따랐

다고 하여 흡수통일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Ⅳ.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과 예상 결말에 관한 검토   

1.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 지도자의 유고로 인한 급변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일성과 김정은의 급사에도 급변사태의 기미는 나타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쿠데타 발생의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박영

자, 2012: 151-152), 지금까지 북한에서 의미있는 쿠데타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

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의 공생관계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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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신진이 제시한 권위주의 정권 붕괴에 관한 현상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 더욱 높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와 김정은의 권위주의적 통치

로 인하여 북한 정권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왔고,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봉착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단기적인 처방에 치중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강화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간부들에 대한 즉흥적인 처형 또는 숙청이 주요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다(동아일보, 2020: 2). 코로나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자 김

정은은 2020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몸소 실시하여 10월 10일까지 완

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고, 예산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책임자를 처벌하기도 

했다. 강력한 통제와 탄압을 통한 체제유지 노력은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

이 높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이면서 철저한 경제제재로 북한 경제의 회생은 쉽지 않

다. 북한 공업의 상징인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의 폐쇄처럼 주요 산업시설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밀수를 통한 외화획득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외화벌이의 직접적 

수단인 관광도 거의 중단되었고, 해외 노동자도 복귀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취약국가 지수에서도 2019년 북한

은 178개국 중 26위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Peace Fund, 2020). 

그런데 북한은 유일한 지원처인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합

리적인 회생의 방책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 졌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한다면 북한 정권의 엔트로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북한은 워낙 독특한 체제 및 국가라서 위와 같은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체제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고, 이미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의심하는 정황과 시각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점이 워낙 많아서 내부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고, 동독의 경우처럼 새로

운 지도세력이 등장할 경우 남한과의 통일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2. 급변사태에 대한 남한의 개입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북한의 사태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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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한국이 북한의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한국의 행정력이나 

군사력을 북한지역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변국들이 반대할 뿐만 아

니라 유엔헌장에도 배치된다. 남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고, 유엔헌장 제2조 7항에

서는 내정간섭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미수복 불법점유지역”이기 때문에(신범철, 2008: 92)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 남방지역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제성호, 2010, 22) 논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 1991년 남북이 합의하여 체

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4)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에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이 행정력이나 군사력 전개를 포함하

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허용하거나 묵인해줘야 할 것인

데, 그러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맹관계라서 부분적으로는 지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반대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개입할 가능성

이 높고,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개입을 지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여론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한국의 행정적이거나 군사적 개입을 전폭

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군사적 개입은 워낙 위험한 조치라서 국

민들이 선뜻 수용하기 어렵고, 북한과의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를 북한지역으로 파견할 경우 국회의 동의나 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토론의 과정에서 시기를 상실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러시아 출신으로서 국내에서 북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란코프 교수

도 “중국과 미국은 북한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한이 국내 문제에 마비돼 신속

한 대북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란코프, 2009: 275)고 설명

한 바 있다. 

종합하면, 북한에 소위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 적극적 개입은 국제법

적 근거, 주변 강대국들의 태도, 국내여론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결국 북한 스

스로가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북한을 대표하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필

요한 조치 및 개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을 대표하는 새로

4)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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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정부와 남한 정부가 합의를 이루어 통합이나 통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최선이면서 

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3. 북한 급변사태 시 예상되는 결말 

실제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사태의 결말을 생각해보면 가

장 일반적이면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에 의한 자체적 해결이다. 초기에는 다소

의 불안정을 겪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스스로가 새로운 지도자를 찾거나 새로

운 체제를 만들어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동독에서도 그러했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응집력과 내구성이 큰 북한에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자체적으로 수습되지 못할 경우 중국이 개입하여 대신 안정시

킬 가능성도 낮지 않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상호

우호조약을 근거로 삼거나 국경지역 대량탈북자 통제를 명분으로 북한지역으로 군

대를 투입시킬 수 있다. 중국은 군대의 규모가 커서 최단 시간 내에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사회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지만(우평균, 

2013: 236-240), 대부분은 크게 인식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김연수, 2006: 

79-80; 소치형, 2001: 60; 박창희, 2010: 35; Stares and Wit, 2009: 7; 

Klingner, 2010: 1). 중국이 개입한 후 북한을 분할하여 통치하는 다수의 방안이 

언론에 발표된 바도 있다(중앙일보, 2020: 24).

유엔에 의한 개입과 분할통치의 가능성도 낮지 않다. 실제로 미국은 2009년 경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분할하는 방안을 구체화기도 

했다(헤럴드경제, 2020).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한 상황이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분할 통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할 경우 예상

되는 부담 때문에 중국도 유엔에 의한 사태 처리를 희망한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우

평균, 2013: 236-237). 이렇게 되면 유엔이 신탁통치 방식으로 북한을 관리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시킨 후 독립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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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의 정리 

우선 한국은 지도자 유고에 의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입증되었듯이 지도자가 유고되었다고 하여 북

한 내부가 반드시 불안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진의 주장처럼 북한에서도 권위주

의 체제가 증가된 엔트로피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여 불안정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무정부 상태나 내란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 높고,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는 것

이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더욱 타당하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유사한 

권위주의적 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욱 높지만, 개혁적인 지도세력이 등장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할 때 그 새로운 체제와 통일을 비롯한 남북 간의 제반

문제를 우호적이면서 생산적으로 논의해야 변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불안정해졌을 때 한국은 그것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를 

조기에 개최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거나 새로운 대표들과 상호 신

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행정력이

나 군사력을 북한 지역으로 전개시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정치의 현

실에서도 허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의 회원

국이고, 유엔의 결정없이 어느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

섭으로서 위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엔을 배경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

대국이 북한의 장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일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동서독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흡수통일이 

아닌 합의통일에 더욱 높은 비중을 두어서 급변사태를 논의 및 대비해 나가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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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독일식 합의통일 달성을 위한 한국의 과제 

한국이 독일 통일의 전례를 참고하여 합의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휴전상태로 대치해 왔고, 기능적 

통합이나 협력이 훨씬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

음과 같다.  

1. 합의통일로의 방향 전환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추구하였던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 합의통일의 불가피성과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강대국들의 

태도나 국제법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체의 행정력이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북한으

로 확장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

력이 강하여 내용상이거나 결과적으로는 흡수통일로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과정에

서는 철저히 합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해야 하고, 결과로서도 북한 주민들이 흡수당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합의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에 새

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새로우면서도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어떻게 지원하며, 그 새로운 정부와 평화적 합의통일을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하고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 북한

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북연합의 정신을 갖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호혜적

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면서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제안도 없지 않다(김근식, 

2009: 69). 

합의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동서독 통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헌법 초안을 만든 

후, 이것을 남과 북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확정한 다음에 총선거를 실시

함으로써 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통일부, 2020). 그러나 통일헌법 초안을 작

성 및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의견상충이 통일

을 방해할 수도 있다. 국호, 국기 등 국가의 상징에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면

(이공주, 2019: 225-226), 정치나 행정 제도 전반에 대한 합의는 매우 지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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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봐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헌법 제23조를 수용한다는 간편한 통일절차를 

선택함으로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북한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냐를 

물은 다음에 이에 동의하는 것을 통일의 절차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동독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권을 지향하는 북한의 새로운 정당이 나서서, 남북한이 

대등하면서도 호혜적인 방식으로 통일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및 합의해 나가되 

형식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북한 주

민들이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제안하고, 이것을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

여 확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면 되기 때문

에 통일을 위한 헌법적 절차는 불필요해 지면서, 예상 외의 장애물이 발생할 가능성

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주창하는 정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수권을 하게 되면 대

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하면서 법률의 제정이나 수정을 통하여 남북한 간에 조치되어

야할 사항을 결정 및 시행 나가면 된다. 다만,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편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경우 어떤 특수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일부임이 다소 애매해진 상태일 경우 그것을 재확인하거나 새

로운 영토나 주민을 편입하는 데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동서독의 통일 사례를 참고하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절차적으로 

합의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처럼 화폐를 통일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통합을 신속하게 협의 및 합의해야할 것이고, 군사통합의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

서도 타협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 정부는 양보하는 자세를 견

지함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불안해 하거나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수뇌부가 긴밀하면서도 솔직하게 협의할 뿐만 아니라 독일

보다 더욱 평화롭고 더욱 부작용이 작은 합의통일을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로 국민들

을 설득해 나가야할 것이다. 

2. 합의통일을 위한 북한의 협력 확보

남북한 합의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결정적인데, 그의 관건은 북한주민이 

한국과의 통일을 바란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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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그러한 북한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우선, 북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의 모습과 혜택에 대한 분명한 비전

이 제시되어야 한다. 남한 국민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할 것

이고,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남한 국민의 생활수준으로 동등하게 향상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토지는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남한 국민들은 당분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시적 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남한으로 이주할 경우 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로 인하여 얻을 것은 많지만 잃을 것은 거의 없다

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의 엘리트들에 대한 설득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좌

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정착될 때까지 북한지역

의 정치와 행정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담당할 것이고, 통일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더

라도 사후 조사나 처벌이 없을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군과 경찰 등 공무원의 계속 

복무와 전역 여부는 국가의 정책과 함께 개인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과거 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어떤 차별도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록 지원하는 사항

도 중요하다. 우선은 북한에서의 불안정 사태가 평화적이면서 민주적으로 진정되어

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새 정부를 조기에 구성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

와 함께 북한에서의 선거를 지원 및 감시할 필요가 있다. 흡수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새 정부에게 북한의 안정을 위한 지원소요를 요청하여 적극 지원

하되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시행이 되도록 조언해야할 것이다. 다양

한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북한 지원에 나서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북한의 

새 정부가 합의할 경우 북한의 부흥을 위한 남북한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

하고 이를 대북지원을 위한 창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유엔을 비롯한 국

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되 남북한의 주도권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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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

북한과의 합의통일을 위해서는 남한 국민들의 동의를 이룩해야 하는데, 이것도 현

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국민들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도자가 통일을 위한 확고한 의지, 비전, 그리고 상

황처리에 대한 단호함과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콜 총리를 비롯한 서독 수뇌부들

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통일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승 4개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평화적 합의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을 수

립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계속 그 타당성을 높여 나가야할 것이다. 당연히 

북한과의 평화적 합의통일에 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이에 관한 제반 정론을 국민들에게 전파시켜야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합의통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평소부터 북한 지도층 및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다. 그들

이 남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통일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점에서 한국은 다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접촉을 늘려 나가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독일도 평소에 동독의 권력 엘

리트들과 다양한 대화 창구를 구축하여 통일에 활용하였다고 한다(정상돈, 2011: 

1). 한국도 개혁 성향의 북한 인사들을 잘 식별하여 유대관계를 구축해 두면서 통일

이 될 경우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혜택도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여 안심시켜야할 것이다(란코프, 2009: 146). 

지금부터 정부는 합의통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이면서 현실적으로 검토 및 

준비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그에 맞게 수정되어야할 것이고, 앞에서 강

조한 바와 같이 기존의 헌법 조항을 활용하여 조기에 간단한 통일을 보장해야할 것이

며,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 북한 편입을 위한 조항을 마련해둬야할 것이다. 

통일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북한 새 정부와의 합의통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유념하거나 사전에 대비해두어야할 사항을 도출하여 

조치시켜야 한다. 유사시 남북한 간에 구성할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과 임무수행 방향

도 설정해야 한다. 이로써 발생한 급변사태를 혼란없이 통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

고, 모든 관련요원들이 공통의 청사진과 방향 하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137

4.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 획득

동서독 통일과 다르게 남북한의 합의통일에서는 국제적 승인의 절차가 필수적인 것

은 아니다. 남북한은 패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 북한은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일본의 의견도 참고해야 합의통일이 더욱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평소에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합의통일

의 필요성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남북한 통일로 인하여 주변국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잘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지

지를 획득해야할 것이다(김관호, 2016: 23-24). 남북한 통일에 이들이 부담을 느

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난민, 경제, 재건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한국이 담당하겠다

고 약속할 필요도 있다. 서독이 동독의 부채를 인수하였듯이 북한의 모든 채무를 남

한이 부담해야할 것이고, 통일 이후 남북한이 방어적인 최소한의 군대만 보유할 것

이라는 점도 약속하여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할 것이다. 

남북한 합의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편으로 북핵 처리를 주변

국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핵무장한 통일한국을 묵인하거나 허용해줄 주변

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부 충성심이 강한 

북한군이 핵무기를 장악하여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를 우선적으로 장악하고자 할 것이지만, 한국의 동의 여부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이다. “북핵 통제와 폐기는 국제관리로, 북한 위기의 안정화 문제는 남북한 내부 문

제로 분리해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황병무, 2015: 8). 

남북한의 합의통일이 쉽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한국은 유엔 주도의 해결방안을 

수용한다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유엔 주도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다(우평균, 2013: 242-244). 유엔이 

주도할 경우 한반도 관련 결정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차단

할 수도 있다. 유엔이 주도하더라도 집행력의 대부분을 한국이 담당한다면 한국이 

바라는 형태의 결말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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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지향적 한미동맹 관리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듯이 남북한의 합

의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은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중요하다. 미국만이 그

의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 그리고 영향력으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

본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쟁억제나 유사시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의 제반 결속장치를 남북한 통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김현욱, 2016: 353).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제반 논의와 준비사항, 그리고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의 상황 평가, 처리방향,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 등 모든 사항

을 미국과 협의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한

미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게도 이를 과시함으로써 한국에게 협력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합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원칙, 통일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

가의 정체성을 유지함은 물론 한미동맹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미국에게 약속할 수도 

있다. 미국에게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관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협의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처리를 주도하고, 한국은 통일을 주도하는 방식이

다. 이 경우 미국에게는 중국, 러시아,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북한핵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미국의 군인이나 민

간인이 전개되지 않도록 협조함으로써 중국 및 러시아가 불필요한 의혹을 갖지 않도

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군이 북한 주민을 지원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을 경유하여 한국의 주도성을 존중하도록 강조할 필요도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유고를 급변사태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한 나머

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는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다가 그렇

지 않게 되면 중단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지도자 유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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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김정은의 연소함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누적된 

엔트로피를 더 이상 견디지 목하여 붕괴하는 경우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제

재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고, 코로나-19로 더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무엇보

다 현 북한 정권이 단기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자연스럽게 북한지역

을 인수하여 통일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용인되기는 어렵

다. 국제법적으로 별도의 국가인 한국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고, 강대국들도 

한국의 주도적 처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부가 한국

의 그러한 역할을 지지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동서독 통일의 경우

와 같이 새롭게 등장할 북한의 정부와 통일을 협의 및 합의하여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남북한과 동서독 상황에는 차이점이 크지만, 그 차이점을 이유로 모델

을 거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잘 감안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합의

통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한에서 발생한 급변사태를 합의통일로 연결하려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일방적 흡

수통일의 비현실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남한과의 통일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의 담

당자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남북한 합의통일로 연결하는 데 관한 제반 사항을 심층 

깊게 토론하여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발전시키며, 국민들에게도 설명하여 

공감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불안정해졌을 때 그것을 부추기는 것

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조기에 구성되도록 지원하고, 그 새로운 정부로 하여금 남

한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원만한 통일과정도 보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남북한 합의통일과 관련하여 진지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

의 현행 헌법 제3조의 수용 여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통일헌법’ 초안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정립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은 후자로서, “남북

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으로 명시되어 있다(통일부, 2020). 그러나 독일통일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듯

이 후자의 경우 자칫하면 통일헌법 논의 과정에서 통일의 모멘텀을 상실하거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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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열이 가중될 수 있다. 한국의 헌법 개정이 얼마나 어려웠던 지를 회고해보면 

이 위험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한국도 통일절차의 간소화

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향후 한국에서 헌법을 개정할 경우 북한의 

편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어야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합의통일을 논의하게 될 경우 독일모델을 준용하겠

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통일

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는 무엇을 준비 또는 처리해야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

상 및 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지도층과 국

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대할 수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통일 경험자나 그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

금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합의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평소부터 한국은 자신의 정권 교

체와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인계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일관성과 

효과성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동일한 통일방안이 

지속되어야 하고, 다양한 모든 대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

로 그에 필요한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점검하며, 개선해 나가야할 것

이다. 또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는 공개하여 국제적인 지지도를 강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해야할 것이다. 염원이 아닌 실행계획으로서의 통일논의를 일상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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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greed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It should acquire approval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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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

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

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

적으로 사용되었다.1)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MDGs(밀레니엄개발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지정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

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조화와 균형 속

에서 국내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세부목표로 하는 K-SDGs를 수립하게 하였다. 여기

서 주목해야 할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오랫동안 남북관계는 국내외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긴장과 화해의 분위기가 거

듭 반복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개성공단 설

립, 노무현 정부의 금강산 육로관광 및 개성관광 실시는 평화체제로의 진입을 이끈 

가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비핵･개방･3000’2) 구상을 

통한 대북정책 견지는 남북을 경색국면에 들어서게 하였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

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

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며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으나, 여전히 대북정책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2차 남

북 고위급 회담 무산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를 초래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

으로 치달았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다

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9년 6월 30일 남․북․미정상의 

1)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definiton(검색일: 2019.10.12.)
2)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폐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대북전략이다(통일백서,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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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회동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하였

다. 북한 역시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통해 당해 9월 말 미국과 실무 협상 

의지가 있음을 발표하기도 하였다.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 다음 날인 9월 10

일, 미국 외교정책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존 볼튼(John Bolton) 美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이 북한에도 리비아모델4)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다 트럼프 美 대

통령과 마찰을 빚으며 전격 해임되었다. 이는 북미 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호재

로 작용할 것이냐,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게 만든 사

건이었다. 

이처럼 국내외 다양한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노력은 우리나라 통일목표5)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남

북관계 발전’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

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에 더해 통일문

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하겠다는 것

이다.6) 이에 따라 통일부는 보도자료(2019.3.12.)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7),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

울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018년 12월 24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

경계획(2016~2035)>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여 발표하면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이슈에 세부목표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3) 통일뉴스(2019.09.13.). ‘최선희의 대화 제의와 볼튼의 경질’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86 
4) 리비아모델이란,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으로, 2003년 당시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모든 대량살상 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은신 도중 사살됐다. 
5) 우리나라 3대 통일목표: 1. 북핵 문제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2.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

6)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policyinfo/goal/검색일:2019.10.20.)
7) 통일부(2019.3.12.).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습

니다. – 2019년 통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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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사무로만 한정되었던 통일문제의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나 전

국 규모의 사무, 지방자치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

도록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을 두고 있다(문현미, 2018:74).8) 그러나 통일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독자적 주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근거가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중 

2009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제1항9)이 삭제되어 현재는 남북한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

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10) 주체에 대한 논란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자율성과 독립성은 비교적 경직되어 있

는 국가에 비해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형 SDGs인 K-SDGs의 세부목표로 제시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라는 큰 흐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통일부 등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기존 연구

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Ⅱ. 이론적 논의

1. SDGs와 K-SDGs

가. SDGs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2000년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다. 당시 참여국은 개도국의 절대빈곤 해

8) 지방자치법 제188조
9) 제12조 (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 간의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

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즉, 지방자치단체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1항이 삭제되고 2항만 남았다.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10)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체 인정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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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인간과 사회의 개발을 목표로 세우고 2015년까지 실행해나가는 데 동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8대 목표11)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모든 선진공여국과 수혜국인 개도국이 공동으로 결과중심적인 

원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행 시기 전반에 걸쳐 개도국의 빈곤 해

소 속도는 매우 느렸고, 원조국의 피로도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이에 원조를 통

해 이루어진 인간 안보, 사회개발의 성과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조 이상의 방법(beyond aid)’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조영희, 

2018:15-16).

그 결과 MDGs의 종료를 앞두고,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를 후속 목표로 채택하였다. ‘2030 의제’는 5P 원

칙(People 인간, Planet 지구, Prosperity 번영, Peace 평화, Partnership 협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

가 ‘빈곤 종식’이며 기타 경제･사회･환경문제를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으로 풀

어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일부이며,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4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과

거 MDGs가 개도국 중심이었다면,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하여 

경제성장･기후변화･에너지･성평등 등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할 보편적 의제를 다루

고 있고, 소외･취약계층까지 포용하면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의 연대를 주장한다. 또한 글로벌, 국가, 지역 차원의 이행 모니터링을 강조하면서 

각국이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진전 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정기

적으로 유엔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재경, 

2018:2-3).

11) ①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③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 건강 개선 ⑥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⑧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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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30 의제의 5대 원칙 내 SDGs의 목표 위치와 상호 연계성

         2030 의제의 5대 원칙

17대 SDGs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

-ship

목표1. 빈곤해소

목표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목표3. 보건복지 증진

목표4. 교육

목표5. 양성평등

목표6. 물과 위생

목표7.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8. 경제성장 및 고용

목표9.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

목표10. 불평등 해소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목표13. 기후변화

목표14.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목표15. 육상생태계

목표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목표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자료: 임소영 외(2016). SDGs 경제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산업연구원, p.24
주:             주요 목적              부수적 목적

나. K-SDGs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이하 

K-SDGs) 수립에는 주요 선진국의 영향이 있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정 의제로 채택하고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범부처 간 협의와 국민 참여에 기반한 지속가

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문

제를 포함한 환경 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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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제1차~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행 중인 현재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

본계획(2016~2035)>은 151개 이행과제 중 80개가 환경 분야에 치중되어 사회 및 

경제 등의 분야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유엔의 SDGs와 구성이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설정 단계부터 경

제, 사회, 환경 분야 간 상호조화를 고려하고 국민 중심의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목표

를 설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6; 환

경부, 2018.12.24. 보도자료).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과 함께 K-SDGs를 수립했다. K-SDGs는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과

는 달리,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되어 초안 마련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

영된 체계(안)을 마련하였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

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 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SDGs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절대 빈곤 인구 감소, 국민 영양결핍 해소, 야외 

배변 근절, 여성 할례 폐지 등의 세부목표는 제외하였으며,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

로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환경부, 2018.12.24. 보도자료). 

이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공존 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

련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다. 우선, 제3차 기본계획에는 환경 중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그린 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

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이라는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북한 산림복구 및 녹화 사업, 북한 농촌 통합 지원, 국제기구 등과 협

력한 북한 내 환경 분야 역량 강화, 환경 관련 정책과제 개발 등이 있었으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대내외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 전개, 충분한 협의를 통한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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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9-150).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 K-SDGs에서는 환경 위주의 기본계획에 정치사회 요인

을 보완하여 남북한 협력 증진에 대한 과제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 중이

면서 동시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외교적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지

표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 증진을 우선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표와 목표

치는 향후 수립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짓지 않았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38).

SDGs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K-SDGs

목표1. 빈곤해소
2-1. 사회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목표1. 빈곤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목표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3. 보건복지 증진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목표4. 교육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 

평등 촉진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5. 양성평등 목표5. 성평등 보장

목표6. 물과 위생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7. 지속가능한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 구축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8. 경제성장 및 고용
3-1. 포용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9.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

목표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목표10. 불평등 해소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목표10. 불평등 해소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목표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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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p.31을 기준으로 저자 보완･작성

2. 지방의제 21

지방정부12)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자

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적 조직인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UL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은 1985년 9월에 개최된 제27회 세계대회에서 ‘세

계지방자치선언’을 채택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이어 개최된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

면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실천

계획이자 행동지침으로 삼고 지방정부가 주민과 협의하여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도

록 권고하였다.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제시한 ‘의제 21’은 1개 전문과 사회경제･자원의 보존 및 관

리･그룹별 역할･이행 수단 등 4개 부문의 3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00여 

개의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12) 우리나라는 국가,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함을 밝힌다. 

SDGs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K-SDGs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목표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목표13. 기후변화 대응

목표14.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5. 육상생태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정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목표16. 인권･정의･평화

목표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4-1. 2030 지속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목표17. 지구촌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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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 건강문제, 인간 

정주(定住), 소비 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확충과 기술이전, 과학의 발전과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노력에 9개 주요 그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계,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근로자와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이 

속한다(문현미, 2018:47-48). 특히 제28장에는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

방자치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련한 행동 

계획(실천지침)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잘 드러나 있다. 

정리하자면 ‘지방의제 21’은 환경보전의 원칙을 수립한 ‘리우선언’과 달리 ‘의제 

21(Agenda 21)’의 일부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의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한 주

체로 인식되었으며, ‘2030 의제’ 작성 과정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또한, ‘지

방의제 21’에서 지방 단위의 구체적 실현이 제시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촉진자, 의사 소통자, 옹호자, 실행자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즉, 이러한 규약들의 출현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 이르기까지 지방

정부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소통하며 지역의 의견과 역할을 제시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과 현실 그리고 비교우위에 따른 전략적 맞춤형 

교류협력의 훌륭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의 감귤 보내기, 경남의 통일

딸기 사업 등이 이를 뒷받침하기 적합한 추진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역의 

현지성과 보충성 원리13)가 반영되어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

며, 실행당사자로서 전면에 나서 남북교류협력을 이행할 수도 있다.

13) 하나의 정치 체제 내의 권한이나 기능을 상위 단위에 권한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위 

단위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자치관점에서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155

구분 주요 내용

촉진자

(facilitator)
상향식 의제 수립을 위한 지역 간 이해당사자 참여, 주체간 수평적 협력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민간기여 향상, 의견 수렴 및 파트너십 형성

의사소통자

(communicator)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2030 의제를 실용적 측면에서 지역 특성과 맥락을 고려

하여 맞춤형으로 구체화

옹호자

(advocate)
국가 SDGs 전략 수립에 참여해 지역의 요구를 반영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환경 조성

실행자

(implementor)
지역 SDGs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기존 활동 연결

<표 3> SDGs와 지방정부의 역할

자료: Spitz(2016). 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고재경(2018). p.4 재인용

3. 연구분석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관점으로 점차 외연

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도 현황, 추진 절차 그리고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

의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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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진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학술･문화･체육･경제 등의 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

에서 북한 지역 및 주민들과 상호교류 및 협력하는 제반 사업과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동성 외, 2018:38).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교류의 대상 내지 주체가 반드

시 북한 지방자치단체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남한

과 같은 권한과 역할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북한의 중앙 당국이나 지역 그리

고 북한 주민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과 활동 일체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이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다(김동성 외, 2018:38-39).

이에 본 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법･제도 현황

가. 중앙정부 차원

201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제정),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1990.10.1. 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14.6.12. 제정), 이하 남북관

계발전법｣과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최초로 지정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다.14) 1990년 8월 1일 제정 당시, 남북한 간 교역

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 물품 또는 거

14) 법제처 http://www.law.go.kr (구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제4239호, 1990.8.1.제정, 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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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지방자치

단체도 교역당사자로서 규정한 바 있다.15) 이후, 2005년 5월 31일 일부 개정을 통

해 남북한 간 거래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하

였으며, 2009년 1월 30일 재차 일부 개정을 통해 교역당사자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남북한 거래의 원칙만 남겨두어 주체에 대한 불명확함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정책 방향에 맞춰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2019년 7월 24일, 통일부는 17

개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지향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

문｣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

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며 이

번 협약문을 통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분명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두 법의 조항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법인으로 일치함을 그 논거로 제시하였다. 

이후 2019년 10월 22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16)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

문화하였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

가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17)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

록 하고, 만약 국제기구를 통할 대북지원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의 협력절차를 구체

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즉,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돼 법인과 단체의 이름으로 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15) 법제처 http://www.law.go.kr (구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제4239호, 1990.8.1.제정, 제12조, 제13조)
16) 대북지원사업은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
17)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으며, 

개정 前 지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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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왔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18)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권형 대북정책의 기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에도 반영되어 있으며19), 통

일부 역시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

다음으로 1990년 10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

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1)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

의 왕래,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의 촉진, 경영 외적

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 보험, 대금결제의 편의 제공이나 금융기관에 대

한 자금지원 및 손실 보상, 비지정통화(非指定通化)의 인수, 그 밖의 협력사업 지원,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22)｣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23)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2014.6.12. 제정)｣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즉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라고 다시 한번 규정하였다. 한편,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 기본계

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이행되

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 동 계획의 국회보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18) 통일부고시 제2019-5호(2019.10.22.)
1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김홍걸의원 대표발의(2020.7.8.)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남북교류협

력추진협의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

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통일사무 주체라고 봐야 한다는 김홍걸의

원 대표발의(2020.6.16.) 개정안 역시도 국회 계류 중이다.
20) 통일부 보도자료(2019.7.24.),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 

; 통일부 보도자료(2020.5.26.), ‘통일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21)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
2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는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3)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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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

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

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

하고, 동 계획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

류되는 일 없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도록 개정하였다. 이 법률 역시 

｢남북교류협력법｣과 마찬가지로 분권형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 계

류 중이다.24)

나. 지방정부 차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선 법령에 기인하여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1998년 북한과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조례｣25)를 제정하였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 등

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 10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22개의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9개의 

교육청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특이할 점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남북교육협력 조례를 제정한 9개 교육청도 경기도와 전북을 제외한 나

머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라는 것이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가 교육 분야

까지 확대되어 현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이 그 맥을 함

께 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24)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 교류 및 관계발전

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대표발의(2019.4.11.) 한 이인영 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김홍걸의원 

대표발의(2020.6.16.)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25) 1998.9.9. 제정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1998.12.31. 제정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

례가 통합되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2018.5.4. 제정되었다.



160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표 4>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 제정 현황

교육청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19.7.18 19.1.1 15.11.4 18.9.28 10.10.28 19.6.13 18.12.31 19.5.2 19.4.1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19.10.20.)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26)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

업에 관한 시도지사 혹은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다. 관계자, 공무원, 전

문가들로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

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 

한편 2009년 개정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아 중앙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각 시도 및 시군

구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대개는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북한 도시와의 교류사업, 북한 재해･재난 및 기근 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통일문화조성사업 관련 교육 등에 사용된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광역자치

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636억 원 정도 조성되었으며, 세종과 울산은 문재

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 처음으로 마련하였고, 경남은 2015년 폐지 후, 2019

년 다시 조성하여 현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상태다. 

26) 영광군(영광군 남북교류협력조례)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근거 규정만 둔 조례도 

있고, 장흥군(장흥군 남북교류협력조례), 해남군(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과 같이 남북교

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련해서만 규정한 조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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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지방

자치단체

조성액

(A)

집행

잔액

(B)

집행율

(A-B)/A*

100

지방

자치단체

조성액

(A)

집행

잔액

(B)

집행율

(A-B)/A

*100

서울특별시 53,445 34,899 34.7% 경기도 72,108 39,295 45.4%

부산광역시 8,527 7,484 12.2% 강원도 29,608 18,548 37.4%

대구광역시 5,156 5,156 0.0% 충북 3,442 3,442 0.0%

인천광역시 9,193 2,623 71.5% 충남 4,019 3,976 1.1%

광주광역시 6,806 6,338 6.9% 전북 10,323 10,323 0.0%

대전광역시 4,143 4,143 0.0% 전남 4,087 3,587 12.2%

울산광역시 502 502 0.0% 경북 5,246 5,246 0.0%

세종특별자치시 11,000 11,000 0.0% 경남 2,000 1,780 11.0%

제주특별자치도 5,295 5,295 0.0%

자료: 각 시도별 정보공개 청구(2019.8월 기준 자료)
주 1) 인천광역시는 기금자료 연도별 전수조사 후 재작성(2018년 말 기준)

      http://www.incheon.go.kr/posts/49/86?rnum=1&curlPage=1
주 2) 경남은 2015년 폐지 후, 2019년 재설치

2. 추진 절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규정 개정을 통해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 분야 등 북한 주민

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서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북교류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

정보의 승인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업

무 처리지침(2000~200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 심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심의, 승인 후 통일부에서 재심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2003년부터는 <자치

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규

와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일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대

북협상 및 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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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절차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1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이해와 개선방향” 

3.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정책

앞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법(2014.6.12. 제정)｣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과 정

부의 책무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

전시켜 남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27),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교역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교

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의 법인28)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법

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지방자치단체 대북사업 참여 지원 및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2019.7.24.)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27)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 2항
28)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163

명확히 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였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도 정비하였으며(2019.10.22.),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

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29)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

의회 등을 운영하였다.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렴 및 조정

하였다. 또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가이드라인 수립, 실무 매뉴얼 안내, 

추진단계별 원칙과 기준 등을 공유하였다(통일부, 2019:121).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 원칙｣을 마련

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사업부터 추

진하되 사전 조율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조달 여

부 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북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 가능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기준도 포함되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통일 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공유, 매뉴얼 교육 등이 시행되었다(통일부, 2019:122).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

하고 다방면의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통일부-지방자치단체 간 정례 협의

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지방

자치단체-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치를 확대하면서 포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협의 지원, 남북교류협력 원스톱서비스 

구축,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

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30) 이와 같은 향후 계획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보다 수직적 관계상 상위에 자리한 만큼, 그 책임

과 소명을 다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9) 통일부 정보공개청구 자료(2019.10.)
30) 통일부 정보공개청구 자료(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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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1. UN 대북제재를 초월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영역의 다양화

200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북

한 핵 포기를 위해 북한의 자금조달이나 경제, 외교 활동을 제한하는 대북제재(對北

制裁)를 실시했다.31) 이러한 대북제재는 무기 및 관련 물자 통제, 화물검사, 연료 

공급 및 수출입 금지, 여행 금지, 전문교육훈련 및 과학기술협력 제재, 해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 근로 금지, 귀금속 교역 금지 등의 폭넓은 분야

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기아, 생태복원 

등 대북제재의 규정 밖에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영역 또한 인도주의적, 비정치적, 비경제적 교류 등 외연을 넓혀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20년 5월, 국제통계원칙, 통계 이용성 향상 등 교육용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32))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한 것은 바람직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남북보건협력 분야는 남북협력을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과거에도 말라리아, 구제역, 

31) 제재 분야는 무기 및 관련 물자 통제, 비확산/확산네트워크, 화물검사, 연료 공급 제재, 자산동결, 
여행금지, 재정 조치, 전문교육훈련. 과학기술협력, 석탄 및 광물 제재, 천연가스 수출금지, 정제된 

석유제품 금지, 원유공급 및 판매 제재, 해산물 수출금지, 섬유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노동금

지, 연료 판매 및 공급 금지, 기타 새로운 헬리콥터 및 선박 교역 금지, 귀금속 교역 금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SC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 (검색일:2020.2.20.) 

32) UNESCAP은 빈곤 종식, 환경 오염 등 보편적인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 이행을 통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주관해오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게 국제통

계원칙, 통계 이용성 향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번 의결에 

따라 UNESCAP의 북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사업을 위해 6년간 남북협력기금 미화 

49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었다.(통일부, 2020.5.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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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충해 방제 등 경기도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졌던 경험이 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보건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기에도 비교적 용이

하다. 이처럼 국내외 이슈들에 발빠르게 대응하거나 선제적 제안을 함으로써 공동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남북교류협력 사업 모색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분권형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문재인 정부는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법과 제도

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속가능

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반도 평

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를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상위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체가 개정

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력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남북교류의 지속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칭)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책무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가

칭)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왕래, 접촉, 교역 등

에 특례 규정을 두어 교류협력에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지표를 개발33)하여 정확하게 진단, 모니터링과 피

드백 과정을 거쳐 사업 중복, 예산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도 있다.

3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용우 외(201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 방향, 통일연구원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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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017년 3월 기준,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는 총 2,188개이며 이 중 통일과 관

련된 사무는 단 4개뿐이다.34) 바꿔 말하면, 지방정부가 통일과 관련되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통일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의 존립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업무나 지방정부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라면 충분하

고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사항이다. 남북교류협

력사업은 남과 북만의 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남남 교류로도 그 외연이 확장되

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북한이탈주민은 급증하여 2019년 6월 기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수가 3만여 명이 넘는다.35)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거의 기관위임사무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

원을 도모하는 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6.16.)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

된다. 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 사무로 권한을 이양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능명 단위사무 근거법령 조항 이양방향 확정년도 완료년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기능

개성공업지구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개성공업지구

지원에관한법

률및시행령

법 제14조

시행령제11

조제3항

시도,시군구

→시군구
2010 2010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 등에 

관한 기능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보호및정착

지원에관한

법률

제24조
국가→국가,

시도,시군구
2010 201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 신청.접수
제26조

국가→시군

구
2010 2011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
제20조

국가→국가,

시도,시군구
2010 2011

<통일분야의 지방이양 사무>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내부자료(2019.10)

34) 2019년 12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총 사무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35) 2019년 6월 기준, 서울 7,083명, 경기 9,870명, 인천 2,874명, 충남･세종 1,602명, 충북 1,268명, 

경북 1,089명, 경남 1,064명, 부산 1,024명, 강원 770명, 대구 673명, 대전 630명, 전남 619명, 
광주 591명, 전북 533명, 울산 530명, 제주 322명 순이며, 전체 30,542명으로 조사되었다(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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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북교류 관련 분야인 농업수산(농림식품부), 문화재교류협력(문화재청), 

산업기술협력촉진(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국가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개방적이라 남북관계의 영향을 비교

적 덜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류협력사업의 연결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소이

며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통일 분야의 자치권한 확대까지를 주

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우리 사회에는 이미 약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전국 각기에 정착하여 살아

가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그들에게 주목하는 언론 및 집중 조명되는 범죄율 등으

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부정적이다.36) 이는 서울대 연구소에서 

진행한 ≪2019 통일의식조사≫37) 에서도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한국 내 질서를 해치는 사회문제

로 확대되어 부각될 수도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6.7.7.)｣등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한국시대를 맞아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다.38)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36) “또한 극빈층으로 전락한 탈북자들의 범죄율과 범죄 피해율이 높은데도,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는 “199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8,835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1,687명이 범죄자가 되어 한국 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인 4.3%보다 4.6배 높다.”라고 밝힌다. 
그중 강력 범죄자가 살인 5명, 폭력 603명, 강간 12명 등 899명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탈북자

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평균치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2703/1 (검색일: 2020. 7.10.) 
3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친근감에 있어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있어서는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에서 52%를 나타낸 데 이후로 지속적이다. 대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조사에도 반영된다. 
‘친근하게 느껴진다.’에 비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조사 이후 줄곧 50% 이상 높은 

편이다(김학재 외, 2020:218).
38) 북한이탈주민이 ‘남북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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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응하여 한국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를 들면, 지하철 내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공익광고 캠페인, 탈북민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북한이탈주민

의 이미지가 인식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 북한을 소재로 한 대중

매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39)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거나 지방 언론에 자주 노출시켜 긍정적인 이미지

를 부각하게 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

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5. 지방정부 통일공공외교 및 다채널 교류방식 구현

통일공공외교40)는 “한국 정부 및 민간(주체)이 소프트파워를 자산(자원 및 자산)

으로 상대국 국민 그리고 글로벌 스페이스를 대상으로(대상)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

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하여(목표) 열린 소통과

정을 통해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

득하는(과정 및 매체) 비전통적 외교 행위”로 정의된다(황병덕 외, 2013:50-51). 

그렇기 때문에 타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군사 및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를 사용하는 전통외교와 달리, 공공외교는 비정부 차원에서 문화, 가치, 교

육, 홍보, 인적 자원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상

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본국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전통외교 방식에 비해 소통을 중시하는 공공외

교는 비용이 적게 들 뿐더러 실패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으며, 손실률 역

시 적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10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낮아지면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2019년에 들어 60.8%로 역대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김학재 외, 2020:219).
39) 북한이탈주민의 남북생활문화 차이 등을 소개하는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최초로 탈북민을 

주인으로 하여 한국 사회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MBC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담은 네이버 웹툰 ‘로동심문’ 등이 있다.
40)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황병덕 외(2013).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통일연구원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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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강력한 중앙집권이라는 북한의 특수성 및 경제력의 차이로 아무래도 남의 

주도로 북으로 향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남북합작 

시범 영농사업41)처럼 차츰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공공외교가 구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

가 용이하여 다채널 교류방식 구현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

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시민단체, 민간기구, 산하기관을 통한 다채널 교류방식으로 

개방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Ⅴ. 결론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정책이 봉쇄와 압박 위주의 강경 전략을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역

할을 함께하는 보다 균형 있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지방의제 21’과 융합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 K-SDGs의 5대 비전 중 

하나인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구축의 세부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북한 산림복구 및 녹화 사업, 북한 농촌 

통합 지원, 국제기구 등과 협력한 북한 내 환경 분야 역량 강화, 환경 관련 정책과제 

개발 등은 국가 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에서 더욱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독일 사례를 보면, 동서독 지방 정부들의 교류협력이 통일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41)  2005년 4월 경기도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농업 분야에 대한 남북간 기술협약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볍씨와 농기계, 농약, 비료 등 1억여 원 상당의 농업 관련 자재와 농업기술

자를 북측에 파견했고, 북측은 평양시 인근 룡성구역 3㏊(9,090평)를 시범 농지로 제공했다. 평양에서 

추수된 쌀인 ‘경기-평양미’가 경기도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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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는 때로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때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여 

남북교류의 창구 혹은 통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자로서 중앙과 소통하며 지역의 의견과 역할을 제시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

진해나가고, 의사 소통자로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비교우위에 따른 전략적 맞춤형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 또한, 옹호자로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치분권과 거버

넌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행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을 이행해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다음 정책을 제안하였다. 

∙UN 대북제재를 초월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영역의 다양화 

∙분권형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지방정부 통일공공외교 구현 및 다채널 교류방식 구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

는 유연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

성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자, 의사 소통자, 옹호자, 실행당사자로서 책임

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힌다. 본 연구는 SDGs와 그 연장선에 있는 

K-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와 연결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시론적인 고찰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부분은 SDGs와 연계하여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는 담론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SDGs와 K-SDGs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것은 아직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목표 및 지표 등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뚜렷한 문제의식

과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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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the main actor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between the two Koreas' 

suggest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d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K-SDGs). This is the result of a 

introductory review on what i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to support. 

First, discovery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diversification of areas beyond UN sanctions. Seco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realize decentralized North Korea policy. Third, 

breakthrough regional transfer in the field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rth, improving awareness and building consensus for 

North Korean refugees. Finally, realization of unified public diplomacy 

and multi-channel exchange method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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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김정은 정권은 에너지 분야를 최우선 개발과제로 인식하

고, 기존 발전시설의 효율성 제고, 수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적인 요소 고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에너지 관련 목표와 문제의식

을 공유한다. SDG 7 ‘깨끗한 에너지’는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

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SDG 7의 세부지표에 따르면 북한

의 ‘전기 사용 인구 비율’은 39.2%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

너지원의 다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에너지기본계

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파트너십 강화,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활

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SDGs 개념은 국제사회의 공여자들과 함께 북한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B0507. 남북한 관계

주제어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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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 발전(development) 패러다임은 과거 양적성장 위주 개발로 인해 발생된 불

평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 2015년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가 모여 개최된 UN총회에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ble Developmen

t Goals)를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채택했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17가지의 다양한 목표(Goals)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SDG 

7 ‘모두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접근(Ensu

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bable and mordern energy for al

l)’(이하 ‘깨끗한 에너지’)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는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개발목표이다. 바꾸어 말하면, 

SDGs에서 주목하는 빈곤, 기아, 성평등, 교육 등 다른 목표들과 밀접한 상호의존성

을 가지고 있는 과제이다. 특히 앞으로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한 북한은 필연적으로 

자원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적이

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과 수력을 중심으로 한 자국내 부존자원에 의

존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어 왔다. 북한의 에너지 공

급은 석탄 위주의 불균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석탄 공급의 감소, 노후화된 발전설

비, 낙후된 송배변전과 급전 시스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등의 복합적인 원인

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공급을 개선하고 확대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2016~2020년)’(이하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력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로동신문, 2016/5/8: 4). 2019년 김

정은은 신년사에서도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서 전력 문제 해결을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자본, 기술, 사회주의 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적 역량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술, 2018: 45; 김경술, 2020: 13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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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북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절

실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은 제한된 행위자가 참여하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주요 공여국 및 국

제기구도 함께 참여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으로 전환될 것을 고려하면,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기초한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SDGs의 개념을 살펴본 뒤 북한의 에너

지 현황을 검토하고, SDGs 관점에서의 북한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분석해 북한과

의 에너지 개발 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SDGs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과 상호의존성이다. 에너지 분야는 개별적인 정책과제임과 동

시에 다양한 개발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SDGs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둘

째,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북한의 에너지 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김정은 시기의 ‘경제연구’에 수록된 에너지 관련 논문을 전수조사하여 최근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SDGs 시대의 남북 에너지 협력이

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공여자와 함께 북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을 유념하며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인 SDGs 및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기본 개념을 검토하고 남북 에너지 협력 및 개발협력과 관련

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저자의 문제의식과 분석 틀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북한의 인

식과 대응, 북한의 SDG 7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북한의 

에너지 정책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북한 에너지 협

력 방안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개념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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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UN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SDGs는 MDGs의 한계점과 국제사회에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MDGs의 8개 목표를 확장하고 보완하여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로 구성된다. 기존 MDGs의 주요 목표에 불평등, 경제발전, 양질의 일자리, 도시와 

주거 문제, 산업화, 해양, 생태계,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평

화와 정의 등 새로운 목표들이 추가되었다. 이는 빈곤 해결, 사회개발의 직접적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구애림․조정훈･조진희, 2019). SDGs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이며, 정부 및 NGO, 기업들이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SDGs에서 에너지 부문을 다루고 있는 SDG 7 ‘깨끗한 에너지’는 2020년 이후 전

개될 신기후체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에너지 문제 해소를 위해 저탄소 에

너지 체제, 공정하고 차별없는 에너지 이용, 이를 통한 빈곤의 악순환 해결 등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SDG 7은 SDGs의 기본 가치인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5가지 목표는 에너

지의 양적 공급 확대를 통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로 비롯되는 

경제적 불평등 및 보건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

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믹스(EnergyMix)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의 상당한 증가를 목표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기후변화를 막는 주요한 과제로서 친환경을 위한 메시지

도 담고 있다. 

<표 1> SDG 7 세부목표

내  용

7.1 2030년까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2배로 향상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선진적이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

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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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nowledge Platform(2020)1)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인 SDGs에서 에너지는 그 자체로도 핵심적인 개발목표

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개발목표와도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서비스와 

시스템은 비즈니스, 의학, 교육, 농업, 인프라, 첨단산업까지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 공급 및 접근의 결핍은 인간과 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인구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전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 사용에 대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대부분의 인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에 집중되어 있다. 전기가 없다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물을 길어오는데 상당한 시

간을 할애해야 한다. 병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을 보관할 수 없다. 약 30억 명은 

여전히 취사와 난방을 위하여 목재나 숯, 동물성 폐기물을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실내 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연간 약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이는 에너지 문제가 사회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

음을 말해준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6; 지속가능발전포털, 20202)).

<표 2>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광범위한 기여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nowledge Platfor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7.”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7(검색일: 2020년4월12일) 

2) 지속가능발전포털, “Goal 7. 깨끗한 에너지.” http://ncsd.go.kr/unsdgs?content=2#unsdgs7(검색일: 
2020년4월12일) 

내  용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기여 분야 내용

건강, 대기오염,

지속 가능한 도시

- 전기는 병원 운영 및 예방 접종 백신의 냉장 보관에 필수

- 밀폐공간에서 조리를 위한 고체 바이오매스 및 석탄 사용은 실내 대기

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의 원인

- 재생에너지 확대는 실외 대기오염 개선

- 도시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에너지 효율은 인구밀집 지역 근처

의 발전 수요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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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EA·IRENA·UNSD·WB·WHO(2019)

2. 선행연구 검토

가. 남북 에너지 협력에 관한 연구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낮은 에너지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 에너지 

현황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인 자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

다. 박미리･안재현(2018)은 북한 에너지 수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력발전에 주목하여 포장수력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력발전 가능량을 평가하

였다. 공학적인 분석 이외에도 최성호･임의빈 외(2017)는 로동신문의 전력분야 기

사를 발전,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경술(2014)은 남한

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의 민생분야의 에너

지 소비실태를 분석하였다. 김경술(2015)은 남한 통계청의 북한 에너지 관련 통계

에 북한의 통치시스템, 관련 법･제도, 역사적 배경에 관한 분석을 더하여 북한의 에

너지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이다. 2000년대 이후 국제적인 환경이슈의 부상

과 더불어 북한이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

기여 분야 내용

성평등

- 개발도상국 여성은 요리를 위한 연료 준비 필요

- 여성은 무게가 25-50㎏에 달하는 목재 운반

- 여성과 어린이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연료 수집을 위해 사용

- 에너지 접근은 농업 및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여성의 생산 활동에 필요

한 요소

교육, 일자리,

경제 성장

-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생산성

과 소득 향상에 강력한 영향력 발휘

- 2017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은 약 1,030만개의 일자리 창출

로 전년 대비 5.3 % 증가

- 전기 접근성 제고는 학교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운영 향상에 기여

지속 가능한 소비

- 고체 바이오매스의 사용은 산림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목재의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갈될 수 있음

- 에너지 효율 향상, 석탄 화력 발전 감소,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 부문의 물 절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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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빙현지･이석기(2017)는 북

한의 재생에너지 개발배경, 개도국 사례 분석,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개발현황과 의

의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별분야에 관한 연구도 시

도되었다. 이정태･김현구 외(2019)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남북한의 협력방안에 주목

하였다. 곽대종(2018)은 마이크로그리드를 지향한 북한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에 주

목하여 남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청정

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한 탄소배출권의 획득 및 

남한의 관련 산업 성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배성인, 2010). Park(2018)은 CDM을 북한개발협력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에너지 협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제적 관점의 분석이다. 박정원(2018)은 남북한의 전력부문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전력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법제통합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김윤

성･윤성권 외(2018)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방안 가운데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하

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 법 체계와 개발현황을 분석하여 도시

와 농촌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에너지 협력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분석이다. 김형태･채정민 외(2016)

는 개성공단에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투자를 가정하고 남북에 미치는 경

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안세현(2013)은 천연가스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북

한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남북에너지협력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은 남북 에너지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공학적인 분석 방법

을 사용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을 고려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김경술(2012)은 북한 에너지･자원산업 

현황, 남북 에너지 협력 실적, 9개 분야의 에너지 자원협력 프로젝트 분석, 구체적

인 추진방안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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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개발협력 관점에 기초한 연구는 기존의 남북경협,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 등 일시

적이고 제한적인 교류협력보다 개발협력의 다양한 행위자 및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일련의 대규모 협동연구는 국

제협력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북한개발협력의 

이론적･실제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박형중･이금순 외, 2008; 임강택･박형중 외, 

2009; 임강택 외, 2011; 임강택 외, 2012). 또한, 손혁상･유웅조 외(2017)는 개발

학의 관점에 기초하여 SDGs 출범 이후 북한개발협력의 이론과 역사, 주체, 그리고 

주요 쟁점과 다양한 접근법을 제공하여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

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써 SDGs에 주목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박지연･

문경연 외(2016a)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MDGs에서 SDGs로 전환됨

에 따라 북한개발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지연･문경

연 외(2016b)는 개발협력 담론을 북한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지표를 고

찰하여 SDGs에 기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이행상

황 점검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3. 문제의식과 분석 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북 에너지 협력 및 북한개발협력과 관련된 방대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채

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적용

이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장기화되면서 SDGs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

러다임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기에는 환경적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

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한반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에 관한 

보편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SDGs 개념을 적용한 북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 모색이다. 북한개발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를 비롯해 SDGs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이슈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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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 에너지 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한반도의 특수성과 국제사

회의 보편성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 틀에 기초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림 1] 연구 분석 틀

첫째, 북한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분석한다.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에너지 

현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살펴보기 위

하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 시기의 에너지 공급량, 발전설비용량, 전력

량 등을 검토한다. 김정은 정권의 개발정책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 및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김정은 시대의 에너지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

여 신년사, ‘5개년 전략’ 등에 포함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거

시적인 정책에서 언급되지 않는 보다 세밀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시

기에 발간된 ‘경제연구’를 전수조사하여 에너지 정책의 특징을 도출한다.

둘째, 남북 에너지 협력의 접근방식으로써 SDGs의 유용성을 검토한다. SDGs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패러다임이지만, 과연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지금까지 SDGs에 대해 공식적

으로 언급한 발언, UN회원국으로서 SDGs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 

SDG 17개 목표 가운데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분석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 

분야와 가장 밀접한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북한 현황을 분석한다. 먼저 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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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이행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에너지 정책을 정성적으

로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에너지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

구 분석 틀은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김정은 정권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북한의 에너지 현황

에너지는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인민 생활과 경제 및 산업 활동에 

필수가 되는 인프라이다. 따라서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 생산 및 전력 부족을 정상

화시키지 않고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은 석탄(62.0%), 수력(22.4%) 중심으로 구성되며, 

석유와 원자력은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

차 에너지 공급 규모는 2018년 기준 1,422만 TOE(Ton of Oil Equivalent)으로 

다수의 에너지 생산설비가 제한가동 혹은 가동중단되어 1990년 2,400만 TOE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2]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천TOE)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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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에너지원의 핵심인 석탄의 비중은 2018년 기준 북한 에너지 수급의 62.0%

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석탄 공급은 2017년 대비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의해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출용 석탄이 내수로 공급된 결과로 추정된다(김경술, 2020: 131). 

원유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해 왔으나 

냉전체제 종식 이후 북한의 원유수입 가격이 2~3배 상승하였으며 평균 55만톤의 

원유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전력 부문은 수주화종(水主火從)의 전원구조로 수력발전이 전체의 58.8%, 

화력발전이 41.2%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8,150MW로 2000년 7,552MW와 비교하였을 때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1990년

대 경제침체 이후 에너지 부문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설비 공급이 부

족한 상황이다. 

[그림 3] 북한의 발전설비용량(MW)

출처: 통계청

[그림 4] 북한의 전력량(억kWh)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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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에너지 인프라와 해방 이후 구공산

권 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됐던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워졌으며, 외부로부터 원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광, 수

력 및 화력 발전소, 원유 정제 설비 등 주요 에너지 공급 설비들은 원료와 장비, 정비 

부족으로 노후화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김경술, 2018: 42-45).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에너지 문제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발전설비 확충, 

전력요금제도 개편, 에너지 밀수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포착되었다. 북창화력발

전연합소의 발전설비 증설, 어랑천 및 예성강 수력발전설비 보강, 단천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등 중소형 발전소 개보수 및 건설을 비롯해 평양에 전력요금제도 도입하

고, 지방에는 태양광 패널 이용 확산에 따른 가전제품 보유 현황을 반영한 제도 개

편, 석탄 밀수출 및 석유 밀수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

한 정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부족은 관련 산업 부문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이는 에너지 산업

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현재 북한의 내부 역량

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에너지 수

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김경술, 2020: 130-13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

연구원, 2020).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김정은 정권에서 더욱 강조되는 ‘탄소하나’ 정책

은 매우 흥미롭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원유수급의 막대한 타격을 입혔는데, 북한은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탄소하나 공업’ 발전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탄

소하나 공업은 석유화학공업의 대체제로서 화력발전소의 착화제와 같은 에너지 분

야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에도 활용되고 있다(박종철·정은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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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특징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에너지 수급 현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북한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제연구�자료를 중심으

로 북한의 에너지 정책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에너지 공급개선을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김정은 정권의 선대로부터 매우 강조되어 왔다(김정일, 

1997).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에너지 전략에 경제건설, 국민생활 향상, 국방력 강화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류진성, 

2012). 2014년 이후 김정은은 신년사에 전력문제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

고, 전력문제 개선에 대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전력 문

제 해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전력 문제 해결은 5개년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최근까지 

김정은은 전력 문제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정책 

우선순위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정철, 2018).

둘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수력 발전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3). 북한은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경제정책의 자력갱생의 기조하에 ‘자급도 제고’를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집행해 왔다. 

북한의 기본 에너지 정책은 과학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기존의 화력, 수력발전소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수소와 메탄올을 비롯한 신에너지 및 태양열, 풍력, 지열, 조수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일, 2012; 박상철, 2017; 김남웅, 

2017; 양태혁, 2017; 최금철, 2017; 박명순, 2018). 또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업기업소 단위의 에너지 절약, 석탄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 태

양열, 풍력 관련 전력생산설비의 국산화 실현도 강조하고 있다(고재원, 2016; 최철

주, 2016; 고재원, 2019). 북한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는 배경에는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전력생산의 기초가 되는 원료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

황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급현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3) 김정은은 “수력지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장성호. 2014. “자연에네르

기를 적극 리용하는 것은 전력문제 해결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제3호 루계 제164호.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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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원자력을 전력생산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김혁철, 2014). 

셋째, 에너지 개발에 있어 녹색성장(Green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등 환

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

한 석유 및 석탄 공급량의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단순한 에너지 분야의 전략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충분

한 인식하에 SDGs 및 녹색성장의 연장선에서 정책설계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에너지를 강조하였다(로철송, 2014; 양태혁, 2017). 나아가 SDGs에서 강조

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허성철, 2018). 김정은은 생산방식에서도 통합생산체계, 무인조종체

계를 확립하여 주요 경제기술지표를 국제수준으로 제고할 것을 독려했다(리윤일, 

2018). 김정은은 SDGs에서 강조하는 산림 생태계, 해양 생태계의 관리와 동일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리동수, 2018). 나아가 저탄소 상품 개발로 무역을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정책 구상이 가능한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련의 국제협

약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4).

Ⅳ.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한 에너지 정책 분석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국제사회의 SDGs에 관한 논의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을

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별개로 SDGs에 기반한 개발협력 방식에 

합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9월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와 북한에서 활동하는 14개 UN 기구는 

4) 경제연구에서 설명하는 국제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 교토의정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윈협약,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와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비록하여 많은 국제적인 협약들이 있다.”과 같다. 유진명. 2019. 
“저탄소상품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제2호 루계 제183호.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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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북한의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프레임워크 2017-2021(UNSF: Strategy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PRK 

2017~2021)’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원칙을 공유했다. 

UNSF는 북한에 상주하는 6개 UN 기구5)의 중점 지원 분야를 소개하며, 북한의 지

속가능발전 4대 우선목표인 ‘식량 및 영양 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

(resilience)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를 명시했다. 

특히, 4대 우선 목표 중 에너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은 생태

계,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대비 수준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정부

와 UN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재조림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련 분야

의 데이터가 부족해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UN은 우선적으로 유엔환경계

획이 2012년 발표한 ‘북한의 환경 및 기후변화 전망(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Report)’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필요 데이터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비상사태 

재난관리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 for Emergency and Disaster 

Management)를 활용, 재난에 대비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취약성 지도 제작, 

재난 발생 시 국가대응관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해 및 국제사회와의 SDGs 차원의 개발협력을 추

진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최근에도 재확인되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블라디

보스톡에서 열린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주최의 ‘SDGs

에 관한 동북아 다중이해관계자 포럼(UN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SDGs)’에서 북한의 SDGs에 관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6) 초안을 공개하며 북한의 SDGs 추진방향, 추진체계, 목표별 

현황 및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 북한에 상주하는 UN 산하기구는 UN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UN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UN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유니세프(UNICEF: UN Children’s Fund),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있다.

6) 자발적 국가보고서는 UN 경제사회이사회가 주최하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SDGs의 이행 점검을 위해 

UN 회원국들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행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분석방법, 정책환

경(SDGs 관련 이해 관계자의 주인의식 강화, 국가적 노력, 경제·사회·환경의 통합, 추진체계, 구조적 

이슈), SDGs 목표와 세부목포별 이행현황,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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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에서 북한은 SDGs 17개 목표 중 SDG 2 ‘기아 종식’, SDG 6 ‘물과 위생’, 

SDG 7 ‘깨끗한 에너지’,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 생태계’에 관한 이행현황과 계획을 발표하며, SDG 2와 

SDG 7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DPRK, 2019).

2. 북한의 SDG 7 ‘깨끗한 에너지’ 부문 이행현황

본 연구에서는 UN Statistics Division의 통계자료와 SDGs 이행현황의 전반적인 이

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19(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를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과 에너지 부문을 살펴봤다7). 

먼저 SDSN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SDGs 17가지 중 11가지 항목에서 불충분

(빨강, 주황), 4가지 항목은 지표 정보 부재(회색), 2가지 항목은 보통(노랑)으로 나

타났다. 특히 SDG 2 ‘기아종식’, SDG 3 ‘건강과 웰빙’, SDG 7 ‘깨끗한 에너지’, 

SDG 9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SDG 14 ‘해양 생태계’, SDG 16 ‘평화, 정의

와 제도’ 등 6가지 항목이 가장 취약하다.

[그림 5] 북한의 SDGs 이행현황

 출처: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Lafortune, G. and Fuller, G.(2019)

7) UN Statistics Division(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에서는 국가별, 지역

별 UN SDGs의 세부지표(indicators)를 비교할 수 있으며,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정보포털

(http://kosis.kr/bukhan/index/index.do)에서도 북한의 SDGs 목표별 세부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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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SDG 7 이행현황을 살펴보자. UN에 따르면 SDG 7 ‘깨끗한 에너지’ 이행

지표는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 현대식 취사기술 및 청정연료 사용 인구 비율, 

연료 연소 및 전기 생산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

너지 이용 비중8) 등 총 5가지로 구성되나, 북한 통계자료는 이 중에서 3가지 지표의 

이행현황만 확인된다. 

 <표 3> 북한의 SDG 7 ‘깨끗한 에너지’ 이행지표현황

이행지표 2018 2019

전기 접근 인구 비율(%) 32.4% 39.2%

현대식 취사기술 및 청정 연료 사용 인구 비율(%) 6.6% 10.8%

연료 및 전기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MtCO₂/TWh) 1.7 1.7

출처: UN Statistics Division

첫 번째 지표인 전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 중 39.2%로 10명 중 

4명만이 전기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함께 전기 접근이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지표인 현대식 취사기술 및 청정연료 사용 

인구 비율 또한 10.8%로 10명 중 1명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90% 

인구가 취사시 청정연료 및 현대식 취사기술을 이용하지 못해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

는 대기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 지표인 연료 및 전기 사용에 따른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1.7 MtCO₂/TWh이다. 이러한 수치는 1.5MtCO₂ 이상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급하게 해결

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SDG 7 이행현황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북한 주민은 일상생활에서의 에

너지 이용 접근이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 접근성 강화와 함께 청정

연료 사용 및 현대적 취사기술 도입이 절실하다. 

8)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 OECD 국가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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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의 에너지 정책

남북 에너지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SDGs의 접근방식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는 김정은 정권이 에너지 정책에 SDGs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최근 SDGs 개별이슈에 관한 세부내용을 언급한 것은 2019년 UNESCAP 

회의이다. 북한은 동 회의에서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이행경과와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먼저 ‘이행경과와 과제’를 살펴보면, SDG 7 ‘깨끗

한 에너지’를 SDG 2 ‘기아 종식’과 더불어 최우선(top priority) 개발과제로 설정하

였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의 현황은 ‘청정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여

전히 낮고 관련 분야 성과도 미흡하며,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은 

감소 추세’로 환경요소를 고려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표명하였다. 이에 에

너지 분야의 원인 및 당면과제를 ‘기술, 역량 및 자금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추진계획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

제발전 5개년 전략의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력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에너지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를 에너지 절약 유형으로 전환

한다. 셋째, 석탄 생산량 증가 및 연소 효율성 향상, 청정연료 및 기술을 도입한다. 

넷째, 국가 에너지 전략의 수정 보완, 에너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DPRK, 2019).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표명한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이행경

과, 과제, 추진계획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 왔던 에너지 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김정은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특징은 국가 발전전

략의 핵심적 요소, 수력발전 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적 요소

의 고려였다. 북한이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화석연료 수급에 한계가 있고, 핵에너지 

개발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한이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개발 방향은 SDG 7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 즉,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재생 에너지 비중의 확충,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 

등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있어 북한이 

SDG 7에서 언급한 에너지 부문의 역량 강화와 SDGs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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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북 에너지 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SDGs의 에너지 부문 이행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전기 접근이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

활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활동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북한

은 에너지 설비공급의 부족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워 에너지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설비공장, 탄광, 철도 등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에너

지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부족해 취사 및 난방을 위해 무분별하게 산림자원을 활용

하고 있으며, 산림 훼손은 홍수를 유발하고 이는 저수지 토사 유입 등으로 수력발전

에 악영향을 미쳐 다시 전력 부족을 일으키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원의 다변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

다 시급하다. 

향후 북한의 전면적 또는 단계적인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

소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SDGs에 기초한 에너지 부문 개발 전략 수립

이 요구된다. SDGs는 양적성장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경제･사회･환경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모든 기회의 핵심

적 요소로써 일자리, 기후변화, 식량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해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

다. 즉 에너지는 SDGs의 다른 목표들과도 상호의존성이 높은 개발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복원력을 창

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활용의 보편화, 에너지 효율 증대, 새로운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9).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펼쳐질 북한과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양자, 다

자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을 구상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 협력

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에너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재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DGs는 전통적인 개발

재원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a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외에도, 개

9) UN, 2020.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energy/(검색일: 2020년4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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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의 국내재원 확충(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민간재원 중심의 개발

재원의 다변화(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부채조절(long-term debt 

sustainability)에도 주목하고 있다(UN, 2015).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재원이 소

요되는 만큼 정부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개발재원을 동원

(mobilization)할 수 있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ing), 혁신적 재원조달 

(innovative financing)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강우철, 2020). 또한 에너

지 분야에 CDM을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에너지 기본 계획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북한은 현재 에너지 전반의 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석탄, 가스, 석유, 신재생 에너지 등 북한의 자원 보유량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개발협력 초기단계에서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시작하기 이전,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전략을 수립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향후 남북한 통합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에 남북간 에너지 협력을 포함하고 북한의 산림녹화,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타결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단으로 대규모 석탄발전

을 지양하고, 분산전원으로 분류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우선 남북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산림부문 및 전력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만들어 나가고, 산업․상업․수송 등 부문별 기술이전을 통해 감축 효과

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풍력 및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망과 분산

전원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은 SDGs에 주목하여 남북 에

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DGs에 기초한 북한의 개별분야에 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SDGs 개념은 국제사회의 공여자들과 함께 북한의 에너지 분야 협

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남한의 재원과 기술력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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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행위자는 남한 정부 뿐만 아니라, 주요 공여

국,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와 같이 다양한 행위자

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남북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패러다임인 SDGs에 기반한 접근방법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연

구에 있어 제한적인 통계자료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

석을 위하여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경제연구’의 에너지 관련 논문을 전수조사하여 SDGs 

시대의 북한 에너지 정책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후속 연구의 바탕을 제공

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신년사, 노동신문, 법

제자료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면밀한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SDG 7 ‘깨끗한 에너지’의 이행 

지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가 발표한 에너지 통계를 활용하였는데, 향후 연구에 있어

서는 SDGs에서 언급하지 않은 통계자료도 활용하여 북한 에너지 현황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제언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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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energy policie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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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strategy of Inter-Korean energy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aiming at sustainable development. Kim 

Jong-Un has established the energy sector as a top priority sector for 

na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North Korea is focusing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developing 

hydroelectric power and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addressing 

environmental effects. These North Korean policies are similar to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North Korea suffers 

limitations on economic growth due to energy shortages. To secure a 

stable energy supply and diversify energy sources is a development task. 

To achieve inter-Korean ener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nergy strategy for the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strengthen partnerships, and utilize 

eco-friendly energy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DGs. The SDGs 

approach described in this paper could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process of conducting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with support from international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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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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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익보다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성장우선전략’을 추구한다. 본 연구

는 과거의 성장성이 금기의 수익성을 견인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후에는 이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성장성이 금기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성이 수익성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타당성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약화되었다. 총자산 

100억 원을 기점으로 성장우선전략의 타당성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은 맹목적으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총자산이 대략 100억 원을 

상회하면 내실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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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래 전부터 많은 중소기업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는 덩치가 커야한다”. “시장에서 덩치로 1, 2등이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중소기업

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생존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

다. 즉, 이익보다는 규모를 먼저 키우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인식은 ‘성장우선전략(growth-oriented strategies)’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우선전략의 이면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익의 희생이 내포되어 있다. 규모

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익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Coad et al., 

2013; Garnsey, 1998).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먼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가치 증대를 통해(Davidsson et al., 2009)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Steffens et al., 2009).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우선전략에는 충

분한 성장이 없으면 충분한 이익도 없고, 생존도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근저에 자

리 잡고 있다. 

반면, 성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Flamholtz and Randle(1990)은 성

장은 성장통(growing pains)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

다. Wiklund et al.(2003)은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경영자는 

성장의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위기 시에는 생존능력 취약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고하였다. Davidsson et 

al.(2010)은 성장극대화가 기업의 이익이나 주주의 가치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는 Ramezani et al.(2002)의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성장이 성공을 의미한다는 

성장 이데올로기(growth ideology)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avidsson et al.(2009)은 가격덤핑 등 가치창출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성장은 기

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성장하면서 

수익을 내겠다(grow profitable)는 것은 수익성 저하라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바보

스러운 전략이라고 했다. 이러한 우려들은 중소기업에게 성장우선전략이 반드시 바

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우선전략의 타당성을 실증분석한다. 성장

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우선전략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성(growth)과 수익성(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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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성장성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성장우선전략이 타

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

석은 국내외에서 방대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들 간의 관계는 아직도 명확한 결

론이 나지 않았다. 두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실증분석에서부터, 서로 관계

가 없다는 실증분석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실증분석도 존재

한다(Davidsson et al., 2009). 이와 같은 불명확한 관계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제시

되고 있다. Federico and Capelleras(2015)는 기업의 이분산성(heterogeneity) 

및 생산성과 수익성 지표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Headd and Kirch

hoff(2009)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자료의 부족을, Steffens et al.(2009)은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복잡성 그리고 이들 관계의 다차원적인 상호작용 및 진화를 원

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size)를 불명확성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변한다고 보고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추정한다. 기존 연구(e.g. 표한형･홍성철･김지영, 2013; Coad, 2007; Federico 

and Capelleras, 2015; Lee, 2014)는 기업의 규모를 단순히 통제변수로만 활용

하고 있다. Steffens et al.(2009)만이 기업의 업력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성장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업력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성장보다는 이익에 집중할 가능성

이 높다. 기업은 앞에서 언급한 성장통, 위기시 생존능력 취약 등과 같은 성장의 부

정적인 측면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동학(dynamics)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성장성과 규모를 이용한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두 가지 방법으

로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첫째는 성장성과 규모의 지표를 서로 곱한 것이다. 이는 

상호작용 항의 계수 추정치 부호를 통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기업의 규모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처리한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동학이 단조적으로(monotonically)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정보만을 주지만, 

두 번째 방법은 규모의 각 구간별로 두 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6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과 실증분석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지표인 성장성

과 수익성의 대용변수는 무엇인지, 기타 통제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제4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료 및 기초통계량이 기술되어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추정모형과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에 내생성이 존재할 경

우 흔히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 GMM을 설명한다. 제6장은 추정결과이며, 제7장은 

결론으로써 중소기업과 정부정책 입안자에 대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이 기술

되어 있다. 

Ⅱ. 기존 연구

성장성의 수익성 견인 여부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실증분석 모두 진행되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과 실증분석 모두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이 없다. 

1. 이론

대표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경험곡선효과(experience curve 

effect), 선점자우위(first mover advantage),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 등이 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성은 비용절감 혹은 시

장의 우월한 포지션을 통해 수익성을 견인한다.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Besanko 

et al., 2004)는 기업이 성장하면 평균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험곡선효과

(Stern and Stalk, 1998)는 누적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단위비용이 낮아지기 때문

에, 선점자우위(Lieberman and Montgomery, 1988)는 시장 선점은 시장에서 

우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외부효과(Katz and Shapiro, 

1985)는 소비자의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성이 

수익성을 이끈다고 본다.

반면, 경영이론(managerial theory)은 성장성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한다. 경영자는 이익보다는 성장극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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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ol(1958)은 매출수입극대화를, Marris(1964)와 Penrose(1959)는 매출액, 

자산 등의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장극대화를 위해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거

나, 비용절감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은 상충관계에 있

다는 ‘펜로즈 효과(Penrose effect)’를 주장했다. 

2. 실증분석

먼저, 성장성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다. Coad(2007)는 

1996~2004년 동안 8,405개의 프랑스 제조업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성이 수

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펜로즈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Cowling(2004)은 1991～1993년 영국 자료를 이용해 성장성은 수익성을, 다시 

수익성은 성장성을 촉진하는 등 이들 간에 누적인관관계(cumulative casuality)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Delmar et al.(2013)은 스웨덴 지식집약부문의 25,923개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은 수익성을 견인함을 보였다. 특히, 성장성은 단기적으로는 

생존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ederico and Capelleras(2015)는 1996～2010년의 스페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젊은 기업 926개를 대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들은 

기존연구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생성 때

문이며, 이를 적절히 통제하면 성장성이 수익성을 견인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Lee(2014)는 1999～2008년 606개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한 결과 성장성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Yoo and 

Kim(2015)은 2010~2014년의 국내 264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제가 안정

적일 때 전기의 높은 성장은 금기의 수익을 강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들 실증분석은 성장성이 수익성을 이끄는 이유로 ‘학습효과(learning-by-doing)’와 

‘동태적 수확체증법칙(dynamic increasing return)’ 등 2가지를 제시했다. 학습

효과로 인해 기업은 성장하면서 최적의 자원조합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증

대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보유자원에 대해 점점 더 잘 알아가기 

때문에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한다(Penrose, 1959). 따라서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을 활용해 더 좋은 방법으로 자원을 결합하고,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Lockett et al., 2011). 반면, 동태적 수확체증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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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고 본다. 

성장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좀 더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배우기 때문

에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는 결국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Coad, 2007). 

성장성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도 상당수 존재한다. 표한

형・홍성철・김지수(2013)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2007년까지의 10인 이

상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패널화하여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기의 성장

성이 금기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는 펜로즈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Davidsson et al.(2009)은 호주와 스웨덴의 지식집약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하였다. 호주는 1995~1998년까지 5,031개의 중소기업(종업원 200인 

이하) 자료를, 스웨덴은 1997～2000년까지 2,455개의 중소기업(종업원 10～250

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금기에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성장성을 추구

하는 기업은 다음 기에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대로 금기

에 낮은 성장성 상태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기업은 다음 기에도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teffens et al.(2009)은 1995～1998년의 오스트

리아 중소기업 3,488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성장성을 먼저 추구하는 기업

은 수익성을 먼저 추구하는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성과를 지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ang and Park(2011)은 레스토랑 산업을, Goddard et 

al.(2004)은 은행산업을, Nakano and Kim(2011)은 일본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

증분석해 성장성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수익성에 대한 성장성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익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성장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Davidsson et al.(2009)과 Steffens et 

al.(2009)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성장은 충분한 수익성이 뒷받

침되어야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낮은 수익성 상태에서 높은 성장성을 추구하

는 기업은 결국에는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성장성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Barney(1991), Wernerfelt(1984)의 자

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이하 ‘RBV’)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RBV에 따

르면 기업이 수익성 기반의 성장(profitable growth)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

저 평균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달성해야 한다.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높은 성장성을 추구하면 다음 기의 성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으며,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Davidsson et al., 2009). Davids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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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9)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익성은 성장수레(growth cart)를 이끄는 말

(horse)이라고 하였다.

Ⅲ. 성장성 및 수익성의 측정

성장성과 수익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표를 무엇으로 측정

할 것인가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측정효과(measurement effect)로 인해 어떤 대

용변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Dang et al., 

2018) 성장성과 수익성의 측정지표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 연구는 성장성 측정지표로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익성은 

금기의 GOS(gross operational surplus)를 전기의 부가가치로 나눈 GOS비율

()을 이용한다.

성장성 측정 지표는 다양하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매출액, 고용, 총자산 

등이 있다(Coad and Hölzl, 2010). 고용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력 증가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Delmar et al., 2003), 총자산은 서비스와 같이 무

형자산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기업의 성장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Fitzsimmons et al., 2005) 성장성 지표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매출액은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기업의 성장 측정지표이다(McKelvie et al., 2017). Delmar et 

al.(2003)은 만약 성장성의 측정지표로 단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매출

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Steffens et al.(2009)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매출

액이 기업의 성장성 지표로 가장 합당하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

다. 매출액은 산업간 그리고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Bottazzi et al., 2011; Short et al., 2009). 

수익성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GOS와 ROA(return on asset)이다. 

GOS는 ‘영업이익 + 대손상각비 – 금융비용’으로, ROA는 ‘순이익/총자산’으로 계

산된다. Coad(2007)는 수익성 지표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

금이나 판관비 등에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수익성 지표는 GOS라고 하였다. 반면, ROA는 분자인 순이익이 법인세, 판관비 등

의 비용이 제외된 후에 계산되기 때문에 Coad(2007)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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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이다. GOS는 기업의 시장 활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시장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Coad(2007), Coad et al.(2011), 

Federico and Capelleras(2015) 등과 같이 진화론적 관점(evolutionary 

prospective) 하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연구에서는 GOS를 

수익성의 측정지표로 많이 사용한다. 다만, 이들은 Friedman(1992)이 지적한 ‘회

귀 오류(regression fallacy)’로 인한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를 회

피하기 위해 금기의 GOS를 전기의 부가가치(영업잉여 + 인건비 + 금융비용 + 조

세공과 + 감가상각비)로 나누어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방법을 원용하

되, 편의상 이를 ‘GOS비율’이라 부르겠다.

성장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관측되지 않는 다양한 변수로부터 영

향을 받는다(Federico and Capelleras, 2015). 이와 같은 관측되지 않는 변수의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성장성과 수익성이 서로에게 미치는 효과와 혼재되

어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제변수는 기업

의 규모와 업력이다(e.g, Cowling, 2004; Coad, 2007; Delmar et al., 2013; 

Lee, 2014; Federico and Capelleras, 2015). 본 연구 또한 기업 규모와 업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규모는 총자산으로, 업력은 설립일 이후부터 연 단위로 

측정하였다.

Ⅳ. 자료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기업신용평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료를 이용하

였다.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이다. 다만, 업종효과를 제거

하기 위해 제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Coad(2007)와 마찬가지로 추정치의 

통계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석기간 10년 동안 재무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중

소기업이 분석대상이다. 또한, 극단치가 추정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16년 기준 매출액과 총자산의 상위 1% 이상과 하위 1% 이하에 있는 중소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합병 혹은 분사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분석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총매출액과 총자산의 증가율이 ±100% 이상을 보인 중소기업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석대상은 4,082개, 관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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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0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   인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이용한다.

<표 1>에는 본 연구의 주요 지표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있다. 2016년 기

준 매출액 평균은 91.7억 원이며, 최고 682.0억 원에서 최소 0.7억 원까지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다. 총자산의 평균은 84.8억 원이며,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자산 2.6

억 원에서 465.7억 원까지 자산규모 면에서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GOS의 평

균은 4.9억 원이며, 부가가치는 14.4억 원이다. 이로부터 GOS를 부가가치로 나눈 

값은 평균적으로 34% 가량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또한 평균 업력은 약 20년이

며, 최고 60.5년이다. 최소값이 9.4년으로 10년이 안 되는 것은 2007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1> 기초통계량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매출액 4,082 91.7 98.6 682.0 0.7 

총자산 4,082 84.8 81.2 465.7 2.6 

GOS 4,082 4.9 8.3 111.8 -5.7 

부가가치 4,082 14.4 15.7 153.1 0.2 

업력 4,082 19.5 7.0 60.5 9.4 

주 1) 매출액, GOS, 부가가치는 모두 2016년 한 해 동안, 총자산은 2016년말 기준이다. 
   2) GOS는 ‘영업이익 + 대손상각비 – 금융비용’으로, 부가가치는 ‘영업잉여 + 인건비 + 금융비용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다. 매출액~부가가치의 단위는 ‘억 원’이며,  업력은 ‘년’

이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있다. 설명변수 

간의 가장 큰 상관관계 값은 0.339이다. 이로부터 설명변수 간의 심각한 다중공선

성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완벽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금기, 전기, 

전전기의 성장성과 금기의 수익성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큰 값의 플러스(각각 

0.115, 0.100, 0.082)로 추정되어 성장성은 동일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

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Coad and Broekel(2012) 등과 동일한 결과이다. 

1) 수익성 지표는 금기의 GOS를 전기의 부가가치로 나누기 때문에 금기의 GOS를 금기의 부가가치로 나눈 

위의 값 34%와 다소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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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간 상관관계

     

 1

 0.115* 1

 0.100* -0.056* 1

 0.082* -0.017*  -0.069* 1

 0.575* -0.002*   0.013 0.021* 1

 0.184* -0.086*  -0.075* -0.085* 0.339* 1

주 : 위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개별 중소기업을 모두 합(pooling)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변수 ,   , 

  는 각각 금기, 전기, 전전기의 매출액 증가율, 는 금기의 GOS비율, 는  금기의 규모를, 

는 금기의 업력을 나타낸다.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표 3>에는 매출액, 총자산, GOS비율의 연도별 추이가 제시되어있다. 매출액과 

총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지만, GOS비율은 대략 30% 수준에서 등락

을 거듭하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은 2008년(14.9%), 2010년(16.1%), 2011년

(11.8%)에서는 매우 높지만, 나머지 기간에서는 2~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총자산 증가율은 2008년 15.6%에서 2016년 7.4%로 낮아지는 등 시간이 지

날수록 자산 성장속도가 하락하고 있다.

<표 3> 중요 변수의 연도별 추이

매출액 총자산 GOS비율
증가율 증가율

2007 52.8 - 37.8 - -

2008 60.7 14.9 43.7 15.6 31.3 

2009 62.6 3.3 48.5 10.9 30.2 

2010 72.7 16.1 53.7 10.7 32.6 

2011 81.3 11.8 59.4 10.7 32.1 

2012 83.1 2.2 63.8 7.4 30.2 

2013 85.8 3.2 68.9 7.9 30.6 

2014 88.3 2.9 73.9 7.3 29.4 

2015 89.7 1.6 79.0 6.9 30.4 

2016 91.7 2.2 84.8 7.4 29.9 

주 : 매출액과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이며, GOS비율은 금기의 GOS에 전기의  부가가치를 나눈 

후 100를 곱한 값이다. 매출액과 총자산의 단위는 억 원이며, 증가율과  GOS비율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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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정 

본 장에서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에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을 이용해 설정한 본 

연구의 추정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 모형의 추정방법인 시스템 GMM에 대해

서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모형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간에는 내생성 문제가 존재한다(Coad, 2007; Federico 

and Capelleras, 2015). 즉, 성장성과 수익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계량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생성 문제를 무시한 채 회귀식을 추정하면 설명변

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가 일치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Bond, 

2002; Hsiao, 1985). 

회귀방정식에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종속변수의 과거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는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Bond, 2002; 

Federico and Capelleras,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

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

을 설정한다.

    
  




  

  


  


 (1)

여기서,  는 번째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년도 매출액 증가율,  는 GOS비율, 

 는 총자산,  는 업력이다. 는 경제가 성장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다. 는 시간에 대해 불변이면서 관측되지 않

는 개별효과이며,  는 모든 와 에 대해  
  인 오차항이다. 식 (1)에서  

과  는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명변수에 포함되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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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른 계수의 일치성이 회복되기 때문이다(Bond, 2002). 또한, 전기와 전전기

만의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된 것은 그 이상의 과거치는 관측수만을 잃을 뿐 

설명력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Bottazzi et al., 2011). 본 연구의 관심인 성장

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  ,  의 계수로 포착된다. 예를 들어,  

의 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추정되면 전기의 성장성이 금기의 수익

성을 견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도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기업

이 성장함에 따라 학습효과(learning-by-doing)와 동태적 수확체증의 법칙

(dynamic increased return)이 동일 시점에도 작동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Federico and Capelleras, 2015).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은 설명변수로 추가된 종속변수의 과거치가 오차항과 상관관

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 자체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기 때문에 식 (1)의 OLS 추정은 일치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조태근ㆍ안

종일, 2014). 식 (1)의 추정을 위해 고정효과방식(fixed effect method)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내생성의 원인인 개별효과() 제거를 위해 회귀방정식에서 

그룹내 치환(Within transformation)을 빼준다.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문제가 남

는다. 즉, 그룹내 치환은 시간에 불변인 개별효과는 제거 가능하지만, 차분된 오차

항  
 는 차분된 종속변수의 과거치  

 와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Bond, 2002; Roodman, 2009). 에는  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와 상관관

계가, 는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 상관관계

는 가 증가하면 사라지지만, 의 증가에는 사라지지 않는다(Hsiao, 1985). 이러

한 상관관계로 인해 OLS와는 반대로 고정효과방식의 추정치는 하향편의

(downward-bias)를 갖는다(Bond, 2002). 사실,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에서 OLS

는 추정치의 상한(upper bound), 고정효과방식은 하한(lower bound)이다(Bond, 

2002).

2. 시스템 GMM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는 동태적 패널

자료 모형을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 방법은 고정효과방식과 같이 회귀방정식을 1차 차분(firs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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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정한다. 고정효과방식과 차이는 차분된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내생변수의 도

구변수로 자신의 수준변수(level variable)를 이용하는 것이다. 회귀방정식을 차분

하여 GMM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차분 GMM(difference GMM, 이하 ‘GMM-DIF’

로 표현)이라 부른다. 

GMM-DIF에는 단점이 있다. 약한 도구변수 문제(weak instrument problem)

로 인해 계수가 편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Blundell and Bond, 2000). 

약한 도구변수 문제는 내생변수와 이의 도구변수인 수준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Arellano and Bover, 1995). Roodman(2009)에 따

르면 변수가 무작위 행보를 보이면 과거의 수준변수에는 미래변화에 대한 정보가 제

한적으로 포함되어있다2). Arellano and Bover(1995)는 정보의 양이 부족한 수준

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면 추정치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Blundell and Bond(1998, 2000)는 자기회귀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별

효과의 분산이 교란항의 분산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할 때 GMM-DIFF의 도구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추정치의 효율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이들은 추정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준 회귀방정식과 차분 회귀방정식 모

두 이용하는 시스템 GMM(system GMM, 이하 ‘GMM-SYS’)을 제안하였다. 

GMM-SYS는 수준 회귀방정식에서는 수준 내생변수의 차분을 도구변수(이하 ‘차

분도구변수’)로, 반대로 차분 회귀방정식에서는 차분 내생변수의 수준변수를 도구변

수(이하 ‘수준도구변수’)로 활용한다. 차분도구변수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유한표

본편의(finite sample bias)가 상당 수준 감소한다. 수준도구변수는 차분 내생변수

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차분도구변수에는 수준 내생변수에 대한 정보가 상대

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Antoniou et al., 2006). 즉, 현재 수준에 

대한 과거 변화의 예측력은 현재 변화에 대한 과거 수준의 예측력보다 크다

(Roodman, 2009)3). 

2) 본 연구의 식(1)을 GMM-DIF로 추정할 경우, 예를 들어,  을 가정하면, 내생변수는  이며, 

이의 수준도구변수는  이다. 즉, 과거의 수준변수  가 좋은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  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야 하는데,  가 무작위 행보를 보일 경우  에 대한  의 

설명력이 크게 떨어진다.
3) 식 (1)에서 GMM-SYS의 수준 내생변수는  이며, 이의 차분도구변수는  이다. 여기서 과거변

화는  을, 현재수준은  을, 과거수준은  이다. Roodman(2009)의 주장은  로 

 을 예측하는 것이  로  을 예측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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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Blundell and Bond(1998)는 GMM-SYS가 GMM-DIF에 비해 효율성

이 개선됨을 보였다. 또한 Grohmann(2015)은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가 무작위 

행보에 가까워 지속성이 높을 경우 GMM-SYS의 추정치가 GMM-DIFF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Heid et al.(2012)은 소득과 민주주의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Acemoglu et al.(2008)의 주장은 GMM-DIFF로 추정했기 때문이며, 이

를 GMM-SYS로 재추정하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

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GMM-SYS를 이용해 식 (1)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조태근․안종일(2014)과 마찬가지로 오차항의 잔차를 가중치 행렬

(weighting matrix)로 이용하는 2단계 GMM-SYS를 통해 식(1)을 추정한다. 가

중치 행렬의 생성은 방법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상수행렬을, 

2단계는 잔차항을 이용한다. 2단계 추정방법은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관계와 이분산

성 등을 보다 잘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보다 효율적이다(Antoniou et al., 

2006). 또한 2단계 GMM-SYS 추정치의 일반적인 공분산 행렬은 심각한 하향 편

의를 가진다(Arellano and Bond, 1991). Windmeijer(2005)는 편의를 조정한 2

단계 GMM 추정치의 공분산 행렬인 WC 추정량(Windmeijer finite-sample 

correction estimator)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단계 GMM-SYS 추정치의 공

분산 행렬은 WC 추정치로 계산하였다.

Ⅵ. 추정결과

<표 4>에는 식 (1)을 GMM-SYS로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형Ⅰ은 본 연

구의 기본 회귀방정식인 식(1)의 추정결과이며, 모형Ⅱ와 모형Ⅲ은 모형Ⅰ의 확장버

전으로 식 (1)의 설명변수에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모형Ⅱ에는 전기의 매출액 증가율( )과 전전기의 총자산( )

을 곱한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었다. 즉,  × . 여기서, 설명변수에 포함된 3

가지의 매출액 증가율 중에서  만을 살펴본 것은 전기의 매출액 증가율이 본 연

구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전기의 총자산  을 이용한 것은 기업은 

현재보다 전기의 총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현재에는 어떤 성장전략을 추진할지 결정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모형Ⅲ에는 모형Ⅱ에서 사용한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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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따라  를 더미로 변경된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더미변수로도 추정한 것은 성장전략의 변화가 일어나는 총자산 규모를 대략적으로 

포착하기 위함이다. 다만, 총자산 100억 원 이하에서는 성장전략의 변화 모습을 자

세하게 보여주기 위해 20억 원 단위로, 100억 원 이상에서는 지나친 추정계수의 수

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억 원 단위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은 20 

≤ 총자산 < 40억 원의 더미변수를, 은 40 ≤ 총자산 < 60억 원의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과 도 마찬가지이다. 은 100 ≤ 총자산 < 200억 원을, 

는 총자산 ≥ 300억 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Ⅱ는 총자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전략의 변화 여부만을 알 수 있는 반면, 모형Ⅲ은 총자산 규모 관점에서 그 변화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금기, 전기, 전전기의 성장성은 금기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펜로즈 효

과가 없으며, 성장우선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ad(2007), Coad et 

al.(2011), Cowling(2004), Delmar et al.(2013), Lee(2014) 등과 동일한 결과

이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생성을 통제한 Federico and 

Capelleras(2015)와도 일치되는 결론이다. 다만, 그 크기 면에서 보면 이들은 매출

액 증가율이 1% 증가함에 따라 GOS비율이 0.2565% 증가하지만, 본 연구는 이 보

다 훨씬 작은 0.0188~0.2646%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수익성에 대한 성장성

의 영향력 크기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Ⅱ의 추정결과를 보면 상호작용 항의 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이다. 이는 총자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

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성장우선전략의 타당성이 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계수가 –0.00024)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총자산이 1억 원 증가할 때 수익성이 

0.0002% 가량 감소하고, 100억 원 증가하면 수익성은 0.02%, 정확히는 0.0237% 

감소함을 알 수 있다5). 모형Ⅱ에서  의 계수추정치가 0.0288임을 감안하면 총

자산이 대략 100억 원이 넘어가면 수익성에 대한 성장성의 영향이 긍정에서 부정으

4) 상호작용 항의 계수 추정치가 –0.0002로 상당히 작은데, 이는 상호작용 항의 값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총자산의 단위가 억 원이어서 숫자 자체가 크고, 매출액 증가율도 

%로 되어 있어 두 변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상호작용 항 자체가 매우 크다. 
5) 좀 더 정확한 추정치는 –0.00023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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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총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는 성장

우선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모형Ⅲ의 추정결과를 보자. 그 전에 더미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20 ≤ 총자

산 < 40억 원을 의미하는  부터 상호작용 항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의 추정계수는 기준인  보

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준다. 즉, 모형Ⅲ에서  ×의 추정계수는 

-0.0034,  는 0.0246이므로 20 ≤ 총자산 < 40억 원일 때 성장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0 ≤ 총자산 < 20억 원일 때 보다 0.0034 작은 0.0212(= 0.0246 

- 0.0034)로 계산할 수 있다. 모든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로 추정되었고, 

까지는 추정치의 절대값이 0.0246을 넘지 않는다. 반면, 부터는 1% 혹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절대값이 모두 0.0246보다 크다. 이로부터 총

자산이 100억 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성장성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100억 원 

이상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우선전략의 타당

성이 총자산 100억 원을 기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표 4>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의 추정결과( →)

종속변수 :

수익성( )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계수 추정치 p-value 계수 추정치 p-value 계수 추정치 p-value

  0.6042 0.000 *** 0.6277 0.000 *** 0.6273 0.000 ***

  0.1090 0.000 ** 0.0893 0.000 *** 0.0899 0.000 ***

  0.0496 0.000 *** 0.0497 0.000 *** 0.0497 0.000 ***

  0.0188 0.000 *** 0.0288 0.000 *** 0.0246 0.000 ***

  0.0063 0.000 *** 0.0065 0.000 *** 0.0065 0.000 ***

 ×  -0.0002 0.000 ***

 ×  -0.0034 0.010 ***

 ×  -0.0075 0.002 ***

 ×  -0.0046 0.398 

 ×  -0.0107 0.129 

 ×  -0.0295 0.001 ***

 ×  -0.0851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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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형Ⅰ은 본 연구의 기본모형으로써 식 (1)을 2단계 GMM-SYS로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Ⅱ는 모형Ⅰ에 

성장성과 총자산을 곱한 상호작용 항이, 모형Ⅲ은 총자산을 규모에 따라 더미로 표현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된 것이다. 추정계수의 분산은 Windmeijer(2005)으로 계산하였다. p-value에서 *는 10%, **는 

5%,  *** 는 1% 이하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니지만, 전기( )와 전전기( ) 

수익성의 계수 추정치를 보자. 모형에 상관없이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0.6이상으로 추정되어, 수익성의 지속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ottazi et al.(2006), Dosi(2005), Federico and Capelleras(2015) 등과 동일

한 결과이다. 반면, 1차 자기상관(예를 들어, 모형Ⅰ에서 0.6012)은 비교적 크지만, 

2차(0.1090)는 1차 대비 1/5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지속성은 단기적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owling(2004), Delmar et al.(2013), Lee(2014)는 음(-) 관

계를, Federico and Capelleras(2015)는 규모가 수익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업력( )은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업력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

향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Coad et al., 2013). 경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년도 더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이는 

경제상황과 수익성은 서로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Federico and 

Capelleras(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

종속변수 :

수익성( )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계수 추정치 p-value 계수 추정치 p-value 계수 추정치 p-value

 ×  -0.0875 0.027 **

  0.0243 0.000 *** 0.0246 0.000 *** 0.0248 0.000 ***

  0.1270 0.555 0.1109 0.593 0.1051 0.623 

 0.0716 0.955 -0.0434 0.972 -0.0714 0.955 

 -0.0028 0.998 -0.0918 0.928 -0.1184 0.910 

 0.1713 0.839 0.1132 0.890 0.0919 0.913 

 0.2322 0.714 0.1810 0.768 0.1636 0.796 

 0.0498 0.909 0.0162 0.970 0.0034 0.994 

 0.0081 0.971 0.0023 0.991 -0.0061 0.978 

상수 -2.9924 0.462 -2.7062 0.490 -2.606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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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성장성이 수익성을 이끄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우선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보면 금기, 전기, 전전기의 성장성이 모두 금

기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의 성장우선전략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성은 총자산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략 총자산 100억 원까지는 성장성이 수익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100억 원 이상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총자산 100억 원

을 기준으로 성장우선전략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총자산 100억 원이하의 국내 중소기업에서 학습효과와 

동태적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성장하면서 기업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원조합이 무엇인지

를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할 수 있다(Penrose, 1959).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방법 개선과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

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Federico and Capelleras, 2015). 왜냐하면 이들 

중소기업은 생산과정과 자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총자산 100억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이상에서는 내실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총자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 성장성은 수익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총자산 100억 원 이상

에서는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

능성이 높은 것도 내실을 추구해야하는 이유이다. <표 4>의 모형Ⅲ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총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는 성장성을 추구할수록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점점 커진다. 반면,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전기의 수익성이 

금기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총자산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100억 원이 넘어가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더욱이 RBV의 주장처럼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생산에 투입하면 

총자산 10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도 충분히 수익성이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총자산이 100억 원을 상회하면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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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성장성이 자동으로 수익

성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장성의 

수익성 견인은 학습효과와 동태적 수확체증법칙 때문이다. 이는 경영자는 성장하면

서 끊임없이 최적의 자원조합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러한 노력이 성장성을 수익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임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 입안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중소

기업 총자산 규모에 따라 정책목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총자산 100억 원 이

하에서는 성장성을, 이상에서는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프로그램은 고용확대와 세재증대를 기대하며 개별기

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Storey, 1994). 본 연구결과

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총자산 100억 원까지는 유효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수익

성을 악화시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연장선상으로 성장성의 수익성 전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습효과와 동태적 수확체증법칙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경영컨설

팅, 생산구조 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 한계는 부도기업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생존 편의(survival bias)는 기업의 성장성 

연구에서 주요 단점 중의 하나라는 Davidsson et al.(2006), Garnsey et 

al.(2006), Geroski and Jaqueman(1998)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도에 

직면하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과는 상이한 성장성과 수익성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

이기 때문에, 이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Davidsson et 

al.(2009)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부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주요한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연구 또한 기업의 부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은 없다. 다만, 

Delmar et al.(2013)은 수익성, 성장성, 생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수

익성은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한계는 중소기업의 M&A, 분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M&A 혹은 분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본 

연구처럼 재무정보를 이용한 추정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enrose(1959)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 모드(mode of growth)에는 유기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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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growth)과 인수합병에 의한 성장(growth by acquisition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Delmar et al.(2003)은 기존의 연구는 이 두 성장 방식의 차이를 

무시하여왔다고 하였다. 이는 두 성장 방식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전체 성장에서 유기적 성장을 분리하는 것이 현명하다(Davidsson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는 인수합병, 분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반

영하지 못했다. 다만, 매출액 및 총자산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로부터 합병 또는 분사된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어느 정도 제거되었

다고 판단된다. 

<표 5>는 다음과 같은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2)

식 (1)은 성장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의 식 (2)는 반대로 수익성이 성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식이다. 즉, 식 (2)는 식 (1)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서로 바뀐 것이다. 자료는 식 (1)과 동일하다. 추정계수의 분산은 

Windmeijer(2005)로 계산하였다. p-value에서 *는 10%, **는 5%, ***는 1% 

이하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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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의 추정결과( →)

종속변수 :
성장성( )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계수 추정치 p-value 계수 추정치 p-value 계수 추정치 p-value

  -0.0984 0.000 *** -0.0852 0.000 *** -0.0585 0.000 ***

  -0.0497 0.000 *** -0.0386 0.000 *** -0.0261 0.001 ***

  1.0163 0.000 *** 1.0603 0.000 *** 1.0135 0.000 ***

  -1.6399 0.000 *** -3.1477 0.000 *** -9.2293 0.000 ***

  -0.2808 0.000 *** -0.3738 0.000 *** -0.4004 0.000 ***

 ×  0.0099 0.000 ***

 ×  4.0906 0.000 ***

 ×  5.8581 0.000 ***

 ×  6.7401 0.000 ***

 ×  7.4912 0.000 ***

 ×  8.0279 0.000 ***

 ×  8.2801 0.000 ***

 ×  8.3798 0.000 ***

  0.1355 0.000 *** 0.1063 0.000 *** 0.1115 0.000 ***

  1.8678 0.041 ** 1.6641 0.077 * 1.6851 0.081 *

 30.6067 0.000 *** 29.5076 0.000 *** 30.8207 0.000 ***

 23.4569 0.000 *** 22.7483 0.000 *** 23.5999 0.000 ***

 13.1366 0.000 *** 12.6172 0.001 *** 13.1601 0.001 ***

 10.5057 0.000 *** 10.2394 0.000 *** 10.7064 0.000 ***

 6.6537 0.000 *** 6.5880 0.001 *** 6.9992 0.000 ***

 3.3069 0.001 *** 3.3220 0.001 *** 3.3097 0.002 ***

상수 -41.578 0.018 ** -34.285 0.059 * -33.085 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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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verify the small business and medium-sized 

business recognition that the past growth drives the present profitability. 

Corporations are more likely to focus on profit rather than growth after 

the  achievement of economies of the scale. the past growth drives the 

present profitability by the positive impact of the past growth on the 

present profitability. It means that the growth priority strategy is valid 

to enhance the sustainable growth possibility of the sma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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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최근 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Steurer 

2010).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설정,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정부 예산의 거의 두 배가 되는 829

조 이상의 자산과 4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거느리고 가스, 전기, 철도, 공항, 항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량으로 

볼 때 효과적인 SR활동은 지역발전과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

다. 더욱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에 우선하는 현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에 맞물

려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017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공

기업의 경우 기존의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존의 

45-50점에서 58-63점까지 대폭 확대하였다(김재환, 2018).  

이미 정부는 2012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SR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나, SR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연상하게 하는 사랑의 연탄배달이나 김장나

눔 행사 등 기관의 설립목적과 상관없고 민간 기업에서 이미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SR활동이 기관의 설립목적 및 핵심사업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주먹구구식 SR활동이 될 수밖에 없

다(Porter & Kramer 2006).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있으며(김유현 외. 2018; 조승희 2009), 공공기관의 SR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주관 설문조사에서 지역주민의 42.2%

만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고(한국능률협회 2018), 2019년 

LAB2050가 국민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미흡하였다(양동수 외 2019). 같은 

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신뢰도 조사에

서도 공공기관은 경찰과 더불어 4점 만점에 2.3점으로 낮았으며 대기업, 법원, 검

찰, 국회만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한국행정연구원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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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전략적 SR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SR우수 공공기관

의 활동을 신호창(2014)의 S-S-C(System-Strategy-Communication) 모델에 

적용하여 전략적 SR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 주

최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 선정된 7개 SR우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

원 선정 3개 SR우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의 SR활동을 비구조화된 설문, 

기관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기관이 단지 10개로 제

한되어 있으며, 기관마다 핵심사업과 서비스 수요자들이 다르므로 성공적인 SR을 위

한 일반이론을 찾기는 어렵지만(임도빈･정지수 2015), 본 논문의 목적은 제한된 샘

플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SR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2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전략적 SR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10개 SR우수 공공기관을 간략

히 소개하고, SR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되지 않은 94개 공공기관과 비교분석한다. 4

장에서는 SR우수 공공기관의 SR활동을 S-S-C모델에 맞춰 전략적 SR의 조건을 

시스템적, 전략적, 공유적 접근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분

석결과를 요약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SR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공공기관의 전략적 SR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공공기관의 SR은 기업의 세가지미션이론(triple bottom-line theory)이나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으로 설명되기엔 한계가 있다. 2005년부

터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2012

년부터는 SR이 경영평가항목에 포함됐으며, 2018년부터는 경영평가에서 SR의 

배점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SR이 ‘반드시 잘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수익

형 사업을 하는 공기업 뿐 아니라 기타공공기관까지 모든 공공기관들이 SR에 관

심을 둘 수밖에 없다. DiMaggio and Powell(1983)이 말하는 제도적 동형화의 

과정이며, 특히 상위조직의 법이나 규정에 의해 특정 제도를 받아들이는 강제적 

1) 국민의 기업호감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사회공헌의 이름으로 쏟아 붓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기업호감지수는 2016년 47.6에서 2017년 55.8, 2018년에는 53.9점으

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의 미흡을 꼽았다 (중앙일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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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와 다른 기관의 것을 답습하는 모방적 동형화

(mimetic isomorph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백경민, 2013; 윤언철･유규

창, 2017). 

그러나 강제적･모방적 동형화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가치를 우

선하는 시대적 소명이며,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도 동참해야 한다는 사

회 전반적인 규범의 산물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자신

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2007년 UN글로벌정상회의(Global Compact)에서는 기업 뿐 아니

라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

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2010

년 ISO26000을 발표하여 기업 뿐 아니라 정부나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이 사회적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국제적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5년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2014년, 2016년, 2017

년 연속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 하였다. 더불

어 2017년 새로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우선함을 

천명하며 공공기관이 솔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박명규, 2018).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SR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전략적인 듯 보이나 

이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 첫째, 본래 공공기관은 

서비스 집행의 능률성과 서비스 혜택에서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성 모두를 동시에 추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박경효, 2011). 둘째,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SR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SR활동이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

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SR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정부의 성과지표를 충족

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다(김석은･홍다연 2017). 

한 예로 조승희(2009)는 2008년 1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조

사대상 기관 절반 이상의 SR프로그램 중 80% 이상이 기관의 미션과 상관없었으며, 

한 개의 기관이 미션과 관련된 1개의 SR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

인하였다(p. 365). 조승희의 연구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

지 않다. 김석은･홍다연(2017)이 119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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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미션과 상관없는 시혜적인 

SR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25개까지 중복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미션의 경우 기관의 핵심 전략 사업들과 

적절히 연계되지 않아 SR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웠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대다수

의 공공기관에서 SR전문가를 찾기 어려웠으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소방관을 SR

전문인력으로 간주하고 활동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SR은 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

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략적 SR이란 조직의 내부 역량과 외부환경의 면

밀한 검토를 통해 조직의 미션과 연관된 사회･경제･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SR미션과 프로그램을 기획･자원을 동원하여 실시하는 총체적 사

회공헌 활동을 말한다(Chandler, 2017). 명확한 미션의 설정은 조직 활동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며, 핵심역량에 맞는 사업으로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Behn, 

1995). 따라서 조직의 미션과 견고히 연계되지 않은 SR활동은 방향성을 잃고 주먹구

구식이 될 수밖에 없으며(Porter & Kramer, 2006),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어 지지를 받기 어렵다. 명확한 미션 설정부터, 조직내외의 환경을 진단하고 조직역

량과 환경 수요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한다(Freeman, 1984). 기관의 핵

심사업과 당면한 사회적 이슈가 밀접히 연관될수록 자원을 동원할 여력이 커지고 사회

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Burke & Logsdon, 1996).

예를 들어 전력관련 공공기관과 주택관련 공공기관이 똑같은 액수의 SR투자를 할 

때 전자의 경우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관의 핵심 주력 사업을 활용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적은 한계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주택관련 공공기관은 에너지복지 사업보다는 주거복지 사업

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적은 한계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결국 전략적 SR은 똑같은 사회적 가치를 더 적은 

비용으로 창출할 수 있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한

다. 각 [공공기관]은 전략적 SR로 절감된 비용을 본연의 사업에 투입하거나, 또는 

본연의 사업과 연계된 SR활동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김유현 외, 2018, p. 149).  

전략적 SR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전략적 SR을 위한 조건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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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지 않다. 김성수(2009)는 전략적 SR의 조건으로 기업이념･비전･전략과 일치

하는 SR, SR전문부서 설치, SR촉진 인프라 구축, SR에 대한 장기적인 마인드와 

비전, 최고경영자의 SR철학을 들었다. SR활동을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로 보았던 신호창(2014)은 전략적인 SR을 위해 S-S-C(System-Strategy 

-Communication)모델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업의 SR활동이 투자대비 사

회적 지지나 공감이 적었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SR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기업의 미션･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SR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대

내외적으로 SR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Chandler(2017)는 전략적 SR의 조건으로 미션과 비전의 수립, 핵심자원 확보, 핵

심역량 파악, 환경(사회문화적･법적･시장･기술변화)분석, 시스템 구축을 들었으며, 

이들 요소가 원활이 동원될 수 있도록 자원의 제약, 기업문화, 외부환경의 제약들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10개 SR우수 공공기관의 활동을 신호창(2014)의 S-S-C(System- 

Strategy-Communication)모델에 적용하여 전략적 SR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

다. 이 모델은 김성수(2009)와 Chandler(201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국한

돼 있고 객관적 데이터로 검증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아는 

한 공공기관의 전략적 SR분석틀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략적 SR의 조건을 시스템적, 

전략적, 공유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 연구조사 설계 

 <표 1>은 분석대상 SR우수 공공기관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대한민국사회공

헌대상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7개 공공기관과 2017년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에

서 선정한 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범위가 넓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우수기관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SR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 SR 우수기관을 선정하였

다. 비록 표본추출에서의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는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을 제한하지만 연구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은 대한민국전

문가자원봉사연합회가 주최하여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SR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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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관 중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전체 7개의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시켰다.2) 또

한 2017년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에서 선정한 4개 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

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3) 2017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공

공기관의 SR활동 현황 조사를 위해 2016년 11월 104개 공공기관 SR담당자들에게 

실시한 개방형 설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2011

년에서 2015년까지 5개년의 SR활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매출액과 당기순이

익, SR지출액 및 조직관련 변수들 모두 5개년간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개방형 설문 

이외에 이들 10개 SR우수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교차검증 하였다. 

<표 1> 분석대상 SR 우수 공공기관 

유형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준사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타공공기관 ㈜강원랜드

분석에 선정된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형에 골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설립된 지 오래된 기관부터(한국자산관리공사, 1962년 설

립)부터 상대적으로 최근에 설립된 기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2년 설립)을 포

함하고 있다. 기관 소재 지역 역시 서울, 대전, 부산, 완주, 울산, 대구, 진주, 나주 

등 충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조직의 규모에서는 2016

년 3분기 기준 현원이 한국철도공사가 27,093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93명

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총매출액의 경우 2015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58

2)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방송광

고진흥공사, 한국남동발전

3) 3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5개년의 SR지출

액 및 프로그램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저자가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

와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에 SR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전자는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으며, 후자 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 사례 발표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답하였다. 명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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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5400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7억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직의 나이와 규모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오래된 조직

일수록 축적된 노하우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자원의 동원력이 높기 때문에 SR활동에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Aldrich & Auster, 1986; Waddock & Graves, 1997). 하지만 오래된 

조직일수록 관성에 의해 지배되고 젊은 조직일수록 변화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또

한 규모가 큰 조직은 이미 시장지배력이 있고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어 사회적 가

치 제고라는 변화에 둔감할 수 있다(손선화･장용석, 2016; 조승희, 2009). 조직의 

나이와 규모에 따라 SR활동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달라지는 한계는 있으나 본 논

문에서는 이들 두 변수와 SR효과성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SR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R우수 공공기관이 공통적으

로 취하는 접근방법이 있다면 나머지 공공기관도 같은 조건하에서 효과적인 SR활동

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표 2>는 본 조사대상 10개 SR우수 공공기관을 나머지 94개 설문응답 공공기관

과 비교한 것이다. 조직의 규모와 나이, 매출액에 있어서 SR우수기관이 평균적으로 

더 크고, 오래됐으며,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더 많은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로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SR투자에 더 많은 여력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조사기간 5년 평균 SR지출액 역시 15억 정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10개 모든 기관이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가스공사나 한전의 매출액이 워낙 큰 

효과이며, 실제 당기순이익 대비 SR평균지출액의 경우 나머지 94개 기관이 9.36%

인데 반해 SR우수 기관은 5.9%가까이 지출한데 그쳤다. 하지만 SR우수 공공기관

들이 나머지 기관에 비해 청렴도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한 표에 제시된 단

순 비교상으로는 SR을 접근하는데 전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SR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평균 11명 가까운 전담인력을 확

보하고, 거의 모든 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SR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나머지 

공공기관은 단지 26개 기관 만 SR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평균 3명도 안 되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사기간 5년간 한 번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

간하지 않은 기관이 53개나 되었다. SR전략 역시 56개 기관(59%)만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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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R우수공공기관(10개)과 나머지 설문응답 공공기관(94개)a 

변수 SR우수 공공기관 나머지 설문응답 공공기관 

조직 규모(현원) 6,323명 1709명

조직 나이 33년 29년 

매출액 9조 8천억원 3조 9천억원b

SR지출액 46억 31억

매출액대비 SR지출액 0.189% 0.184%

당기순이익대비 

SR지출액 
5.89% 9.36%

SR전략 9개 기관(90%) 56개 기관(59%)

SR전담부서 7개 기관(70%) 26개 기관(27%)

SR전담인력 10.6명 2.58명

청렴도지수 8.02 7.8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9개 기관(90%) 41개 기관(43.6%)

a. 조사기간(2011-2015) 동안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작성.

b. 5년 조사기간 중 2년 이상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78개 기관의 평균을 산출. 

Ⅳ. 분석 

공공기관의 전략적 SR을 위한 조건 탐색을 위해 10개 SR우수 공공기관들의 SR 

활동을 신호창(2014)의  S-S-C(System-Strategy- Communication)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적, 전략적, 공유적 접근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시스템적(Systematic) 접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SR활동을 위해선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SR거버넌스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김성수, 2009; 신호창, 2014; Carroll & Buchholtz, 

2014; Kim & Kim, 2020). 구체적으로 SR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확보, 충분한 

SR예산 확보, 윤리경영 구축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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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R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내부역량 구축) 

조직 구조의 변화는 환경변화에 대한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Rainey, 2014). 사회

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는 기존의 경제적 가치와의 조화를 요구하

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공동창출이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 국민들의 신

뢰를 결정하는 만큼 공공기관은 어느 때보다 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박명

규, 2018). 이러한 환경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SR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을 배치하여 조직내 핵심역량과 직원들의 사회공헌 욕구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기

획재정부 및 관련 주무부처의 기대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SR전략 이슈를 발굴하여 구체적 전략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변화로부터 오는 충격

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다(Thompson, 1967). 

본 설문에서는 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제외한 7개 기관이 SR전담부서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하지만 전담부서의 명칭은 제각기 달라 ‘사회공헌팀’, ‘상생협력부’, ‘사회

봉사단’ 등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엔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이

나, 상생협력팀, 총무부에서 SR사업을 맡고 있었다. 전담인력의 경우 평균 약 12명

의 정규직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강원랜드가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가 1명으로 가장 적었다. 문제는 SR부서 직원들 대부분 기관 내 정규

직 직원들로 충원되었을 뿐 SR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험을 갖춘 직원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전담인력 7명중 1명이 사회복지사였고, 한

전 역시 7명중 1명이 소방관 출신이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총 43명의 SR전담

부서 직원 중 9명이 사회복지사였다.  

물론 최근 SR활동의 폭이 단순한 사회봉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지원, 시민참여 

크라우드 펀딩 조성, 사회책임 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사를 SR전문 인

력으로 보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현재 대다수 SR전담부서 인력이 컨퍼

런스 참여나 단기간의 교육훈련만을 거친 정규직 직원으로 충원되어 SR 기획능력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지역밀착활동을 위해 지역 내 소외계층의 심리적･경제적 문

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존재는 SR활동에 중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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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R지출예산의 확보

전략적 관리의 선행요건은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다(Bryson, 2018; 

Chandler, 2017). Latkin and Scheubel(2011)은 효과적인 SR활동을 위해선 

최소한 기관 총 수입의 0.5%를 SR활동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

기업의 SR예산의 규모는 Latkin and Scheubel이 제시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16)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55개 대기업은 총수입의 3.32%를 각종 SR활동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록 재정지출에 한해서이지만 그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SR활동에 공을 들

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SR을 위해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한국산업

인력공단을 제외한 9개 공공기관의 5년간(2011-2015년) 평균 총매출액대비 SR 

평균 지출액은 0.19로서 Latkin and Scheubel이 제시한 0.5%나 민간기업의 

3.32%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0.008%로 가장 적게 나타났

으며 강원랜드가 1.25%로 총수입대비 SR활동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였다. 하

지만 총매출액대비 SR지출액은 총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SR지출예산의 

절대액수에서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전의 경우 2015년도에 SR활동을 

위해 58억원을 지출하여 절대액수로는 강원랜드의 227억, 한국가스공사의 206억

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출하였지만 당해 매출이 58조 5천억을 넘어 총 

매출액 대비 SR지출액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대비 SR지출액을 보면 공공기관의 SR에 대한 노력은 적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제외한 9개 공공기관의 5년간 평균 당기순

이익 대비 평균 SR지출액은 5.89%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3.8%로 가

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였고 한국가스공사가 18.6%로 그 다음을, 한국철도공사가 

0.1%로 가장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는 비록 우리나라 대기업이

나 Latkin and Scheubel의 권고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SR우수 공공기관들은 당

기순이익대비 SR지출액이 6.5%를 넘어 SR에 대한 노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관들이 규모가 매우 큰 공공기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

고, 강원랜드 역시 수익형 사업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하여 SR활동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242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다. 윤리경영의 구축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SR활동을 위한 홍보나 투자는 결국 자신들

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비쳐질 것이다(Godfrey, Merrill, & 

Hansen, 2009). 실제 지난 10년간 드러난 공공기관의 비윤리적 행태는 기존의 SR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만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나, 환경오염, 부패임

직원 비율의 증가(헤럴드경제, 2016), 친인척 특혜 채용비리(경향신문, 2019), 가

장 최근엔 한국마사회의 불공정한 인사로 인해 경마 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

건이 있었다. Carroll (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설명할 때 경제적･법적 책

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책임이지만 윤리적 책임은 강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대되는(expected) 책임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리경영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SR 활동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Brusseau, 201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하

는 것도 그 이유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들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부패행

위와 업무처리의 능률성･민주성을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권익위, 2019). 청렴도 결

과는 매년 신문이나 온라인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며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되지

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각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노력하여 공정성과 투명도를 제고

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다. 2016년 권익위 조사 결과 본 연구 조사대상 1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02로서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지수 7.85보다 높게 나

타났다4). 공공기관 간 청렴도 지수에는 차이가 있어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8.64로 가

장 높게 나타났지만, 한전은 7.27로서 전체 종합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2. 전략적(Strategic) 접근

전략적 SR 활동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조직 전체의 미션

과 핵심역량, 지역사회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SR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SR수요

와 조직의 미션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SR미션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SR미션은 구체적인 SR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5) 

4) 강원랜드의 경우 2016년 권익위 조사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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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조사대상 10개 SR우수 공공기관의 미션과 핵심역량, SR미션, SR프로그

램과 기관 전체 미션 및 핵심역량의 연계성을 요약한 것이다. 기관의 미션이 명시되

지 않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전을 대신 사용하였다. 핵

심역량은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을 가능한 전부 포함시켰다. 

가. SR 환경요구 분석

공공기관의 SR활동은 비단 지역 사회의 요구를 기관 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관련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전략적 대응이다. 우선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명확히 인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 SR을 포

함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 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

주주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와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원 등 중앙

정부의 SR 방향성과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의 경우 혁신도시에 있는 지자체, 민간기업, 타 공공기관, 지역사회, 지역의 거점대

학 등의 요구에도 민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SR의 목적이 분배 정의를 

통한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있다면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수요 측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5) 조직의 미션은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를 명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 사고로

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핵심역량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과 기술의 조합으로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Prahalad & 
Hamel, 1990). 핵심역량은 우선 넓은 시장을 확보할 만큼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요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정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SR미션은 조직의 핵심역량을 동원하여 조직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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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실시 여부를 SR담당자에게 질문한 

결과 10개 공공기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남동발

전의 경우 2015년부터 KOEN CSV(Creating Shared Value) 여성 모니터단을 

통해 프로그램 수요를 상시로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철도공사의 해피트레인, 코레일

빌리지, 철도체험학습장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 만족도 설문을 통해 운영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었다. 한국가

스공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공기관 소재 지자체와 사회복지 전문기관들과 협의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수정하고 있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엔 아래 <표 4>와 같

이 프로그램 특성별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표 4> SR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강원랜드 사례)

사업 수요조사 방법

교육장학 사업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 교사,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검토

나눔문화 사업
지자체나 관련 기관 시행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

지역 소외계층 복지사

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사회단체 및 수혜대상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필요사항을 발굴･반영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과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템을 발굴･시행

지역 각종 행사/축제 공모를 통해 공익적이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적극지원

나. SR미션과 추진로드맵(중장기계획)

SR활동이 단기 홍보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관 전체의 미션과 핵심역량에 

맞는 SR미션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분석결과 조사대상 10개 기관 대부분의 SR

미션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설문에 답변한 SR담당자들이 급하게 만들었다

고 짐작되는 것들을 저자가 정리하여 <표 3>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한전의 사회

적 책임을 선도하는 사랑받는 기업’이나  한국남동발전의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공유가치창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국민복지 향상과 국민행복 실현‘의 경우 

지나치게 모호하고 기관의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매우 일반적인 선언구 정도였

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의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만들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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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스포츠복지국가 건설‘의 경우 기관의 존재이

유와 적절히 연계되어 만들어진 SR미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SR활동을 위한 중장기추진계획(로드맵) 또한 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SR추진 전담조직과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고 있을 뿐 추진 로드맵은 발견할 수 없었

다. 다만 한전의 경우 SR활동의 중점 추진방향을 경영 현안 및 민원지역 중심의 전

략적 SR활동, 119재난구호 등 한전특화 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세 가지로 설정

하고, 세부 추진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략적 SR로 송변전 건설 등 

민원예상지역 전기설비 점검, 개안수술, 인근 사업소간 협업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한전특화 활동으로 전기료청구서 활용 미아 찾기･예방활동, 재난구호,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재능기부인력활용 법률･세무･경

영 컨설팅,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역시 

SR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관심사나 공사이미지 제고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는 조사대상 

10개 SR우수 공공기관의 SR프로그램 선정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SR프로그램 선정기준

기관명 선정기준

한국가스공사

∙공사 경영전략, 주요사업과의 연계

∙정부정책과의 관련성

∙지역사회 및 해외협력 강화

∙공사 이미지 홍보

한국남동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NGO, 본사, 사업소 소재 지자체와 협업)

∙주요 사회공헌 사업 사전공모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 차년도 사회공헌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 

한국전력공사

∙공사 이미지 제고

∙주요 사업과의 관련성

∙경영진의 관심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기관 설립목적 및 사회적 책임활동 목적에 부합

한국철도공사 ∙ ｢사회봉사단 운영규정｣에 의한 수혜자 선정 및 봉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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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R미션과 기관의 미션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표 3>엔 김석은･홍다연(2017)의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기관 전체의 미션과 관련

된 SR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SR프로그램이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기관 

전체의 미션 관련 SR프로그램은 첫째, 기관명과 연관된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한

국남동발전의 경우 ‘에너지’라는 용어 포함), 둘째, 기관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용어

가 있는 경우(예, 한전의 경우 ‘전기제한가구 체납요금지원’), 셋째, 그런 용어가 포

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예,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경우 ‘다문화청소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SR활동으로 간주하지만 국민체육

진흥공단의 ‘다문화가정 김장김치 지원’은 제외), 넷째, 주요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일상적 업무로 볼 수 있거나 단순 기부･자원봉사 프로그램(예, 한국가스공사의 ‘도

시가스빨래건조기 지원’)은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공공기관은 기관 전체의 미션과 관련 있는 SR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션과 관련 없는 SR프로그램도 다수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 미션과 연계되는 SR

프로그램의 예로는 전주활용 도시미관 개선 및 환경정화개선 사업인 한전의 

BeautyPole,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체험학습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자사공

매시스템(온비드)을 활용한 수익 창출로 저소득층에게 PC보급, 국민체육진흥공단

의 청소년 스포츠로 꿈 키우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전기안전 

119, 강원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인터넷･게임･쇼핑･도박 등의 행위중독

기관명 선정기준

한국자산관리

공사

∙임직원의 역량과 참여 접근성, 장기적 지원 가능여부

∙주요사업과의 연계

∙공사의 공익적 이미지 제고 

∙지역사회수요와 지역재정현황, 정부정책사항(새뜰마을사업/일자리창출등)

국민체육진흥

공단

∙설립목적 및 핵심역량과 부합하며, 대외 수요를 반영하여 공단만의 지속가능

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선정

한국전기안전

공사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

한국산업인력

공단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고려

∙공단 사업과의 관련성

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공헌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건 탐색  251

예방･치유 프로그램이 있다. 반면 기관의 미션과 관련 없는 SR프로그램들의 예로는 

이미 민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랑의 연탄･김

장 나눔, 저소득층 신장이식･개안수술 지원, 전기료체납지원, 다문화가정 생필품 전

달 등 굳이 SR전담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 운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었다.  

3. 공유적(Communication) 접근

지속가능한 SR은 공공기관만의 아이디어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자

발적 참여와, SR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 해 동

안의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의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는 지속적인 과

정이어야 한다.  

가. 임직원들의 참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SR활동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m & 

Kim, 2020). 조사대상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봉

사단이란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3개 기관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랑의 1인 1계

좌 돕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직원단체 헌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임직원 기금 

기부 및 연말 매칭그랜트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

었다. 나머지 7개 기관의 봉사단 활동은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6년 기준 한국가스공사는 온누리봉사단을 본사 7개팀, 사업장 13개팀으로 나누

어 지역밀착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한전은 전국 306개 지역에 20,824명 전 직원

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강원랜드의 경우 85개팀 3,640명이 

88,458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벌여 1인당 24.3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밖에 한

국남동발전의 KOEN나눔봉사단,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사회봉사단, 한국전기안전

공사의 KESCO사회봉사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희망프로보노 봉사단 등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체봉사단 들은 주말가족봉사, 밥차봉사, 김장나눔, 연탄배달, 전

통시장살리기 켐페인, 문화예술나눔, 재능기부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

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Volunteer 5up이라는 사회공헌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매

년 전년대비 5%이상 봉사활동을 늘리자고 독려하고 있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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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임직원들의 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나. SR평가 및 피드백

SR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은 프로그램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축소･수정･폐지･지속시키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한국산업인력

공단을 제외한 9개 공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SR활동의 품질

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전의 경우 전국사업소의 사회봉사단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시 외부컨설팅을 통해 SR활동 비전 및 발전전

략 수립에 반영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기관 내 사회공헌협의체인 사

회공헌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SR위원회 및 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렴옴부즈만, 

반부패실무추진단을 운영, 수요조사를 통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었다. 특히 <표 6>

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SR활동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피

드백을 실시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기관 모두 SR활동 건수, 수혜인원, 

사용재원, 봉사시간, 인원, 소득창출 등 객관적 성과 데이터를 수집･측정하여 증거

에 기반한 평가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차년도 SR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향후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SR수혜자들을 통한 프로그램 평가와 피드백을 점진

적으로 확대하여, SR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디

자인되었는지 진단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혜자들의 피드백은 SR사업의 전략

을 수정하고 사회문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Daidone & Samuels, 2019).

<표 6> SR활동 평가와 피드백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사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온누리 열효율개선사업: 사업종료 후 

사회적 효용(자본이전, 소득창출 등) 

계량분석 용역 통해 사업성과 측정

◦여타 사업의 경우 종료 후 사업 수탁기

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사업 

◦매월 SR 통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공유 (활동건수･

내용, 수혜인원, 사용재원, 봉사시간･인원 등)

◦SR워크숍, SR포털 등을 활용한 성과 공유로 사회공

헌 활동방향 정립/피드백 

◦각 봉사단별 SR포털을 활용하여 SR재원(사랑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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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한 소통

SR우수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SR활동을 추진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

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적 이슈와 위험요소, 핵심사

업 추진 전략, 거버넌스 시스템, SR활동과 그 성과를 담은 것으로 기관의 이해당사

자들에게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소통창구이다(안상아,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경쟁관

계에 있는 것이 아닌 상호의존적이며, SR활동의 목적 달성은 협력적 관계에서 극대

화 된다는 점을 지역사회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에

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제외한 9개 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설립된 후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2016년부터 발간

하기 시작했다.   

V. 결론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를 포용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SR활

동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전략적 SR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호창

(2014)의 S-S-C(System-Strategy-Communication)모델을 10개 SR우수 공

공기관에 적용하여 전략적 SR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선별한 SR우수 공공기관을 표본으로 삼고자 

했으며, SR지출예산 등 데이터의 접근성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10개의 공공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회계 등 종합평가한 후 공사에 실적 

보고

◦공사 전체 SR사업에 대한 심의･평가･

피드백은 외부전문위원 2명 이상 포함

된 사회공헌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행

◦기타 내부경영평가 및 정부경영평가

금, 매칭그랜트) 세부 사용내역 실시간 공개

◦각 봉사단별 재원운용 실태 및 집행내역 등 사무국 

주관 재원운용 실태점검(지원반 활동 포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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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만을 조사하게 되었다. 

분석결과를 시스템적, 전략적, 공유적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스

템적 측면에서 SR우수 공공기관들은 SR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적지 않

은 예산을 SR활동에 지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에 충실하려 하는 등 SR 거버넌스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조사대상 기

관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강원랜드는 프

로그램 특성별 수요조사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과 수정에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SR미션이 여전히 모호하고 중장기 추진 로드맵

이 거의 부재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SR활동을 다수 발견

할 수 있었다. 셋째, 임직원들은 각종 봉사단에 참여하고 있거나 매칭그랜트 조성을 

위한 기부나 헌혈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고, 사회공헌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10개 중 9개 공공기관이 SR활

동 우수사례 공유, 외부컨설팅, 기관 내 사회공헌협의체를 통한 활동 점검 등 SR프

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SR활동

이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는지 임팩트를 측정하기 보다는 SR활동 건수, 수혜

인원, 사용재원, 봉사시간･인원 등 주로 투입요소 측정에 치중하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2019년 현재 조사대상 10개 기관 모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SR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력관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10개의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표본추출의 선택적 편의로 인해 전

체 공공기관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2018년 이후 사회적 가치의 비

중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의 SR 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SR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공감하고 있

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신뢰도 역시 경찰･검찰과 더불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코레일 직원들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원 신분을 속이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

이고 있다(뉴시스, 2020).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전략적 SR의 조건을 탐

색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우선, 사회적 가치증진을 위한 전략적 SR을 위해 SR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

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SR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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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담조직은 SR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경영전략실에 두어 기관전체의 설립목

적과 일관성을 갖게 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SR미션을 정립하여 프로그램 디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최소한 민간기업과는 차별되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SR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개개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설립목적에 사회적 가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

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현 철도공사법 제1조 설립목적에 제시된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하위 수단으로 하고 철도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보편

적 접근성을 상위 목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란영, 2019).   

셋째, 공공기관이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고 기관 간 서로 유사한 SR프로그램을 만

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SR활동이 각 정부기관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획재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소기업벤처부의 동반성장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

렴도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들에 맞춰 SR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기관의 설립목적 보다는 각종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에 맞는 SR활동의 폭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이들 각종 평가와 

SR활동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SR 방향에 미치는 각종 평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회적 가치의 개

념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각종 평가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들은 공공

기관의 고유한 공공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

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경제지표이지 SR 본연의 사업과는 관련이 적다. 또한 사회

공헌,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등 비슷한 용어들이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

어 공공기관의 SR활동 범위나 방향성을 정립하기 어렵다. 공공성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유훈･배용수･이원희, 2014; 임의영, 2002),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재정

립하고 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SR 투자에 비해 기관의 호감도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채용

비리나 계약관련 부정부패, 성과금과 연계된 경영평가 점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최근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점수 조작, 2018년 한전의 누진세로 인한 국민

적 공분,  SR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등 일련의 사건들은 

공공기관의 SR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유이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긍정적 성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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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여섯째, 자체 예산이 적은 국책연구원이나 기타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게 SR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다. 이들의 경우 민간기업의 기피로 파트너십도 쉽지 

않다. 정부가 SR의무를 줄여주거나 SR우수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

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피로도가 가중되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SR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먼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바뀌더라도 SR

이 공공기관의 중요한 과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비록 현 정부

가 사회적 가치를 국정기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비록 사회적 가치 추구가 바뀌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라 할지라도 다음 

정부에서 국정기조가 바뀐다면 공공기관 SR활동의 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

다. 결국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의 SR활동은 조건에 앞서 다음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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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requires public enterprises’ socially responsibility 

(SR) in order to relieve social inquality and facilitate balanc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R movement has been accelerated by the 

government since 2018 in the name of promoting social value, but citizens 

do not seem to appreciate the contribution of public enterprises. This 

perceptual gap raises the need of strategic SR.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conditions that make public enterprises strategic in fulling SR 

using S-S-C (System-Strategy -Communication) model proposed by 

Shin(2014). The results found that strategic SR requires SR program 

designs that are consistent with organizational mission, establishment 

of SR departments with professional staff, and diffusion of SR activities 

to major stakeholders. However, many public enterprises still did not 

have specific criteria to cull out SR programs and long-term plans to 

implement SR program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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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대국가의 제한성(limited state, Migdal, 2001)은 국가-사회 관계 유지의 메

커니즘에 도전을 가한다. 정치지도자는 국가라는 권위(authority)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개인 및 사회의 소속감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연결, 유지시킬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law)은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주요한 지점(key 

meeting point of state and society)’ 중 하나이다.

또한 법적 제도화 그 자체는 행위자들의 조직화 혹은 집합행동 발생에 주요한 조건

이 되며 동시에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Olson 1965). 더욱

이 사법(私法)체계는 자발적, 자치적 조직이 그들의 계약을 감시 및 집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다(E. Ostrom, 1990: 60). 특히 근대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발달은 제도의 유효한 실행을 보장하고(Tetsuji, 2016/2017: 127), 권리

(rights)의 요구, 자격부여 및 획득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Wallis, Weingast & 

North, 2006).

본 글에서는 사법체계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소유권체제(property-rights 

regime,  E. Ostrom & Schlager, 1996)를 살펴본다. 대개 근대화를 거치며 국가 

권위의 정당성 문제와 자유 경쟁 시장의 구축, 시민사회의 발달이 대두되는데, 이러

한 역사적 맥락에서 민간의 조직화와 소유권의 작동방식을 분석하는 것의 의미를 고

찰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법제화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

하되, 소유권체제라는 분석틀을 통해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의 조직화, 제

도화, 표면화 과정을 발견한다. <표 1>은 2019년 11월 기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 연합회의 현황이다.

<표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현황 (2019. 11 기준)

구분 연합회명
설립

연도

현황

유형
회원수

(개)

조합원수

(명)

고용인

(명)

총사업고

(백만원)

총출자금

(백만원)

연합회
한살림생협

연합회
2011 지역생협 23 596,240 297 339,024 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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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Ⅱ. 비판적 정책 검토

1. ‘공익’ 중심의 정책 관점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와 같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조직이다(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2012). 이에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

이 주로 직접 지원인 것에 비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일

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과, 2017: 8). 한편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

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자유로워지기도 하였다.

생협은 1999년에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며, 일반 및 사회적협

동조합과 달리 세법상 비영리법인 의제1)로 취급된다. 한국 법체계2)는 배당 금지

구분 연합회명
설립

연도

현황

유형
회원수

(개)

조합원수

(명)

고용인

(명)

총사업고

(백만원)

총출자금

(백만원)

아이쿱생협

연합회
2011 지역생협 91 282,507 20 5,181 62,797

두레생협 

연합회
2011 지역생협 28 205,711 48 85,286 8,234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2012 지역생협 12 38,316 27 15,199 1,370

대학생협 

연합회
2012 대학생협 31 97,675 8 29,451 167

한국소비자

생협연합회
2011 의료생협 62 77,479 3 0 88

자연드림 

치유힐링 

생협연합회

2019 지역생협 13

미집계(2019년 인가)

52

의료소비자

생협연합회
2019 의료생협 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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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lock)를 기준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생협

법에서는 의료생협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생협이 비영

리법인 의제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생협의 ‘비영리’적 요소 강조를 통한 정부의 통제와 함께 그 ‘공공성’을 

인정받아 세법상 특례를 얻게 된 것이다(장종익, 2018: 204; 이한우, 2017; 김기

태, 2016: 66).

따라서 법인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관한 논의는 과세특례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

보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다(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73-90, 97, 

141).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로 분류되며, 이

로써 출자금 배당 비과세,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지원받는다. 

이것이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거래 관계자들의 편익에 기여,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조합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3). 또 영리법인에 비해 효율성

이 낮을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활동의 지속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영위하며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익 활동 여부가 보장되지 않아 과세특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

재한다. 사회공헌활동, 취약계층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예산 지출 비중이 적기 때문이

다. 이처럼 협동조합, 생협 관련 정책에 대한 관점은 ‘자주･자립･자치,’ ‘비영리성,’ 

‘공공성’ 내지 ‘공익성’으로 정리된다.

사실 비영리단체는 ‘공익’이 아닌 집단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역시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단체의 목적에 따라 ‘공익 단체’와 ‘공동 이익 추구 단체’를 구

분할 필요가 있다(박상필, 1999: 241, 252). 이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공동생

산(coproduction), 비영리단체의 조세정책 연구, 비영리단체와 공익단체 구분에 

대한 혼란 종식 등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정책적 관점은 (사회적)협동조합, 생협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거나 규범성을 상정한 후 그 역할 수행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1)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법률용어이다. 
2) 한국의 조직법 체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수행하여 소유자에게 이윤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여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윤을 

소유자에게 배분할 수 없도록 규정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장종

익, 2019a: 75).
3) 가령 농․수․축협이 농민의 소득 보존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인수 및 판매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각 조합이 하고 있기에 법인세율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제329회 기획재정소위원회 제8차 회의록. 2014.11.25. 김영록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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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검토 및 대안 제시

협동조합의 공익적 가치나 역할, 비영리성, 민주성 등 일종의 규범적, 윤리적 전제

에 대한 강조로, 자치조직 혹은 결사체라는 정치적 행위자(agency)로서 협동조합의 

기능 및 역할, 의미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자성에 주목하

기 위해 행위의 동기인 ‘이해관계4)
’에 주목한다. 이는 협동조합 연구에서 ‘공익

(public interest)5)’과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의 구분이 필요함을 뜻한다. 

공동 이익은 이익의 조직화라는 중간(meso)범위의 개념을 의미한다. 관련해 이론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 Streeck & Schmitter(1985)의 ‘사적 이익 정부

(private interest government)’는, 자원영역(voluntary) 및 자기규제조직

(self-regulation) 등 사회의 이익 결사체가 특정 정책 혹은 경제 분야에서 국가로

부터 일정한 책임성을 양도받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사회조직의 

집단적 자기 이해(self-interest)가 수용 가능한 사회질서를 형성, 유지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직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 역시 변화될 수 있는지 분석했다. 

한편 Fennell(2011: 16-17)은 ‘사적 공동 이해의 공동체(private common 

interest communities)’에 대해 서술하며,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이해관계

를 가지는 것과 소유권(ownership) 문제를 연결시켰다. 가족, 이웃, 기업 등이 그 

예로, 분명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생활하는 반(半)

공유재(semi-commons)의 사례에 주목했다.6) E. Ostrom(2000) 역시 개인과 공

동의 소유권이 복합적으로 얽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했다. 자원

(resources), 재화의 유형(types of goods)이 곧 소유권의 체계를 결정하지 않는

다. 즉 ‘공유’자원에 대해서는 ‘공동’의 소유권 체계가, ‘사적’재산에 대해서는 ‘개인’ 

단독의 소유권 체계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의 체계는 대상, 이해관

계자, 규모, 시기 및 장소에 따라 달라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고안

4) Hirschman(1977)은 이익, 이해관계(interests)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사회 맥락 내 의미를 갖는 정치적 

개념이며 역사적 전통을 가진 개념임을 보인다. 이는 본 글이 이해관계라는 개념에 주목해 한국 근대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생협의 공동 이해관계가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
5) 장종익(2019b: 46)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적 지위를 별도로 고안한 과정을 언급하며 

원래는 협동조합이 (‘공익(公益)’이 아닌)‘자익(自益)’추구 집단이라는 개념이었음을 보여준다. 
6) 이와 달리 지역제 혹은 구역제(zoning)는 특별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일반(ordinary) 

주민들, 이웃들에게도 집단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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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se)된다(E. Ostrom, 2000: 335-338; Hansmann, 1996). 본 글에서는 

생협을 중심으로 공동 이익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유

권체제를 확인한다.

Ⅲ. 분석의 틀 및 방법: 소유권체제(property-rights regime)를 

중심으로

소유권은 사법(私法)을 구성하는 기본적 권리이자 서구 시민사회론의 대표적 권리

이다. 또 ‘특정 영역에 관련된 특수한(particular)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

한(enforceable authority)’으로(E. Ostrom & Schlager, 1996), 경계

(boundaries) 및 배제(exclusion)의 설정이, 제한적 보호가 적용되는 권리이다

(Fennell, 2011: 14-15). 소유권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왜 특정 방식으로 고안

되었는지의 과정을 포함한 소유권체제의 분석은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주

요한 정치적 문제를 포괄한다.

소유권의 복합성을 고려한 연구로, 본 글에서는 Schlager & E. Ostrom(1992), E. 

Ostrom & Schlager(1996)의 연구를 주목한다. 그들은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과 관련된 소유권체제를 크게 5가지 권리들의 묶음(bundle of 

rights)-접근권, 수확권, 관리권, 배제권, 양도권-으로 나누고, 그것의 작동방식인 

소유권체제(property-rights regime)를 분석했다(<표 2> 참고). 특히 소유권체

제는 행위자들, 곧 권리 보유자들 간 관계(relationships among right holders)

에 따른 것이기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제도적 구조에 배태(embeddedness of 

property rights)된 것이다(Schlager, 2006: 295, 307).

한편 권리(rights)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규칙(rules)7)의 다층적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E. Ostrom & Schlager, 1996: 131). 다층적 체계는 의사결정의 내용 및 

행동의 영역(arena)에 따라 일정 수준(level)으로 분석되며 각 수준은 유기적으로 

7) 규칙이란 공식적 법규(formal law)와 달리 규칙에 대해 행위자들이 이해(understanding)하고 그에 대한 
책무성을 느끼는(holding accountable) 등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사용되며 변화해나가는 규칙(rules-in-use)’으로 표현하며, 규칙들이 축적되어 체계(configuration)
를 이룬다고 본다(E. Ostro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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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E. Ostrom, 2005: 58-61). 

<표 2> 다층적 규칙 체계에 따른 소유권체제의 내용

규칙 수준에 따른 소유권체제 규칙 적용 영역

실행 수준
(operational 

level)

의사결정 
내용 

-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상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결정하
는 것

- 공급, 생산, 분배, 사
용, 할당, 소비 등 
직접적 실행 상황

소유권 
종류

- 물리적 자산에 대한 접근권(access rights)
- 자원의 부산물 혹은 자원 단위(units) 획

득, 이후 사용 방식과 관련한 수확권
(withdrawal rights)

- 권리 행사

집합선택 수준
(collective- 
choice level)

의사결정 
내용

- 실행 수준의 활동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결정 시 누가 참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또 실행 수준의 규칙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다른 규칙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

- 처방, 승인, 감독, 
적용, 시행 등에 관
한 의사결정

- 정책 선택
(policy choice)

소유권 
종류

-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자원구조의 변경이 필요한지, 변
경한다면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등 관여하
는 관리권(management rights)

-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자격 
정의, 권리의 이전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한 
배제권(exclusion rights)

- 집합선택 수준의 소유권들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행위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양도권(alienation rights)

- 미래에 적용될 권리 
정의, 그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선택 수준
(constitutional
-choice level)

의사결정 
내용

- 정책 수립 및 결정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
지, 그것을 실행하는 데 사용될 규칙들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

- 정책 수립(policy 
making), 정책 결정
(policy decision)

소유권 
종류

- 정책 전체 차원에서 소유권의 수립과 결정, 
집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 E. Ostrom 2005; V. 
Ostrom 1973 바탕
으로 추가

출처: E. Ostrom & Schlager(1996: 131-137) 바탕으로 재구성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공동체를 구성, 공동자산(물품, 자

금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자원8)으로 삼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8) 조합원 진입 장벽이 낮다면 ‘소비자’협동조합의 잠재적 수혜자 범위는 생산자, 노동자 협동조합 등에 

비해 더욱 포괄적일 것이다. 또 조합 공동자산에 대한 소비 경합성은 존재하기에 공유자원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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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일상적 수준의 실행 소유권, 집합선택 수준의 소유권의 권한

(authority)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정부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소유권을 왜, 어떻게 확보해나가는지의 과정은 헌법선택 수준의 소유권에 대한 분석

을 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유권의 작동방식, 즉 소유권‘체제(regime)’ 관점으

로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다.

[그림 1]은 생협 법제화 과정에서 다뤄진 의사결정의 내용 및 행동 영역-공동 이

해관계-을 소유권체제의 발전양상에 따라 구분해 도식화 한 것으로, 제‧개정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눴다. 이는 협동조합 조직의 행위성, 이를 분석하기 위한 조직 내

부-외부(특히 국가)의 관계적 측면, 그러한 관계가 상호 미치는 영향, 역사적 맥락

에 따른 정치사회적 함의를 포괄한 것이다. 

[그림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법제화 과정 흐름도

관계적 측면을 논하기 위해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명제나 변수를 설정하기보다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며, 왜 그렇게 변화한 것인지에 

대한 과정 추적(process tracing)을 수행한다. 이에 생협법의 제･개정에 관련한 공

식적 법령 및 정책 문서를 분석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

해하고 반응하는지 파악하고자 회의록 분석 및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

터뷰(<표 3>)를 시행하였다. 다음 장에서 법제화 과정의 각 시기별로 상세히 다루

되, 법 개정에 따른 공제사업9) 시행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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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터뷰 일자 및 대상자

날짜 대상자

2017. 12. 02 한국협동조합연구소 A소장

2017. 12. 13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B소장

2018. 01. 26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C센터장

2018. 05. 08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D사무처장

2018. 11. 2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E사무관

2018. 12. 31 교육공동체우리자리 사회적협동조합 F이사장

Ⅳ. 사례 분석 결과

1. 실행 수준의 소유권과 법제 수립(1970년대 후반-1999년) : 이해관계의 

조직화

본 절에서는 생협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 자치적 조직화를 이뤄 법

인격을 획득하는 법의 수립과정을 다룬다. 해당 시기에는 ‘발전국가’의 시장질서가 

구성 및 재구성되었고, 그 가운데 생협은 조직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존 실행

규칙을 소유권으로 확립한다. 실행 수준의 소유권은 일상적인 참여자들도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초적 수준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의 기본적 

특징, 즉 사법의 영역이면서도 경계 설정을 통해 제한된 보호가 갖춰져야 하는 조건

이 성립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결국 생협법 제정을 통해 생협은 공식적인 근대 사법

의 주체로 등장하였고, 일정 물품에 제한되지만 그것을 구매, 공급, 소비, 유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기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9) 장종익(2019b: 44)은 유럽 사회적경제섹터와 한국의 그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공제조합

(mutuals)의 존재여부를 꼽는다. 유럽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이 설립한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조합이 사회

적경제섹터에 포함되었는데, 공제가 노동자의 질병과 사고에 대응하는 중요한 경제조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공제회는 공무원공제회, 군인공제회와 같이 특정 계층에 한정해 법적으로 

적용되어온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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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국가’의 분화(differentiation, 分化)와 시장경쟁질서의 형성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고도성장과 근대산업국가의 확립’을 이룬다(이

헌창, 2018: 474). 즉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총체적인 자원이동, 즉 경제구조전환이 

일어난 것이다(정혁 외, 2015). ‘발전국가(development state)’론에서 강조하는  국

가능력은 이러한 근대적 시장구조 구축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Amsden, 1989; Onis, 1991; Evans, 1995). 그러나 국가를 ‘조직의 구성’으로 보

면 오히려 국가는 이질적으로 분화해갔음을 알 수 있다(하용출 2006: 37).

당시 박정희 정부는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했

다. 농협을 생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에 더해 금융까지 담당하도록 한 조치였지만 

협동조합의 민주주의적 요소는 제거10)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통로로 삼았다

(김민석 2016). 또한 농지개혁 이후 영세자작농, 소농의 지원책(임수환 1997: 

115-116)이자 경제발전 집중 기조의 일환이었던 저임금기조, 저곡가유지를 위해 

이중곡가제11)와 같은 가격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농업

의 총산출 및 산출물 유형의 첫 구조전환12) 발생(유영봉 2015, 99-100)과 더불어 

이중곡가제 시행에 따른 손실은 점차 확대되었다. 양곡관리기금 설치에도 불구하고 

기금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 차입금과 양곡기금증권 발행은 계속 되었다(장준경, 최

수복, 2015: 19-20). 

결국 1980년대 정부의 수매제도는 거시경제를 위협하는 물가인상 요인이 되었다. 

1979년 4･17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은 재정규모의 적정화 및 균형화, 조세지원 제

도의 합리화, 정부기업의 민간이양 등을 골자로 당시 불안한 경제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금융과 고미가정책에 대해 일

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안정화 기조로의 선회를 위해 요청되었던 수출금융 축

소와 고미가 및 수매정책 완화의 문제는 논란만 일으킨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안정화파’와 ‘청

10) 농협은 당시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으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임원 임명 

등 조직 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김민석 2016: 234). 
11) 곡물 생산자로부터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을 산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반면 정부의 방출 가격은 

낮게 결정해 소비가계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에 대한 영향은 감소시키는 것이다(국가기록원, ‘이중곡가

제’, 검색일: 2020년 6월 28일)
12) 1970년대 후반까지는 미곡, 두류, 서류, 맥류 등이 농업산출의 내부 유형으로 지속성장했으나 이후 

점차 정체하고, 이후부터 우등재(과일, 채소, 축산)가 성장했다(유영봉, 2015: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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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 상공부, 농수산부 등의 반(反)안정화파’의 대립이라는 분화의 양상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장준경, 최수복, 2015: 26-32).

국가 분화 과정은 공업구조 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데, 1973년 1월 

중화학공업 추진 선언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청와대 내부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이 설립되었다(이영훈, 2016: 434-435). 철강, 화

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의 6대 전략업종에 대한 정부개입, 특히 정책금융의 

대출 증가, 세제 지원, 인력양성정책 등으로 이어졌다(이헌창, 2018: 492-493). 

하지만 반덤핑의 압박과 함께 자유시장경쟁질서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었고, 중화학

공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시장경쟁 

자체가 가지는 경제학적 함의가 처음으로 반영된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

래제도가 채택되었다(윤홍근, 2013: 178). 공정거래법을 통해 ‘물가’와 ‘경쟁’을 동

시에 잡아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강경식, 2010: 265, 

270).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물가의 ‘안정’과 ‘반안정’으로 분화되었던 구도가 ‘시장

경쟁’ 질서의 조정이라는 주제로 확대되었다.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은 1980년 9월 16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및 중화학공업추

진기획단 폐지, 1981년 4월 3일 또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설치로 이어졌다. 시장기능 활성화를 보장하는 기구의 설치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180도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하태수, 2017: 182). ‘공정거래제도의 제도

적 강화’라는 ‘시장제도의 변화’는 ‘발전국가’의 성격이 ‘규제국가’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이연호, 임유진, 정석규, 2002; 윤홍근, 2013; 양재진, 

2014). 이처럼 정부조직의 분화는 국가의 성격 변화를 내포하였고, 결과적으로 정

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연성성과 개입가능성13)을 가진 공정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냈다(하태수, 2004: 239). 

나. 법제 수립 및 법인격 부여

생협은 행위자들 간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점차 조직화, 집단화되었고, 단

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되는 법인격을 획득한다. 생협의 전신14)은 1979년 

13) 공정거래법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사법(私法)적 지향점을 가지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행정법적 수단들을 망라해 공법(公法)적 성격 역시 강하다(권오승, 2004: 999).
14) 생협에 관한 역사적 연구들은 그 기원을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로 보지만(김형미 편, 201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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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 광산지역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이라 알려져 있으며, 초기에는 주로 농

촌지역에서 농협의 공산품 공동구입과 농산물의 공동출하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조합

의 형태였다(정은미, 김동훈, 김문명, 2011: 11-17). 강원도 원주 광산지역의 재

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신용협동조합과 소비조합 육성사업은 유신정권 

내무부로부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구판장으로의 전향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김소

남, 2012: 357). 1980년대 농촌지역에서 농협의 구판장 사업이 전개되며 농촌지역

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쇠퇴하기 시작했다(정은미, 김동훈, 김문명, 2011: 17). 한편 

전두환 정권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고한 물가 안정 의지에 따른 평균 수매가격 인상

률 인하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업분야 개방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 활동가들이 생협을 선택하거나 조직하도록 하였다(황선진, 1993; 정

은미, 김동훈, 김문명, 2011: 2).

1980년대 도시지역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생협은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는 농산

물15)의 유통을 주요 경제사업으로 하는 만큼 경영난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각 생협

은 연대를 이룸과 동시에 독자적인 조직16)으로 발전해 온 것은 개별적으로 추구하

는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살림’은 농촌과 유통영역에서 생명운동을 실현하

고자 ‘생산자 측의 유기농 운동 확산, 소비자 측의 환경의식 및 녹색소비운동의 정

착’을 목표로 했다(문순홍, 1995: 58). 한편 ‘여성민우회(現 행복중심)’는 ‘주부와 

사무직 여성노동자 중심의 대중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김상희, 19991: 

255-256) 조직의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협을 도입하였다(정은미, 

2012: 321). 이와 달리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거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대

중적 기반 마련을 위해 생협운동을 하게 된 직거래운동 중심의 ‘두레’와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사회 조직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한 ‘아이쿱’이 탄생했다(정은미, 2012: 323-324, 328).

이외에도 생협을 통한 생산자17)-소비자들의 공동 이해관계는 유기농산물, 친환

글에서는 근대화의 맥락에 한하기에 1970-1980년대를 기점으로 본다.
15) 사업품목에서 농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생협의 특징으로 선진국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정은미, 김동훈, 김문명, 2011: 24).
16) 조직마다 독자적인 사업 시스템, 가격 체계, 인증 시스템 등이 있다(정은미, 김동훈, 김문명, 2011).
17) 정은미(2012: 314)에 따르면, 생산자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이 먼저 있었고 그 방법으로 

소비자 주도의 생협이 태동하였다. 생산자는 단기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70년대 추진했던 농업근대

화 정책으로 인한 다투입 농법의 폐해가 식품안전성 문제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이는 일본 및 유럽의 

유기농업운동이 식품안전성 문제에 의한 소비자운동에서 출발한 것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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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산물의 직거래와 같은 농산물 유통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재정경제부, 

농림부와 같은 정부조직들과 연계하며 점차 확대되었는데, 당시 정부수매제도로 유

통기구가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황(장준경, 최수복, 2015: 24)에서 재경부는 유통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생협에 주목한다. 농림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의 마련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1994)과 친환경농업정책(정은미, 2012: 330; 정은

미, 김동훈, 김문명, 2011)과 연관해 생협에 관심을 가진다. 그 결과 생협법 제정18)

에 따른 주무부처는 재경부였지만 직거래에 관련한 소비자단체 대부분은 농림부 소

관 법인으로 등록되었다(정은미, 2012: 331).

물론 생협법 제정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이념과 원칙에 입

각한 입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한국소비자원, 2010: 1-2). 하지

만 생협이 임의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과정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동의 이해관계가 법인격(legal personality)19)을 획득하게 된 과정이었

다. 또한 당시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단체들은 점차 적극적 입장을 

보였고, 공정거래법 제정과 동년도인 1980년도 1월에 ‘소비자보호법’ 역시 제정되

었기에 생협의 법인격 획득은 소비자의 조직화라는 의의도 가질 것이다.

법적, 정책적 바탕이 부재하던 1979년 생협은 단위조합을 최초로 설립하였고, 83

년에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의 결성이 허용되었다(경향신문, 1999.8.10). 87년에

는 당시 재정경제원 허가에 따라 52개 조합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생협중앙회를 설

립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매년 생협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유통상인과의 마찰, 일반소매업자의 반대로 무산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정은미, 

2012: 330), 1999년 생협법 제정 이후 조합 명의로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취급 품목의 확대를 계획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신력 

확보 이후 다수 생협들이 생협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또 새로운 생협들이 설립되었

다. 법제정 당시 생협운동의 육성,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소비자 상

호 간 직거래 운동이 활발해지고 국민생활 안정 및 생활문화향상을 위한 대안운동, 

생활실천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기대되었다(장용진, 1999: 41-42).

18) 1996년 신한국당 재정경제위원회 김재천 의원의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되었다.
19) ‘법인격의 부여와 법인재산의 처리에 관한 제도’로, 미우라 히로키(2014: 10-11)는 시민섹터 연구에서 

이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게 법인격 혹은 이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행위능력

이나 재정적 혜택 등을 부요하는 주요 법제도’라는 광의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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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선택 수준의 소유권과 법제 개정(1999년-2016년): 이해관계의 제도화

본 절은 행위자들의 제도적 선택 및 그것으로부터 받는 영향 등 신제도주의적 맥락

을 강조해 생협 및 주무부처가 상호작용하며 법제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한

다. 2007년 공정위 조직개편과 시장제도의 변화,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탄생으로 

시장경제 질서의 초점이 ‘규제’에서 ‘경쟁’으로 변화하되 어떻게 소비자보호를 실현

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이 맥락에서 2010년 생협법 전부 개정은 생협의 지역사

회 기여와 더불어 생협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주무

부처로 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가행위의 필요성은 법 개정과정을 통한 제도적 제약의 완화 

과정에서 집합선택 수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여준다. 생협법 개정 과정에서 공

제사업 시행이 갈등 상황의 핵심이었고,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공동의 공제부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제금을 사용할 

것인지, 현재 비조합원인 일반 소비자로의 확대에 따른 파산 위험의 가능성은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 보험업법의 적용이 제외된 만큼 주무부처의 관리 및 감독은 어떻

게 할 것인지, 피해 방지책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과 같은 관리권, 배제권이 

주요 논쟁점이었다. 공정위의 인가규칙 마련과 생협의 집합선택 수준의 소유권 행사

는 직결된 것으로, 두 주체는 이후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쟁점에 대해 구체적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아이쿱생협 내부자료, 2014). 

가. 정부조직개편과 시장제도의 변화

소비자정책-경쟁정책의 연계는 공정위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재경부(소비자

정책과의 소비자정책 총괄)와 공정위(소비자보호국의 거래 등 집행업무 담당)로 이

원화 되어있던 소비자정책체계가 2007년 공정위 소관으로 일원화20) 되었다(백병

성, 2011: 359). 한편 2006년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탄생한 ｢소비자기본

법｣은 과거 ‘행정규제 중심의 행정주도형 법제’에서 ‘민사규제, 자율규제 중심의 시

장-중시형 소비자 법제’로의 변화를 뜻한다(서희석, 2011).

20) 2008년 2월 공정위 사무처는 기존의 ‘본부-팀제’에서 ‘대국-대과체제’로 개편되는데, 당시 정부조직개편

의 결과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정부조직 수준에서 공정위의 위치(position) 내지 역할이 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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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은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주요한 두 가지 법적 토대이자 

규범이다(홍명수, 2013; 이호영, 2012). 둘 모두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추구하지만 

전자는 소비자의 후생(welfare)을, 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

다. ‘소비자후생’ 문제가 개별 소비자의 이익과 그것의 보호 및 구제에 관한 것이라면 

‘소비자선택권’ 문제는 시장의 경쟁구조와 추상적 소비자의 이익에 더 주목해(이호영, 

2012), 현실에서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일 수도, 상호갈등적일 수도 있다.

공정위는 두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업무를 모두 관할

하고자 1998년부터 약 10년 동안 소비자정책 이관을 주장했다. 재경부는 규제기관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우려, 거래 규제기관에서 종합행정인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등 반대하였다(백병성, 2011; 하태수, 2004). 그러

나 2005년 정기국회21)를 기점으로 공정위로의 소비자정책 이관이 확정되었고, 이

로써 재경부가 관할하던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생협법과 한국소비자원, 소

비자단체에 대한 관할권 역시 공정위로 이관되었다(백병성, 2011: 375-376; 서희

석, 2011: 96). 

생협은 소비자의 후생에 바탕을 두되 일반 소비자단체와 달리 구매, 판매 및 공급

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망에 참여해 소비

자들의 선택권을 직접 창출하는 것이다(오승한, 2007: 286).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

위원장은 2010년도 생협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경제주체화를 도모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공정위의 책무라고 설명했

다(김동수, 2013: 274-278). 공정위는 경쟁촉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되,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억제와 같은 규제적 기능보다 경쟁촉진과 소비자정책 관련 기

능 확대를 꾀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122-124).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위는 생협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공제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주체가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소비자피해를 최

소화하면서 조합원 간 상부상조라는 목적에 충실한 생협 공제를 출범’시키고 ‘부작

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협동조합 정책 토론

회, 2015). 물론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 허용이 ‘시장의 합리적 경쟁’을 저해할 우

려22)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공정위의 관리 및 감독 의지가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

21) 제252회 국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2005.2.15. 김애실 의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발언.
22) 제287회 국회정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0.2.16. 전문위원 문강주, 권택기 위원, 박선숙 위원,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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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위는 타 입법례 분석을 통해 공제규정을 마련하고자 ‘공제사업 등 생협의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를 수행해 공제

사업의 인가기준, 감독규정, 표준공제규정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23).

나. 법제의 개정 과정

1999년 제정된 생협법은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법

이었다고 평가됨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전국생협연합회,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

비자보호원), 협동조합 관련 학계 등을 중심으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생

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이재욱, 2011; 한국소비자원, 2010: 2). 2008년에는 국

회와 공식적으로 위원회 발족식을 가졌고, 2010년 생협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다

(<표 4> 참고).

<표 4> 생협법 개정내용

원장 이사철,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박상용 발언.
23) 생협법 개정 시 인가 및 사업의 내용(조합 규모, 사업수행 전문성, 상품개발기준과 제한 규정, 재공제 

제도 구비, 사업운영 내부통제기준, 조합원 기준 및 탈퇴, 등기와 법인격 여부, 조합원 총회 및 이사회, 
공제계약조건 변경, 해산·청산 및 합병·분할 등)과 관리 및 감독의 문제(자금운용 규정, 재무건전성 

규정, 사업보고서 및 결산자료 등 조사권한, 공시의무, 심의기구 구성 등)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분 현행법의 문제점 개정법 내용 비고

사업내용

- 공급 사업이 농수축산물과 

환경물품으로 제한

- 금융 사업은 모두 금지

- 보건·의료사업을 공동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 공급사업 제한 내용 폐지

- 공제사업 허용

- 보건·의료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규정

- 공제사업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필요

조직계통

- 단위조합의 연합체 조직(연

합회 또는 전국연합회) 설립

근거조항 없음

- 단위조합의 연합체 조직 

설립근거 마련

- 연합회와 전국

연합회와의 

관계설정 필요

생협원칙

- 일부 원칙(출자금배당 

제한의 원칙, 잉여금배당의 

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원칙 

등) 도입x

- 필요한 생협 원칙 모두 

도입(출자금배당 제한의 원칙, 

잉여금배당 제한의 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원칙, 

지역사회 기여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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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보고서 인용(2010: 1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항을 신설, 법의 목적 자체를 ‘소비자의 복지 향상 뿐 아

니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으로 확대’하였는데, 생협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이재욱, 2011). 또 생협의 취급 가능 품목 제한24),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생협 매장의 고객을 소비자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규모 유통매장으로 발전

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제약도 완화되었다(채성훈, 유춘권, 2014: 90). 특히 생협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보험’이라 할 수 있는 공제사업(mutual-aid or cooperative 

insurance)25)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기금(공제부금)을 바탕

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질병･손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교부금(공제금)으로 

돕는 사업을 뜻한다(장원봉, 하승우, 임동현, 2010). 협동조합기본법(2012)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금지되어있고, 또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나 공

제가입의 대상이 조합원이 아닌 조합인 일종의 기업공제26)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4) 생협법 제10조 사업의 종류 참조. 이에 따라 생협은 농협의 소매사업이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특히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이 높다(정은미, 김동훈, 김문명, 2011: 20).
25)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금융업과 공제업을 겸하고 있으며 공제 가입대상에 준조합원 또는 

준회원을 포함시켜 사실상 일반 민영보험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띤다.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2011)는 

이를 ‘일반공제’로 부르며 일반 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노란우산공제는 ‘정책성공제’로 분류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통해 최소한의 급부금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26) ｢협동조합기본법｣ 제4절 제80조의2(공제사업)에 공제사업의 대상으로 ‘연합회의 회원’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생협법 제4절 제65조(사업의 종류) 3항에서는 ‘연합회의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이 명시되어 있다(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C센터장 인터뷰 참고).

구분 현행법의 문제점 개정법 내용 비고

정부지원

- 일반 행정지원 

도입x(생협법)

- 세제 지원은 국세 등 일부 

세제 지원(조세관련법)

- 일반 행정지원 내용은 

생협법에서 모두 도입

- 세제 지원은 조세관련법 사항임

- 조세관련법

에서 세제 

지원 추진 

필요

명칭사용
- 생협 명칭 사용금지 규정 

없음

- 생협 명칭 사용금지 규정 

도입

- 기 운영 중인 

생협에 대한 

경과규정 

필요

기타
- 사이비 의료생협 규제근거 

미흡

- 사이비 의료생협 규제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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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을 통해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유사보험업이되 일반 소비자 조합원이 가입의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27)

아이쿱생협(내부자료, 2014)은 공제사업 시행을 위해 공정위에 생협법의 시행령, 

규칙 등 개정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년도 공정위의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었

다. 이에 대해 생협 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냈고 공정위의 개정 추진이 예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자, 2012년에는 당시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이, 2014년에는 당시 노대래 

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공제사업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다. 이후 생협 

측(아이쿱생협, 한 살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정부 측(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및 

사무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모여 Task Force팀을 꾸리게 된다.

TF를 구성해 정부-민간 간 논의를 한 것은 공정위와 생협이 인가 관계에 있기 때

문이다. 인가주의란 법인제도 운영의 핵심적 장치이자 법인의 자율성과 관련되는 행

정원칙(입법주의) 중 하나이다(미우라 히로키, 2014: 11). ‘허가’와 달리 ‘인가’는 

형성적 행위의 일종으로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

키는 행정행위이다. 즉 인가는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 판단의 합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적 자치원칙에 대한 강력한 국가개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선정원, 

2003: 204). 생협법 개정을 통해 법인으로서의 생협이 자율성을 가지고 (공제)사업

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공정위와의 인가 관계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3. 헌법선택 수준의 소유권과 법제 전망(2017년-현재): 이해관계의 표면화

본 절에서는 이해관계의 표면화(혹은 탈제도화)의 양상, 즉 생협 및 주무부처의 이

해관계가 가시적으로 두드러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각 행위자들의 ‘공익’에 대한 호

명을 통해 공익 중심의 정책 관점(2장 1절)이 내재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책 전체의 차원에서 소유권의 수립, 결정, 집행을 조정해야 하는 헌법선택 수준

27) 생협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자본금 300억 원 이상, 금융감독원 감독 등)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개별법의 

공제사업보다 규제 내용의 강도가 낮은 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황인섭, 2012: 1778). 장원봉, 하승우, 
임동현(2010)은 더 적은 위험을 가진 소비자가 더 높은 위험을 가진 소비자와 동일한 요금을 냄으로써 

역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공동가입이 조합원 사이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영리목적이 아닌 위험대비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업의 특성,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공제사업의 내용을 현실적

인 수요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가입함으로써 대량 계약 체결이 가능하

며 마케팅 비용 생략으로 낮은 공제요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 역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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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 문제로 이어진다. 한편 공익적 가치가 동원됨으로써 경제활동, 민관 협력 

등 협동조합 영역 내 규제 혹은 촉진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익 개념의 범주화 

역시 필요함을 보여준다(김유환, 2006; 이원우, 2006).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법체계의 변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규모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법인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한국 사법(私法)체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인격이 만들

어졌다. 기존 사법체계는 민법(民法)은 비영리법인, 상법(商法)은 영리법인을 규율

해 이분화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이러한 체계에서 정의하기 힘든 ‘중간영역’이기 

때문이다(김기태, 2016: 66; 강정혜, 2013: 140). 즉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와 비

영리(법인)의 중간적 영역으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사회공헌을 통한 공익 추구를 모

두 충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업의 형태로서 협동조합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체계

의 활용 양상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영훈(2016: 589-590)은 한국 기업에는 

개인, 가족 소유가 압도적으로 많고 주식회사의 보급 정도도 다른 조합 형태의 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에 비해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며, 개인 간 신뢰에 

기초한 파트너십 사업체가 극히 소수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사적 자치 원칙의 

사법에 의거한 조합형태의 회사가 매우 적은 반면 이해관계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는 

주식회사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의 협동조합 조직형태가 급증하고 있고28), 이것이 민법과 상법의 경계-즉 새로운 

사법영역-에 근거한다는 것은 회사법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변화를 뜻한다.

나. 이해관계의 표면화 - ‘공익’의 동원

2017년 2월 7일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게시했다. 

골자는 ‘현행 생협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이 곤란’하기에 ‘생협연합회의 공제사업은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

업을 허용하는’ 것과 이에 따라 ‘의료생협과 별도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

28) 2012년 12월-2018년 10월 말까지 총 14,07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2013년 

43,842명에서 2017년 313,356명으로 증가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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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전국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완화한’ 다는 것이다. 본래 2017년 3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및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7

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합회’ 차원의 공제사업 시행이 금

지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생협의 반대로 현재까지도 개정안은 제출되지 못했다.

생협 측은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전문성이 없고’ 따라서 관리 감독하기 용이하도록 

‘창구를 단일화’ 한 것이라고 보았다(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C센터장 인터뷰). 이

는 각 생협 연합회들의 독자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공정위가 2010년 법 개정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여겨졌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기재

부가 협동조합을 총괄하자 조직 내부에서는 ‘대응 방향’ 혹은 ‘전략’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생협이 기본법보다 앞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모든 협동

조합 설립에 관해 적용되는 기본법을 모법(母法)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

졌고, 이후 생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주무부처 변경’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생협은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공익’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촉진, 육성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위험

축소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특히 비영리 조직으로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

이 아닌 만큼 규모화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정된 법 원안의 ‘연합회’ 

단위는 삭제하고 ‘전국연합회’만 공제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한 것은 ‘생협 고유의 독

자적 지향성,’ ‘민간 발전의 동학,’ ‘협동조합 생태계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B소장 인터뷰). 국가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일반 상업은

행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지원, 또 ‘기재부, 중소기업부 등과 같은 산업 촉진기관의 

지원’을 생협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정위 내부에서도 ‘공익’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2017년 9월 공정위부위

원장은 생협 주무부처 변경을 주장했는데29),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업무를 총괄하

는 부처이고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생협의 기업적 

특성을 함께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협 주무부처 변경은 

적절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라는 공정위의 입장이 몇 달 만에 급선회했음을 알 수 있

다. 당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2019년 11월 공정위 소비자정책

29) 제53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7.9.20. 유의동 소위원장, 공정

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유의동 소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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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의 발언30)에서 해소된다. 2008년 소비자정책 관할권이 기재부에서 공정위로 

이관되는 것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생협을 ‘담당하기에는 조금 무리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생협법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생협에 대한 내부의 이견을 드러내지 않은 채, 또 생협 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과는 

다소 무관하게31) 소비자정책에 대한 부처의 관할권 확보에 주안을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정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생협의 사회적 유용성, 공익성, 국민

에 대한 기여점을 강조하고 있다32). 생협을 소비자 중심 및 참여, 나아가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같이 

관련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들과는 다른 조직으로서 ‘소비자가 혜택을 보

니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임을 언급하며, ‘빨리 국회에서 (주무부처 변경에 대

한)법안 통과가 이루어져 생협이 조금 더 발전해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

이다. 결국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부처의 관할권을 확보한 채, 생협의 공익적 

특성을 근거로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주무부처 재변경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와 생협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공익’과 결부되면서 헌법선택 수

준의 소유권 설정은 현재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법체계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 국회에서는 생협의 주무부

처가 공정위에서 기재부로 바뀜으로써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갑자기 ‘지원’의 대상

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33). 

한편 2019년 7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되면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생협법에 따른 생협이 포함되었다. 의결되기 두 달 전인 5월 회의록34)에서

는 중소기업자에 생협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중소벤

처기업부는 ‘생협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 성격인 이윤 배당이 가능’하고 ‘외부를 

대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

30)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7.11.2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발언.
31) 상동. 전문위원 오창석, 박용진 위원 발언.
32) 이하의 입장은 상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발언 및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E사무관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33)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7.9.20. 제윤경 위원, 유의동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 발언.
34) 제36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2018.5.25. 전문위원 정연호, 

소위원장 김진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윤상직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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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황마다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영업행위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는 매

출에 따라서’ 중소기업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음이 언급된다. 생협은 규모가 확대됨

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올해 2월부터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 조직이 기존의 시장

질서에 관련한 법제도와 어떻게 연관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정

책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사회적경제 기

본법(안)의 입법 전망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0.10.5). 가령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원이 경쟁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이 다뤄진다. 이는 생협법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되

었던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점들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생협을 둘러싼 헌법선택 수준의 소유권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주로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국가’란 개별 정부조직들로 구성된 것이며, 정부조직의 구성 및 사회와 맺는 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본 글이 주목한 근대화의 맥락은 시장제도가 형성되고 민간의 

조직화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관련된 정부부처와 민간 영역의 관계 역시 다양한 동

학을 보인다. 그렇다면 소유와 경영의 일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활동

을 함께 목표하는 생협으로의 조직화 과정은 어떤 특징과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

본 글에서는 다층적 소유권체제의 발전을 기준으로 생협법 법제화 과정을 분석해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공익’ 중심의 정책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생협 조

직의 행위자성(agency) 및 그들의 ‘공동 이해관계’에 주목하였다. 공동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의 내용과 행동 영역의 수준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고, 이를 이

해관계의 조직화-제도화-표면화로의 단계로 구분해 실행 수준, 집합선택 수준, 그

리고 헌법선택 수준의 소유권체제로 분석했다. 

생협-공정위 간의 인가 관계 문제가 헌법선택 수준으로 발전하며 ‘공익’적 가치가 

동원되었다. 이로써 ‘비영리 의제’ 특례에 근거한 생협법이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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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법체계의 변화, 시장질서와의 관계 설정 등을 어떻게 해나

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이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공익에 대한 관점, 즉 공익론의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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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Consumer Cooperatives Act’ in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s of Property-rights Regime

35)Shin, Yisoo*

Abstract 

Cooperatives, one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s been 

increasing after the legalization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2012. But there has been some legal frameworks and acts before that 

legalization and the one is ‘Consumer Cooperatives Act.’ The Act was 

legalized in 1999, and there was a try for an amendment concerning about 

the conduct of mutual-aid or cooperative insurance, the change of the 

ministry concerned, and so on. However, until now, there is little 

improvement, so that it asks for analyzing why the conflictual situation 

does not improve. This thesis asserts that the analysis of the cooperatives’ 

common interest, not public interest or publicness which is the dominant 

perspective of earlier studies or policy implementation, could be critical 

for illuminating cooperatives’ practical stand. For this, this thesis apply 

the property-rights regime for the developments of cooperatives’ common 

interest, and explain the regime consists of bundles of property rights.

Field: SA0109. Law and politics

Key Words: Consumer Cooperatives Act, Common interest, 

Property-rights regime,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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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주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

런데 대상판결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전화를 통한 의사의 지시로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의 

작성･교부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보조와 같은 경우에 한

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행위의 주체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고, 처방전이 잘못 발급될 경우 환자에 미

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격으로 

처방전 발급을 하는 행위를 적법한 원격의료에 해당한다거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각 쟁점이 현행 의료법의 규정, 분업의 

원칙에 의거하여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A0709. 의료/보건법

주제어: 처방전 발급, 의료행위, 의료분업,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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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아래의 대상판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위 사실관계

와 판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현행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함, 이

하 같다)과 동법 제27조 제1항의 적용이 경합하여 문제된 사안이다. 구 의료법 제17

조 제1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주체로 한정되어 있는 처방전의 작성･교부의무

에 대한 것인데, 대상판결의 사안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전화로 지시를 받아 처방

전을 발급한 행위가 개재되어 있어 원격의료의 해당 여부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

에, 적법한 의료분업행위인지 여하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의사가 의료기관에 부재한 상황에서 전화상담

을 통하여 원격으로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것인데, 이는 코로나 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의사와 환자 간의 상담, 진료, 

처방을 허용한 것과 유사한바, 이러한 행위를 원격의료 범주 내로 볼 수 있는 행위인

지가 논의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 처방전 확정 후 

출력행위를 수직적 분업을 통하여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로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종래 대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발급에 있어 의사의 지시가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하여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왔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행위의 주체가 한정되어 있고 

처방전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진료보조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부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위의 각 쟁점이 현행 

의료법의 명문의 규정, 분업의 원칙에 의거할 때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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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3. 2. 14.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부재한 상태에

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소외 1에게 소외 2 등 환자 3명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도

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은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해당일시에 치매

노인들에 대한 무료 의료봉사를 나가 잠시 의원을 비웠고 그 사이 종전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들 중 종전과 증상이 동일한데 약이 떨어져 같은 처방전을 받고자 방

문한 환자로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기에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와 같이 지시하였

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소외 2 등 환자 3명

이 내원하자, 자신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로부터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

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컴퓨터에서 대상 환자

를 클릭한 다음 동일하게 체크를 한 후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원고는 전항의 행위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870 판결), 그 판

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1. 10.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

무사 소외 1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

4)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3)항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에 관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1)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

부에 기재하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 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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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급심의 판단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은,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규율하는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

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또한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인 원고는 위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 아니라 구 의료법 

제80조 제2항,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08. 4. 15. 보건복

지가족부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인 소외 1에게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인 ‘처방’에 필수적인 처방전의 작성･교부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하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소외 2 등 3명은 

종전에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의사인 원고가 간

호조무사 소외 1에게 소외 2 등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

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

고,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 乙이 아니라 의사인 甲이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

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

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

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단

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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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화를 통한 원격 처방전 발급의 허용 여부

1. 전화를 통한 원격 처방전 발급의 성격  

전화기는 말소리를 전파나 전류로 바꾸었다가 다시 말소리로 환원시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기계인바,2) 전화기를 이용한 

처방전의 발급이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되었다. 미국은 넓은 국토로 인해 지리적으로 

도시와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일정한 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교도소 

수감자와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로부터 

격오지 사이에 의료정보 내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김병일, 2017; 조형

원, 200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또한 원격의료를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보건의료종사자가 환자에 대

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대중, 2015). 그러므로 

원격의료의 주된 요소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함으로써 원거리를 극복하고 비대면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

(윤영한, 2011; 이우정 외, 2003). 

이러한 원격의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마주할 수 없는 비대

면의 상황에서 전화라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 대해 처방전까지 발급하

는 것은, 상호 작용하는 음성을 사용한 원거리간 의료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전달하

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부수적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2) 표준국어대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b10da2763186494497ab8aa8d1cb6  
938, 2020. 6. 19.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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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의 규정과 그 해석  

가. 현행 의료법(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의 규정 

현행 의료법은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에 관하여 제17조의2 제1항 전단에서 ‘의료

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

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

(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의약분업 체계 하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

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의료법에서는 제17

조에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와 함께 처방전까지 함께 규율하였으나, 2019. 8. 

27. 의료법을 일부개정하면서(법률 제16555호) 현행 의료법에서는 제17조에서 진

단서･검안서･증명서를, 제17조의2에서 처방전에 대하여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었

고, 제17조의2 제2항에서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신설하였다.3) 

한편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원격의료’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

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즉 원격지 의사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현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외에 조산사와 간호사

가 포함된다)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으며(제1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인 모두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원격의료 시 원격지 의사는 환자를 직

3) 동조 제1항 후단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접 진찰받지 않은 환자 외의 

처방전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열거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의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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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되며(의료법 제34

조 제3항), 만약 원격지 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현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이 현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의료법 제34조 제4항).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4

조에서 규율하는 원격의료는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을 지원하는 임상에서의 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백경희･장연

화, 2014; 정용엽, 2005).

   

나. 처방전의 작성 주체와 원격 처방전 발급 가능성에 관한 해석

(1)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는 “이 사건 법률조항(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내용임)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

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

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

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진료를 한 경우가 아니

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료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의료법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하고, 

일정한 시설 등 을 갖춘 경우 다른 의료인만을 상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

격의료를 할 수 있고, 원격의료를 하는 자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하였기에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구 의료

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은 ‘대면하여 진료’한 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 위 

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제34조의 규율에 비추어,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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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동시에 진단서･처방전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방전 등은 의사가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

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여(대법

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

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

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그러나 동조항에서  대법원은‘자신이 진찰한 의

사’4)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문언의 표현으로 볼 때 의사라 

하더라도 당해 환자를 스스로 진찰한 바가 없이 진료기록만을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

해 듣기만 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처방전 등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하였다

면, 이를 위 개정 전 조항에서 말하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

도1388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정 등이 전제된다면, 전화 통화를 통한 진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5) 

4)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한 의사’와 달리 ‘자신이 진찰한 

의사’로 규정을 두고 있어, 그 문구의 의미가 다른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5) 즉, 대법원은 전화진찰이 대면진찰에 준하는 정도의 진찰이라는 정도라면 의료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대면진찰에 준하는 정도’라는 개념 또한 모호하므로 그 한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이승준, 2014. 12,“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법

제연구� 제47호. 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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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현행 의료법은 처방전의 발급 주체에 대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하고 있고, 환자가 아닌 일정 범위의 자에 의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를 통한 처방전의 작성 내지 교부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의료인이 의료기

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현행 법제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

서 의사가 전화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다(조승국, 2020; 조혜선, 2017; 장연화･백경희, 2013; 김민아･이경아, 

2018).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뒤 의료인과 환자 양측을 보호

하기 위해 2020. 2. 24.부터 환자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형태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메디컬옵저버 2020. 4. 29.자 뉴스).6) 

Ⅲ.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교부와 의료분업 

1. 신뢰의 원칙에 근거한 분업의 원칙  

가. 신뢰의 원칙과 분업의 원칙

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이란 교통사고와 관

련하여 판례에 의해 발전해 온 책임분배의 법리이다. 즉,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충분하며,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고 그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는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그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조정

6) 메디컬옵저버 2020. 4. 29.자 뉴스, 복지부, 기획재정부 원격의료 육성 의지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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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으로 평가되면서, 다수인의 업무분담이 요구되는 타 영역의 과실범의 경우

도 확장하여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문정민･김운곤, 2005; 전병남, 2003; 천진호, 

2015).

의료에 있어서도 다수의 의료종사자가 팀을 이루어 업무를 분장하며 환자의 치료

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대하여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7) 의료

의 분업과정은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다수의 

의료종사자가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과정이나 역할분담과정에서의 오류 등

으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장연화, 2019; 김상중, 

2010).  

나.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

의료분업은 수평적 분업(horizontale Arbeitsteilung)과 수직적 분업(vertikale 

Arbeitsteilu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다수의 의료종사자가 관여하는 의료

분업행위에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

로, 대등한 지위의 의료종사자나 병원 사이에서는 각 의료종사자나 병원이 분업하여 

전담한 의료행위를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신뢰하면 충분하므로 각자 자신이 담당한 

업무분담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된다(전지연, 2004; 김민중 역, 2010). 후자

는 의료분업행위에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지휘・감독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지휘・감독자에게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당사자를 신뢰하여서는 아

니되며, 지휘･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최호진, 

2007; 정웅석, 2010). 후자의 예로는 의사와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의사와 의료

기사 간을 논의할 수 있고, 이 때 지휘･감독자는 의사가 된다.

7) 이는 소위 ‘협진’을 내포하는 협력진료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바, 통상 협진은 의사와 의사 사이에 이루어

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의료인 개념의 다의성으로 인해 협력진료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협진에는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의 양상 모두가 포섭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로 이은영, 2014, 
“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시론적 고찰”,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6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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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분업  

가. 간호조무사의 지위

의료법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8) 간호사를 보조하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

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

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

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 업무9)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동조 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며(동조 제2

항), 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제3항). 종래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에 관하여 간호조

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

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6. 12. 30. 이러한 규정은 삭제되었는바, 간호

조무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문의 규율은 현재 부재하다.  

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수직적 분업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의 보조와 환자의 간호에 종사하는 것

으로 압축되는데, 이 중 의사의 진료의 보조는 수직적 분업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대법원도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

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

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

8) 이는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독립된 면허를 지니면서 일정 범위 내에 독립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대별된다.; 류기환, “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60집(2015), 400쪽.
9) 의료법 시행령 제2조는 이에 대하여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②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

건 활동, ③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④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라고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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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44 판결),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

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

를 수행하므로 수직적 분업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수직적 분업 의료관계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행위마다 현장

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

조행위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문제

된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모든 진료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진료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

라 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 정도의 경중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정규

원, 2012). 즉,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 

경우 의사의 입회의무 내지 지도･감독의 정도는 높아져야 하나, 위험성이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의 입회가 의무화되지 않고 지도･감독의 정도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가. 개관

대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여기서 해당하는 보조행위

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결).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대법원은 간호조무

사가 마취제를 직접 정맥을 통해 주사하는 행위(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간호조무사의 산모에 대한 양막 파열 시술행위(대법원 2010. 5.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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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755 판결) 등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행위의 경우

1) 대법원은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

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

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

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

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

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

야만 한다.”고 하면서, 의사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을 적

어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위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의 내

용에 따라 원무과 접수실 옆 약품진열장에서 종류별로 용기에 들어 있는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2) 또한 대법원은 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乙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의약품을 약통에서 분리, 혼합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병원의 규모

와 입원환자의 수, 약제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

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4도12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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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대상판결은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의 내용이 확정된 후 교

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수직적 의료분업을 통해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전 내용의 확정 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이를 환자에게 교

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이 

정확하고 의사의 명의로 발급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 간호조무사에게 수기의 처방

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거나 기계적으로 출력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처방전이 의사의 명의로 발급

되는 만큼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처방전이 잘못 발급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중대하고,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비추어, 처방전의 

작성과 발급 과정에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의사만

이 수행하여 한다.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의 규정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처방

전 발급행위의 주체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감독은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행위의 위험성, 환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규모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

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

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10)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혹은 의사의 

10) 대법원은 과거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가(대법원 1972. 3.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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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및 진료보조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감독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한 지시･감독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이 처방전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간호조무사는 이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처

방전의 작성에 관한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사안은 그와 같이 파악할 수 

없다. 즉,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의사가 전화를 통해 처방전의 구체적 내용을 재확인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간호조무사에게 임의로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

하도록 한 부분은 그것이 수기의 처방전이든 전자처방전이든 불문하고 의사만이 접

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간호조무사가 개입한 것이므로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어선다

고 할 수 있다. 가사 처방전의 작성･교부 행위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라고 보더라도, 의사의 입회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 행위

와 관련된 앞서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는바, 처방전의 작성･교

부는 발급 주체가 의료법의 명문의 규정을 통해 의사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엄

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72도342 판결) “피고인의 코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높이기 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을 함께 감안하면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미용성형수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견해를 변경하였는데(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이 때에는 질병의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이 의료행위라고 파악하였기에 현재의 의료행위의 외연보다 

좁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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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방전 발급 주체와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동시 위반한 경우 죄수 관계

1.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규정의 경우 의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

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추구함은 동일하나,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경우는 

의료행위 수행과정의 측면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한 후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환자에

게 의약품의 처방한다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경우 동법에서 엄격하게 의사가 되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

고, 의료행위는 이렇게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의료보조자에게 의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으로 자격적 요건의 장벽을 세움으로써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

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13. 

6. 27. 2010헌마658 결정).11) 그러므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구성요건 및 법정형, 행정처분상 차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89조를 종합하면 ① 의료인

일 것, ②의료업에 종사할 것, ③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할 것, ④ 직접 진찰 등에 

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할 것, ⑤ 이러한 진단서 등을 환

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검시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할 것인

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구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11) 2019. 4. 23. 의료법 개정시 제27조 제5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제27조 제1항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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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

2호 가. 5)항에서는 위 요건에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의사에 대하여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87조를 종합하면, ① 의료인이 아닐 것, ② 의료행위를 할 것, 

③ 의료인일 경우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

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료인일 경우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 위 규칙 제4조 제2호 가. 19)항에 의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2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제17조 제1항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미치는 영향이 커 이

를 금지할 더 큰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3. 양자의 죄수 관계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하여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등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개의 행위란 법적 개념으로서 자연적 의미에서의 

수개의 행위도 구성요건에 의하여 법적 의미에서는 1개의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죄수

결정은 구성요건표준설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이재상․장영민･강동범, 2019). 

그러므로 두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이 다르고,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

이 상이하기에 전혀 별개의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2개

의 죄에 해당하고, 그 두 죄의 관계는 일견 형법상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경우 의사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였기에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를 넘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였기에 동법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

된다고 할 것이기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수준이 다르기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때 의사는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를 한 것인데, 이것이 1개의 행

위인지가 문제된다.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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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687 판결), 의사가 한 행위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처방전을 발급하

도록 한 것이기에 사회관념상으로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40조

에서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

상적 경합관계이다. 상상적 경합은 성립요건으로 행위의 단일성과 수개의 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위와 같이 의사는 1개의 행위로서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이기

에 이 두 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할 것이다.    

4. 검토  

대상판결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전화를 받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당해 의사의 행위는 사

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처벌규정 제89조) 및 동법 제27

조 제1항(처벌규정 87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본 사안의 특이점은, 위 의사는 

형사벌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

으나(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870 판결, 2016. 12. 10. 확정), 

행정처분으로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아니라 동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하

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본 사안에서 동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의사의 행위가 비대면 진료이자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분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 지

시에 있어 처방전 기재내용은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

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이기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처방전 발급행위의 주체가 의사로 한정

되어 있으며, 처방전은 약품 투여 등을 위한 것이기에 잘못 발급시 의료과실로 연결

되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

을 지시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사에 대하

여 다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대상판

결 사안의 경우 동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자 동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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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관계에 있고, 이미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확정된 상황이

라 이 판결은 위 제27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기판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12)

Ⅴ. 결론 -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와 법제 정립의 필요성

1. 전화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허용 여부  

대상판결은 원고의 전화를 통한 처방전 작성･교부 지시행위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2 

제1항의 취지가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 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전화 진찰을 통해 

처방전 작성･교부를 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비대면 진료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이 가능하고, 원

칙적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17조의2 제1항의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의사

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추후 특정 질환을 지닌 환자나 특정 범주의 대상자, 

특정한 상황을 한정하여 원격의료로 허용한다는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허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작금의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국가 보건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비대면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 

12) 만약 다시 기소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존 행정처분 근거인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설령 본 판결에서 의사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하

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를 지시한 것이 제17조 제1항의 위반으

로 의율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기존에 대법원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고 대면진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환자의 용태나 질환에 따라 

의사가 전화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의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대상으로 함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본 사건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신이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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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

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조무사의 전화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허용 여부  

대상판결의 사안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인

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진료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처방전의 작성･교부행위가 포함되는지,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의료분업에 있어

서 신뢰의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의사가 처방전 

기재내용을 특정하여 결정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이기에, 그 지시에 따라 간

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상 처방전의 작성･교부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주체를 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환자에게 적합한 용량과 투

약일수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결정하고 확인하여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한 것

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이는 처방전 작성･교부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환자의 신체･

건강에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

을 통하여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주체에 제한을 둔 것이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간호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진료보조를 수

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가 의료인에 상응한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처방전 작성･교부행위는 

분업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가사 분업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라

고 하더라도 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감독은 일반적인 지시･감독만으로는 부

족하고 의사의 입회가 필요하며 의사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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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한 명문규정의 필요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자이며, 의사의 진료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간호사의 업무와도 

중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하여 의료법은 하위법령인 시

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

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을 통해 종래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

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2016. 12. 30. 이를 삭제한 이래, 아직까지 이

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문

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입법상 필요가 있으며(조재현, 2015), 이 때 간호조무사는 의

료인인 간호사와 달리 교육 기간과 수련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13) 간호조무

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의 정도는 간호사보다 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지 않는 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간호조무사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

해서까지도 ‘진료보조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의료분업과 관련된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연계된 

문제이기에 죄수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3) 즉 간호사의 지위는 단순한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의료인 면허를 지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구비한 의료전문

가이므로 간호조무사와 차이가 있다.; 김성은. 2018. 08,.“수직적 의료분업과 합리적 형사책임귀속에 

대한 소고(小考)”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350-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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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edical division of labor about prescription 

and prescription issuance by phone

14)Baek, Kyounghee*･Chang, Yeonhwa**

Abstract 

The behavior that became a problem in the target judgment was that 

the doctor performed medical treatment remotely through telephone 

consultation in the absence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issued a 

prescription through a nursing assistant.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 nursing assistant is a person who can 

perform medical activities only in the case of a medical assistant, even 

though he is not a medical person under the medical law, the i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the doctor’s nursing assistant should be strengthened. 

Moreover, in 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medical law,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ubject of the prescription issuance to patients 

is limited to doctors, and if the prescription is issued incorrectly, the 

effect on the patient is significant. Consequently, nursing assistant’s 

issuing a prescription remotely under the direction of a physician is not 

considered as a Medical assistanc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whether the issues that the Supreme Court 

judges are valid based on the rules of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amendment 

to related laws.

Field: SA0709. Medical Service Act/Heath Act

Key Words: Prescription Issuance, Medical Practice, Medical Division of 

Labor, Nursing Assistant, Medic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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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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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

으로 연구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퇴치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마약류사범을 다루는 전문 인력과 치료기관들이 부족하여 치료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효과성은 현재의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감호 효과성보다 치료･재활의 효과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청소년 마약류 퇴치방법 중 법무부와 민간부문의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예방교육으로 마약퇴치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대응은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다양

화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 및 정상적인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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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청소년들의 삶의 형태는 과거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고 있다. 최근 재벌가 2,3세대와 일부 연예인들이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

어 사회적인 문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대그룹의 임원이나 재벌 2,3세, 그

리고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미

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예기획사의 불법 성매매와 마약

범죄는 연예인을 꿈꾸거나 동경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

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2019년 마약단속에 의해 적발된 

사례를 보듯이 일반인도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텃밭에 양

귀비를 재배하는 등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해양경찰청, 

2019.8.5). 이와 같이 마약류사범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한 마약류사범의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764명이던 것

이 2019년 16,04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종마약

류1)의 증가와 제조법의 간소화 등으로 더욱더 지능화 및 조직화되고 있다(전영실 

외, 2017; 김학신, 2012).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범죄적 특성상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어렵고, 공급체계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경험하지 않았

던 일반인들도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마약류를 소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 2018).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청정국가로 알려져 왔지만,2) 최근 10년 

동안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마약류 범죄백서,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대응에만 의존해 왔으며, 마약류범죄 예

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및 홍보 등은 미비했다. 그러나 늦게나마 정부에서

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선 의료 및 연구와 관련한 목적으로 2018년 

1) 실무적인 개념으로 공식적인 통계를 제시하는 대검찰청과 관세청에서는 대마, 코카인, 헤로인 및 메스암페

타민(전통마약)을 제외한 것으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마약류뿐만 아니라 과거에 남용사례가 거의 없었지

만 최근 새롭게 확산되는 마약류를 포함하며,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된다.
2) 청정국가란 마약류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인 국가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30명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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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약류 취급에 대한 전 과정을 보고･수집･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개선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마약류를 취급하

는 모든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통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최대

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마약류에 대한 의식은 인간이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도피를 꾀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모럴해저드와 같이 사

회심리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찰의 과학수사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마약류에 대

한  수사 활동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다양한 수사내용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마약치료를 

위한 예방정책과 실효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

응방안과 정책모델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마약류사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마약류사범의 개념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

해가 있는 약물로써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정

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2019 마약류 범죄백서, 2020).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

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2조에 의하면 마약에는 양귀비, 아

편, 코카잎 등으로 그 원료나 그로부터 추출된 모든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메스암페라민(일명 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무색･

무미･무취 환각제) 등을 의료용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

용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마란 대마초

(Cannabis sativa L)를 말하며, 이것을 원료로 하여 화학적 합성품과 혼합물질 또

는 혼합제제를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또한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는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전의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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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한 법률)｣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형법｣등이 있다(2019 마약류 범죄백서, 2020). 이러한 마약류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을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할 정도로 강하고(의

존성), ② 약물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을 중지할 경우, 온 

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고(금단증상), ④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

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였다. WHO에서 정의한 것처럼 마약은 약물에 대한 의

존성이 강하고, 내성이 증가하며, 사용중지 시 금단증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를 병들게 하는 파급성이 강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주요 국정의

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의를 ‘마약류

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오･남용을 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

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2. 마약류범죄의 원인과 유형

가. 마약류범죄의 원인

스트레스(stress)란 인간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했

을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Lazarus, 1993). 모든 인간은 

삶을 영위하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겪으면서 성장하거나 그 과정에서 괴로워한

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불안, 우울, 초조와 같은 심리적 반응과 두통, 변비, 근

육경련, 식욕저하 등 신체적 반응 및 충동적 행동, 긴장성 경련, 과잉반응 등의 행동

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현수, 1997). 특히 청소년시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환기적 성격과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

는 과도기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또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

장으로 인해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 및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Diclemente, 

Hansen & Ponton, 1996; 위휘, 2005; 김요셉･김성천･유서구, 2011). 특히, 우

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경쟁적인 학업분위기, 교사 또는 부모와의 대화단절 등의 스트

레스 유발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화창구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장영애･손영미, 2006). 이와 같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수용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면, 반항하거나 긴장완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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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Redston-Iselin, 

2005; 김현미･안효자･손정태, 2007).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학벌이나 학연중

시 등 사회구조적인 경쟁과 대립 풍조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처방법과 건강한 생활양식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위기상황에 직면하기 쉽다(변영순･이

혜영, 2005). 그리고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및 심리적･행동특성 요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김요셉･김성천･유

서구, 2011).

나.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유형 및 특징

2017년 청소년범죄자는 72,759명으로 전체 범죄의 3.9%에 해당하며, 그 중 학

생범죄자는 55,074명(75.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학교 밖 청소

년의 범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 학생신분을 가진 청소년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매년 100명 이상의 청소년 마약류범죄자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범죄 중 마약류의 종류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보다는 ‘본드’ 등의 흡입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최근 대마로 인한 중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 청소년백서, 2019). 또한 청소년들은 PC와 스마트폰

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다양한 마약관련 

정보들을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마약류 밀거래의 이용수단으로 활용

되거나 대마초 등의 재배법이 유통하는 등 마약에 대한 접근이 과거보다 많이 쉽게 

접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SNS와 택배서비스를 통한 유통과정이 다양화

되면서 암수범죄3)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대검찰청, 2018).  

3)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공식적으로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박성수·백민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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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사범에 대한 현황과 실태

가. 마약류사범의 현황

마약류범죄는 일부 연예인, 유학생 및 부유층 등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마약류범죄백서, 

2019). 마약류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생산･유통･제조･사용에 이르는 단계까지 국가별 통제정책으로 인하

여 밀수･밀매 등 불법적인 행위들을 동반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통과정의 발달로 제

3자에 의한 배달(SNS를 통한 거래와 택배 등)을 통하여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사범의 검거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인 본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

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사범의 검거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청소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2008〜2019)

연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체 마약류 사범
인원(비율)

2008  23(0.2)  9,898(100.0)

2009  82(0.7) 11,875(100.0)

2010  35(0.4)  9,732(100.0)

2011  41(0.4)  9,174(100.0)

2012  38(0.4)  9,255(100.0)

2013  58(0.6)  9,764(100.0)

2014 102(1.0)  9,984(100.0)

2015 128(1.1) 11,916(100.0)

2016 121(0.9) 14,214(100.0)

2017 119(0.8) 14,123(100.0)

2018 143(1.1) 12,613(100.0)

2019 239(1.5) 16,044(100.0)

자료: 대검찰청(2009~2020). 마약류범죄백서에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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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3명이었던 청소년 마약류사범4)은 2014년 102명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서 2018년 143명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239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마약류 범죄백서, 2020; 청소년백서, 2018). 마약류범죄가 2014년 이후 매

년 100명 이상 검거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접근이 쉽다는 것이다. 지

금까지 우리나라 마약류 접촉자들은 30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숫

자는 세종특별시 인구에 맞먹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성수･백민석, 2019). 

마약류사범은 <표 1>에서 보듯이 매년 평균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2016년부터 

매년 1만 4천여 명이 검거되었다. 청소년 마약류사범도 매년 74.7명이었고, 2014

년 이후부터는 100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2019)에 의하면 청

소년 마약류범죄 현황에서 2017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70명(59.0%), 대마가 49

명(41.0%)로 나타났으며, 10년 동안 2~3년 주기로 마약류사범이 검거되었다(대검

찰청, 2019).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마약류사범을 조직폭력배처럼 마약류사범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약청’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신종마약류는 독한 

냄새를 없애는 제조기법의 발전으로 마약류범죄들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은밀한 밀

매조직을 통하여 SNS(사회관계망)와 택배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나.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실태

<표 1>과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범죄자는 2008년 5.5%(134,992명)에서 점점 

감소하다가 2012년 5.1%(107,490명)로 증가한 후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으

며, 2017년에는 3.9%(72,759명)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함께 청소

년범죄자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청소년범죄자가 3.9%였지만, 전

체 강력범5) 36,583명 중에서 청소년강력범이 3,463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백서, 2018). 이처럼 청소년의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강력범죄는 해마

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의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의 경우 2008년 1,589

명(52.7%)에서 2017년 3,083명(89.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흉악범의 

경우는 2008년 1,427명(47.3%)에서 2017년 380명(11.0%)으로 ⅓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의 온상인 가출 청소년의 공동체인 가출팸(가출 + 패

4) 2008년 「소년법」 개정에 의하여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소년범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5) 흉악범(살인, 강도, 방화)과 성폭력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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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 합성어)이 2017년 51개(254명)에서 2018년 91개(435명)가 적발되었고, 

2019년 상반기까지 59개(335명)의 가출팸이 경찰에 의해 해체되었다(연합뉴스, 

2019. 8. 24). 가출팸에 의한 청소년의 범죄는 우발적 단독범행보다 공동정범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선택하며, 범죄경력이 많고 가출횟수와 경험이 많을수록 강력범죄

를 선택한다(오세연, 2018). 또한 청소년 범죄증가는 범죄수법을 공유하거나 교육

을 시켜 제2, 제3의 범죄를 양성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사회･경제적 범죄자를 

확산시키고 있다(이시연, 2018). 

위와 같이 해마다 청소년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성폭력 

및 강력범죄와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출팸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류범죄의 증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청소년들의 마약류범죄가 매년 

100명이상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는 일반 생활형이나 강력범죄들과 달리 그 성격을 다르게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해외 유학으로 인한 마약류의 접근은 쉽게 이뤄지고 있으며, 심리적 불

안요소와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Rice & Dolgin, 

2009). 

 

4. 선행연구 

마약류사범증가와 함께 학계와 전문가들도 마약류사범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다. 지금까지 마약류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태(2009)는 마약류가 가정주부, 농민 등 거의 모든 사회계층으로 급격히 확산

될 수 있고, 마약류의 제조･밀수･밀매행위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국제마

약･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는 마약류범죄의 통제방안으로는 경찰

의 교육훈련 내실화, 경찰의 예방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통한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박영수(2014)는 마약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

결과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관리체제에 대한 정책은 단속･통제 중심에서 예방 홍

보 및 재활치료로 전환과 마약류 관련 정책수립 및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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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민

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및 마약법원제도 도입 등 예방홍보

를 강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성애･조호대(2018)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

관기관을 관리･통제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지역사회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오남

용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이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식과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낭희(2008)는 자발적으로 마약류의존 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성인남

녀를 대상으로 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치료재활서비스 수가 많으며, ‘동료의존자

의 지지’가 클수록 이용하는 치료재활서비스 수가 많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영실･김지영(2017)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의 유예처분시 부가처분 등 판결문 

조사와 보호관찰 운영 실태를 토대로 사후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 형의 

유예처분을 받았을 경우 보호관찰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형의 유예처분

시 보호관찰에 대하여 마약류종류나 행위유형을 고려한 사후관리, 현장출동 강화, 

약물검사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다양한 약물검사를 진행하는 

효율성, 그리고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 및 전문성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규제정책 및 범죄 실태, 그리고 일반적인 대응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마약류범죄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헌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약수사관의 현행 문제점

과 개선책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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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경찰과학수사관들의 의식을 실증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류범죄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법을 통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20부를 이메일과 직접 방문으로 배부하여 8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자료로 85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효과성 6문항(중요도 3문항, 만족도 3문항), 청소년에 대한 마약

퇴치방법 6문항(중요도 3문항, 만족도 3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표 2> 설문응답자의 특성

【성  별】 【연  령】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남성 81 95.3 20대 2 2.4

여성 4 4.7
30대 32 37.6

40대 33 38.8

합계 85 100.0
50대 이상 18 21.2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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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은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였고,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설문문항들을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과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Ⅳ.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에 관한 실증분석과 개선방안  

1.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가. 현재의 치료프로그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에 의한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80호)에 의한 치료감호가 

있다. 치료보호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전국 21개의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을 

통하여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 하는 조치로써, 입원치료는 2개월 

단위이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지침)에 의

하여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

활센터｣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대검찰청, 2019). 이러한 마약류 중

독자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프로그램 중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효과성 중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

【학  력】 【근무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고졸 30 35.3 10Y 이하 34 40.0

전문대졸 13 15.3 11Y ~ 20Y 이하 30 35.3

대졸 34 40.0 21Y ~ 30Y 이하 16 18.8

석사이상 8 9.4 30Y 이상 5 5.9

합계 85 100.0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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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표 3>과 같이 정책적 중요도는 전체 평균 4.2353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과제

추진의 만족도는 2.6824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과제추진의 만족도에 있어 재활치

료와 치료감호의 효과성보다 현재의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만족 수준

이 가장 낮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을 치료

할 전문 인력과 치료기관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매우 미미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속적･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

한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별을 제외한 변수들은 집단 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현재

의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3>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현재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성별
남성 81 4.2716 .70732

4.591 .035**
2.6790 .91961

.023 .879
여성 4 3.5000 .57735 2.7500 .50000

연령

20대 2 4.0000 .00000

.312 .817

2.5000 .70711

.591 .623
30대 32 4.1563 .72332 2.7813 .90641

40대 33 4.3030 .72822 2.7273 .83937

50대 이상 18 4.2778 .75190 2.4444 1.04162

학력

고졸 30 4.2667 .73968

.337 .798

2.7667 .97143

1.473 .228
전문대졸 13 4.3846 .50637 2.3846 .86972

대졸 34 4.1765 .79661 2.8235 .83378

석사이상 8 4.1250 .64087 2.2500 .88641

근무

기간

10Y 이하 34 4.1471 .70205

1.956 .127

2.7647 .95533

1.048 .376
11Y ~ 20Y 이하 30 4.2333 .72793 2.8000 .84690

21Y ~ 30Y 이하 16 4.5625 .62915 2.3750 .95743

30Y 이상 5 3.8000 .83666 2.4000 .54772

전체 85 4.2353 .71792 2.6824 .9025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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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또한 마약류사범은 교정시설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협약에 의한 전국 52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1개월의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을 16시간 단위로 총 

8회기를 진행하고 있다(김주은, 202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9). 최근 검찰에서

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처벌 위주 보다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40시간

의 마약중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약

물중독재활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대검찰청, 2020). 

이러한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치료･재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

면, <표 4>와 같이 정책적 중요도는 전체 평균 4.3176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제

추진의 만족도는 2.7176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효과성에 

있어 현재의 치료프로그램과 치료감호의 효과성보다 재활치료의 효과성이 더욱 중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마약류사범의 관리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기능의 강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를 통한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신속한 사회복

귀와 정상적인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모

든 변수들은 집단 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효과성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성별
남성 81 4.3457 .69211

2.873 .094
2.7284 .96193

.220 .640
여성 4 3.7500 .50000 2.5000 .57735

연령

20대 2 4.0000 .00000

.214 .886

3.0000 .00000

.696 .557
30대 32 4.2813 .72887 2.8750 .90696

40대 33 4.3636 .69903 2.6667 .92421

50대 이상 18 4.3333 .68599 2.5000 1.09813

학력

고졸 30 4.3667 .66868

.850 .471

2.7000 1.02217

.799 .498전문대졸 13 4.5385 .51887 2.4615 .96742

대졸 34 4.2353 .74096 2.8824 .9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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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감호

치료감호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정책적 중요도는 전

체 평균 4.2235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제추진의 만족도는 2.6941로 낮게 나타났

다. 치료감호의 효과성 역시 마약류사범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또한 치료감호소는 주로 정신분열증환자들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물환자들을 전담하는 의료진과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치료감

호의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공간 확보 및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별을 제외한 변수들은 집단 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치료감호의 효과성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하였다. 

<표 5>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감호 효과성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석사이상 8 4.1250 .83452 2.5000 .53452

근무

기간

10Y 이하 34 4.2353 .69887

1.857 .143

2.9118 .90009

.999 .398
11Y ~ 20Y 이하 30 4.3667 .71840 2.6667 .99424

21Y ~ 30Y 이하 16 4.5625 .51235 2.4375 1.03078

30Y 이상 5 3.8000 .83666 2.6000 .54772

전체 85 4.3176 .69371 2.7176 .94632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성별
남성 81 4.2593 .70317

4.497 .037**
2.7037 1.00554

.160 .690
여성 4 3.5000 .57735 2.5000 .57735

연령

20대 2 4.0000 .00000

.651 .585

3.0000 .00000

1.827 .149
30대 32 4.2188 .65915 2.9688 .93272

40대 33 4.3333 .73598 2.6061 1.02894

50대 이상 18 4.0556 .80237 2.3333 .9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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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2. 마약류 예방교육의 효과성

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퇴치예방교육

청소년에 대한 마약퇴치방법 중 마약류 예방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

보면, <표 6>과 같이 정책적 중요도는 전체 평균 4.3882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제

추진의 만족도는 2.6824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퇴치방법 중 법무부 

산하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과 민간부문의 예방교육보다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위해서는 단속 및 처벌 등 사후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대책인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단속 및 적발, 처벌강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을 통한 마약퇴치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마약류 사용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방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마약류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과 지역사회, 학교 등의 협력체계 구

축과 교육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령과 근무기간을 제외한 변수

들은 집단 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

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높아질수록 마약류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정책적

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학력

고졸 30 4.1667 .74664

.127 .944

2.7667 1.00630

.680 .567
전문대졸 13 4.3077 .63043 2.4615 1.05003

대졸 34 4.2353 .74096 2.7941 1.00843

석사이상 8 4.2500 .70711 2.3750 .74402

근무

기간

10Y 이하 34 4.2059 .64099

.832 .480

2.9706 .90404

2.096 .107
11Y ~ 20Y 이하 30 4.2333 .77385 2.6333 1.06620

21Y ~ 30Y 이하 16 4.3750 .71880 2.2500 1.00000

30Y 이상 5 3.8000 .83666 2.6000 .54772

전체 85 4.2235 .71342 2.6941 .9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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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에 대한 마약퇴치방법: 마약류 예방 교육 효과성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성별
남성 81 4.3951 .64574

.195 .660
2.6914 .93062

.165 .686
여성 4 4.2500 .50000 2.5000 .57735

연령

20대 2 3.5000 .70711

3.276 .025**

3.0000 .00000

.824 .484
30대 32 4.2188 .60824 2.7500 .95038

40대 33 4.4848 .61853 2.7576 .79177

50대 이상 18 4.6111 .60768 2.3889 1.09216

학력

고졸 30 4.4667 .68145

.523 .668

2.7000 1.02217

.571 .636
전문대졸 13 4.2308 .59914 2.5385 .87706

대졸 34 4.3529 .64584 2.7941 .88006

석사이상 8 4.5000 .53452 2.3750 .74402

근무

기간

10Y 이하 34 4.1471 .65747

3.362 .023**

2.8824 .84440

1.183 .321
11Y ~ 20Y 이하 30 4.5000 .57235 2.6000 1.00344

21Y ~ 30Y 이하 16 4.6875 .47871 2.5625 .96393

30Y 이상 5 4.4000 .89443 2.2000 .44721

전체 85 4.3882 .63797 2.6824 .91563

**p〈0.05, ***p〈0.01

나. 법무부 산하 예방교육의 효과성

법무부 산하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정책적 

중요도는 전체 평균 4.2235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제추진의 만족도는 2.5882로 낮

게 나타났다. 특히, 과제추진의 만족도에 있어 마약류 예방교육과 민간부문 예방교

육보다 법무부 산하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만족 수준이 가장 낮다

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법무부 산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약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무부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며, 전

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예방교육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근무기

간을 제외한 변수들은 집단 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높아질수록 법무부 산하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정책

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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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소년에 대한 마약퇴치방법: 법무부 산하 예방교육 효과성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성별
남성 81 4.2346 .69411

.452 .503
2.6049 .99598

.498 .483
여성 4 4.0000 .00000 2.2500 .50000

연령

20대 2 4.0000 .00000

.763 .518

3.0000 .00000

1.141 .337
30대 32 4.0938 .68906 2.6875 1.02980

40대 33 4.3030 .63663 .2.6667 .85391

50대 이상 18 4.3333 .76696 2.2222 1.11437

학력

고졸 30 4.3000 .65126

.332 .802

2.7000 1.02217

1.748 .164
전문대졸 13 4.0769 .64051 2.3077 .94733

대졸 34 4.2059 .76986 2.7353 .93124

석사이상 8 4.2500 .46291 2.0000 .92582

근무

기간

10Y 이하 34 4.0588 .64860

3.506 .019**

2.8235 .93649

1.389 .252
11Y ~ 20Y 이하 30 4.2667 .63968 2.5333 1.04166

21Y ~ 30Y 이하 16 4.6250 .50000 2.3125 1.01448

30Y 이상 5 3.8000 1.09545 2.2000 .44721

전체 85 4.2235 .67922 2.5882 .97948

**p〈0.05, ***p〈0.01

다. 민간부문의 예방교육 효과성

민간부문의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정책적 중요도는 전체 평

균 4.2941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제추진의 만족도는 2.6353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퇴치운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부문의 예방교육에 대한 

장점은 현장에서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예방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향

상시키는 것이고, 국가기관보다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

관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무기간을 제외한 

변수들은 집단 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적으로 근무기간이 높아질수록 민간부문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다. 



334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표 8> 청소년에 대한 마약퇴치방법: 민간부문 예방교육 효과성

구     분 N
정책적 중요도 과제추진의 만족도

Mean SD F p Mean SD F p

성별
남성 81 4.2963 .73220

.016 .901
2.6420 .97863

.082 .775
여성 4 4.2500 .50000 2.5000 .57735

연령

20대 2 3.5000 .70711

1.427 .241

3.0000 .00000

.196 .899
30대 32 4.1875 .73780 2.5938 1.01153

40대 33 4.3636 .69903 2.6970 .88335

50대 이상 18 4.4444 .70479 2.5556 1.09664

학력

고졸 30 4.2667 .69149

.246 .864

2.7333 .98027

1.645 .186
전문대졸 13 4.3077 .63043 2.2308 .92681

대졸 34 4.2647 .79043 2.7941 .94643

석사이상 8 4.5000 .75593 2.2500 .88642

근무

기간

10Y 이하 34 4.0882 .75348

3.872 .012**

2.7353 .99419

.231 .874
11Y ~ 20Y 이하 30 4.4000 .67466 2.5333 .97320

21Y ~ 30Y 이하 16 4.6875 .47871 2.6250 1.02470

30Y 이상 5 3.8000 .83666 2.6000 .54772

전체 85 4.2941 .72084 2.6353 .96173

**p〈0.05, ***p〈0.01

3. 분석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들은 청소년의 효과적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효과

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지만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기대이하로 낮게 나

타났다. 현재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과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프

로그램(2.6824)과 재활치료프로그램(2.7176) 및 치료감호(2.6941)에 대한 평균이

하의 낮은 만족도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마약류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

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감호에 대

한 효과성에서도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 정신분열증환자의 치료에 중점

을 두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진과 치료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증가로 인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

지만, 마약류 예방교육의 만족도(2.6824)와 법무부산하 예방교육(2.5882)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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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예방교육(2.6353)은 평균이하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정책에 그

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인 의료진 

및 치료기관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산하 예방교육은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

도를 나타냄으로써 민간부문과 보다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은 개인 혼자만의 의지에 따라 단약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단체생활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과 프로그램에 맞춰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한

다(한국일보, 2020.6.27).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치료･재

활의 정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V. 결론: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정책과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그 분석결과 청소년 마약

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는 높았으나 마약류사범에 대한 전문 인

력과 치료기관들이 부족하여 치료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수사관들은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효과성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

램과 치료감호 프로그램의 효과성보다 치료재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퇴치방법으로 법무부와 민간부

문의 예방교육을 상호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실효성 있는 예

방교육을 통한 마약퇴치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방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

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각 자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신속

한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는 다양한 예방교육과 유관교육 기관과의 협

력 시스템을 통한 마약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와 홍보 및 모

델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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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investigators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treatment of adolescent drug abu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ethods to effectively combat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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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policy model 

to promote rapid social return and normal life through diversification 

of rehabilitation treatment programs and effective prevention education 

in response to adolescent drug abuse.

Field: SE0301. Public Administration 

Key word: Youth drug, Narcotics crime, Drug treatment programs, 

Drugeradication campaign, Drug Prevention Education

*** First Author, Adjunc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Jungwon University
*** Co-Author, Ph.D. Department of Police Adminstration, Jungwon University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신문의 연예인 자살보도 

비교분석: 샤이니 종현과 에프엑스 설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준*･이수범**

논문접수일: 2020년 7월 1일, 1차 심사일: 7월 17일, 2차 심사일: 8월 7일, 게재확정일: 8월 14일
**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수료(heisnever@nate.com), 제1저자

**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soolee815@naver.com), 교신저자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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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권고기준> 2.0 시기와 3.0 시기에 자살 사건이 발생했던 샤이니 종현과 에프엑스 설리

의 자살보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샤이니 종현의 122개 기사, 34개 핵심어

를, 에프엑스 설리의 183개 기사, 41개의 핵심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두 사례, 특히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시기에 비해 3.0 시기에서 ‘자살’ 관련 어휘 

사용 빈도의 감소 및 표현 방식의 변화 등이 확인되었으나 당사자 주변인의 사생활 및 

구체적 상황 언급, 자극적 보도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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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직접 나서서 예방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

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동안 예방 차원에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자살이 개인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인

간관계로 비롯된 갈등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김병철, 2010; 김은이･송민호･김용준, 2015; 남재일, 2010). 

이에 자살을 사회적 병리로 보고 사회구조 속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

다(남재일, 2010). 그리고 사회적 병리의 원인으로 미디어에 의한 모방 자살이 주목

받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나 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가 반드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다. 특히 언론의 경쟁적인 보도 성향과 맞물려 선정적인 보도내용이 강조되는 대

표적인 보도가 바로 자살보도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여러 경험적 연구가 자살보도와 실질적인 자살률의 

상승 관계를 입증하거나 그 가능성을 증명하였다(Bandura, 1973; Niederkroten

thaler et al., 2010; Phillips, 1974; Pirkis et al., 2006).

이러한 이유로 자살 관련 보도를 구성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위험성과 파급효과

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2004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당시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현재까지 보도준칙으로 적

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발표 전후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를 비교한 결과, 비록 권고기준이 적용되어 가시화되기까지 짧

은 시간이나 자살이나 자살보도를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권고안이 마련

되었음에도 그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실증적 결과도 제시되었다(김연종, 

2005). 나아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변화되기까지 학계의 자살보도 연구

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자살보도 관련 연구는 특정한 요인만을 활용하여 단순 비교

하거나, 언어학적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였음에도 기사 제목만으로 범

위를 한정하거나, ‘자살’이라는 단어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만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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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간접 단어는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대욱･최명일, 2016; 

김병철, 2007; 김연종, 2005).

이에 본 연구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2013.09.09. 발표)>과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2018.07.31. 발표)>에 초점을 두어 각 권고기준별 자살보도 사례인 샤이

니 종현(2017.12.18. 사망)과 에프엑스 설리(2019.10.14. 사망)를 선정하여 자살 

관련 보도의 어휘 활용 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자살보도 관련 연구(김대욱･최명일, 2016; 김병철, 2007; 김연종, 2005)

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언어학적 분석을 이용하되, 방법론적으

로 새로운 분석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각 시점의 자살보도 내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단어는 무엇이며,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자살과 관련한 특정 어휘와 관련 정보

의 활용 양상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언론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간이 모니

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언론이 자살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탐색

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의 자살보도와 모방 자살

오늘날의 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미디어는 지역사회의 태도, 신념, 행동에 강하게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관행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Victor et 

al., 2019). 이 때 미디어가 특정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보도하면 미디어 의제

가 수용자 의제로 전이되면서 해당 사회문제를 중요하다 인식하게 된다(Iyengar & 

Kinder, 1987).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는 미디어가 선별한 의제의 중요도가 공중 

의제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미디어가 특정 사건 혹은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면 수용자 역시 이러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다(김병철, 2008).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는 1972년 McCombs와 Shaw의 연구를 통해 처음 제기

된 이후 이슈의 대상(object)에 주목한 ‘1차 의제설정’에서 이슈의 구체적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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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에 주목한 ‘2차 의제설정’으로 진화하였다(양선희, 2008). 이후 온라인

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에서도 연구를 통해 의제설정 효과가 입증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안정윤･이종혁, 2015; 윤태일･심재철, 2003), 일각에서는 온라인

상의 역(reversed) 의제설정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다(김성태･이영환, 2006). 

그러나 미디어가 발굴하고 강조한 사건 혹은 이슈를 반복 노출하는 미디어의 보도 

행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살보도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타인이나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 이슈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

히 유명인의 자살 소식은 사회적으로 모방 자살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0월 자살자 수가 예년에 비해 68.8% 증가한 사례가 있으며 이 당시 원인

으로 유명인의 자살을 꼽는다(배준성･허태균, 2010). 이처럼 미디어의 특징 중 하

나인 반복적 노출은 대중들이 자살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도 미디어에서 노출된 자살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Pirkis et al., 2006).

자살보도와 실제 자살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사회학자 Phillips

(1974)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48년부터 1968년까지의 

뉴욕 타임즈에 실린 자살보도 기사를 분석한 결과 자살보도량과 1면 보도 유무가 실

제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Phillips, 1974). Phillips(1974)

는 이러한 결과를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 명명하며 실제 자살 건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보도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언론의 자살보도에 따른 위험성은 Phillips(1974)의 연구와 함께 Bandura(1973)

가 주장한 사회학습과정을 포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Bandura(1973)에 따

르면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모방’을 통해 사회학습이 일어나며, 

이러한 모방은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과 유사성이 높을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즉, 누군가의 자살 정보를 습득했을 때 미디어 수용자가 이러한 사실에 공감

대를 형성할 경우 모방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정승민･박

영주, 2009).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자살 사건의 대상을 평소에 동경하거나 자신의 

연령대와 비슷하다는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다면 모방의 대상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

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Pirki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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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명 연예인 자살보도의 영향

미디어의 자살보도 중 유명 연예인의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의학 분야의 연구를 참

고하면 유명 연예인의 자살보도 후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병

원으로 후송되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미영 외, 2010). 신

미영 외(2010)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888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예인 2명(고 안재환, 

최진실)의 자살보도 전후 동일한 방법(가스 방법 또는 의수 방법)을 활용한 일반인의 

자살시도 빈도는 6개월 전후 기간에서와 1년 전후 기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가스 방법은 6개월 전 0건에서 

보도 후 18건으로, 1년 전은 1건에서 보도 후 무려 4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의수 방법 역시 6개월 전 7건에서 보도 후 18건으로, 1년 전은 22건이었으나 보도 

후 39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유사하게 2014년 8월 12일에 사망한 해외 유명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

과 관련하여 자살 전후의 월별 자살 수를 역학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Fink, 

Santaella-Tenorio & Keyes, 2018), 그가 사망한 후 2개월 동안 일반인의 자살

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빈 윌리엄스의 사례와 동일 방식의 자살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언론 보도가 부분적으로 모방 자살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연예인의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모방 자살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자살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경제적 또는 심리적 

요인 등이 작용했다는 경험적 연구도 존재한다(Lutter, Roex & Tisch, 2020). 그

럼에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 전달된 연예인의 자

살 소식은 어려움에 처한 환경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 모방 자살을 선택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정적이고 상세한 여론 보도를 통해 전

달된 연예인의 자살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는 자살이 계속되는 투쟁의 해결책 또는 

모방할 가치가 있는 영웅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으로써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결

론짓게 할 수 있다(Carmichael & Whitley, 2019).

최근 국내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의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생전에 약물

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국내뿐만 



344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으로 자살 이후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사회

적 우려가 높았다(조선일보, 2019.11.26.). 국내 자살 동기 중 정신적 어려움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의 자살 관련 보도는 자살이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결과적으로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다(Lee, 2020). 

3. 자살보도 권고기준

미디어에 의해 전달된 연예인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모방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요한 매개체 및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살 사건을 보도하

는 언론은 그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 즉 사건의 재생산을 위한 기사 작성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자살 관련 보도를 구성하는 특정 키워드에 대

한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하

고 있다. 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WHO(2017)가 제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할 시 이행해야 할 지침과 기피해야 할 관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WHO(2017)가 제시한 자살보도 수칙이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자살보도 권

고기준>이 존재한다. 2004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당시 자살보도 윤리강령)>은 WHO(2017)의 수칙과 유사하게 

자살의 미화 방지, 구체적 정보 제공 금지, 사생활 보호 준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한국기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공동으로 언론 보도 환경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여 2013년에 <자살보도 윤리강령>를 재정비한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하였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자살보도 윤리강령> 

보다 2가지가 추가된 9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한국기자협회, http://journalist.

or.kr/news/section4.html?p_nu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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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자살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020년 현재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2018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

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 적용되고 있

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존의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압축하여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 http://journalist.or.kr 참조).

•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

용합니다

•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실 예

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존의 권고기준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

으로 원칙을 개정하여 자살수단 및 방법, 장소, 유서 등 모방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미준수 사안들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는 특징이 있다(헬스미디어, 

2018.08.01.). 또한 유명인의 자살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 제시한 유명인 자살보도 권고사항은 ‘유명인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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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

념해야 합니다’, ‘유명인의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

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무분

별한 유명인 자살보도가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우려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Pirkis et al.(2006)은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갖는 특징 중 광범위하고 반복되는 

보도, 유명 인사와 관련된 현저성이 높은 보도, 자살방법의 자세한 언급, 보도의 선

정성 등이 모방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김병철(2010) 역시 

연구를 통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으로 지적하였듯이 

자살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언급은 모방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국내에서도 자살보도가 유발할 수 있는 일반인의 모방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시작으로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노력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국내에서 자살보도의 내용적 측면을 

탐색한 연구를 비롯하여 유명인의 자살보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언론 보도의 내용분석을 탈피하여 기사 내 어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분석적, 방법론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대상과 

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개선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전후의 연예인 자살보도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전후의 연예인 자살보도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의 네트워크 구조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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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자살보도의 의미연결망 분석

뉴스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언어는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미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사상 등을 반영하는 기호학

적 코드(semantic code)이다(Fowler, 1991). 뉴스 언어는 사람들에게 특정 사실

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언어와 프레임을 바탕으로 뉴스를 

보도하는가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여 전달하기도 한다(이완수･최명일, 2019). 즉, 

뉴스 언어는 현실의 한 사건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의미나 관점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Fowler, 1991). 

앞서 자살보도 관련 문헌의 검토를 통해 뉴스에서 사용된 표현과 단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살보도 관련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내용분석은 언론 보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널

리 활용되었으나,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van Atteveldt, 2012). 내용분석을 

통한 언론 보도 분석은 신뢰할 수 있는 코딩 결과를 얻기 위해 코더의 훈련 수준이 

높아야 하며, 코딩을 통한 분류 방법도 오로지 해당 연구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자료 활용의 폭이 크지 않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할 때 

자료의 양이 방대한 경우 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여 연구를 하는 것

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가령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내용 분석할 경우 그 정

책이 특정 대통령 임기 내 또는 각 대통령 임기 간 차이가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 

온라인 뉴스와 같이 보도되는 미디어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분석하

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통적인 내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 연구가 일부 시도되었다(김병철, 2007; 김대욱･최

명일, 2016). 의미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의 일종으로 네트워크 분석이 사람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도식화하였다면,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 간의 관계를 네트

워크로 도식화했다는 차이점이 있다(송민호･이수범, 2018). 구체적으로 의미연결

망 분석은 각 단어 간의 연결 패턴을 중심으로 이러한 단어가 구성하는 내재적 의미

를 도출하는 방법(Doerfel & Barnett, 1999)으로 언론학 분석에서는 기사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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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된 메시지를 도식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남인용･박한우, 2007). 또

한 전통적인 내용분석에 비해 어휘와 관계의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가정에만 의존함

으로써 코더가 분류 체계를 해석하거나 복잡한 텍스트 구조를 단일 변수로 축소하여 

해석을 용이하게 한다(van Atteveldt, 2012). 

국내에서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미진하

나 대표적으로 신문과 텔레비전 자살보도를 코퍼스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김병

철(2007)의 논문과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살

보도를 의미연결망으로 분석한 김대욱･최명일(2016)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두 연구

는 모두 자살보도의 내용적 측면을 어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주요 어휘의 활용 현황

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간 언론이 자살보도에 있어 어휘 사용에 신중함을 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분석지표로 단순히 어휘의 빈도만

을 살펴보거나, 헤드라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자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단어만을 비교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분석대상과 수집방법

선행연구들을 답습하여 본 연구는 자살보도 중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모방 자살

과 동일시 효과에 중점을 두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보도를 분석하고자 하며 

선정 대상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과 3.0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두 연예인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대상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해당하며 2017년 12월 18일 사망한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다. 두 번

째 대상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해당하며 2019년 10월 13일에 사망한 아이

돌 그룹 에프엑스의 설리이다. 두 대상과 사건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사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건은 모두 20대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돌 출신 연예인

으로 이 둘은 국내에서 자살률이 높은 20대에 해당하며 공통적인 사망 원인이 우울

증으로 추정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 

둘째, 각 인물의 자살 당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각 2.0과 3.0으로 ‘자살’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하며 특히 연예인 자살보도에 신경을 기울이는 등 권고기

준에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사건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어휘 분석 결과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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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당시의 언론이 연예인 자살보도에서 해당 기간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

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더불어 특정 어휘 활용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각 사건과 관련한 신문기사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인 빅카

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4개 언론사 뉴스 중 신문

기사이면서 중앙지에 해당하는 11개 신문사의 뉴스 기사로 한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량, 보도 기간과 더불어 언론 매체의 지명도 등이 자살과 밀접히 

연관된 주요 변인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김병철, 2007; Gould, Jamieson & 

Romer, 2003).

기사의 수집 기간은 종현의 경우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이

며, 설리의 경우 2019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2일이다. 이를 통해 수집한 

기사는 종현의 경우 527건, 설리의 경우 551건이었다.

그러나 각 수집 기사 전체가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수집된 기사 중에

는 단순 사진기사 및 각 연예인의 자살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은 기사도 있다. 이에 

각 연예인의 장례와 관련한 단순 사진기사와 추모 행사 관련 기사, 각 대상 연예인이 

소속된 활동 그룹 맴버의 애도 관련 기사, 각종 행사 취소 관련 기사, 악플 및 우울

증 관련 기사에서 각 대상 연예인이 단순 언급된 기사 등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별 

작업을 통해 종현과 관련된 122건의 기사와 설리와 관련된 183건의 기사를 최종 분

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각 사건별 언론사의 분석대상 기사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참고). 

<표 1> 각 사건 언론사별 최종 분석대상의 기사 수

(단위: 건)

언론사 종현 설리

경향신문 9 12

국민일보 27 29

내일신문 - -

문화일보 2 2

서울신문 1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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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및 절차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사 내용

에서 의미 없는 조사와 어미, 문장 부호 등을 제거하는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와 문장 내에서 최소 단위의 품사를 추출하는 형태소 분석

(Morphological Analysis)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당 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하기 

위해 활용한 빅카인즈는 데이터 전처리와 형태소 분석을 구조화된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사 내에서 모든 명사를 자동추출하고 불

필요한 품사는 제거한 후 제공하고 있다(김은이, 2019). 본 연구는 빅카인즈가 분석

하여 제공한 명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한 명사 중에는 동의어 및 띄어쓰기가 각기 다르게 표

기된 경우가 있다. 분석의 용이와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명사를 검토하여 통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령 각 연예인을 지칭하는 다양한 주어(활동명, 본성, 성

씨)는 모두 활동명으로 통일하였으며, 두 연예인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등

의 표기는 모두 SM으로 통일하였다. 이외에도 SNS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같이 동

의어는 SNS로 수정하는 등 표현이 간결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각 단어 분석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단서는 분석 이전에 삭

제하는 작업을 거쳤다. 각 연예인이 발견된 장소(지역명)와 사망 추정 시간(날짜, 

시, 분)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추출된 명사 단어는 텍스톰(Textom)을 통해 각 보도 기사의 단어-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이하 TF-IDF)를 구하

언론사 종현 설리

세계일보 34 42

한겨레 5 5

한국일보 26 25

동아일보 - 13

중앙일보 - 13

조선일보 - 14

합    계 12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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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단어 빈도는 특정 단어의 빈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단어의 빈도가 

높을수록 문서 내에서 활용빈도가 높으므로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빈출 

수준으로 문서 내에서 해당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

는 빈출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단어가 불용어 수준에 해당할 확률이 있으며,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등장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이성직･김한준, 2009).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인자가 IDF 값이다. IDF는 문서 집합에 포함된 문서 

수를 특정 단어가 나타난 문서의 수(Document Frequency)로 나눈 것으로 상대적

으로 많은 문서에 출현한 단어의 IDF 수치는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한쪽에 편중하

여 나타난 단어의 IDF 수치는 높아진다(이성직･김한준, 2009). 결과적으로 

TF-IDF 값은 특정 문서 내 특정 단어의 수를 전체 문서 중 특정 단어가 들어간 문

서의 수의 역수를 곱한 것으로 그 수식은 아래와 같다. 대신 문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IDF 수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기에 그 값에 log값을 취한다.

   문서내특정단어수 × log
특정단어포함문서수

전체문서수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기사의 집합에서 특정 단어의 빈출 빈

도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 개념을 적용할 경

우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불용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나타난 불

용어로 연예인의 활동명이나 그룹명을 들 수 있다.

넷째, 단어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추출한 명사는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핵

심어만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는 추출된 명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기에는 단어의 수가 방대하고 빈출 정도에 기초하여 단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회성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분석의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문서에서 빈번히 등장하며 특정 단어와 연결성이 높은 핵심

어인 고빈도 핵심어를 수학적 통계를 기초하여 추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孙清蘭(1992)이 제시한 공식을 적용하였다. 孙清蘭(1992)의 공식은 Donohue

(1973)가 제안한 핵심어의 빈도수 정도를 구분하는 공식을 수정하여 고빈도 핵심어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Donohue, 1973; 孙清蘭, 1992; 장령령･홍진, 2014

에서 재인용). 고빈도 핵심어 공식은 아래와 같다.



352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고빈도핵심어수    전체핵심어수  

그 결과, 종현과 관련한 기사의 고빈도 핵심어 수는 33.5개로 소수점을 고려하여 

34개의 핵심어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설리의 경우 40.2로 41개의 핵심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섯째, 고빈도 핵심어 간의 메트릭스 행렬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기 위해 

UCINET과 Netdraw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UCINET과 Netdraw는 단어 간

의 연결망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로 핵심어 간의 연결 강도와 특정 단어

가 전체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김봉제, 2017). 아울러 

시각화한 네트워크 모형은 각 핵심어 간의 관계를 유형화 할 수 있는 CONCOR 분

석을 실시하여 각 핵심어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동일 또는 유사한 관계 패턴

을 지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을 확

인하였다.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이란 상

관관계를 이용하여 핵심어 간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 핵심어 간의 상관관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실행하여 블록을 만드는 작업으로 

적정 수준의 유사성을 찾아주는 것이다(김봉제, 2017; 김은이, 2019). 전체 네트워

크 내에서 각 핵심어는 직접 연결 이외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간접적인 연결 관계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핵심어는 이들의 연결 패턴의 상관

관계에 근거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기에(송민호･이수범, 2018) 본 작업을 추가

로 실시하였다. 

Ⅴ. 연구결과

1. 연예인 자살보도의 핵심어 비교 분석 :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은 각 연예인 자살보도의 고빈도 핵심어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으로, 

TF-IDF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활용 어휘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종현의 자살보도에서 TF-IDF는 전화, 자살, 유서, 행복, 빈소, 경찰, 베르테르, 

사람, SM, 죽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리의 자살보도에서는 유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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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악플, 부검, 보고서, 동향, 내부, 댓글, 기사 등의 순으로 TF-IDF가 높게 

나타났다(<표 2> 참고).

먼저, 두 보도 사례에서 높은 수준의 TF-IDF를 보인 ‘전화’는 자살예방 관련 기

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정보와 관련한 것으로 주요 언론사들이 자살보도 기

사 하단 등에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기입한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살

을 예방하는 보도를 해야한다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사례 모두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

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기관 정보와 연락처가 기사 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이외에 ‘자살’과 ‘유서(메모)’의 중요도는 설

리의 보도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현의 보도 사례에서 

‘자살’의 TF-IDF는 전체 고빈도 핵심어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하여, 설

리의 보도 사례에서는 17번째로 나타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과는 달리 ‘자살’이라

는 단어 대신 ‘숨지다’, ‘사망’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

에서도 종현의 보도 사례에서 나타난 ‘사망’의 TF-IDF 값보다 설리의 보도 사례에

서 나타난 ‘사망’의 TF-IDF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보도 권고기

준>이 2.0에서 3.0으로 변화함으로써 자살과 관련한 어휘 사용에 변화가 발생하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의 원인과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유서’ 역시 종현의 보도 사례에서 세 번째

로 높은 TF-IDF 수치를 보였으나 설리의 보도 사례는 ‘유서’와 유사한 배경에서 

자살 전에 개인의 심경을 남긴 ‘메모’의 중요도가 27번째로 등장하여 어휘의 중요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종현의 경우 ‘유

서’의 내용이 설리에 비해 비교적 내용적 측면에서 많았으며, 종현의 자살 이후 동료 

연예인에 의해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련 언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사례의 TF-IDF를 비견할 때의 특이사항은 종현의 경우 개인의 심리를 대변하

는 어휘의 TF-IDF가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설리의 경우는 생전 어려움을 토로한 

‘악플’ 및 소방당국의 보고서 ‘유출’ 건과 관련한 핵심어의 TF-IDF가 높게 나타났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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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두 사건 모두 해당 연예인의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진 사례이나 두 사건

에 대한 언론 보도 중 ‘우울’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의 직간접적 언급은 설리보다 

종현의 사례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살보도에 의한 모방 자살의 위험

성을 우려하여 관련 어휘의 활용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디어에 등

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관습 등을 따라 하는 결과로써 인물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

하는 동일시 효과에 대한 우려를 언론이 인지한 것이다(Brown, 2015). 실제 해당 연

예인의 자살 원인이 우울증 때문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울증을 유발한 과정과 사회적 원인에 대한 제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

한 다양한 방법과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남재일, 2010). 또한 연예인

의 자살 과정을 개인의 과거사에서 찾거나 연예인의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의 보도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적용을 받은 

설리의 사례에서는 자살에 대한 지나친 정보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

며, 우리 언론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2> 고빈도 핵심어의 TF-IDF 결과 비교

연번
종현 자살보도 설리 자살보도

핵심어 TF-IDF 핵심어 TF-IDF

1 전화 168.23 유출 423.70

2 자살 138.40 문건 296.62

3 유서 123.70 악플 276.66

4 행복 120.31 전화 267.00

5 빈소 109.83 부검 193.12

6 경찰 109.56 보고서 191.75

7 베르테르 100.03 동향 182.10

8 사람 95.84 내부 162.66

9 SM 94.21 기사 155.81

10 죽음 88.43 경찰 155.66

11 나인 88.03 SM 154.85

12 팬들 87.99 조문 149.33

13 조문 87.18 보도 144.66

14 마련 83.68 외부 143.77

15 보도 83.43 인터넷 142.99

16 수고 83.29 자살 138.10

17 우울 82.22 SNS 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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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ohue(1973)의 고빈도 핵심어 산정 공식을 통한 각 연예인 별 핵심어 순위

2. 연예인 자살보도의 의미연결망 비교 분석 :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에서 각 보도 기사에서 중요도가 높은 어휘의 빈출 구조를 살펴봄으

로써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제시한 보도준칙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하였으나 각 

단어의 맥락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간의 연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문제 2>를 위해 각 어휘의 의미연결망을 형성한 후 

CONCOR 분석으로 주제를 분류하였다. 

연번
종현 자살보도 설리 자살보도

핵심어 TF-IDF 핵심어 TF-IDF

18 동료 81.30 활동 130.60

19 고생 79.94 소식 130.47

20 SNS 79.18 댓글 129.88

21 가수 77.30 팬들 123.31

22 사망 76.99 연예인 123.10

23 슬픔 74.79 죽음 120.15

24 누나 74.35 상담 118.85

25 솔로 74.14 조사 116.90

26 추모 73.90 메모 115.45

27 생각 73.17 에프엑스 115.24

28 자신 71.55 확인 115.07

29 한국 71.44 소방 114.40

30 공개 70.61 사망 113.94

31 효과 70.38 선택 113.69

32 아산병원 69.99 매니저 113.41

33 마지막 69.90 심경 111.80

34 예정 68.02 드라마 110.29

35 온라인 108.24

36 직원 108.11

37 처벌 106.68

38 장례 106.37

39 비공개 106.20

40 결과 106.05

41 공개 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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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현> 보도기사의 CONCOR 분석 결과

[그림 1] 종현 자살보도 기사의 CONCOR 분석 결과 

종현의 자살보도 기사에서 추출된 34개 핵심어의 CONCOR 분석 결과 [그림 1]와 

같이 장례 상황, 자살 원인 분석, 자살 사건 후 대처, 주변인 추모 보도 등의 4가지 

유형으로 주제 분류가 가능하였다. 각 주제별로 분류된 핵심어 집합은 <표 3>과 같다.

<표 3> 종현 자살보도 기사의 주제별 핵심어 분류 결과

그룹 핵심어(TF-IDF) 구성 내역

장례 상황
빈소(109.83), 죽음(88.43), 조문(87.18), 마련(83.68), 사망(76.99), 한국

(71.44), 아산병원(69.99)

자살 원인 분석
유서(123.7), 사람(95.84), 나인(88.03), 수고(83.29), 우울(82.22), 고생

(79.94), SNS(79.18), 생각(73.17), 자신(71.55), 공개(70.61)

자살 사건 후 대처

전화(168.23), 자살(138.4), 행복(120.31), 경찰(109.56), 베르테르

(100.03), 보도(83.43), 누나(74.35), 솔로(74.14), 효과(70.38), 마지막

(69.90)

주변인 추모
SM(94.21), 팬들(87.99), 동료(81.30), 가수(77.30), 슬픔(74.79), 추모

(73.90), 예정(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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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상황’은 종현의 사망 이후 장례 진행 상황을 내용으로 한 스트레이트성 기사

와 관련이 있다. 분석 결과 ‘조문’, ‘빈소’, ‘마련’, ‘아산병원’ 등의 핵심어 간의 공출

현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를 풀이하면 당시 고인의 ‘빈소’가 ‘아산병

원’에 ‘마련’되었으며 지인의 ‘조문’ 현황을 전달하는 기사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살 원인 분석’과 관련된 핵심어는 종현의 자살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와 유

서를 공개한 동료 연예인과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자살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

하였다. 아울러 ‘유서’를 공개한 동료 연예인 ‘나인’이 핵심어로 등장함으로써 주변인

의 언급 역시 네트워크에 포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의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언론이 준수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살 사건 후 대처’는 종현의 자살 사건 보도에 포함된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경찰’, ‘베르테르’ 등의 핵심어를 통해 자살 사건 이후의 진행 상황과 사회

적 파급효과를 우려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종현의 자살 이후 사회적으로 우려

되는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해당 그룹에 포함된 핵심어 ‘전

화’는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기관의 정보와 연락처를 내용으로 하나 기사 본문과 분

리되어 있었기에 그룹 내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인 추모’에 네트워크 구조는 ‘팬들’ 및 종현의 소속사인 ‘SM’ 엔

터테인먼트와 ‘동료’, ‘가수’들의 추모 관련 핵심어가 포함되었다. 대체로 유명인 자

살보도는 고인의 자살 관련 소식과 함께 장례 상황 및 주변인의 조문 상황까지 주요 

뉴스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종현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보도 관행이 계속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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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리> 보도기사의 CONCOR 분석 결과

[그림 2] 설리 자살보도 기사의 CONCOR 분석 결과 

설리의 자살보도 기사에서 추출된 41개 핵심어의 CONCOR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설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전과 후의 상황 및 사망과 관련한 소방 

내부 문건의 유출, 인터넷 악플 등의 4가지 유형으로 주제 분류가 가능하였다. 각 

주제별로 분류된 핵심어의 집합은 <표 4>와 같다.

<표 4> 설리 자살보도 기사의 주제별 핵심어 분류 결과

그룹 핵심어(TF-IDF) 구성 내역

부검 전 보도
부검(193.12), 메모(115.45), 선택(113.69), 매니저(113.41), 심경

(111.80), 결과(106.05), 공개(105.72)

부검 후 보도
전화(267.00), 기사(155.81), 경찰(155.33), 보도(144.66), 자살(138.10), 

활동(130.60), 상담(118.85), 장례(106.37), 비공개(106.20)

인터넷 악플
악플(276.66), 인터넷(142.99), 댓글(129.88), 연예인(123.10), 죽음

(120.15), 처벌(106.68)

소방 내부문건 유출

유출(423.70), 문건(296.62), 보고서(191.75), 동향(182.10), 내부

(162.66), SM(154.85), 조문(149.33), 외부(143.77), SNS(136.21), 소식

(130.47), 팬들(123.31), 조사(116.90), 에프엑스(115.24), 확인(115.07), 

소방(114.40), 사망(113.94), 드라마(110.29), 온라인(108.24), 직원

(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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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의 핵심어 그룹인 ‘부검 전 보도’는 종현과 다르게 자살 직전 주변인에게 자살

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기에 ‘부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였다. 그 외 ‘메모’가 ‘매니저’를 통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

으나 ‘메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진 않았다. 다시 말해 해당 그룹을 종합하면 

아무런 징후 없이 급작스런 자살로 인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증거가 남

지 않았기에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다. 

‘부검 후 보도’는 ‘부검 전 보도’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경찰이 자살로 ‘발표’한 이후 

‘장례’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이한 것은 종현과 달리 기사 본문 

내에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기관의 ‘전화’가 기입되어 있기에 핵심어의 TF-IDF 값

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새로이 등장하였다.

설리의 보도 사례가 종현의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악플’과 

관련한 핵심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설리는 생전 개인의 SNS를 통

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였고 주관이 뚜렷한 행보로 주목을 받았으나 2014년 악

성 댓글과 루머로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치뤘다. 이후 2016

년에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악성 ‘댓글’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였다(국민

일보, 2019.10.14.). 그렇기에 설리의 사망 이후 무분별한 ‘악플’이 설리를 ‘죽음’

으로 이르게 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온라인에서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설리의 사망과 관련한 외부 이슈로 자택으로 출동했던 ‘소방’당국의 구

급활동 ‘동향’ ‘보고서’ ‘문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된 사건이 하나의 

네트워크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당시 ‘유출’로 인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확산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문건이 

사진 파일로 공유되며 댓글이 형성되었다(세계일보, 2019.10.17.). 해당 그룹에서 

발생한 핵심어 ‘조문’은 당시의 사건이 ‘조문’ 기간과 유사하게 맞물렸기에 중요도 

및 공출현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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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미디어 수용자에게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

성은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에서 익히 잘 알려진 사항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살

보도를 구성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언급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2004년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자율규제로써 각 언론사에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

였다. 이후 2013년에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제정하였고 2018년부터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다. 그러나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율규제라는 한계로 인해 언론이 적극

적으로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정확하게는 2012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7회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6722호, 

2019.12.03. 일부 개정)」 내 ‘제19조의2’와 같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야 하며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 및 제도적 정책

을 통한 제재가 없기에 김대욱･최명일(2016), 김연종(2005), 김은이･송민호･김용

준(201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언론은 대체로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서 제시하는 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자살 정보를 제공

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다. 

상기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2018년 제정된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을 우리 언론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언론의 자살보도 행태 중 어떠한 점에서 달라졌

는지를 파악하고 다음의 함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살 관련 정보는 대중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

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중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특히 언론의 자살보도 시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자살시도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Lee, 2020; Lutter, Roex & Tisch, 2020). 연예인은 공

인으로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며, 누군가에게 모방할 가치를 가

진 행동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Carmichael & Whitley, 2019). 그렇기 때문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는 자살

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관련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증명하듯이 설리와 종현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 했을 때 <자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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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3.0>에 접어들면서 자극적이며 구체적인 단어의 순화와 함께 자살 관련 

세부 정보의 명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종현의 사례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개인의 행복과 우울

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기반으로 자살의 원인을 지적한 보도가 많았으나 설리는 자살

의 원인을 악플과 같은 사회적 원인으로 꼽았으며 관련 어휘의 중요도 역시 높았다. 

설리의 사례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 메모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평소 설리의 우울 증세의 원인으로 지적된 인터넷 악플과 관련한 어휘

의 중요도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의 연예인 자

살보도 관행 중 자살에 대한 정보나 유서와 같이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소재의 활용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인터넷 악플과 같이 온라인 폭력 행위

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당시 

설리의 죽음을 보도한 기사에 “악플을 자제합시다”, “선플을 답시다” 등과 같이 무분

별한 악플에 대응하는 온라인 활동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되기도 하였

다(문화일보, 2019.10.15.). 이와 더불어 악플러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

다(세계일보, 2019.10.15.).

셋째, 종현의 사례에서는 같은 그룹의 동료 연예인들과 주변 연예인들의 조문 및 

추모 관련 소식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의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

하다는 권고안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반면, 설리의 사례를 통해 언론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

중”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리의 사례에서 언론의 자살보도를 대하는 수용자들의 비판적 성찰이 한층 

성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론의 과열된 보도

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국민일보, 2019.10.16.),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권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분명 우리 언론의 자살보도 관행

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과 비교하였을 때 한층 성숙된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살보도의 담론적 성격을 탐구한 남재일(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예

방을 표방하는 자살동기에 대한 집요한 관심은 자살자의 동기를 설명하려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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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구성한 동기를 투사하는 과정이자 지배담론을 재생산하는 반복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언론은 지금까지 연예인 자살을 보도함에 있

어 사회구조적 문제를 조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탐색하는 

노력은 주저한 채 뉴스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기사를 스트레이

트성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남재일, 2010).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심각성에 주목하여 시작한 본 연구는 다음

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살보도 권고기

준>이 2.0에서 3.0으로 변화하면서 자극적인 단어 사용이 감소하였으나 고인과 유

가족,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보도 행태는 기준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2항제

10호(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내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의 근거를 들어 동 법 제

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언론사 및 기자를 추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부적으로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다루는 제17조제1항에는 언론

사가, 자살예방 상담･교육 수혜 대상을 다루는 제17조제2항은 소속 기사가 포함되어

야 한다. 물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자살위험자와 직접

적으로 관계된 직군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각종 자살보도를 통한 일반인의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가 크며, 특히 그러한 보도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언론사와 기

자는 더 이상 간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판단된다. 이에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게 자살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살보도 내 관련 내용을 명시하거나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보다 더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현재 미디어 이용자의 언론을 통한 정보 습득은 더 이상 지면을 통해 이뤄지

지 않으며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 주요 포탈 사이트 내 ‘뉴

스’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미디어의 변화 양상

과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주목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적용 대상의 확대

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단어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

에 주요 포탈 사이트 스스로가 자정 의식을 가지고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뉴스 제공 알고리즘을 변화하는 것이 방법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중은 연예인 자살보도를 접하는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공유하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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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활용하여 이를 재배포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거나 일반인의 자살보도와 관련한 리

터러시 함양 및 증진을 위해 산관학 협력 교육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의의와 제도적 협력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첫째, 뉴스 기사 수집을 위해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중앙지를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수집하였으며 인터넷 기사는 분석대상에 제외되었다. 무엇보다 연예인과 관련된 각

종 기사는 중앙지보다 연예 전문지에서 보다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며 인터넷 기사의 

이용률이 중앙지에 비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명의 특정 연예인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하였지만 <자살보도 권고기준> 

시기별로 선정된 분석대상이 연예인 자살보도 전체의 경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두 명의 연예인 모두 아이돌 가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언론을 통한 모방 자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유명인 자살 사건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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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elebrity suicide news: 

The case study of SHINee Jonghyun and F(x) Sulli

*Kim, Yongjun*･Lee, Soobum**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media’s celebrity suicide news and the 

phenomenon of users’ identification, and examined whether local media 

reported suicide cases in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 criteria 

for reporting on suicide>. The study covered suicide reports of SHINee 

Jonghyun and FX Sulli, who committed suicide during the 2.0 and 3.0 

period of <suicide report recommendation>, and analyzed 122 articles 

of SHINee Jonghyun, 34 key words, 183 articles of FX Sulli, and 41 key 

words in detai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wo cases, especially 

the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use of words related to “suicide” and 

changes in the way they express themselves at 3.0 compared to the period 

of <suicide report recommendation 2.0>, but the problems of privacy, 

specific circumstances, and provocative reporting still remain.

Field: SI0102. Journalism and media policy, SI0202. Newspaper

Key Words: Suicide news, Recommendation criteria for reporting on 

suicide,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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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절성

5.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및 입법･정책적 기여도

7.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8. 연구윤리의 충실성(제시된 문장과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제9조(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심사대

상 논문 또는 심사제외(반려) 논문을 결정한다. <신설 2014. 4. 30.>

② 위원장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

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 4. 30.>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과 같은 기관 소속인 논문투고자의 논문을 심

사할 수 없다. <개정 2018. 8. 24.>

④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30.>

⑤ 심사위원은 제8조에서 규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 4. 30.>

제10조(심사 판정) ① 논문의 심사결과는 게재가(5점), 수정 후 재심사(3점), 게재불

가(1점)의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4. 30, 2017. 4. 20.>

② 심사위원은 게재 신청 논문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급

적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12. 22.>

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

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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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평균평점 종합판정

○(5점) ○(5점) ○(5점) 5.0점 게재가

○(5점) ○(5점) △(3점) 4.3점 게재가

○(5점) ○(5점) ×(1점) 3.7점 게재가

○(5점) △(3점) △(3점) 3.7점 수정 후 재심사(2인)

○(5점) △(3점) ×(1점) 3.0점 게재불가

평점 3.0점 이하 게재불가

주1: 〇는 게재가, △는 수정 후 재심사, ×는 게재불가를 의미한다.

주2: 평균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심사위원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 여부 종합판정은 제3항의 표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전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평균평점이 3.7점을 초과하면 “게

재가”로 판정하고, 평균평점이 3.7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 의견 수에 따라 

2인 미만이면 “게재가”로, 2인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신설 

2017. 4. 20.>

⑤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

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2017. 12. 22.>

⑥ 수정 후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이 하도록 하고, 논문 2차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가, 게재 불가의 판정만 하며, 재심 결과에 따른 최종 게재여부

는 1차 종합판정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2018. 8. 24.>

⑦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⑧ 종합판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4.>

⑨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개정 2017. 4. 20.>

제11조(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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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

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 

12. 18, 2010. 3. 25.> 

1. 외부심사위원: 논문 1편 당 5만원 (동일위원 재심사의 경우 2만원)<개정 

2015. 5. 7.>

2. <삭제 2014. 7. 22.>

제14조 <삭제 2016. 8. 22.>

제15조(논문 표절) 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학

술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 12. 18.>

제16조(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

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09. 10. 27.)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18.)

이 세칙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 3. 25.)

이 세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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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0. 6. 17.)

이 세칙은 2010년 6월 17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 4. 30.)

이 세칙은 2014년 4월 30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 7. 22.)

이 세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5. 5. 7.)

이 세칙은 2015년 5월 7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6. 5. 9.)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이 시행된 이후 게재가 확정된 원고부

터 적용한다.

부칙(2017. 4.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8.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입법과 정책�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  377

�입법과 정책�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

제정 2009. 10. 27.

1차 개정 2013.  4. 30.

2차 전면 개정 2014.  4. 30.

3차 개정 2016.  3. 18.

4차 개정 2016.  5.  9.

5차 개정 2016.  8. 22.

6차 개정 2017.  4. 30.

7차 개정 2017. 12. 22.

8차 개정 2018.  4. 19.

 논문의 투고 요령

1. 본 학술지는 국회의 입법･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지로서, 입법 활동 또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성이 있는 학술논문을 게재한다.<2017.12.22. 개정>

2. 본 학술지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하며, 논문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3. 호별 논문 투고 마감 일자는 다음과 같고, 변경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호: 2월 말일, 2호: 6월 30일, 3호: 10월 31일.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5. 투고 논문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첨부된 별도 파일 참조)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와 ｢연구윤리규

정 준수 서약서｣(첨부된 별도 양식)를 작성하고 투고논문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회(lps2009@nars.go.kr, 02-788-4524)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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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 작성 요령

1. 원고 작성

1) 모든 논문은 투고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MS-word로 작성된 논문은 반드시 한글 97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변환 뒤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子로 표시하거나 ( ) 속에 原語를 써넣는다. 

3) 논문 투고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人名은 원어 그대로 쓴다. 

4)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한다. 제1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그 사

항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사항을 명기

하여 제출한다. 

5)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여 작성･편집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응

모자의 연락처(일반전화 및 핸드폰번호, e-mail 주소)를 국문초록 하단에 각

주형태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국문초록(논문제목,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국문요약,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코드와 코드명, 5개 이내의 주제어): 국문요약은 400자 이내로 작성

한다.

   ② 본문

   ③ 참고문헌

   ④ 영문초록(영문 논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기관, 영문요약, 영문분야, 

영문 주제어): 영문요약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6) 출판, 발표 등으로 공개된 적 있는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반드

시 각주에 그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7)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재투고 하고자 할 때는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

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8) 논문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초과할 수 있으나 최대 150매 이상 작성할 수 없다 (한글 문서정보의 

문서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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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편집기준

10) 논문은 교정이 완전히 끝나서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제출한다. 

이를 그대로 출판했을 때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오류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 있다.

2. 제목의 번호 체계

1) 논문 제목 (윤고딕 140, 17.5pt, 장평 95, 자간 –13, 줄간격 130, 가운데정렬)

   1단계: Ⅰ,Ⅱ,Ⅲ (윤고딕 130, 15pt, 장평 95, 자간 –15, 줄간격 130, 양쪽

정렬, 문단 아래 여백 10)

   2단계: 1, 2, 3 (윤고딕 120, 13pt, 장평 95, 자간 –15, 줄간격 130, 양쪽

정렬, 왼쪽 여백 5, 문단 아래 여백 17)

   3단계: 가, 나, 다 (윤명조 240, 12pt, 장평 100, 자간 –12, 줄간격 130, 

양쪽정렬, 왼쪽 여백 6, 문단 아래 여백 10)

   4단계: 1), 2), 3) (윤고딕 320, 12pt, 장평 99, 자간 –15, 줄간격 130, 양쪽

정렬, 왼쪽 여백 9, 문단 아래 여백 10)

   5단계: 가), 나), 다)

   6단계: (1), (2), (3)

글자모양 문단모양

편집용지 176*256

여백설정
위쪽 여백 40, 아래쪽 여백 27, 왼쪽･오른쪽 여백 각각 23, 

머리말 0, 꼬리말 0, 제본 0

국문요약
윤고딕 120, 11pt, 

장평 93, 자간 -13
줄간격 160, 양쪽정렬

본문
윤명조 120, 11.5pt, 

장평 96, 자간 -11
들여쓰기 8, 줄간격 157, 양쪽정렬

각주
윤명조 120, 9pt, 

장평 96, 자간 -11
줄간격 130 

참고문헌
윤명조 120, 11.5pt, 

장평 96, 자간 -11
내어쓰기 26, 줄간격 157, 양쪽정렬

Abstract

(영문)

윤명조 120, 11.5pt, 

장평 96, 자간 -11
줄간격 157, 양쪽정렬

기타
영문원고의 경우, 편집사항은 모두 위와 동일하다. 

단, 영문요약과 한글초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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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가). (나), (다)

   8단계: ①, ②, ③

   9단계: ㉮, ㉯, ㉰

3. 각주 및 참고 문헌

1) 각주

  ①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시한다.

▸▸본문 내의 인용

∙ 논문 작성 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20pt씩 여백을 주며 

줄 간격은 150으로 한다.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14)은… 

∙ 홍길동(2014: 25-26)은… (2014년도 문헌의 25-26쪽을 의미함)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에 쌍반점(;)으로 가른다. 

여러 문헌을 기재할 경우, 국문을 먼저 기재하며, 국문 참고문헌은 가나다순

으로, 서양 참고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의 저자명은 성(last 

name)을 쓴다. 

 예) 한 연구(국회입법조사처, 2014; Jones, 2000)에 의하면…

 연구들(고현욱, 2012; 김형성, 2007; 심지연, 2010; 임종훈, 2009; Anderson, 2005; 

Taylor, 2000)에 의하면…

∙ 번역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자명(원저 출간연도/번역본 출간연도) 

형태로 표시한다. 

 예) Kotler(2012/2014: 190)에 의하면…… 

     ……………(Kotler, 2012/2014: 190).

∙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신문사명과 연도 및 날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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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은 각주로 작성한다.

  ③ 미(후)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판례는 각주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선고법원 판결 선고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의 종류.

      예) 대법원 2018.3.28. 선고 00다0000 결정.

2) 참고문헌

-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정보를 표기한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정보는 표기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정보는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의 순서로 

기재하며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저자는 가나다순으로, 영문 저자명

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참고문헌은 단행본, 편저, 정기간행물 등 문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열거하

며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만 맨 아래에 위치시킨다(따로 구분제목을 달지 않는다). 

  예) 국회신문(2018.3.16.)에 의하면……

     ……………(국회신문, 2018.3.16.).

∙ 인터넷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기관 또는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

한다. 연도를 모를 경우에는 ‘n.d.’로 표기한다.

  예) 이종재(n.d.)에 의하면……, 국회입법조사처(2018)에 의하면……

     ……………(이종재, n.d.).  ……………(국회입법조사처, 2018).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

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국문 저자가 3인까지의 경우 → 박충렬, 이건묵, 허원(2013)으로 표기

    국문 저자가 4인 이상의 경우 → 윤여각 외(2002)로 표기

    영문 저자가 2인의 경우 → Sleeter & Grant(2007)로 표기

    영문 저자가 3인의 경우 → Morris, Wu & Finnegan(2005)로 표기

    영문 저자가 4인 이상의 경우 → Harris et al.(2014)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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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열순서: 한글문헌 – 한글인터넷자료 – 영문문헌 – 영문인터넷자료 – 중문문헌 – 중문 인터넷

자료 – 일문문헌 – 일문 인터넷자료

-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한글, 영문, 중문, 일문의 순으로 열거한다.

- 동일 저자가 쓴 다수의 저서를 기재할 때에는 연도순으로 배치하고, 저자명은 

첫 번째 저서에만 표기하며 다음 저서부터는 저자명을 밑줄로 표기한다. 같은 

해에 출판된 저서가 둘 이상일 때는 발행 연도 뒤에 알파벳을 붙여 본문 내 인용 

시 구분하도록 한다. 

   예) 홍길동. 2017. “입법요인 분석.” �입법과 정책� 제9권제5호. pp.1-20.

      ______. 2018a. “입법요인 분석2.” �입법과 정책� 제10권제4호. pp.5-25.

      ______. 2018b. “입법요인 분석3.” �입법과 정책� 제10권제5호. pp.30-55.

① 단행본

   서양참고 문헌의 저자명은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의 이니셜로 표기

한다. 국문 책의 제목은 ��안에 넣고 영문은 이탤릭체로 한다. 영문 책의 제목

과 부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름. 연도. �단행본 명�. 도시: 발행기관.

    예) 조주은. 2013. �기획된 가족: 맞벌이 화이트칼라 여성들은 어떻게 중산층을 기획하는가�. 

파주: 서해문집.

    Calfee, R. C. & Valencia, R. R. 1991. APA guide to preparing manuscripts 

for journal publ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②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chapter)이나 논문인 경우에는 시작과 끝의 쪽 수를 

밝힌다. 

   예) 박준언. 2000. “이중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70-295. 

      Beierle, Tomas C. 2004. “Digital Deliberation: Engaging the Public Through Online 

Policy Dialogues.” Peter M. Shane, ed. Democracy Onl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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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Political Renewal Through Internet. New York: 

Routledge. pp.50-79.

③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국문 학술지명은 ��안에 넣고 영문은 이탤릭체로 한다. 영문 학술지명의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논문의 제목과 부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

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름.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수록 페이지.

   예) 하혜영･이정진. 2008. “지방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 경기도

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政策分析評價學會報�제21권제4호. pp.227-250. 

      Wheeler, D. P. & Bragin, H. 2007. “Bringing it all back home: Social work and 

the challenge of returning veterans.” Health and Social Work Vol.7, 

No.3. pp.297-300.

④ 학위논문

   학위논문의 경우 국문 논문의 제목은 “” 안에 넣는다.

   이름. 연도. “논문 제목.” OO대학교 대학원 OO학위논문.

   예) 신각수. 1991.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Wilfley, D. E. 1989. “Interpersonal analyses of bulimia: Normal-weight and 

obese.” Ph. D. Diss., University of Missouri. 

⑤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름. 연도, 월. “발표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도시. 국가. 

   예) 이덕난. 2014, 4.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소고: 자유학기제 및 

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제39회 정기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Lanktree, C. & Briere, J. 1991. “Early data on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Meeting of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San Diego, CA. USA.

⑥ 신문기사

   신문명. 연도. “기사제목.” (몇월 며칠). 페이지(인터넷신문의 경우 검색일도 표기).

   예) 한겨례신문. 2014. “중소기업 고졸노동자에 ‘최대 300만원’ 근속장려금.” (4월 15일).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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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신문. 2015. “국회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8월 5일). 

http://www.assemb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9

(검색일: 2018년 4월 23일).

⑦ 인터넷 자료

   기관 또는 저자명. 게시물 작성연도. “자료제목.” 인터넷 주소(검색일:~). 게

시물 작성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도를 표기하지 않음. 

   예) 이종재. “교육행정시스템 혁신의 방향.” https://www.kedi.re.kr(검색일: 2003년 8월 

26일).

       국회입법조사처. 2018. “[등재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논문공모 안내.” 

http://www.nars.go.kr(검색일: 2018년 4월 19일).

⑧ 번역본 자료

   예) Kotler, P 저. 김정구 역. 2006. �미래형 마케팅�. 서울: 세종연구원. 

4) 표와 그림

①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의 제목과 그림의 제목은 상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②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③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부     칙<2017. 12. 22.>

  이 개정 요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9.>

  이 개정요령은 �입법과 정책� 제10권제2호 투고 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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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

개정 2016.12.29 국회입법조사처지침 제73호

개정 2017.4.26 국회입법조사처지침 제76호

개정 2018.8.24 국회입법조사처지침 제8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공정

하고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

라 한다)에 따른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

을 제출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또는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거

나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내규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

술지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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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7.4.26>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인 친분과 무관하게 내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

회”라 한다)에서 정한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과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4.26>

  ③ 내규 제9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심사의

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

위원회가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4.26>

  ④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

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2. 연구 과정이나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아무런 인용 없이 자신의 논문에 

이용하는 표절행위(저자 자신이 과거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출간한 논

문 등을 상당부분 중복하여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

합리한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5.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

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

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4.26>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  387

2017.4.26>

  1.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

  2.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

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

문에 대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

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9>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

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그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③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26>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⑤ 한국연구재단과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실을 통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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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

한다.<신설 2018.8.24.>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제25호, 2009.12.24>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호, 2016.12.29>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호, 2017.4.2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호, 2018.8.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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