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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established the National

이 보고서는 도시 및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 및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Balance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n Feb. 2019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또는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선구적(frontier) 관점의 경제이론과 국가별 사례를 바탕으로 초국가, 국가

to the needs of policy support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center of the

및 지방 정부가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지 파악한다.

KRIHS is committed to generating synergy effects of policies through close connections
and cooperation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government bodies, and research and academic institutes. As a part of this policy support,
we plan and publish the 「Balanced Development Series」 to help set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지역발전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지역(local), 광역지역(regional), 국가 또는
국가를 넘어선 여러 층위 정부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지역발전 프로그램에는 은행, 비영리 조직 같은
중간자적 위치의 행위자 또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가
내 여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을 가장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ultimately aims to relieve the concentration

도구와 거버넌스 간 지속적인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각국이 지역정책과 프로그램을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in the capital regions and to positively develop the whole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특히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country. As of the end of 2019,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s has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ceeded 5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such a pattern continues to intensify. The
Balanced Development Series of the KRIHS try to identify issues and trends in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overseas and derive suggestion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for our
country.

본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도하여 개최한 세미나에서 학계,
실무자 및 국가 전문가들을 통해 논의된 지역 및 도시를 위한 경제개발정책 설계 프로젝트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이론적 발전과 실제 사례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상충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난제를

We hope that this series will be widely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policy-

극복하기 위한 9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정책입안자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making, which will address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ontribute to the

또한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킬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정책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equal improvement of national lif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방법과 효과적인 성과체계를 도입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통찰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수단의 활용을

maximiz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강화하고 촉진하는 방법, 더 나은 계약 및 조건부여 설계 방법, 마지막으로 행동과학이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한다.
December 2021

President, Hyunsoo Kang

본 보고서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연구 시리즈의 일부로서 ‘정부 수준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공공투자협의회(the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가
제시한 OECD 권고안의 이행에 대해서 논의한다. 최초 세미나는 2017년 5월 19일 제37차
지역발전정책위원회에서 열렸고, 이전 버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2017년 12월 8일 제38차 회의에서

This preface was written by the AUTHORS of the Korean edition and was not included in the

논의되었다. 최종 보고서는 2018년 3월 9일 서면 절차를 걸쳐 인가되었다(CFE/RDPC(2017)8/REV1).

original, English version. The opinions expressed and arguments employed herein are entirely
those of the authors and should not be attributed in any manner to the OECD or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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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자어 및 약어

요약

두문자어 및 약어
AC

도시 및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구

Autonomous Communities 자치공동체

CAD

CAD dollar 달러, 캐나다 화폐 단위

CBR

The Community-Based Regionalisms 커뮤니티 기반 지역주의

CGET

Commision on Global Economic Transformation 글로벌경제발전위원회

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지역사회 주도 지역개발

CSBFP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캐나다 중소기업 재무 지원 프로그램

COAG

Intergovernment Council 정부 부처 간 협력 위원회

지향적 수단을 결합하려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의 도구가 적당히 유연하고 정책

Contract as Reference Points Theory 기준점으로서의 계약

안정성과 책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역량, 규정 준수(compliance) 및 관리 비용

CRT

10

요약

DATAR

Delegation for Territorial Planning and Regional Action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

ESI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유럽구조투자기금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세계화, 기후변화 혹은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는 지역발전정책의 설계를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더욱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에는
정책입안자가 마주할 다양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 상충) 관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근 경제 이론의 발전과 국가 단위의 실질적인 사례 경험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EUR

Euro 유로, 유럽 화폐단위

GBP

British pound 파운드, 영국 화폐단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국제금융기관

지역과 도시에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영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초국가적 자치, 시장 상황 또는 제도적 역량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대응에 획일화된(one-size-fits-all)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한 정책 메커니즘은

ITI

Integrated Territorial Investment 영토자치권 투자

KNI

Key National Indicatiors 핵심 국가 지표

맥락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다양한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는 정책 수단의 유연성과 책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KSAC

Knowledge, skills, abilities, and other characteristics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 특성

투자를 결정할 때 지방 정부에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면, 부패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잘 작동할 수

NGO

Non-Government Organisation 비정부기구

NI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신제도주의 경제학

있지만, 부패가 만연한 지역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여러 단계의 정책 구현

NPM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경영학

NUTS

Nomenclature of Units for Territorial Statistics 통계지역단위명명법(유럽표준지역분류)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량 구축의 중요성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역량 격차는 지역개발 및 지역 간에 불평등을 야기한다. 정부는 지방 정부가 더 나은 지역정책을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광역개발기구

설계하고 구현할 역량을 구축하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 지원을 통해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중소기업

SU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TL2

Territorial Level 2 대규모 권역

또한 역량 강화는 정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속적인 규칙의 변경을 시행하지 않도록

TL3

Territorial Level 3 소규모 권역

USD

US dollar 달러, 미국 화폐단위

제한함으로써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과정으로 이해 및 유도해야 한다.

단계에 걸쳐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지역정책의 금융 다변화를 위한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의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기술과 능력의 강화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도적·재정적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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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행정절차의 단순화 필요

편향성(biases)에 대한 경계

행정부담을 줄이면 정책입안자들은 신뢰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지방 정부가 신탁 통제와 책임

지역발전정책은 본질적으로 모든 정부 수준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문제에서 해이해지는 것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역량이 부족한 지역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정의된다. 이러한 특성은 책임자들 사이에서 정보의 편중과 비대칭을 발생시킬 수 있다. 행태학적

위해서는 절차의 단순화가 매우 중요하다. 절차의 단순화에는 현지 상황과 지역개발 요구에 맞춰

통찰력과 사회과학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이러한 편향성을 다루기 위한 공공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절차의 단순화는 규칙의 안정성(stability)을

있다. 예를 들어 정책 실무자는 일방적인 하향식 규정을 지시하는 대신에 특정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담보로 하는데, 특히 정책의 설계와 운영 지침이 복잡할 때 규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도하기 위해 ‘넛지(nudge, 부드러운 개입)’를 할 수 있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또한 ‘그룹 의사결정’을

중요하다.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행위자 간의 협업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한결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보상 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신뢰도 높은 관계 구축의 중요성

더욱 잘 이해함으로써 정책 수용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정부 부문 및 각 층위의 정부 간에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때 목표와 인센티브의
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당사자들에게서 기대되는 결과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올바른 인센티브의 활용

된다. 이러한 관계는 조정 및 협업 메커니즘을 통해 구축되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식적인

인센티브는 처벌과 보상이 적절하게 연계된 개념이다. 정부는 때때로 ‘처벌’이 아닌 ‘보상’이 부정적인

조정 및 협업 절차에서 단기적인 거래비용이 수반되므로 정책입안자는 협업을 위한 비용 지출과

강화 기제로 변질되어 오히려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는(crowding out)’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에 의한 장기적인 편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인식해야 한다. 자율적 동기는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와 파트너십을 장려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대해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실무자들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발전된 성과를 얻기 위해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용해야 한다.

정보의 단순화, 피드백, 신뢰성 및 횡적(transversal)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투입, 산출 및 결과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일정 지표들을 통해 성과가 포착될 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있어야 한다.

주인의식(ownership)의 중요성

지속적인 실험과 시도

정책에 관한 주인의식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출과 투자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는 데

지속적이고 적응성을 보이는 학습 과정은 정책도구의 장기적인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저에는 당사자들의 명성과 그들 사이의 신뢰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정책입안자들은 ‘실험하고 시도하는(trying and testing)’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적 차이를

주인의식은 고립된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국가, 국가

이해하고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실험하고 시도하려는 문화가 정착되면

및 지방 정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전한다. 주인의식은 특히

목표를 더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구현을 방해하는 요소나 병목현상을 더욱

조건부여(conditionalities)와 관련되는데, 지방 정부는 정책목표 자체에 주인의식을 가질 때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 선택사항을 테스트함으로써 정책입안자는 장기적으로 더욱더

준수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하고, 유연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주인의식이 형성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입을 설계할 수 있다.

수 있다.

목표의식 염두
초기 정책 설계 과정에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평가는 정책입안자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역 및 도시의 요구에 더 잘 맞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평가 방법론을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정책 신용도, 신뢰도 및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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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도시를 위한 더 나은 경제발전정책의 설계:
이론과 사례로 본 시사점

이 장은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지역발전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최신의
시사점을 요약한다. 주된 내용은 성과 프레임워크, 금융수단, 정책 조건부여,
지역정책에 있어 계약상의 합의 및 행태학적 통찰력 등에 관한 선구적인 경제
이론과 국가적 경험을 결합하여 설명한다. 최신 이론 동향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기 위한 아홉 가지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피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며 동시에
경제발전 프로그램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됨.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국제법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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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됨.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국제법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 침해는 없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 국가들은 지역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공지출 및
투자를 실행해 온 저마다의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 보조금 배분 시 조건부여의 정의, 보조금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수단 활용, 다층위 정부 간 파트너십을 맺는 계약관계의 설계가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논의를 검토하고 경제발전 프로그램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짚어봄으로써 지역발전정책의 설계 및 시행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지역
및 도시개발을 위한 더 나은 공공지출 및 투자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데 참고가 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과 실제 사례를 수록하였다.
일부 맥락적 요소를 제시한 이후, 이 장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지역발전정책 도구의

예산-지역, 국가 및 유럽의 예산- 감축에 따라 공공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공공지출과 투자에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지역정책 도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최신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한다. 이후의 장들은 앞서 언급한 각 주제에 대한
세미나의 논의를 요약한다.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 프레임워크 도입 및 금융수단의 활용을 촉진하며, 정책 설계에 조건부여를 도입함으로써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도구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지역과 도시에서
집행하는 경제발전정책의 책무성, 효과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결과는 맥락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러나 정책 과제와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측면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범위와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일부 사례는 왜 성공적이었으며, 또 다른 사례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메커니즘적 측면은 정책이
의도하거나 필요한 것을 어떻게 끌어내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지역의 개발 활성화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불평등은 완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달리 영역적(territorial) 불평등에 대한 심층 분석은 한 국가 내 지역 간의 불평등 격차가 국가 간
격차보다 확대된 경향을 보여준다(OECD, 2011, 2014, 2016c, 2016d). 이러한 격차는 한 국가 내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상위 10% 지역과 하위 75% 지역의 격차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 60%가량

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주관한 세미나에는 다수의
연구자와실무진이 참여해 앞서 설명한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과 사례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등 다차원적 척도를
활용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OECD, 2016c).
모든 지역에 걸쳐 생산성의 향상을 독려하는 것은 복지(well-being)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과와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투자에서, 성과에 기초한 예산

생산성 증대는 소득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 서비스 이용 등과 같은

원칙을 수립하고 성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혁신, 성과, 규정 준수 및

비물리적 복지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국민 4명 중 1명이 생산성

행정 비용의 균형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가?

증가가 뒤처지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전 세계의 정책입안자들은 우려를

・유연성/적응성: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및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장기적인
투자 체계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목표에 대한 정의, 자원의 배분,
책무성(accountability) 및 정치적 감독(political oversight)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표명했다(OECD, 2016c). 따라서 지역발전정책은 모든 곳의 성장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잠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는 지역과 도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경제 부문과 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모범 사례의 확산을 꾀하면서 이루어지는 투자는 모든

・조건부여(Conditionalities): 조건부여는 경제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목표를 조정하고 정책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또한 효율성과
주인의식 및 행정부담 사이의 잠재적 상충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금융수단을 활용한 인센티브 지급: 어떤 유형의 투자가 특히 효과적이고, 또한 한계점은
무엇인가? 보조금 지급에서 대출 장려로 정책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태학적 통찰력(Behavior insights): 경제발전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행태학적 통찰력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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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OECD, 2016c).
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다양한 연구는 공공투자 지출이
높은 승수(multiplier)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2015년 IMF는 국내총생산(GDP)에서
1%p 가량 예기치 않은 투자 지출이 증가할 경우, 동일 연도에 0.4%의 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IMF, 2015a). OECD는 공공투자의 효과가 외부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분야(연구 및 보건)에서 공공투자의 효과가 가장 높았음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공적
자본금 수준이 이미 높아 공공투자 효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 전반적으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총투자 비용과 성장을 위한 자본금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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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시기의 투자 장려

그림 1.2. OECD의 실질 투자 성장

OECD 회원국들은 공공투자를 진행하면서 재정 통합 전략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긴축
정책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OECD 회원국들의 거의 절반은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OECD, 2017) (그림 1.1. 참고).
그림 1.1. 2015년 공공투자와 2000~2007년 평균 공공투자 비율 차이

출처: OECD (2017c),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7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7-1-en.

이와 같은 경향은 지역과 도시의 미래 발전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
(McKinsey Global Institute)가 최근에 발표한 기반시설의 격차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예상되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는 2030년까지 연평균 3조 3000억 달러(USD)를
주: 한국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2017a), Economic Policy Reforms 2017: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rowth-2017-en.

경제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및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측된 투자
비용의 세 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의 기후 및 성장에 대한 투자 보고서(OECD, 2017c)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민간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최근 수치를 살펴보면 2°C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훨씬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1년 유럽의 위기 심화 시기 이후 회복하는 데도 더욱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연간 약 6조 9000억 달러(USD)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 세계적 위험에 대처하기

겪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의 감소는 생산성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기반시설의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더욱 강력하고 포용적으로

투자 성장을 둔화시켰다(OECD, 2017b). 하지만 향후 있을 민간투자에는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

이끌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OECD, 2017b).

2016년 중반 이후부터 산업 생산,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하며 세계 GDP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그림 1.2.). OECD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춘 자본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OECD, 2017b).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초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상 투자율이 너무
낮아 투자 활동을 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GDP 대비 정부 투자는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몇몇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은 2017~2018년에도 이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자본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본 재고에서 투자와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OECD, 2017b).

지역개발을 위한 더 나은 거버넌스
모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하며 건전한 거버넌스 관행이
요구된다. 거버넌스의 혜택이 다양한 그룹 및 장소에 미치도록 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보완하는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소기반 정책은 다양한 부문 정책의 공동
조정 및 통합을 촉진하고, 공공과 민간 및 시민사회 주체 간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여러 역할 중에서도 각기 다른 정부 수준에 걸쳐

		

목표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우수한 거버넌스는 생산성 및 추격(catching-up) 역학과
연관되며(OECD, 2016c)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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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준비는 또한 지역과 도시에 지역발전정책의 영향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큰 규모의 투자 요구와 재정 제약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정책은
더욱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프로젝트 선택,

•지
 방 정부 역량 과제는 지방 정부의 투자 전략 설계 및 실행 역량이 미약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방 정부 관료와 국가기관에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역량 구축 프로그램은 역량의 차이를 해
소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투자 선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제공 및 기존 자산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의

•프
 레임워크와 관련된 과제는 잘못된 예산 설계, 조달 및 규제 관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재적 과제는 다양

약 4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2016). IMF와 공공투자

한 정부 차원 혹은 단일 정부 차원에서조차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지방 재정 합의는 지방 공공투자를 결정하는

지수(Public Investment Index)의 평가는 공공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가운데 약
30%가 공공투자 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손실된다고 지적했다(IMF, 2015b).
OECD 전체의 공공 예산이 당분간 빠듯하다고 가정할 때 지역발전정책, 특히 공공투자의
운영·관리를 개선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OECD, 2015, 2013; IMF,
2015; WB, 2014;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2016).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 및

핵심 요인이다. 국가 혹은 초국가적 기구로부터 할당된 지방 정부의 자본 이전 수준과 안정성은 자본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 재정 체계의 안정성 또한 투자로부터 발생된 미래 지출을 계획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중요
하다. 다양한 정부 차원에 걸친 규제 체계는 서로 상이하거나 겹치는 규제와 모순되는 규제 없이 일관된 성격을 보이며
안정적이어야 한다.
출처: OECD (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Paris, www.oecd.org/regional/regional-policy/Principles-Public-Investment.pdf.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공공투자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투자의 예상 수익률과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일부 연구는
결속력과 지역발전에 대한 투자 한계를 뛰어넘어 지방 정부의 역량 수준이 지역의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정부의 질적 수준 향상은 더 큰 경제 및 사회적 결속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증진하는 데 막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Rodriguez-Posé and Garcilazo, 2012).
또한 제7차 결속 보고서(the Seventh Cohesion Report)는 삶의 질, 거버넌스와 기관의 질적
수준향상이 하위 국가 지역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이 EU 지역들의 경제성장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광범위한 부패 척결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혹은 관련 개혁에
대한 지지를 비롯한 이러한 개선점이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모든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도구
지역개발에서 통합된 장소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결과 지향적인
정책도구를 결합하는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OECD 회원국들은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더 나은
거버넌스를 촉진할 상이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각기 다른 메커니즘은 다양하고 보완적인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결합할지는 정치 및 문화적 맥락,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량,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 정도, 추구하는 목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제도적 환경과 공공 예산의 투입 및 투자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이한 메커니즘의
적절한 조합이 강조된다.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정책 도구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다. 국가 또는 초국가적 관점에서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지방 정부에 더 잘 배정할 것인지’,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Box 1.1. 다층위 정부 간 투자와 관련된 주요 과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이다.

지역발전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개발과 공공투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의 주체들과 정부의 공동 책임 아래에 놓여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주

지역발전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식과 상당한 규모로 활용되어 온 대출을 통해 재원을

요 거버넌스 과제를 시사하는데, 서로 다른 부문의 주체와 정부 간에 수직 및 수평적인 노력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공공투

마련한 경우, 맥락적 특성이 고려된 계약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수단의

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OECD, 2014).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2014년 OECD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공공투자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는 다층적인 여러 정부 층위에서 투자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1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권고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하며, 과제는 다음과 같이 공동 조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설정되어야 하지만, 금융수단의 파급효과와 관련된
문헌들은 이와 같은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금융수단이 정부 보조금보다
기업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계약이 적절히 설계되고
금융수단이 보조금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역량 및 프레임워크 조건과 관련된 과제를 말한다.

금융수단은 단순히 시장경제의 각기 다른 자원을 대체하기보다는 신규 투자 기회를 창출할 때

• 공동 조정 과제는 다양한 부문 간, 정부 간 또는 관할 권역 간에 발생할 수 있다. 여러 행위자 간의 조정, 특히 이해관계

더욱더 효과적이다.

가 맞지 않을 때 어려울 수 있다. 투자 기회와 잠재적 외부효과 및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제한된 가용자원 등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동 조정 계획이 필수적이다. 부문(sectoral) 조정을 통해서 각 부문으로부터 확인되는 긍정
적인 외부효과나 규모의 경제 등 복합적 이점을 창출할 수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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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두 가지의 주요 메커니즘이다. 일례로 이러한 메커니즘은 초국가적

이에 따라 상이한 제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 정부의 자치분권 수준이

우선순위와 거시 재정정책 및 구조 개혁과의 연계를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기반의 예산

그중 하나일 것이다. 지출의 탈집중화(decentralisation)를 살펴보면 스위스, 덴마크 혹은 캐나다

편성, 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성과 시스템은 조건과 계약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같은 국가들은 지방 정부가 총 공공지출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반대로 터키, 그리스 혹은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이 더 잘 작동하도록 행태학적 통찰력을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행동경제학과 공공정책의 연관성을 밝혀낸

포르투갈 같은 국가의 지방 정부는 총 공공지출의 20% 미만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1.3.). 연방 혹은
단일 체제의 국가 여부에 상관없이 지방 정부의 수입원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1.4.).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에게 2017년 노벨상을 수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국,

그림 1.3. OECD 회원국의 상이한 지방분권화 수준

영국과 같은 몇몇 OECD 회원국은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부서를 신설하거나 정부 내에 행동통찰
팀(behavioural insights team)을 조직했다. 아직 그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들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긍정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OECD, 2017a). 이러한 사례는 행태 정보에 입각한 정책이 공공정책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 준다.
행태학적 통찰력을 통합하면 지역발전정책 및 투자가 효과적으로 설계되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로 계약에 포함될 조건이나 성과를 평가할 지표를 결정할 때, 정책입안자 혹은
정책시행자의 행태를 파악하면 결과의 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서로 다른 수단이 상호 의존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 공공투자 및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발전에 관한 향후 과제를 위한 증거 기반(evidence base)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공공관리 이론, 재정연방주의, 성과 기반 예산 편성 및 행동경제학의 최근
진전된 이론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역 및 로컬 차원에서 연구·혁신, 공공 인프라,
기업 지원, 인적자본과 제도 구축 등에 이러한 원칙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역발전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입안자들은 최근의 이론적인 진보와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제 경험 사이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상충관계를 마주하게 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직면한 상충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과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지역발전 문제에 내재한 공통된 해결의 실마리를 정리한다.

주: 일본과 뉴질랜드의 경우 2014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율을 계산함.
출처: OECD (2016e), “Subnational government structure and finance (Edition 2016)”,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
dx.doi.org/10.1787/876958d5-en.

지역발전정책 도구 개선 방안: 이론과 사례로 본 시사점
맥락적 특수성 문제
OECD에서 지방 정부는 자치 수준, 부여된 책임 유형, 총생산 역량, 제도 역량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맥락에 적용해야 한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부문의 정책을 결합하는
장소기반 정책은 지역의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OEC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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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가별 차이가 확연한 지방 정부의 수익 구조

그림 1.5. 국가별 상이한 생산성 추격 및 수렴 패턴
노동생산성 증가 기준, 국가의 선도지역과 비교해 해당 대도시권역(TL2) 분류

주: 기간은 2000~2013년(또는 가장 가까운 이용 가능 연도)이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포함됨. 뉴질랜드 TL3 지역과
벨기에의 경우 TL2 지역 대신 10개의 주(州)와 수도권이 사용됨.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단일 지역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OECD (2016c), OECD Regional Outlook 2016: Productive Regions for Inclusive Socie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
dx.doi.org/10.1787/9789264260245-en.

다양한 층위의 정부가 정책 설계에서 실행에 이르는 과정에 개입할 때 지역발전정책은 특히
주: 일본의 경우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함.
출처: OECD (2016e), "Subnational government structure and finance (Edition 2016)",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
dx.doi.org/10.1787/876958d5-en.

상호작용과 조정의 측면에서 복잡한 경향을 보인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협력할지의
여부는 경로의존성을 갖는 공공부문에 뿌리를 둔 문화와 행동양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반구 국가들은 개인 간의 신뢰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 더욱 비공식적 방식으로 협력하는

지역은 또한 총생산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도시-농촌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OECD는 국가를
총생산성 수준에 따라 생산성 선도(frontier) 지역, 추격(catching-up) 지역, 유지(keeping-pace)
지역과 생산성 수렴(diverging) 지역으로 분류했다(그림 1.5.). <2016 지역 전망(2016 Regional
Outlook)>이 주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지역발전정책을 정의할 때 상호의존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유형에 맞춘 정책 대응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OECD, 2016c).

경향을 보인다. 계약(contract)은 상호 신뢰 수준이 높아 변화와 외부 충격에 대해 비공식적인 상호
적응을 촉진하는 사회에서는 통상적이지 않다(Brousseau, 2017).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량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시골
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다. 부패 수준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질 또한 지역 및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역량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특정 조건으로 성공 또는
실패의 정도 혹은 성과지표의 준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례로 조건을 설정할 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은 부패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작동할 수 있으나 부패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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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에 대한 획일적인 처방이 잘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책입안자가 풀어야 할 주요

서로 다른 맥락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국가들은 비대칭적인 분산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즉

과제는 정책도구의 유연성과 해당 정책도구에 대한 통제 및 책무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지방 정부는 그들의 역량, 인구(도시 또는 대도시 지역), 독특한 특성(정체성 또는 도서(島嶼) 지역과

정책입안자는 공공지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화된 정책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경향이

같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책임 수준이 다양하다. 이것이 새로운 경향은 아니지만, 비대칭적 형태의

있다; 이러한 동질적인 정책 설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자원 동원 측면에서 비용이 적게 들 수

분권화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Allain-Dupr, 2018년 예정). 이러한 차별화된

있다. 그러나 유연하게 설계된 정책 메커니즘은 다양한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거버넌스의 분명한 이점은 점진적인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연성은 다양한 수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것이다(‘지속적인 실험과 시도’ 절 참조). 하지만 비대칭적 합의는 제도적 복잡성과 책임감의 결여와

지원되는 정책 영역의 유연성(예: 새로운 과제가 발생할 때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

같은 위험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은 적절하고 다층적인 거버넌스 수단을 통해

영역에 유연함을 부여), 시간(예: 계획(programming) 기간과 같은 이슈) 및 프로세스에서의

완화될 수 있다.

유연성을 기본으로 제공할 수 있다. 더 많은 유연성이 책임 프로세스의 관리 부담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조적 대응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항상 상충점이
있다.
제도적 환경 외에도,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는 민간 및 공공 행위자에 의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도구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결정하는 시장 조건(및 관련 위험)에 좌우된다.
다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실패는 시장이 기업과 공공부문에 최적의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역량 구축의 중요성
지역발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상이한 기술과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은 조정 주기에
따라 다층위 정부의 특정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술과 능력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재정
건정성과 더불어 제도적 역량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Box 1.2 참조). 모든 정부, 특히 지방 정부의
역량 격차는 모든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적 역량 부족은 종종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떠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모니터링 비용, 법적 요건으로

책임성 중복과 행정부담 가중을 초래하여 비효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실사 비용, 협소한 시장(thin market) 등의 다양한 시장 실패는 지역정책 수단의

이어진다. 이는 지역의 성장 촉진, 불평등 해소, 사회 및 환경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영향을

활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와 지역마다 다른 투자 및 사업 니즈(needs)는 부분적으로

미친다.

금융수단의 필요성을 확고히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또는 불완전경쟁 시장은 소수의 기업과
대부자(lender)가 존재하는 원격지나 고도로 전문화된 시장 부문에서 특히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어디에 금융 접근성이 낮은지, 금융에 대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식별―이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성공적인 공공개입의 전제 조건이다. 민간
주체들이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 환경이나 친기업적 환경 조성에 중앙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량의 문제는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분석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 메커니즘의 적절한 사용에
있어서 주된 장애물 혹은 촉진제로 작용했다. 지역발전 프로그램의 경우처럼 관련된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제도적 역량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과 능력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간 역량 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역발전정책은 역량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더욱 어렵고, 오히려 역량이 충분한 지역에는 혜택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맥락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목표 정의,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 및 성과지표 설정 시에도
중요하다. 입지, 역량 수준, 관련 행위자는 행태학적 통찰력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의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입안자의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어떠한 환경 또는 문화에서는 대상 집단에 잘 작동하는 정책인데 다른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행태학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개인 대 조직에 ‘부드러운 개입(넛지: nudge)’을 시도하려면

Box 1.2. 지방 정부의 어떤 역량이 중요한가?
OECD는 15개 지방 정부가 처한 투자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정의했다. 많은 면에서 역량은 이상적으
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할 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기 다른 기준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신뢰도 높은

‘역량’이라는 용어는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적 준비(institutional arrangements)나 자원을 포함한 무수

관계 구축의 중요’ 절 참조).

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투자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정의한 역량의 의미는 지방

맥락에 따라 보조금이나 대출에 적용해야 할 조건부여 또한 달라진다. 국가 또는 초국가 기관은
광범위한 조건(예: 사전적(ex-ante), 정책, 거시경제적 조건부여 등)에 따라 보조금 및 대출을

정부가 투자 주기의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준비, 기술 역량, 재원 및 정책
사례 등에 관한 모범 사례를 말한다.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조건이 현안 및 상황에 적합한지에 관한 ‘일치된 기능(match follows
function)’논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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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는 잠재적으로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서는 역량 강화가 투자
선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가령 전략적 계획 수립 혹은 엄격한 사전적 평가의 결과로 성장 지향적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잘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일컫는다). 다른 경우, 역량의 개발은 지방 정부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거나 (예: 관할권 간 조정(cross-jurisdictional co-ordination)을 통해) 비용을 절감(예: 경쟁적 조달 혹은 전자정
부 도구를 통해)하여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강조하였는데, 지역발전이 더는 선두 주자와 후발 주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전에 직면한 지역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의 니즈(needs)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개발 및 역량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Bradford, 2017).
모든 층위의 정부에서 역량 제약은 조건부여의 수용과 재정 도구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Mizell,
2017).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특정 수준의 역량이 요구되고, 상위 정부는

투자 주기 전반에 요구되는 역량

조건부여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설계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건과 기술
지원의 조합은 공공부문의 행정·제도적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Berkowitz et al, 2017).
그림 1.6. 지역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2016

출처: Mizell, L. and D. Allain-Dupré (2013), “Creating Conditions for Effective Public Investment: Sub-national Capacities in a
Multi-level Governance Context”,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3/04, OECD Publishing, Paris, http://
dx.doi.org/10.1787/5k49j2cjv5mq-en.

전략적 계획 및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된 주요 해결 과제를 정의하라는 질문에, 유럽연합 내 지방
정부 중 65%는 장기/전략적 계획 수립 역량의 부족을 꼽았고, 56%는 프로젝트 설계에 대한 자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투자에서 주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OECD CoR,
2015). 일례로, 지역 혁신 및 운송 분야에서 전략 설계는 2014~2020년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재원
조달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필수 역량 구축을 위해 전략 개발을 돕는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었다.
도시와 지방 정부는 기금 조달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자금 및 기금 흐름을 결합하며, 민관
파트너십을 고안 및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의 활용(또는 이들의 부족)에서 여러 한계를 갖는다
(그림 1.6. 참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방 정부 수준뿐 아니라 국가 및 초국가 수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역량 구축에 할애하는 것이다. 개발 정책의 운영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이
과정이 적절한 재원의 이전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캐나다는 지역발전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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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mittee of the Regions (CoR) (2016), “Results of the CoR online consultation on obstacles to investments at local and regional level”,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for Economic Policy (ECON), Unit C2, http://cor.europa.eu/en/events/Documents/ECON/results-surveyobstacles.pdf.

역량 문제는 IMF가 수행한 216개의 구조적 조건부여 프로그램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준수율은 54%에 도달하지만, 이 평균은 심오한 고난도의 개혁과 관련된 조건의 경우 준수율이
1/3로 떨어진다(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2007). 역량 문제는 미국에서 학업 부진 아동 방지
프로그램(No left child program)의 경우 주 정부가 책임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발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지방 정부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기금을 적게 지출하여 조건부 형식의
보조금을 운영하는 데 역량이 부족함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Mizell, 2017).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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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측면에서 개혁 실행이 이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Mizell,

행정절차의 단순화

2017). 따라서 이러한 역량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수한 성과와 결과(기술, 지식, 능력 및 제도적 역량)를 장려하는 적절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 실제로 모든 성과 문제가 동기부여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성과 계획은 자료 및 정보 수집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수반될
때 목표를 기대치보다 더 높게 달성하였다. 성과 계획은 기본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기관의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지역발전정책 도구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된 주요한 우려 사항은 행정 부문 및 프로젝트
관리자가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절차의 복잡성은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이다. 정책입안자들의 핵심 쟁점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공공자원의 지출과 관련된 책무성과 의무 사항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법률 규제와 지침 혹은 복잡한 조건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지방 정부는 개발 기금을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경제개발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EDA)이 비기반시설 프로그램의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결과와 관련된 선별된
역량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고자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것도
위와 같은 논리 때문이다.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EDA는 경제개발 논리 모델(economic
development logic model)을 통해 프로그램의 투입, 산출 및 결과 간의 관계를 잠재적 또는 현재의

비효율적으로 지출하거나 과소 지출할 수 있다. 과잉 규제는 정책입안자가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주인의식의 중요성’ 절 참조). 지역정책이 가져올 예상 편익보다 행정담이 커질 경우,
사업 수혜자는 이니셔티브(initiative)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보조금 혹은 금융수단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지침과 입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정책 편익과
행정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금 수령자(current grantee)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2. 또한 모든 지역의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행정부담을 줄이면 지방 정부의 내부 통제와 책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제개발 계획, 성과 측정 및 평가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EDA는 성과 및 프로그램 평가 웹페이지를

문제에 직면한다. 과도한 행정부담은 부분적으로 신용도와 신뢰도가 낮은 환경에서 우선순위 및

통해 현재의 평가 실행과 목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술 준비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규정 준수 요건을 조정해야만 하는 필요성에서 기인한다(Euro Cities, 2017). 이는 다양한 층위의

TRL) 지침3의 지역 데이터, 종합경제발전전략(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정부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과 조정을 이뤄야 할 때 또는 거버넌스 역량이 낮거나 부패 위험이

CEDS) 라이브러리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있는 지역에서 지역정책이 운영되고 있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역량 구축은 초국가, 국가와 지방 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이른바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협약(contracts)은 다층위 정부

국가 내 불평등한 역량과 행정부담이 결합하는 경우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간 대화와 역량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감사원(Courdescompets)이

있다.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경우 경쟁 보조금(competitive grants), 외부

2014년에 수행한 Contrats de Plan État Région (CPER)이라는 국가와 레지옹 간 협약의 평가에

자금조달(external financing), 민관합작투자사업(PPP)과 같은 기금 조달 기회를 통해 타 지방

따르면(Cour des comptes, 2014), 협약은 지역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켰다. 협약은 지역

정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칠레의 경우 공개경쟁 방식의 지역 투자 자금조달

의사결정자의 역할, 문제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행정절차에 대처하고 입찰 과정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관계적’ 역량을 갖추지

역량을 해당 이니셔티브에 더욱 집중시키고 미개발된 발전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Charbit

못한 소규모 지자체에 여러 불이익을 초래한다. 대규모 지자체 혹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더

and Romano, 2017). 협약은 지방 정부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정책을 다루는 데 큰

나은 기술적 역량을 가진 지방 정부의 경우 더 많은 투자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Charbit and Romano, 2017). 특정 유형의 협약은

있다(OECD, 2017e).

‘전통적인’ 역량 구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같은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와 관련된 책무를 포함한 새로운 공유
역량에 대응하여 행정 역량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 부족과 역량의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조건부여(conditionalities)를
포함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Mizell, 2017). 사전적(Ex ante) 조건부여에는 추가적인 업무량과
비용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 정책의 실행이 불가능해진다. 지방 정부

일상적인 실행을 통해 역량이 구축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과도한 행정절차와 빈번한

차원에서 역량의 제약과 소통 과정에서 과도한 기술적 언어에 직면할 때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규제 변화를 제한해야 한다. 실제 정부는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써 학습해 나아갈 수 있으며,

커진다. 따라서 조건부여의 양과 세부 사항, 그리고 이를 실행해야 할 지역의 역량 사이에는 중요한

점진적으로는 규제와 절차를 줄이는 대신에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방

상충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계약상 조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계약 실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제공할 기반을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 의한 학습 과정’은 차별화된

있다. 대안으로 당사자 간 신뢰를 쌓음으로써 계약은 보고 체계(reporting arrangements)와 같은

역량 목표 구축 및 기술 지원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지역에서

계약 준수를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각기 다른 요구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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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성(simplicity)은 특정 지역 환경과 개발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더

단순성은 또한 정책 실행 측면에서 볼 때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지침을 최대한 명확하고

큰 유연성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직면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간결하며 편리하게 유지하면 참여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일부 사례

여겨진다. 실제로, 새로운 도전 과제나 예기치 못한 시급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연구는 적절한 경우 시각 자료가 문서화된 자료보다 지침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보다 간단하고 유연한 절차가 필요하다(Euro Cities,

수 있다고 보았다. 사용자에게 실행이나 이니셔티브의 단계를 완료하는 방법을 긴 문서로 보여주는

2017). 이는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유연성이 좋은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된 교훈은 가능한 한

경우에는 장기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필요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단순화하고 간략히 하는 것이다(‘신뢰도 높은 관계 구축의 중요’절 참조).

계획(프로그래밍)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수단(상품)의 이용은 공공기금 운용과 민간부문 투자 활동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

단순성은 또한 게임의 규칙(the rules of the game)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정부가

실제로 일부 금융수단은 비교적 관리하기 쉽다. 예를 들어 대출과 신용보증은 금융 중개기관이나

끊임없는 변화에 대처해야 할 때 행정절차는 특히 역량이 낮은 지방 정부의 경우에 벅찰 수 있다.

전문 기금을 통해 외부 조달이 가능하므로 활용이 간편할 수 있다. 금융수단의 활발한 사용은 더

정책 계획 및 관리 규칙이 복잡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단순성이 유지될 수 있다.

나은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여 발전적인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대중의 지원 없이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을 장려함으로써 보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7. 다층위 정부 간 규제 조정 지표

이러한 이점은 금융수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수단의
사용 자체가 간소화된 행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뢰도 높은 관계 구축의 중요성
지속적인 대화는 목표의 조정을 촉진하고 모든 당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이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지역정책에서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폭넓게 인식해
왔다. 계약 조건(contractual arrangement), 공식 혹은 비공식 포럼, 부처 간 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는 모든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층위 정부 간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대다수의 국가는 지역개발과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식 또는 임시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그림 1.8 참조). 이를 통해 대화는 주인의식, 신뢰 및
공정성을 함양해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건이 충족되고 정부 간 양질의 관계를
출처: OECD, (2017), Implementation of the OECD 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Unpublished material, presented at the 37th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OECD Paris.

만든다면, 대화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정책 결과를 만들어내는 쌍방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단순성은 또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데 지침이 되는 원칙이다. 지나치게 많은 지표는 성과
향상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는 성과 프레임워크가 행정적 체크리스트와 같은 단순
대조표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평가의 단순성과 포괄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상당한 행정부담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지방 정부에 특히 해당된다(Mizell,
2008). 예를 들어, 2008년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의 관료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부담 해소 TF(Lifting the Burdens Task Force)’가 창설되었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에는 데이터 보고 요건, 지침 및 제출 빈도 조정, 정보의 전자 제출 능력
강화와 더불어 국가(또는 지역)의 우선순위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표의 간소화가
포함되었다(Mize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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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및 피드백의 단순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를 간단한 방식으로 제시하면 모든

그림 1.8. OECD 회원국의 다층위 정부 간 조정

당사자가 유익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복잡성은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 관련 당사자를
비대칭적인 상황에 처하게 할 뿐이다. 행동과학(Behavior science)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행정절차의 단순화 필요’ 절 참조).
•투
 명성: 모든 당사자가 규칙과 그 결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규칙이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을 준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 수평적참여(Transversal engagement): 상향식(bottom up)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면 당사자들이 한결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식을
가질 수 있다.
• 주인의식: 지원 수혜자에 대한 책무와 주인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주인의식은 포용적인
(inclusive) 대화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주인의식의 중요성’ 절 참조).
투명성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중요하다.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정부 간에 수립된 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강한 비대칭성이 특징이었다. 그 결과 자체시행(self-enforcing) 협약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
출처: OECD, (2017), Implementation of the OECD 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Unpublished material, presented at the 37th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OECD Paris.

예를 들어,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와 이에 상응하는 부처의 대표들이 모이는
정부간협의회(COAG)가 있다. 협의회에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준주 정부의 지도자와 호주 지방
정부 협회의 지도자들이 포함된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함으로써 COAG는 1990년대 중반에
국가 경제개혁을 주도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기 이후 COAG에 모인 대표들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경제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성공을 위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참여의 규칙을 정해 당사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Bennnet, 2017).
대화와 협력을 장려할 때, 정책입안자는 협력의 제도화가 의미하는 단기 비용과 이러한 대화의
규칙성이 주인의식과 신뢰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이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강력하고 신뢰 수준이 높은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층위 정부의 성과와
규정 준수 정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Shepard, 2017). 진정한 대화의 기회는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는 대화와 사례 공유를 통해 어떤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디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특히 시범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그러나 구조화된
대화와 전략적인 행동 및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정부 간 그리고 부문 간의 영구적 대화의
플랫폼 창구 개설만으로는 효과적인 대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상호 의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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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고, 많은 당사자들은 최종 합의를 신뢰하지 않았다(Brousseau, 2017).
조건부여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접근 방식은 공여자-수혜자(donor-recipient) 관계의 복잡성을
그들 관계의 효율성 증대에서 핵심 요건으로 본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공여자와 수령자 간의 관계를 복잡하고 종종 상충되게 만든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들은
지원 구조를 설계하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면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적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한다(Shah, 2017). 이러한 점에서 신뢰성,
파트너십, 협업 등은 원조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4장의 표 4.1 참조).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유도 더 나은 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동시에 성과
프레임워크는 특히 예산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책임성과 투명성은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역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결과로 인용된다. 여기에서 인센티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노력보다는 집단 작업을 선호하는 성과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과 협업의 창구가 있지만, 제재나 보상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주어진다면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Foster, 2017).
예를 들어 미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 책무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 간 대화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이행 계획과 측정 기준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대중이 목표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목표가 주로 대중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고,
이는 미디어의 관심을 끌 만했기에 중도에 정책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Moynihan, 2017).
유럽연합에서는 결속정책을 위한 투입 및 산출에 대한 진행 상황이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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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자 장기적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신뢰는 계약

조정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Berkositz, 2017; Shah, 2017). 이러한 관점에서

이행의 핵심이다. 불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에서 제삼자는 재협상을 촉발하거나 일방적인

(동적이고 종종 취약한)(IMF, 2003) 주인의식은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파트너 간 정기적인 대화에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반대로 협력 관계를 선호하는 강한 사회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제삼자의

의해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화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수용한 특정 조건들에 대해 당사자 간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계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수단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건 설정에서 더 큰 유연성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책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불신과 장기 비용에 따른 성과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수혜자의 준수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erkowiz, 2017).

적응하도록 만드는 일방적인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Brousseau, 2017).
당사자 간의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상 약정에서 협의 단계는 여러 당사자의 기여를
장려하고 공유된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개발 요구사항과

Box 1.3. 조건부여: 주인의식의 집중
IMF, 세계은행, 유럽연합에서 조건의 활용은 개발 정책에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와 조건부여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구조적 깊이가 거의 없는 약한 준수와 조건을 인지한 IMF는 2009년에 조건부여의 합

다양한 사람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합의된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리성을 강조하며 자체 역량 측면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거시경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강화되

있다(Charbit and Romano,2017).

었다.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과 실업에 대한 우려로 IMF는 대출 조건의 ‘거시사회(macro-social)’임계 수준을 강조하였다
(Shah, 2017).
세계은행은 투자 프로젝트 지원 시 전통적인 조건부여를 계속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대출 상품과 관련 대출 조건은 지난

주인의식의 중요성

5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두 기관 모두 더욱 유연성을 부여하였고, 지역의 주인의식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전적 조건부여는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 사이에 공동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이는 집행위원회가 제안
4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에 관한 주인의식 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지출과 투자를 더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다양한 메커니즘은 국가, 지역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주인의식을
갖는 경우에 강화될 수 있다. 주인의식은 단독으로 달성될 수 없다. 단순화와 유연성의 확대,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다층위 정부 간의 원만한 관계 수립 등이 주인의식을 만드는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과정으로,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주인의식을

한 지역정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기초한다. 조건부여는 잠재적 규제, 행정 또는 전략적 병목현상에 대한 공통의 합
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의 주인의식은 전통적인 개발 지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1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원국 국가별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유럽구조투자기금(ESI Funds)의 지원’에 따르면, 사전 조건부여는
18개 회원국에서 구조 개혁을 시작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Shah, A. (2017), “Development assistance and conditionality: Challenges in design and options for more effective assistance”,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Conditionalities for More Effective Public Investment”, 28 April, OECD, Paris.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요소인 평판과 신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시 상호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인의식은 원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일

이익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인의식은 특히 규정 준수의 중요한 촉진제 또는 억제제로서 조건부여를 활용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Mizell, 2017). 조건부여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접근은 수혜자의 주인의식과 개혁 의지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인의식은 공공 또는 민간 행위자(국제기구, 초국가적 또는 국가 기관, 은행 등)가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대출에 부가된 조건 또는 다층위 정부 간의 계약상 약정의 효과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개발원조는 특히 조건들이 투입 변수에 기초하거나 프로세스, 보고 및 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될 때 효과성, 주인의식 및 관리 부담 사이에서 상충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한다. 이러한
유형의 조건부여는 국가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여 지원 수혜자의
주인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Shah, 2017).
최근 문헌에 따르면, 조건부여는 이미 개혁 의지가 있는 정부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Mizell, 2017). 이는 국제기구와 초국가 정부-특히 IMF, 세계은행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에 원조에 명시된 조항에 지역의 주인의식을 증진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둔 이유이다(Box 1.3
참조). 실제로 (적어도 이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조건부여 패러다임에 대한 최근의 일치된 의견은
조건을 재정적 지렛대(financial leverage)와 투입 통제의 수단이 아닌 상호 책무성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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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혁과 정책 조건을 ‘소유’한다면, 공여자들은 해당 국가에 심지어 개혁에 자금을 지원하는
무조건적인 원조와 예산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Shah, 2017). 이는 조건부여와 주인의식을
둘러싼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다: 즉 원조나 보조금을 받는 국가들의 주인의식은 조건이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가? 아니면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정책 조건을 시행할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주인의식은 조건을 불필요하게 만드는가? 문헌에 따르면 주인의식이 존재할 때 조건부여는 정부의
개혁에 대한 선호와 공여자가 요구하는 것이 (비록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보여주어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Mizell, 2017). 선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주인의식은 조건의 수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조건의 이행은 특히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시행에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외부의 압력과 지지의 조합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주인의식은 어떻게 정의되든 정부 소관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정부의 주인의식이 반드시 시민의 주인의식이나 입법 매수권(legislative buyin)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hah, 2017). 주인의식을 언급할 때 학자들은 특히 시민들로부터
수평적(transversal)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주인의식이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중심(citizen-centric)’의 주인의식은 개발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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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국가의 주인의식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편향성(biases)에 대한 경계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조건이 된다(Shah, 2017).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면 효과성과 책무성 사이에 발생하는 기존의 상충적 관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운영 감시에 대한 시민에 권한 부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써 산출 기반의 조건부여가 달성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 5~10년 동안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 효율성 및 준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행동과학에 주목했다. 지역발전정책에서 행동과학의 활용이 깊이 탐구되지 않았지만,
행동과학은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일련의 통찰력과 도구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은 국가의 주인의식 창출, 촉진 또는 증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이는 조직의 내부 인력을 통해, 그리고 결과를 얻기 위해 정의된 정책과 절차를 통해 전체
조직에 ‘넛지(nudge-*역주: 강제적 지시나 직접적인 부탁이 아닌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선택을

•선
 택(selection): 이미 개혁이나 정책 조건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촉진한다. 실제로 조건부여 효과의 감소는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Berkowitz, 2017). 여러

유도함)’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역발전정책의 설계와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은 준수 지향적 조치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에서는 조건부여는 개혁의 선동자(instigator)보다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행태학적 통찰력은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효익 사이에서 종종 대립하는 상충점을 극복하고

역할에 적합하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미 변화에 착수한 국가에 보상을 줌으로써, 일부

정책 도구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성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위험성을 수반한다: 다시 말해, 선택 편향은 도움이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협업을 한결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협약을

필요한 국가에 원조로 이어질 수 있다(Shah, 2017).

설계하는 방법 및 성과 인센티브를 더 낫게 설계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 설득과 학습: 설득과 학습을 통해 변화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쌓아나가는 ‘부드러운(soft)’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주인의식이 창출 및 강화될 수 있다(Mizell, 2017). 이를 위해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행태학적 통찰력을 적용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어떤 행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개혁은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접근법 또는 ‘시사점 도출(lesson-drawing)’접근법을

지역발전정책의 맥락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행태로서‘더 나은 기금 관리(better administration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전자는 정부의 타당성을 설득하여 개혁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of funds)’를 언급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행태 변화가 기대하는 구체적인

후자는 정부가 국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 개혁을 채택할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상세하게 분석해야 한다(Forster, 2017). 행태학적 통찰력을 지침으로

것이라고 제안한다(Mizell, 2017). 따라서 조정과 대화를 촉진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지역발전정책에서 더욱 정확한 목표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도구가 중요하다. 또한 프로세스 진행 중 혹은 이후에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근거 기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Berkowitz, 2017).
• 산출물 및 결과에 기반한 조건부여: 주인의식은 국가가 도달해야 할 산출물과 결과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건은 투입 기반 조건과 달리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합의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Mizell, 2017).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의 배포는 신뢰성과 믿음을 높여 주인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목표에 대한
염두’ 절 참조).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출발점으로는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다양한 주체와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서로
다른 수준의 행위자들은 정책 및 성과 메커니즘의 모니터링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지속적인 적응
학습과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
 리는 누구의 관심사와 어떤 목표를 향해 개입할 것인가?
• 지방 정부 내에서 결정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 초국가적/국가적/지방 정부 수준의 목표에 개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목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인가?
지역발전정책에서 다층적 조직 및 다중 이해관계자의 특성은 당면한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지역발전정책에 내재하는 장기적인 관점도 주요한 편향을 낳을 수 있는 기저 요인이다.
행태적 관점에서 관련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 참여 문제, 우선순위의
불일치, 기금 격차 혹은 기금의 부적절한 배분 등과 관련된 편향을 설명할 수 있다. 지역발전정책
설계에서 핵심 단계는 참여 대상, 자금 지원 활동 및 기금 배분 방법을 결정할 때 행태 이론이
제공하는 해결책을 활용하여 이러한 편향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할 때 행태학적 통찰력을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차원은 다음과 같다.
• 기금 사용 및 프로젝트 선택 개선: 조직 혹은‘집단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 자원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된 편향을 고려함으로써 기금 배분과 관련된 정책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행태학적 통찰력을 적용하면 적절한 프로젝트와
적법한 절차를 선택하여 기금 사용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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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 간의 조정 및 협업 개선: 행태학적 통찰력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올바른 인센티브의 활용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법을 제공한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또한 다층위
정부에 걸쳐 개인 및 조직 목표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상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에게 항상

협업은 이 과정을 지원하는 행태 정보 제공 도구와 제품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이러한 인센티브가 다층위 정부 간 조정되어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성과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때, 정책입안자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제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협업과 참여에 필수적인

책임의 필요성과 과도한 통제로 인해 내재적 동기가 고갈될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공정성을 향상할 수 있다. 동시에 개발 정책 및 투자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manage)’접근법과 호주·스웨덴 및 미국에서 시행되는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하는(letting

• 절차 간소화: 행태학적 통찰력은 기존 형태의 규제가 더는 효과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managers manage)’ 접근법에서 잘 드러난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성과 개선을 위해 공공

성공적인 수단으로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 조달이나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직 내

관리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전자는 인센티브와 경쟁 체제에 의존하는 반면, 후자는 선의와

절차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에 넛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쉬운

신뢰에 의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방법에서 상이한

언어의 사용, 또는 심지어 시각적 지침이 장황하게 작성된 지침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관점을 취한다. 성과 기반 계약은 조직이 성과 목표에 도달할 경우 최고 책임자에게 금전적으로

또한 넛지 행태가 갖는 중요한 잠재력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에 뿌리내릴

보상하는 방식이다. 권한부여(empowerment) 방식에 따르면, 공무원은 물질적 혜택보다는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상적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공공서비스의 내재적 보상에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한다(Shah, 2017).

가져올 수 있으며, 습관은 다시 절차를 더욱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인센티브에 관한 이론은 잘 발전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인센티브를,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떻게

• 더욱 효과적인 데이터 사용: 행동과학은 다음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데이터의 이해를

부여할지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B를 기대하면서 A를 보상하는 것의 부적절성”(Kerr, 1995)은

돕는다. 가용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일상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전년도 지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해

데 관여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가?

실제 지출해 나간다는 예시는 정책입안자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 및 제공하거나, 요청해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배분 규칙을 통해 공공기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가능한

하는가? 성과에 대한 보상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 효과적인 데이터는 무엇인가?

한 많은 돈을 쓰도록 장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ECD의 공개 데이터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범주에서 산출물 단위당 비용과 같은 목표 달성치의 참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금 활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조장하는 인센티브의 예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성과 측정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이는 단순화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즉 예산 배분을 위한 성과 기준을 정의하는
것보다 실제 지출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기가 훨씬 더 쉽다. 예를 들어 2016년 OECD 성과 예산

• 성과 및 활용도 개선: 행태학적 통찰력은 조직에서 보상 혹은 인센티브 사용에 대해 더 잘

조사(Performance Budgeting Survey)에 따르면, 평가기관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이해하고, 보상을 구조화하며, 의도된 결과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증감과 같은 재정 문제보다는 관리의 문제(성과 실적 공개, 차기 모니터링 강화

또한 혁신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위험 감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등)와 연결된다. 또한 ‘결과 없음’은 두 번째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이다.

(‘올바른 인센티브의 활용’ 절 참조). 사례 연구의 핵심적인 교훈은 지방 정부가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지방 정부 간 모범 사례를 채택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보상 메커니즘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누구를 위해 배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센티브를 설정할 때 준수(또는 불이행)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과는 실제로 인센티브의 일부이고, 인센티브의 강도는 정보를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사용될지에 따라 달라진다(Charbit and Romano, 2017).

시민들은 또한 비공개 정보 출처에 비해 자체 보고된 정부 데이터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Moynihan, 2017).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이 신용 및 신뢰도 향상, 정책
집행에 유리할 수 있는 이유이다. 평가 과정에 제삼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결과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목표의식 염두’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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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충은 뉴질랜드의 계약에 적용되는 ‘관리자를 관리하게 하는(making managers

행태와 관련한 많은 문헌은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행태학적 통찰력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연결하는 인센티브 설계에 중점을 둔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인센티브 모델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센티브의 조정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인센티브 모델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답해야 할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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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인센티브가 대상 집단을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2) 만약 대상 집단이 개입에 관여하지

외적 보상(extrinsic rewards)은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부 위험을

않을 경우,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관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가? 3)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수반할 수도 있다. 최근 일부 경제 및 심리학 연구에서는 외적으로 주어진 동기부여 도구의 위험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에 적절한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지적한다. 장기적으로 보상은 부정적인 강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인센티브는 처벌뿐만 아니라 보상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반드시 보상이 재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기대하는 결과와 일치하고 잠재적 위험 및 혁신과 균형을 맞출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쳤을 때의 결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목표로
삼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장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유럽의 결속정책 20142020에 반영되었는데, 재정/투입, 산출, 그리고 특정 경우에 결과지표 측면에서 정의된 목표치와

동기를 외적 동기로만 개념화함에 따라 내적 동기를 ‘밀어낼(crowding out)’수 있다(Foster, 2017).
외부의 보상은 자율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동기부여
요소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 제공,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촉진, 이의 제기 가능, 주인의식과 업무의 중요성 증진, 결과에 대한 명시적 책임 정의
등의 업무 환경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Foster 2017).

관련하여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초점은 목표 달성이 프로젝트 수혜자와

지역발전정책에 적용되는 내재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프로그램 관리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과제일 수 있다.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장벽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억누르는지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긴밀한 연결은 프로그램 실행에서 우수한 성과에

평가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Foster, 2017). 정책입안자가 자율성을 느끼거나 정책에

대해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배분해 두는 성과준비금(6%)의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계획 또는 모니터링 정책이 조건을 생성하거나 방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좋은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거나, 정책입안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최우선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림 1.9. 성과 평가에 대한 응답

것도 유익할 수 있다.
계약 및 조건 준수에 관한 이론과 실무, 성과 예산 책정 및 행동과학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좋
 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 간에 파트너십과 신뢰를 구축한다 (‘신뢰도
높은 관계 구축의 중요’ 절 참조).
• 모든 목표가 동등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참여자들이 이에 동의해야 하고 진행 상황
보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 투입, 산출 및 결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 결속정책 2014-2020에서는 다양한 개입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에 명확한 개입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표는 측정 기간에 행위자의 통제하에 있는 성과를 포착해야
한다. 결과(outcome) 대신 산출물(output)에 대한 보상은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외부

출처: OECD (2016), 2016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database), Q28, https://qdd.oecd.org/subject.aspx?Subject=90B147D4005C-462A-9678-4CF7A931A4CA.

요인(시간 지연, 외부 영향 등)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되는
산출물이 결과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입안자는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표에 의해 ‘인질로 잡힐(held hostage)’ 가능성이 있다.
• 금전적 보상은 긴축할 때는 정책입안자가 결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설정된 지표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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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이점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파급효과(spillovers)와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평가한다.

형태의 실험은 행태학적 통찰력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무작위
통제 시험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지방 정부의 성과에 대한 공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

• 동기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다.
• 일부 경성적(hard) 인센티브와 연성적(soft) 인센티브의 혼합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시민에 비해
관련 결과에 더 만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hephard, 2017). 그러나 이 분야의 실험은 무작위
통제 실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한 체계적인 검토, 준실험적 연구, 비실험적 평가, 코호트 연구,

지속적인 실험과 시도

설문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적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기관 및

지역발전에서 적응적 학습과정(adaptive learning)은 정책도구의 장기적인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범 사례(예: 특정 목적을 위한 일부 지역과의 시범 협약 또는 특정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 지표)를 통해 정책입안자는 실제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시도와 테스트’접근법을 사용하는 동안 정책입안자는 장소 간의 차이와 불평등이 지속되는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비대칭적 지방분권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 정부에 책임을 이양하는
시범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말 지역 및 주 정부
기관(카운티 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에서 지역정치기구(선출된 지역의회)로
지역 성장의 책무를 이양하기 위해 두 번의 성공적인 시범 사례-스코네(Skåne), 베스트라
괴탈란드(Västra Götaland) 지역-가 수립되었다. 이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주 정부 기관에서 다른
카운티의 지역정치기구(카운티 의회 및 카운티 협력기구)로 책무가 이양되었다. 이 정책은 시행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커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급진적인 행정 또는 헌법 개혁을
거치지 않고도 정책과 지역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합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Allain-Dupré, 출간
예정). 실제로 시범 경험을 통해 정책입안자는 역량이 부족한 지방 정부가 새로운 책임에 압도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양하게 실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정책 구현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특정 장소/지역에서 시범 경험을 가능하게 하면 학습을 통해
영구적으로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로 지역발전정책을 운용하고, 성과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표를 테스트하며, 특별한 특성(예: 대도시 지역)을 가진 지방 정부에서 특정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시범 경험은 학습 및 커뮤니티
역량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이다(Bradford, 2017).
시범 정책은 캐나다가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 이른바 메타 거버넌스의 주요 수단인 하이브리드
계약을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도구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 기반 지역주의(Community-Based
Regionalisms, CBR)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
깊숙이 자리 잡고 지역화되어 기성 정책 방안에 저항력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및
시범(demonstration) 프로젝트를 학습하고 있다. 그들은 연방정부가 착수한 정책을 위한 실험실로
대표되며, 프로젝트 실험과 학습 평가를 강조한다.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은 기술
전문성 또는 조직 역량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경험적 지식과 네트워크 전문성을 고차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radfo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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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시행착오)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에 행태학적 통찰력을 적용할 때 방법론적 접근 도구는 "시간, 업무, 사건, 개인사 및 행위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함수로서, 동기 및 행동의 가변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수준의 종단적 현장
실험, 경험적 표본추출 연구 및 개입 연구의 사용을 권장한다”(Foster, 2017).
정의-진단-설계-시험(define-diagnose-design-test) 접근 방식은 조직 차원에서 행태적
넛지(nudges)를 구현하고 시험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며 장벽이나 병목현상을 식별한 뒤 이러한 목표를 해결하고, 개입을
평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개입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목표의식 염두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정책을 도시와 지역의 요구에 더 잘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평가 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실행 평가(evaluating
policy implementation)는 프로그램의 사후평가(ex post)뿐 아니라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주기
동안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기술적으로 건전한 프로젝트 평가와 효과적인 투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미한다. 정책을 설계할 때 평가 메커니즘을 정의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모니터링과 평가는 정책목표와 결과를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가 및 모니터링 기준은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기법은
단순히 예산 집행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계획 수립 과정 초기에 평가 방식을 통합하면
정부기관은 평가 방법론을 정의하고 이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의 변화 이론을 정의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 도달해야 할 결과를
설정함) 정책입안자가 정책목표를 더 잘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 주요 관심사를 더 잘 정의하며,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지표를 적절히 정의하고, 지표와 결과 간의 관계 또한 진전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개입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된 정책 역량에 관한 요구사항 외에도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는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평가는 다층위 정부 차원에서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려면 평가는 계약 자체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평가는 다음 기간에 계약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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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개선하고 다층위 정부에 걸쳐 공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예를 들어 캐나다는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을 통해 정책목표를

수 있다(Charbit and Romano, 2017). 평가 과정은 시범 프로젝트의 근본 요소이기도 한데,

정의할 때 모니터링 및 평가 조건을 설정한다. 지역개발청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기타

평가가 없으면 시범 프로젝트는 동기부여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를 통해 성공 및 실패

정부기관 간 기여 협약(contribution agreement)을 정의하는 동안 계약의 당사자들은 핵심 목표,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맥락에서 모범 사례를 채택할 수 있다. 학습 잠재력(learning

자금 지원 활동, 예상 결과 및 프로그램 관리·평가 절차·외부 보고를 지원할 성과 측정에 대해

potential)에 도달하기 위해 시범 프로젝트는 정책실험, 경험적 지식 및 결과에 기반한 책무성에

협상한다. 모니터링 결과, 기여 협약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역개발청은

동등한 가치를 두는 새로운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Bradford, 2017).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Bradford, 2017).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평가는 금융수단의 성공적인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전평가는 초국가 및 국가 정부 또는 구호 기관에서 보조금의 조건을 정의할 때 자주 사용한다.

금융수단의 영향을 평가하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평가 결과가 정확하기는 어렵다. 이 보고서

정부 차원의 공공투자에 관한 2012년 OECD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자금 지원에

전반에 걸쳐 분석한 모든 금융수단과 마찬가지로, 평가 계획은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소명할

수반되는 조건 중 일부가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적인 경제평가라고 답했다(그림 1.11)(OECD, 2013).

수 있도록 금융수단 설계 과정의 일부로서 초기 단계부터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지속해서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자금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평가는 또한 미래의 수요와 자금조달

정보가 후속 투자에 관한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Wishlade, 2017).

그림 1.11. 공공투자기금에 대한 조건부여의 유형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이 지역발전정책 및 투자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림 1.10과 같이, 지역발전정책이나
투자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30개 국가 중 최소 21개 국가는 일종의 평가를
시행한 셈이다. 이 지표는 평가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보여주긴 하나, 국가가 이러한
평가를 설계하는 방법이나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더욱이 평가의 존재만으로
실무에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실제로 결과를 사용하거나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림 1.10.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지표

출처: OECD (2012), “Multi-Level Governance of Public Investment”, National and regional case study questionnaires, www.oecd.org/
regional/effectivenessofpublicinvestmentatsub-nationallevelintimesoffiscalconstraints.htm.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s)은 평가 절차에 대한 사전 정의와 그러한 평가의 독립성
모두를 충족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이러한 교차 정부(cross-government) 협정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권한과 자원의 이양이 수반되며, 재무부와 초기에 합의된 광범위한 평가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제로 한다(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6).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위임한 독립
출처: OECD, (2017), Implementation of the OECD 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Unpublished material, presented at the 37th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OECD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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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에도 중요한 과제와 위험이 수반된다. 우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표 1.1 요약 지역과 도시를 위한 경제개발정책 설계 시 피해야 할 위험과 잠재적 해결책

및 평가하기 위해 결과(outcome)와 연결되어야 하는 산출(output) 지표에 대해 과도하게 관심을

피해야 할 위험

두는 것은 정부가 해당 지표의 달성에만 몰입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내 ‘게임'을 부추길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산출물에 집중하다 보면 지표 중심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다.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넘어, 진정한 정책적 영향은 종종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시화되고, 사후평가는 너무 일찍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는 관련
정보의 생산과 시차를 고려하면서 일관된 기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는 또한 서로 다른 정책의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평가를 규정 준수 또는 미준수에 따른
보상 또는 제재의 관계로 규정짓는 사고를 버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맥락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 책무성을 과대평가해 획일적 정책 수단 적용
• 다양한 맥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 설계의 유연성 보장
• 지방 정부의 분권화/자율성 정도, 생산성 수준, 부패 같은 지역의 • 목
 표를 정의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보여줄 때 좋은 참조
역량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
사례를 설정하기 위한 맥락 고려
• 지원 수단을 선택할 때 시장 및 제도적 상황을 과소평가
• 비대칭 협의 및 차별화된 대상 시범 프로젝트를 통한 탐색
• 특정 지역 환경 및 개발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새로운
과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 성과 도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양질의 거버넌스 및
지원 고려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면 신용도 및 신뢰성 제고와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편향성(biases)에 대한 경계’ 절 참조). 실제로 시민들은 비공개 정보 출처보다 자체 보고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Moynihan, 2017). 예를 들어, 계약상 절차를
감독하는 독립된 평가기관은 계약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협상
과정의 관리 감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공시를 책임질 수 있다(Brousseau, 2017).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평가는 특정 프로그램이 부정적으로 평가될지라도 축소 및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상의 경로의존성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의 배포는 신용도 및 신뢰를 강화한다(‘주인의식의 중요성’ 절 참조).

역량 구축의 중요성
• 역 량이 기술과 능력만이 아니라 재정, 제도적 측면에서도 • 기술 지원을 통해 역량 구축 및 지역발전정책 강화에 더 많은 시간
구성된다는 사실을 간과
할애
• 역량 격차가 큰 지방 정부에 지역발전정책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 실 무 역량 구축을 위해 (동일한 규칙을 가진) 지방 정부 간
단독 책임 부여
상호작용을 반복
• 역량 구축은 지방 정부가 실무에서 배우는 학습, 즉 경험에 의한 •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구축에
학습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 사용
• 성 과의 저하가 종종 역량 부족과 관련된 동기 부여 문제
때문이라고 가정
행정절차의 단순화 필요

수 있도록 한다(OECD, 2017f). 엄격한 프로세스, 독립적인 검토 및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결합된

• 수탁 및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 및 • 과도한 지침과 입법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담을 지역정책이 가져올
절차 적용
결과의 기대 편익과 비교
• 전문용어를 과하게 사용해 의사소통
• 평이한 언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한 의사소통
• 지방 정부의 지역정책 시행에 대한 규칙, 지침 및 법률을 너무 • 이해당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빈번하게 변경 및 채택
간결하며 편리한 지침 유지
•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대화와 신뢰 강화
• 용이한 규정 준수를 위해 규칙 및 규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
• 지표 수를 줄여 단순한 성과 프레임워크 설계
• 부문 및 프로그램에 걸쳐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지침 및 제출
빈도 조정

이 시스템은 지난 20년 동안 칠레의 기반시설 투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와 효율성을 가져왔음에

신뢰도 높은 관계 구축의 중요

시민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사용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예시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는 칠레의
국가투자시스템(National Investment System)이 있다. 사회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과정은 해당 평가에 사용되는 사회적 가격(social prices)과 마찬가지로 전문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온라인 통합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공공투자의 현황 및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일반 대중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부문에 걸친 투자를 모니터링할

의심할 여지가 없다(OECD, 2017f).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넘어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과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른 수준의 행위자들이 정책 및 성과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하여 만든 정보를 지속적인 적응적 학습
과정에 사용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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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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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및 협력 도구의 가치를 낮게 평가
• 실제 효과와 행위자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준비에만
집중
• 강하고 신뢰감 있는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책 실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간과
• 협력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비공식 대화와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 과소평가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장려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 개발:
• 전달되는 정보의 단순화 및 피드백
• 규칙의 투명성 및 시사점
•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및 상향식 접근 방식
• (계약과 같은) 공식적인 수단을 사용해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
•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 회피
• 하향식&상향식 접근법 사이의 적절한 균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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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위험

피해야 할 위험

잠재적 해결책

잠재적 해결책

주인의식(ownership)의 중요성

목표의식 염두

• 주인의식이 시간 경과에 따라 진화하는 과정임을 간과
• 주인의식 형성을 위해 단순화, 유연성, 대화 등 서로 다른 보완
• 시민들의 주인의식 및 입법적 동의를 과소평가하고, 정부의
메커니즘을 설정
주인의식에만 집중하는 경향
• 행위자가 주인의식을 갖는 데 필요한 두 가지 기본 요소인 평판과
신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 상호작용 보장
• 재무적 위험 회피 수단 및 투입 통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호
책임과 인센티브 조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 설계
• 시민 중심의 주인의식 접근법 사용: 시민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가
강화된 산출 기반 조건, 시민 감독
•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사전 조건 합의 - 국가별 달성해야 할
산출물 및 결과에 대한 합의 도출
• 주인의식을 선택성(Selectivity) 기준으로 활용, 선호도가 대출자/
공여자로 일치하는 국가를 위한 지원 프레임워크로 조건부여를
활용
• 설득과 학습을 통해 변화에 대한 지역적 요구를 육성하기 위해
‘부드럽게 개입(넛지)’ 하여 주인의식 강화(‘사회적 학습’ 또는
‘시사점 도출’ 접근법)

• 비용 절감을 위해 평가 및 정책 모니터링에 적은 투자
• 정책목표를 집합적으로 정의
• 처음부터 예상되는 산출과 결과, 사용할 평가 기법을 정의하지 •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 평가 및 모니터링 기준 정의
않고 정책을 정의
• 예상 결과에 따른 지표 시스템 정의
• 사전 평가 및 모니터링을 무시하고 사후 평가에만 치중
•적
 절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조화로운 통계 시스템 개발
• 특히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집중
• 독립된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신뢰도, 신용도, 집행력 제고
• 특히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배포

편향성(biases)에 대한 경계
• 조건부여, 계약, 성과 프레임워크 등을 설계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 의사소통 문제, 참여 문제, 우선순위 불일치, 자금 격차 또는
나타나는 편향성 간과(예: 위험 기피 성향, 직원/조직 평가 시
잘못된 배분을 설명할 수 있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 설계
인지적 편견, 관련 정보나 기회 무시, 잘못된 인지 모델 개발 등)
• 지역발전정책에서 행태학적 통찰력의 활용을 안내할 수 있는
• 지역발전정책의 다층적 조직 및 이해당사자의 복잡성 과소평가
질문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
• 예를 들어, 자금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룹 의사 결정’ 권장:
• 행태학적 통찰력 사용
• 의사소통 개선 및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 절차 및 규정 간소화
• 의사소통할 데이터와 방법 선택
• 보상과 인센티브의 활용

출처: 저자 작성.

주(注)
1. 주어진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밀어넣는(crowd-in)’ 또는 ‘밀어내는 (crowd-out)’ 정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da.gov/files/performance/ED-Logic Model.pdf 을 참조.
3.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da.gov/files/performance/EDA-Technology ReadinessLevels-Guidelines.xlsm 을 참조.
4. 주인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는 점은 I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1, p. 6).
“프로그램이 달성할 수 있고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을 공식화하고
시행한다.”

올바른 인센티브의 활용
• 외부 동기(외부 제재 및 보상)를 선호하여 내재적 동기를 배제
• B를 기대하며 A를 보상하는 행위
• 평가를 규정 준수/미준수에 따른 보상/제재와 연결짓지 않음
• 결론을 정책 산출물(output) 대신에 정책 결과(outcome)와
결부하기

• 규칙에 의해 창출된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고려
• 행태학적 통찰력을 사용하여 인센티브 및 성과 계획 설계
• 처벌 및 보상과 연계된 인센티브(금융/비금융)를 통해 주인의식
유도
• 좋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신뢰를 구축
• 정책실행 담당 기관과 함께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 투입, 산출 및 결과 간의 명확한 관계 정의
• 외 부 요인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산출에 기반한 성과
메커니즘 구축. 이러한 산출물이 예상 결과와 연계되도록 함

지속적인 실험과 시도
• 다양한 맥락에서 정책을 실험하는 시범적인 경험에 대한 두려움
• 특정 장소/지역에서의 시범 사례 구현에 유연성을 보장하여
• ‘시범(pilot)’이라는 상황을 무한정 확장하며 장소 간 차이와
경험에 의한 학습을 통한 영구적인 조정 가능
불평등 강조
• 정책실험(시행착오) 문화 개발
• 정책을 실험할 특정 유형의 시범 사례에만 집중
• 체 계적인 검토, 준실험적 연구, 비실험 평가, 코호트 연구,
설문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책 실험 및 평가
• 실험과 시도, 규범의 연속성 사이의 균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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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재검토하는 것은 금융수단의 실제 활용에서 생기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금융수단의
장·단점,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융수단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보조금과 비교했을 때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동시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입안자들이 금융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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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assistance”,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Conditionalities for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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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h, A. (2007), “A Practitioner’s Guide to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Boadway, R. and A. Shah (eds), Chapter 1, World Bank, Washington DC, pp. 1-54.
• Shephard, D. (2017), “Applying behavioural insights to organisations: Global case studie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Behavioural Insights and Organisational Behaviour”, 10 May, OECD, Paris.
• Wishlade, F. and R. Michie (2017), “Financial instruments in practice: uptake and limitation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When to use financial instruments”, 28 June, OECD, Paris.

*이
 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됨.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국제법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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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frontier thinking)
금융수단(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도시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민간 및 공공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서, 보조금에 비해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이다. 기금은 상환되기 때문에, 미래 프로젝트에 재사용될 수 없는
보조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수단은 예상만큼 널리
활용되지 않는다. 금융수단 사용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일반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지만 금융수단의
활용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상의 재검토를 통해 금융수단의 실제 활용과 이론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수단이
예상보다 덜 활용되는 이유를 논의하고 금융수단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또한 금융수단의 더 많은
사용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모색한다.
•어
 떤 유형의 투자에 특히 효과적인가? 기업과 공공기관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금융수단이 이러한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금융수단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할 수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금
 융수단의 활용에 대한 제한은 무엇인가? 금융수단 활용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그 효과를 제한하는 특정 조건이 존재한다.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금융수단의 사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금융수단이란?
‘금융수단’은 민간 및 공공 행위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금융수단을
포괄하는 용어다. 여기에는 공공대출 또는 보조금 융자, 상장주식(public equity) 및 모험자본,
신용보증 등이 포함되지만, 증권화(securitisation)와 같이 널리 사용되지 않는 그 밖의 지원
형태도 포함된다. 대출이나 보증과 결합할 때, 보증수수료 보조금(guarantees fee subside)이나
금리보조금(interest rate subsidies)도 금융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과 도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금융수단(Box
2.1)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경험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금융수단은 시장의
상호작용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조금과 달리
금융수단의 도움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상환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금융수단은 다음과 같다.
•대
 출(loans)은 중소기업을 위한 민간금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천이며, 국내 또는
공동 금융 경제개발 정책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 대출은 또한 공공건물과 공간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타 자본 투자를 위해 지자체와 같은 다른 프로젝트 추진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나 집주인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어
 떻게 금융수단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가? 금융수단의 사용은 EU 정책뿐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출은 대출자금의 집행을 외부 기관에 위임할

국가 정책을 포함하여 많은 OECD 회원국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수 있으므로 행정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관리가 쉽다. 또한 대출자금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2017년 초, EU 결속기금의 극히 일부만이 EU 회원국의 금융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업 자원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자금의 양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출 상품은 (금리

이 장에서는 금융수단의 효과적 사용과 이와 연관된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이나 더 쉬운 대출 조건을 통해) 신용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의 문제를

마련되어야 할 제도적 프레임워크 조건과 보완적인 정책 조치를 고려한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출은 지배력이나 소유권 상실이 없어 중소기업이

이 장에서는 2017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세미나‘금융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when to use financial instruments)’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이
세미나에서 다룬 문헌은 다음과 같다.
•B
 rown, R. and L. Neil (2017), “The Theory and Practice of Financial Instrument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When to use financial instruments”
held 28 June 2017, OECD Headquarters, in Paris.
•W
 ishlade, F. and R. Michie (2017), “Financial instruments in practice: uptake and
limitation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When to use financial
instruments” held 28 June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자금조달은 때때로 신생
기업들이 요구하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출 활용 수준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보
 증(guarantees)은 담보 위주의 대출이 보편화되고 사업 자산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증의 사용은 일부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보장되는 총액은
평균적으로 보통 소액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신생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소액 금융
패키지의 대출과 자주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공공
지원 보증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보증의 사용 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상
 장기업의 주식(Publicly-backed equity) 또는 모험자본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금융수단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을 위한 틈새 수단으로 여겨진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시장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과

56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57

2.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금융수단의 활용

2.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금융수단의 활용

모험자본은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의 주요 자금원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첫째, 금융수단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재화와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주식은 우리 회사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간주한다(European

활동의 공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금융수단에 대한 자금이

Commission, 2013). 주식은 상당한 양의 중장기 자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설립자의

확보되어도 시장에 금융자산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든다.

창출하는 가치재와 활동이 포함된다. 공공재의 경우 지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익 흐름을 창출하는
한 금융수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Box 2.2 참조).

Box 2.1. 보조금 vs. 금융수단
정책 설계 관점에서 금융수단은 보조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보완적인 실행 메커니즘이다. 두 수단 모두 금융 접근성의

Box 2.2. 공공재, 가치재(merit goods)와 외부효과(externalities)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금융수단을 활용할지 결정할 때, 정책

공공재는 비배제와 비경합의 특성을 갖는 상품이다. 즉 재화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더라도

목표 달성에 어떤 실행 메커니즘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수단은 초기 지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에 자금
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공공재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될 경우에는 상환을 조건으로 한 지
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화는 공공재라고 칭한다. 일예로 마을에 있는 매력적인
광장을 들 수 있다. 광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공
공재는 배제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은 사람들이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따라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결과 공공재에서 수익원을 창출하기 어렵고 자유시장에서 이를 제공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조금과 비교하여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금융수단의 이점이 있다.
• 지속가능성: 금융수단은 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부여되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보조금보다 더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프로젝트의 품질: 금융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은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에 의해 실사(appraisal)와 상환 의무가 강화
되어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성과에 집중하도록 유도된다. 따라서 보조금을 통해 지원된 프로젝트보다 금융수단을 통해
지원된 프로젝트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받는 자(investee)와 투자자 모두가 위험을 공유한다는 심리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 비용효과성: 금융수단은 공적자금을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자금이 재사용될 수 있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민간 재원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수단의 다른 중요한 장점은 보조금 의존도 감소, ‘기업가적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의 촉진 및 틈새시장 개발
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및 금융수단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관련된 정
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금융수단은 매력적이지
않다. 금융수단과 보조금이 적절하게 결합된다면, 금융수단은 보조금 의존성을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
수단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수단과 보조금의 사용을 보완하고 기술 지원, 교육, 감사 등을 통해 자문과 지원
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출처: Wishlade, F. and R. Michie (2017), Financial instruments in practice: uptake and limitation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When to use financial instruments” held 28 June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대다수의 공공재는 금융수단에만 기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가치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최적
의 수량을 제공하지 않는 재화이다. 가치재의 예시로, 저렴한(부담 가능한) 주택을 들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시장은 저소
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
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가치재라고 할 수 있다.
외부효과는 한 주체의 활동이 다른 주체에게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말한다. 경제이론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활
동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활동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예시
로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연구에 투자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이루어낸 혁
신은 사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기업은 주로 자사의 이익에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이 부차적으로 만들어낼 사회
적 이익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투자보다는 더 적게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이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 연구 활동(예: 금융수단 활용)에 대한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다.
출처: Based on Musgrave, R.A.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공공재, 가치재 및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활동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유익하다.
그러나 공공개입이 금융수단, 보조금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금 중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금융수단을 활용하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지원된 프로젝트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대로 실현되지 않고 보조금이

금융수단의 사용 근거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된 경우, 공적기금은 아무런 이익 없이 손실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금융수단의 사용은 몇 가지 유형의 시장 실패에 의해 정당화된다. 마찰이 없는 시장을 가정하는
상황에서 금융은 항상 가장 가치 있는 투자에만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 실패로
인해 이러한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해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는
프로젝트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공정책은 금융수단의 사용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OECD, 2015 참조).

금융수단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는 공공은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된 기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둘째, 금융수단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때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장은 기업과 공공기관에 최적의 자금조달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시장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금융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 요인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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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선택 (통상 ‘레몬마켓(개살구 시장)’이라고도 함)은 기업이 대출기관보다 기업 활동의

•실
 사 비용(Cost of due diligence - *역주: 계약 전 계약 대상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위험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때 발생한다. 대출기관은 대출 위험을 보상하는 이자율을

프로세스)은 개념적으로 모니터링 비용과 유사하지만, 대출 과정과 관련된 법적 요건으로

부과하려고 한다. 즉 채무불이행 위험이 클수록 대출기관에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 역시 특정 상황에서 대출 자체를 무익하게 만들 수 있다.

높아진다. 대출기관이 특정 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평균적인 위험을 예상하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기초하여 모든 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는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성이 가장 낮은
대출에는 너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기업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만이 그러한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포트폴리오의
높은 평균 위험을 고려하여 금리를 올릴 것이고, 위험 스펙트럼의 하단 끝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금리 책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대출기관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평균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대출기관은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대출을 받는 데 합당한 수준의 금리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대출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도
 덕적 해이는 대출기관이 대출을 제공한 후 기업의 행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출기관은 기업의 저위험/저수익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기업은 이 자금을 고위험/고수익의 프로젝트에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수익이 높을수록 더 높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보완하고
그 이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행태
변화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대출기관은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해서 더 높은 수익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하지만,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은 더 커진다. 기업의 이러한 행동을 예상하면
대출기관은 모든 대출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우
저위험/저수익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수익성을 약화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제공은 자연스레 중단된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민간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한 신용 시장과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문제이며, 시장
실패의 다른 이유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모
 니터링을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대출기관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니터링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모니터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기관은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야 하며, 이는 일부 기업의
경우 대출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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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소하거나 불완전한 시장은 차용인이나 대출기관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을 말한다.
대출기관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정비용(예: 지점 개설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고용과 관련)을 고려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시장 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자가 너무 적으면 대출기관이 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소수의 대출기관만 시장에 진입하면 독점 혹은 과점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은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대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
 출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에 기업이 접근할 수 없다면 수요 측면의 실패(demand side
failure)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대신 기업가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할지라도
대출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가들은
유상증자(dilution of ownership)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대출금 인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의 영향은 업종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정보의 비대칭은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외부인이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위험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온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 획득 및 규정 준수 비용이
소액 대출이나 소액 모험자본 투자의 이점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협소하거나 불완전한 시장의 문제는 특히 소수의 기업과 대출기관이 존재하는 다소 고립된
지역 혹은 고도로 전문화된 시장 부문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시장 실패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이 관련 사례가 존재할지라도 자금조달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수단을 활용해 시장이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실패로 인한 자금조달의 격차를 메울 수 있다.
경제적 맥락과 지리적 특성은 도시와 지역에서 금융수단 사용에 대한 서로 다른 과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경제발전 수준, 행정 및 민간투자의 성격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수단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내 공간적 특성은 예비 기업가가 자신의 자금원(가족, 친구 또는
부동산 담보), 은행 대출, 엔젤투자, 모험자본 및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역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금융수단이 사용되는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Wishlade and Michie, 2017). 지역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은 금융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리적인 특성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기업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주변부 지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Wishlade and Michie 2017). 이러한 단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제도 및
행정적 역량이 약해 금융수단 사용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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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단 활용의 실제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맥락에서, 금융수단은 지역과 도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금융수단 사용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예산 제약에 따른 상환

금융수단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되며, 일부는 하위 국가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가능한 금융수단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편익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Wishlade and Michie, 2017).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활용된다(Box 2.3). 이들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기관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금융수단이 결속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조했지만,

의해 지출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결속정책의 기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지난 프로그래밍

• Innovation

SME+(네덜란드), Vaekstfonden(덴마크), Industrifonden(스웨덴)와 같이
중소기업(SMEs)에 국한된 투자 펀드.
•하
 나 이상의 펀드(또는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종종 타 조직과 협업하는 공공 금융
기관으로, Finnvera(핀란드), Land business banks(독일), Bpi(프랑스), Strategic
Banking Corporation of Ireland(아일랜드), Finance Wales and British Business
Bank(영국)와 같이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둠.
•K
 FW(독일), BGK(폴란드), ICO(스페인)와 같이, 영업 규모가 크고 중소기업 이외에
기반시설, 지방 정부 대출 및 잠재적으로 국제 영업 분야로 확장하는 공공은행.

기간(2007~2013)에는 4%였고, 현재 기간(2014~2020)에는 6%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한 경제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러한 기금이 배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 기금이
실제로 지출되는지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Box 2.4).
대다수의 일반적인 목표들이 결속정책의 프로그램과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금융수단 간에
유사한 경향이 있지만, 결속정책의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경기 대응의 조치로 작용하진 않는다.
결속정책은 경제활동과 신용 조건의 주기적 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수의 금융수단은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대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들은 경기침체기에 민간 금융기관을 대체해 신용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완충해야 하는데, 경기침체기 동안 금융수단 지출이 매우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비록 결속정책의 금융수단이 경기변동의 안정제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신용

Box 2.3. 금융수단: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사례
캐나다 중소기업 금융 프로그램(CSBFP): CSBFP는 시중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최대 50만 캐나다달러(CAD)까지 대출 보
증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및 기존 기업을 지원한다. CSBFP는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된 채무 불이행 대출의 85%를 보
상한다. 대출자는 대출가액의 2%의 선불수수료(대출에 반영될 수 있음)와 이자율을 통해 지급된 대출가액의 1.25%의 연

주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민간 및 공공 행위자에 대한 시장의 금융
공급이 감소하면 금융수단을 통한 기금 조달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금융수단의
지출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순환성을 예상해야 한다.

회비가 부과된다. 금리는 변동성이 있고 대출기관에 의해 정해지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본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상한선을 적용한다.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은행(BDC): BDC는 기업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중개자에게 간접 자금을 제공하는 캐나다의 개
발은행이다. 자회사인 BDC Capital을 통해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지분을 제공한다. 캐나다 전역에 약 100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있으며, 자금조달 활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고성
장 기업 및 해외 수출과 판로 확장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청: 이 기관은 기업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 부문 내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
하고자 노력한다. 이 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입법, 정보 제공 및 기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광범위한 도구와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전국적 MAOF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사업 분야의 니즈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마케팅, 재무, 운영, 디자인, 수출 등)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를 제공
하는 동시에 상담 패키지 비용을 대폭 지원한다.

금융수단은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예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2007~2013
년 결속정책 시행 기간에는 약 170억 유로(EUR)가 금융수단에 배분되었으나, 2017년 초까지 수혜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50억 유로에 불과했다. 2014~2020년 정책 시행 기간에는 금융수단에 배분된 자금이 210억 유로로 증가하여, 결속
정책 전체 기금의 약 6%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결속정책 내에서 금융수단의 보급과 사용을 살펴보면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2007~2013년
시행 기간에 이탈리아는 금융수단에 분배된 기금이 전체 기금의 29%를 차지했고, 2017년 3월까지 이 기금의 83%가 실
제로 수혜자에게 지출되었다. 2014~2020년 정책 시행 기간 영국은 운용 프로그램의 가장 큰 부분을 금융수단에 분배
(20%)한 반면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는 금융수단에 운용 프로그램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
2007~2013년 정책 시행 기간에는 액수 측면에서 금융수단의 85% 이상이 기업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기금은 도시개발

•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기금 및 기타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예: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
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과 기업가가 자금원을 찾고 지역 센터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 지역 센터를 통해 특정 인구와 구직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처: Wishlade, F. and R. Michie (2017), “Financial instruments in practice: uptake and limitation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When to use financial instruments” held 28 June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BDC, www.bdc.ca
(accessed 29 August 2017); and Israeli Ministry of the Economy, http://economy.gov.il/English/About/Units/Pages/
SmallBusinessAgency.aspx (accessed August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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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2014~2020년 정책 시행 기간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85억 유로, 저탄소
프로젝트에 30억 유로, 연구 및 혁신에 20억 유로, 나머지 75억 유로는 복수 또는 기타 주제별 목표에 투입되었다1.
1. 중소기업 지원에 85억 유로가 독점적으로 투입되었지만, 중소기업은 다른 주제별 목표에 배정된 기금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의 총액은 85억 유로보다 많을 수 있다.
출처: Wishlade, F. and R. Michie (2017), “Financial instruments in practice: uptake and limitation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When to use financial instruments” held 28 June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Summary of data for the
whole 2007-2013,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en/funding/special-support-instruments/ (accessed 31 March 2017);
and Summaries of data for 2014-2020,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en/funding/financial-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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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단 활용의 실무적 학습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순수 공공재를 창출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Box 2.2).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보조금 대비 금융수단의 장점

사회서비스와 프로젝트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금융수단만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 금융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는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금융수단 활용을 정당화하지만, 정부 또한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금융수단은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로 기업을 유인한다. 금융수단을 활용하면 기업이

아니다. ‘정부 실패’는 금융수단의 비효율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보다

지원받은 기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보조금보다 더 나은 투자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장 실패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오히려 더

따라서 기업은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왜곡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의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보조금은 기업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투자를 하도록

민간 대출기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에 시달리고 도덕적 해이를 겪으며 정보 취득 및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실사 비용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민간 대출기관과는 달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없는 기계 및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설비 투자

손실을 인지하고도 대상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만했다고 치부하며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대출을

결정은 사업계획에 따르기보다는 주로 보조금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금융수단은 보조금 의존성을 방지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부 실패 외에도 금융수단을 사용할 때 정치적 과정, 특히 정치

실제로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부작용은 이른바 보조금 의존성이다.

포획(political capture)의 위험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정부는 정치적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가용성은 기업이 공적 지원 없이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금융수단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고, 정치적인 연계가 좋거나 선호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조금의 확보에 그들의 활동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민간 중개업자와 협력할 때 정부와 중개업자 사이의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보조금 신청에 적합한 사업모델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인센티브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역설적으로, 이는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혁신을

기준에 따라 금융 지원을 배분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혁신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금융수단 이행을 위한 실질적 고려 사항

• 행정관리를 간소화한다.
일부 금융수단은 공공 행정 관점에서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특히 대출과 신용보증의
경우 금융중개업자나 전문 펀드에 의해 외주(outsourcing) 배분이 가능하므로 활용이
쉬울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프로젝트 수준에서 금융수단은 보조금과 동일한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당국과
제공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준비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금융수단을 활용한 공적 개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시장 상황과 구체적인 맥락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 접근성이 어디에서
부족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시장 실패가 원인인지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시장
평가는 종합적이고 상세해야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금융수단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맥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대상 도시 또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행정 및

• 공공의 금융수단은 민간금융의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금융수단은 민간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금융수단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대출받는 데 필요한 대출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사업계획서를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잠재 고객의
자금조달 수요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민간 대출기관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기술에 관한 역량 평가다. 이러한 평가는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지 특수적 차별점을
포함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전략적 목표와 연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가능한 한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를 통합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분석은
지속적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충분히 ‘밀집된(dense)’ 시장은 금융수단의 개발에 유리하다. 이 맥락에서 밀도는

금융수단 활용의 단점 및 한계

적합한 프로젝트, 투자자 및 공동투자자, 중개자(은행 또는 펀드매니저)의 양적인 수를

금융수단의 사용을 제한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으로는 프로젝트가
미래의 긍정적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 모든 금융수단은 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프로젝트는
운영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일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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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또한 금융수단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해관계자가 있는
환경은 금융수단의 개발에 유리하다. 금융수단은 이들이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생태계
조성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공동투자펀드(Scottish Co-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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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는 시장에서 역량과 능력을 모두 성장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종 이러한 부문은 협소하고 지리적으로도 분절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기금은 산업 또는 지리적 입지와 관련된 특정 지식이

• 인센티브 설계 문제
금융수단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제삼자 펀드를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제삼자와의 계약은 불필요한 기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금융수단 사용에 관한

제한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기금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이론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지만, 계약의 설계는 복잡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상당히

상황이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금융수단의 제공이 제삼자를 통해 이뤄질 때 계약의 체결에 세심한

대규모 기금에서 기인한 규모의 경제와 소규모 기금의 고도화된 전문화 사이의 균형을

주의를 기울여 올바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보편적 해결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일부 영역의

따라서 금융수단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금융수단의 결함과 인센티브의 결함을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틈새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수단의 지급을 담당하는 민간 중개업자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을 회피하게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기금의 규모를 제한·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평
 균 상환율(repayment rate)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의 위험 수용도(risk tolerance) 강화

금융수단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금융수단 자체의 설계상 결함이 아니라

금융수단 사용 시 공공기관은 위험 허용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채무불이행과 그 밖의

금융수단의 지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금융수단의 상환 불능은 불가피하다. 강력한 위험 회피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자금

민간 인센티브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가령 수익률 제한, 손실 완화 조항 또는 이익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이 위험을 회피할수록, 그들은 주로 금융 수익에 관심을

배분을 위한 비대칭 모델의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민간 참여가 장려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인센티브의 조정 외에도 효과적인 통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는 개인투자자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민간 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개입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유해하기까지 하다. 공공기관은 위험관리에 있어서 보조금과 비교해

•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보장
금융수단의 수혜자가 사업 활동에 따라 자금조달 결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공적 개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수단의 잠재적 수혜자는 공공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충분하다면 현행 제안과 관련 약관에 대해 계속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

금융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로 간주하나, 이 경우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수단과 비교해 실패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작다.
공공기관의 위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보다는 프로그램 전반의 평균
채무불이행률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금융수단에 배분된 자금의

•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보장
금융수단의 개발과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체계)는 금융수단의 용도와 효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복잡하고 행정과 보고의 부담이 큰 경향이 있어 민간
행위자를 통한 관행과 대조적이다. 오랜 기간 지속되며 때때로 조정되지 않은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수단을 운용하기
위한 최적의 자금 규모는 다양할 수 있다.
금융수단 운용기금의 최적 규모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다. 더 큰 규모의 기금은 운용
비용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특정한 고정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금은
작은 기금에 비해 관리비용이 낮다(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6 참조). 따라서
최적의 규모를 찾아 기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해는 금융수단을
관리하는 많은 기금의 관리비용이 기금운용사가 부과하는 시장금리(관리비용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음)보다 유의적으로 높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반면에 금융수단은 일반
시장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특정 부문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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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투자 결정 실패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수단을 사용해 지출하기로 한
결정 후에 그 결정이 현명하지 못하였으나 결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나타난다면 더욱 그러하다.
•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금융수단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 이는 수요 측면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결속정책 관리 당국이 보고하는 금융수단의 제한적 활용을 가져오는 가장 공통된
이유의 하나는 관심의 부족에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은
금융수단을 통한 대출, 모험자본 또는 그 밖의 지원에 적합할 만큼의 충분한 담보나
미래 현금 흐름 또는 적당한 위험성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 가능한 프로젝트가 부족할 수
있다. 다만 금융수단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금융수단의
활용도가 낮다면, 예를 들어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금융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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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는 지리적 영역 및 국가 내의 제도적 체계에 맞게 맞춤형 접근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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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균형을 고려한 협약

재정적 제약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장기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확실성을 제공할 필요성과 이러한 정책을 새로운
우선순위와 혁신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협약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협약을
사용하는 근거를 수정하고 계약 이론에 적시되어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장은 각 국가가 이와 같은 협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
정책입안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계약 약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구적 사고와 실제
사례들로부터 핵심 시사점을 발견한다.

*이
 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됨.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국제법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 침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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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conomic development: a focus on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held 23 January
2017 at the OECD Headquarters in Paris, France1.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이주, 거시경제적 영향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라는 맥락에서 공공개입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여러 가지 상충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산정책은
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든, 국민의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든,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든,
기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든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예산 편성은 다가올 중대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논문과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안정성과 유연성의
상충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질문을 다룬다.
•정
 책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계약 시스템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
 약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은 무엇이고, 실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정책적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은 다양한 국가의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경제발전의 장기 프로그램 제시와 공공정책 내에서 새로운 우선순위에 적응하고 혁신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필요하다.
협약(계약)은 정부가 도시와 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의 틀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결속정책은 다층위 정부 차원에서 장기 프로그램(7년)을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예산 축소 같은 재정 제약의 맥락에서 지출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arrangements)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i) 계약 시스템의 관성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기
어려움, ii) 보조금 수령자, 지역 및 국가(또는 유럽) 내 다른 정부 수준 간의 목표 조정의 어려움,
iii) 계약 당사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의 위험, iv)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 정보와 같은 상당한
정보격차의 문제.
이 장에서는 2017년 1월 23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세미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유연성과 적응성에 초점’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과 논의를 기초로 한다. 이 세미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OECD가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지역 및 도시를 위한 더 나은
경제개발정책 설계’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B
 rousseau, Eric (2017), “Contract as reference points: A new approach to
contracting and its implication for relationships among levels of government”,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Multi-level governance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 focus on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held 23 January
2017 at the OECD Headquarters in Paris, France.
•B
 radford, Neil (2017), Canadia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lexible governance
and adaptive implementation”,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Multi-level governance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 focus on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held 23 January 2017 at the OECD Headquarters in Paris, France.
•C
 laire Charbit and Oriana Romano (2017), “Governing together: An international
review of contract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Multi-level governance for regional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계약 활용의 이론적 근거
지역발전은 다층위 정부, 심지어 연방 국가에서도 공유되는 책임이다2. 헌법(이하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들로 이뤄진 다층위 정부에 걸쳐
조정하기 위한 많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의존한다.
다층위 정부의 상호의존성은 재무 약정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국가 내 지역들이
점점 더 많은 자치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분권화 경향이 커짐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의 경우 2016년 공공투자의 약 60%를 하위 국가 정부가
차지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 책임의 공유를 말한다. 과거에는 계약의 초점이
주로 기금을 특정 프로그램과 목적에 따라 배정하여 기능을 위임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지출하고, 기금 사용 이후(사후적)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인센티브를
사전에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다층위 정부에 걸친 효과적인 공공투자 권고’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가 의존할 때 일련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정부 수준 간 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자발적이거나(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중앙 및 지방 정부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갖지 않을
경우). 정책격차는 복잡한 현안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부문 및 정책 분야 간 조정이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다. 정책 활동이 시행되는 지역과 정책입안자의 관할구역 경계면에서 행정적·기능적
불일치로 인해 행정격차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다층위 정부들은 항상 같은 목표나 기준틀을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목표격차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 실행의 투명성 및 완전성(책임격차)은 물론 정책 이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량(역량격차)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금격차는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목표 달성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3.

72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73

3. 지역발전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균형을 고려한 협약

3. 지역발전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균형을 고려한 협약

•권
 한부여 협약(empowerment contracts): 분권화 초기 단계에서 지방 정부가 새로운

표 3.1. 요약표: 다층적 거버넌스의 격차
격차

설명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발전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행동

정보격차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다층위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정보 공개 및 공유를 위한 수단
발생(양, 질, 유형의 측면에서)

역량격차

적절한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지방 정부 행위자의
로컬/지역 역량 구축을 위한 수단
과학적·기술적·인프라적 역량 부족

기금격차

세입이 불안정하거나 불충분하여 지방 정부 수준에서
공유 금융 메커니즘
정책적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 저해

정책격차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칸막이(silo) 접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차원 및 체계적인 접근법 수립,
정치적 리더십과 헌신을 발휘하는 메커니즘

행정격차

기능 영역과 행정 경계 간 ‘불일치’

‘적절한 규모’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목표격차

행위자마다 목표가 다르고, 종종 목표가 대립하여 타깃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수렴에 장애물 존재

책임격차

서로 다른 관할구역 간 관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형태이다.
•권
 한위임 협약(delegation contracts):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특정 업무의 이행을
위임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은 광역 및 지역 행위자가 지역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종종 이러한
협약은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용된다.
•정
 책공유 협약(policy-sharing contracts): 특정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계약을 말한다(표 3.2 참조).
협약 접근법은 공통의 정책 우선순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동시에 정책 구현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노력을 위한 공공 행위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정책 수립에 대한 새로운 역량과

기관 품질 측정,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청렴도 강화 방안,
시민의 참여도 제고 방안

접근법을 구축하여 특정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며, 이 경우 협약은 집단 학습을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출처: Charbit (2011), “Governance of Public Policies in Decentralised Contexts: The Multi-level Approach”,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1/0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g883pkxkhc-en.

OECD 회원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층적 거버넌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표 3.2. 다양한 협약 유형
유형 및 목표

설명

예시

권한부여

- 하위 국가 정부에 지역정책 수행 역량과
책임을 점차 이양하는 방식.
- 권한부여 협약은 분권화의 초기 단계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모든 지역과 관련됨.
- 결과의 예: 역량 구축.

- 프랑스의 국가와 레지옹 간 협약(Contracts des projectes ÉtatRegions, CPERs)은 지역화 과정을 수반하는 지역 역량 구축을
목표로 시행됨. 이 계약은 선출된 지역(및 로컬) 정부와 지역
‘관선지사(Prefect, 중앙 정부와 지역 차원의 다양한 부처를 대표)’
간의 오랜 협상 과정의 결과임. 실제로 협약 당사자들은 특정 업무의
목표, 시행 및 기금 조달에 합의함.
- 이탈리아 남부협약(Italian Pacts for the South, 2016)은 경제성장,
고용 및 환경 지속가능성 달성을 목표로 함. 협약 당사자들의
우선순위, 이행 조치 및 당사자의 책임을 정의함.

권한위임

- 중앙 정부는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업무의
이행을 역량을 갖춘 하위 국가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
- 위 임은 지역(및 로컬) 행위자가 지역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가정에 기초.
- 결과의 예: 공공지출의 효율성.

-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s)’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교차 정부 협정으로, 기존 중앙 정부에 할당된 권한과 자원을 도시
지역과 대도시 지역으로 이양함.
- 퀘벡에서는 농촌 개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를 관리하는
선출직 지역 대표(Municipalite Regionale de Comte, MRC) 간의
협약(장소기반 파트너십–‘농촌 협약’)을 통해 정의함.

정책공유

- 중앙 정부와 하위 국가 정부는 중복되거나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함.
- 정책공유 협약을 통해 공통된 의사결정,
대화 및 집단 혁신이 가능함.
- 결과의 예: 거래비용 절감 및 신뢰도 향상.

- 스페인에서 ‘협력 계약(Convenios de collaboración)’은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주(Autonomous Communities, AC) 간의 협력 협정임. 이
계약은 스페인의 각 부처에서 담당하며 부문별로 협상이 이루어짐.
- 네덜란드의 기후적응도시협상(Climate Adaptation City Deal)은
2016년 인프라환경부, 3개 지역의 수도 당국, 5개 도시(헤이그,
도르트레흐트, 구다, 로테르담, 즈볼레) 및 기타 7개 파트너(연구센터
및 기업)가 공동 서명함. 향후 4년간 도시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활용하고 있다. 가령 조정 위원회, 지역개발기관 또는 지출에 대한 특정 조건을 포함하며,
앞서 설명된 격차 중 하나 이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호주정부협의회(Intergovernment Council, COAG)가 연방 정부 아래 하위 국가 단체 및 이에
상응하는 부처의 대표자를 소집한다. 캐나다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은 주 정부와 많은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연방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
유럽연합은 다른 많은 국제기구 및 국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여를 적용한다. 네덜란드의 델타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for
the Delta)는 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과제에 대응해 특정 지역의 미래 상황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행위자를 조정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다층위 정부 간 협정은 앞서 언급한
다층적 거버넌스 격차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정부 수준에 걸친 협약은 헌법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재구성하는 협정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협약은 권한(의사결정권 부여), 각각의 의무 및 집행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당사자 간 상호 의무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은 공식 및 비공식 협의를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약정을 명시적으로 협약이라고 지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특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협약관계로 간주해야 한다.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세 가지 유형의 협약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출처: Charbit, C. and O. Romano (2017), “Governing together: An international review of contract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7/04, OECD Publishing, Paris, http://
dx.doi.org/10.1787/ff7c8ac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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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지역의 경제발전 맥락에서, 협약은 다른 지역과 도시 유형의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핵심은 협약으로 다룰 지역 개발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이며, 이는 각 장소의 필요성과 기회에
대한 세심한 평가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협약은 종종 분권 정책의 틀에서
지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업무를 위임하는 데 사용되며, 이 경우 장기적 합의의 경향을
보인다. 연방 정부에서는 기존 헌법이나 법적 체계에 의해 잘 정의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협력이
협약을 통해 명시되기 때문에 보완적 역할로 여겨진다.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짧고 초점이 더욱
협소한 경향이 있다.
다층위 정부 간 계약에는 거래와 관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거래형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의무는 사전에 명시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매개변수의 계량화 및 측정이
가능하므로 거래형 계약은 완성적이라고 간주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계형 계약은 당사자들이
함께 미래의 상황에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이 경우 계약은 상호 협상 메커니즘의 이행과 장기적인 협력의 역동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조건을 먼저 계약상에 내거는 것이 복잡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형 계약은 덜
완전하다.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협약의 활용은 관계형 계약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특히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예상되는 경우 거래형 계약과 관계형 계약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론적 체계

초점

가정

한계

인센티브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완벽한 합리성 /
완벽한 시행

사후 문제없음

불완전 계약 이론/
재산권 이론

잉여에 대한
사후 결정권의 배분

완벽한 합리성 / 불완전한
시행(투입의 검증 불가)

사전에 고정된 사후 문제 /
특정 투자 요청

거래비용 경제

권한 배분
(상호 의무 및 시행)

불완전한 합리성 / 불완전한
시행(많은 비용이 드는 결정)

권한은 적응과 흥정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가정 /
특정 투자 요청

기준점으로서의 계약

사후 적응 메커니즘 설계

완벽한 합리성/불완전한
시행(산출물의 검증 불가)

유연성/경직성의 상충되는
관점을 조정

출처: Based on Brousseau, E. (2017), “Contract as reference points: A new approach to contracting and its implication for relationships
among levels of government”,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Multi-level governance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 focus on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held 23 January, OECD Headquarters, Paris.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접근법으로도 알려진 인센티브 이론(Incentive theory)은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추고 인센티브 제도가 이와 같은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제도를 설계할 때는 사후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구조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사후 적응의 문제는 이론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즉 특정 상황에서 계약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이론의 최근 동향4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 투자 계약의 경우와 같이 항상 가능한

경제학 문헌은 당사자들 간의 유연한 합의와 경직적인 합의 간의 상충관계를 조율할 몇 가지
절충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첨부된 조건, 계약의 목적, 성과
측정의 복잡성, 파트너의 합리성, 파트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 재무 약정, 혁신과
실험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협약상의 약정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안정성/유연성을 적절히 절충하는 흥미로운 분석적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나 협약은 국토 공간의 변화와 적응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협약이
갖는 시간의 유연성은 그 효과가 덜 명확해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향후에 기대되는
결과만을 강조하며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미래 협약 형성을 위해 과거의
결과를 고려하는 능력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Hart and Moore의 2008년 논문(Hart and Moore, 2008)과 이후 2016년 노벨 경제학상(Oliver
Hart and Bengt Holmström)의 주제로 시작된 계약 이론의 최근 발전은 다층위 정부 간 계약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제공한다. 이전의 이론과 대조적으로, 기준점으로서의 계약(Contract
as Reference Points Theory, CRPT)은 우발 상황에 적응할 필요성이나 거시경제적 또는 정치적
맥락의 주요 변화와 같은 외생적 충격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계약의 사후 적응, 해석 및 재협상의
문제를 제기한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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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너무 큰 비용이 든다.
재산권 접근 방식으로도 알려진 불완전 계약 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은 당사자가
실행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 간의 교환/
협력에는 검증할 수 없는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은 불완전한 성격을 띤다. 검증할 수 없는
차원은 계약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으므로, 잉여분에 대해서는 사후 권리 결정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이 이론은 환경에 중대한/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여된 결정권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접근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사전적으로 완벽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한다. 또한 집행기관은 불완전하다고
가정하여 당사자들이 항상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계약 당사자 중 하나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적응과 흥정(haggling)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주계약자(주인)가 사후적으로 피계약자(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이 세 가지 이론은 계약이 사전 협상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당사자들이 쟁점과 해결책을
예상해야 한다는 점을 가정하기 때문에, 사후에 있을 계약 재협상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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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후 적응은 기준점으로서의 계약 이론(CRPT)에서 고려된다. 이 이론은 완벽한 합리성과
불완전한 시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가정에 의존한다. 후자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거래에 기여하는
일부 차원(예: 작업 품질)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고 고려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먼저 협상을 하고, 다음 기간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당사자는
기본적인(임시적) 검증 가능한 성과(서비스 제공의 기본 수준)를 제시하거나 또는 검증 불가능한
모범적(완벽한) 성과(예: x 시간 동안‘열심히’일한다에서 ‘열심히’를 검증하기 어려움)를 제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모범적인/완벽한 성과를 기대하며, 이는 헌신과 신뢰를 내포한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보복(셰이딩shading - *역주: 한 계약 당사자가
협력을 중단하고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대응 조치에 나서는 등의 보복성 행동을 말함)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후 갈등 또는 성과 저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자중손실(deadweight loss) 또는 기본적인 성과의 달성만 가져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저조한 성과를 개의치 않거나 기본 성과와 모범 성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완벽한 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 셰이딩(shading)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셰이딩의 경우 지나치게 유연한 계약은 당사자 중

서 고려되는 프로젝트 품질, 예: 저품질 vs. 고품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우 간단한 ‘거래’를 설
명하는 이론 모델을 따른다.
CRPT는 거래형 계약과 관련되지만, 관계형 계약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론이 다루는 핵심 문제는 실제로 당사
자 간 ‘기회주의적’ 행동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직성과,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상충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은 유연성의 달성에는 비용이 따르므로, 거래형이든 관계형
이든 보다 유연한 계약을 채택할 때 비용과 위험 측면에서 상충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전형적으로 유연한 거래 계약은 조건부 조항(contingent clauses), 재협상 메커니즘 등에 기초한다. 일반적인 관계형 계
약은 정의상 거래형 계약보다 더 유연하지만 몇 가지 상호 약속 (교환할 기본 수량 및 품질, 재협상 제한 기간 등)을 이행
하거나 느슨한 사후 협상을 위한 메커니즘만을 구현한다. (더) 경직적인 관계형 계약은 협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
하며 이행에 대해 유연한 경향을 보인다.
극도로 유연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후 관계의 목적과 목적 자체를 포함한 재협상을 허용하는데, 이는 CRP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차선책일 수 있다. 거래형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더 많은 관계형 계약이 요구되는 경우, 의도적으로는 경직적
이지만, 이행할 때는 유연성을 갖는 계약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지수화 또는 제삼자의
계약 이행 평가에 근거하는 경직적인 계약이 타결되어야 한다.
출처: Brousseau, E. (2017), “Contract as reference points: A new approach to contracting and its implication for relationships
among levels of government”,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Multi-level governance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 focus on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held 23 January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하나가 사후에 계약을 조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다른 계약 이론의 일반적인
권고보다 해석 및 조작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요구한다. 모든 것이 동등하고, 더 경직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이 선호된다. 이는 적응이 필요할 때에 새로운 약정이 재협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계약 유형과 관련해, 이 이론은 거래형 계약(지급/보조금의 대가로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의 경우
불만과 셰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경직적인 계약이 선호될 것이라고 본다(Box 3.1 참조). 유연성은
지수화(indexation)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예산과 비용의 조작 가능성을 피하려면 계약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외적인 조항에 두어야 한다. 관계형 계약(기여분의 사후 상호 조정)은 의도적으로
경직성을 예고하지만 시행에서는 유연성이 있다. 그러나 사후 관계의 재형성은 반목과 셰이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두 범주 사이에는 중간 범주(불확실한 품질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만일 잠재적 불만 및 셰이딩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 품질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는 당사자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정당성(legitimacy)은 계약상 합의의 핵심 차원이다. CRPT 이론은 당사자 간의 객관적인 정보와
균형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며, 초기 계약 단계에서 공정한 조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더욱이
이 이론은 예상치 못한 우발 상황에 대한 합의와 계약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새로운 적응을 촉발하는 메커니즘과 모든 개정 과정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관여하여
부정행위(anipulations)를 피하고 어느 한쪽이 지배적 위치를 갖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정해야
한다.
최신 이론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은 충격/급격한 변화에 대한 계약의 적용과 안정성 및 유연성
간의 절충안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독
 립 기관은 계약의 협상과 개정을 촉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독립 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의 배경을 설명하며 계약 협상 능력이 떨어지는 당사자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계약의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갱
 신 가능한 단기적인 계약이 선호된다. 불확실성과 사후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단기의

Box 3.1. CRPT가 거래형 및 관계형 계약에 모두 적합한 이유
거래형 계약은 당사자의 상호 의무가 사전에 정해지는 ‘완전한’ 계약인 반면, 관계형 계약은 당사자의 실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향후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는 계약이다. 거래형 계약의 관점은 특히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당사
자로부터 지급의 대가로 재화나 서비스(예: 보조금)를 기대하며 더 짧은/단순한 관계의 경우에 적합하다. 관계형 계약은
i) 두 당사자가 복잡한 상호 조항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ii) 상호 요구사항을 사전에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때, iii) 당사자들은 각 조항의 질적 부분을 상호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첫째로 CRPT는 거래형 계약의 관점을 다루는데, 이론의 결론 중 하나는 많은 상황에서 단순하고 엄격한 계약을 수립하
고,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협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이론은 가격과 수량(또는 단일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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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가능한 계약이 선호되어야 한다. 갱신 가능한 계약은 중요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만
재협상을 제한하여 가능한 한 재협상 비용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재
 협상은 조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동 재협상(특정 임곗값 또는 한도에
도달한 경우)을 이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가 재협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당사자 중 하나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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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권은 매우 구체적 상황에서만 당사자 중 하나에 부여되어야 한다. 중앙 또는 하위
국가 정부 중 하나가 공공재가 제공되는 방식에 대해 다른 주체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상황에서는 계약 약정을 조정하는 데 재량권을 피해야 한다.

경우)할 가능성이 이에 해당한다.
결속정책에서 계약적 합의의 성격을 살펴보면, 계약 이론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다.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고 모니터링하는 유럽연합의 차원과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

•정
 부 수준 간 계약은 신뢰 구축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신뢰는

차원 및 수혜자(예: 기업, 지자체)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조정을 허용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해결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 및 지역

일방적인 결정이 불신과 저조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대가로

관리/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상세한 보증 요건을 통해 예산을

기존 계약을 개정하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행하고 다음 계약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강력한 책임 사항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국가 간 및 국가 내 다양한 역량, 권한(재정, 입법 등) 및 이해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회원국
수준에서는 전략 계획, 부문 간 조정 및 동일 수준 이상의 정부 간 조정 등의 측면에서 로컬/지역
간 역량의 차이를 상세히 기록한다. 이러한 약정은 유럽 차원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협상과 회원국
및 지역 차원에서 개별 협상이라는 맥락을 통해 발전해 왔다. 여러 관계의 계약적 특성에 초점을

계약의 실제

맞추면 유연성과 확실성(안정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는가?
많은 국가에서 계약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계약을 구조화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진전에
기초해 그러한 기존 접근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결속정책에서 국토 계약에 관한 포르투갈의 경험
포르투갈 2020 국토 접근법은 CIM 계약/통합적 영역 투자(Integrated Territorial Investment,
ITI), 커뮤니티 주도의 지역개발(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CLLD)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UD)의 세 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한다. 지자체가

유럽연합의 사례

다른 주체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전략은 200가지가 넘는다. 세 번의 계약 주기 이후 결과를

유럽연합의 결속정책은 사실상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계약관계로 이뤄진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된다. 이러한 결속정책의 장기 프로그램은 정책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는 주요 이점으로
여겨진다. 장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10년 목표가 필요하지만, 이는 실제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
결속정책에는 파트너십 계약 및 운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통합적 영역 투자(Integrated Territory
Investments) 이행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계약 약정이 존재한다. 로컬/지역, 국가 및
유럽 차원에서 종종 삼자관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계약 이행이 더욱 복잡해진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책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연성 문제는 결속정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예산 전반에 존재한다. 유연성은 새로운 과제(예: 대규모 이주, 보안 및 외부 국경 등)와 사전 계약
협상 단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 입법 변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역량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유연성은
불안정성과 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장기 목표를 위해 합의된 계약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
안정성이 두루 적용되나, 유연성에 대한 여러 옵션도 이미 존재한다. 가령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

보면 포르투갈의 사례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강조한다. 첫 번째는 개입의 규모(scale)에 대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하위 지역 단위의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 또한 하위 지역
행위자들의 역량 향상도 관찰되었다. 또한 개입의 유형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지자체 행위자에 의한
물리적 인프라 개입 이상으로 개입의 관련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자체 간 프로젝트(예: 집합적
서비스의 지자체 네트워크)에서 지자체 수준을 넘어선 초(超)지자체 프로젝트(예: 앵커 프로젝트
또는 NUTS 3 수준의 e-거버넌스)로 전환될 조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계약 이행에서 몇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포르투갈과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는 단순히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중첩된 다수의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시스템의
복잡성이 가중된다. 사실상 세부 정보(목표, 산출물, 결과)와 영역적/주제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모두 달성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이한 지리적 차원에 여러 정책 도구가 중첩되는데, 이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디에서 구현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위자들과 함께 가변적인 계약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과업이라는 사실이 포르투갈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우선순위 간에 자금을 이동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정, 파트너십 원칙 등을 통해 주요 경제 및 정책
우선순위를 해결(즉 국가별 권고사항: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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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역 지역(레지옹) 간 계획계약에 대한 프랑스의 경험

매개변수와 각 지역의 우선순위(예: 도시개발 협약)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순서를 지정함과 동시에
실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연방 지역개발기관(RDA)과 관련된 계약에도 정책적 유연성이 있는데,

프랑스의 국가-광역 지역(레지옹) 간 계획계약은 지역을 정책 수립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6개의 연방 지역개발청(RDA)은 5년 내 갱신 가능한 계약의 틀에서 작동한다. 계약은 주로 비즈니스

실체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첫 번째 계약은 1984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6차

혁신(예산의 60%), 커뮤니티 개발(예산의 35%) 및 지식 확산(예산의 5%)과 관련이 있다. 계약은

계약(2015~2020)은 다섯 가지의 정책 우선순위(교통, 고등교육, 연구 및 혁신,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미래에 연방정부의 재량권에 관한 일몰 조항과 혼합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 미래 유망 틈새 기술)를 포함한다. 300억 유로의 예산은 평균적으로 국가 연간 예산의

또한 공간적 특성에 민감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로컬 차원에서 구현되며(예: 주택, 도시

0.5%, 지역 연간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공동 기금은 지역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역량 강화 조치가 예상된다. ‘유연한 조건부여(flexible conditionality)’는

1980년대 이후 국가-광역 지역 계획계약의 일반적인 틀은 상당히 수정되었다. 계약은 앞서

고도로 구체화된 조건부 허가와 무조건적 허가의 중간 지점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연방 정부가

설명한 유형에 따라 지역의 ‘권한부여’에 중점을 둔 것에서 정책 공유(policy-sharing) 접근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 광범위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일련의 적격 프로젝트를 나열하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계약 협상이 사안별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통해 국가의

지자체가 자원 및 우선순위를 합치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유연한

비전을 개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기반 계획은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 비전을 통해

조건부여’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주요한 차원으로는 로컬 지식과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역량이 있다.

보완될 수 있다. 계획계약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진행되었을 프로젝트에 각 주체가 원하는 이름을

이는 지역적 맥락(예: 도시 대 농촌, 성장 대 취약한 시장, 이민자 다양성 대 동질적 인구 구성)에

붙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계약은 부처 간 조정(ex-DATAR/현재-CGET, **역주: CGET는

따라 결정되는 혼합 구성과 더불어 관계형 및 거래형 계약의 측면을 반영한다.

2020년 국토결속기구(ANCT)로 조직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부처 간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는
제삼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종종 교통 중심의 투자는 이러한 성격의 계약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발현된다. 정책적 유연성은 중간 개정 시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차기 계약을 준비하는 동안
생겨난다. 최근에는 주로 재무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티 기반 지역주의(Community-based regionalisms)’는 새로운 지식과 문제 해결 전략을
창출해 이른바 악랄한(wicked) 문제를 해결하는 파일럿 및 시범 프로젝트를 배우는 것이다.
그들은 연방 정부에 의해 시작된 정책을 위한 실험실로 대표되며, 연방 정부는 프로젝트 실험과
학습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이를 출범시켰다. 계약은 거래형에서 관계형(위니피그 사례)으로
또는 관계형에서 거래형(밴쿠버 사례)으로 발전할 수 있다. 거버넌스 혁신은 연방 우선 정책
프로세스(Federal-First Nations Policy Process, 설계부터 전달까지 점진적 동의)의 ‘협업 동의
원칙(Collaborative Consent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최초 협의부터 설계,

캐나다의 지역발전정책5

자금조달, 사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 과정의 모든 단계가 상호 합의에 기반한다.

캐나다 헌법은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 간 기회의 불균형을 줄이고, 캐나다 전역에 걸쳐 양질의

캐나다의 사례는 경직적인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자체가 학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약속한다. 1960~2017년 기간에 캐나다는 지역정책에 두 가지 큰 흐름을

이는 경직적인 계약이 역량 구축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직관적 사고가 옳지 않음을 말해 준다.

보인다. 첫 번째 갈래는 각 주(州)의 재정 평준화이며, 두 번째 갈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경제

당사자 간 제도적 중개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자체가 중개자는 아니지만 지역개발청이 이

개발 지원으로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프레임워크 및 메커니즘을 통한 확장된 사회적 학습 과정으로

역할을 하도록 밀어붙였다. 협업 동의 원칙은 당사자들 간의 정당성과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겨진다. 2000~2017년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는 지역에 경제 및 혁신 시스템의
다양성을 개발하고, 획일화된 접근법을 피하며,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책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캐나다가 지향하는 정책적 유연성은 시간에 따른 변동, 즉 변화와 충격에 적응하고 목표와 예산
우선순위를 갱신하는 공공 거버넌스 시스템의 역량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에서 적응성은 로컬/
지역의 맥락에서 정책 개입을 맞춤화할 수 있는 공공 거버넌스 시스템의 역량을 말한다. 이러한
유연성과 적응성은 강력한 자치적 하위 국가 정부(10개 주, 3개 준주)가 있는 고도로 분권화된
연방제 국가의 다양한 상호의존성과 조정 문제(제도, 재정, 정책)에 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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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협력 협약(Co-operative agreements)
연방 정부와 계약자(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간의 관계는 계약, 보조금 및 협력 협약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이 논의에서 모든 관계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 계약은 앞서 설명한 거래형
계약 모델과 유사하게 재화, 서비스 혹은 부동산 등의 구매가 연방 정부나 집행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사용하는 법적 도구를 일컫는다. 이러한 계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고정가격은 모든
비용을 계약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더욱 효과적으로 계약을

하이브리드 계약은 여러 상호의존성을 관리하는 데 캐나다의 정책적 유연성과 적응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 감독과 관련된 관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비용

표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논리에 따르면 거래형 및 관계형 계약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거래의

상환 계약은 계약 이행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더 위험한 유형의 계약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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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합의된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해 최대 한도액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은 공공 지원의 목적을

필수적이다. 계약의 사후 평가는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또는 장애 요소를 파악하는 데

달성하기 위해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금전, 재산 혹은 서비스를 이전하는 것으로 연방 정부가

도움이 되고(Box 3.2 참조), 또한 재협상이나 재계약 발생 시 특정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한편 협력 협약은 보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의 상당한

수 있다. 특히 평가는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개입이 필요한 계약이다. 연방 정부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호작용의 반복과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자원을 타 주체로 이전하며, 계약의 당사자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식에 관여할 것이다.

단축하고 신뢰도를 제고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상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관계형 계약과 더 유사하다.

계약의 이행은 계약 효과성의 핵심 측면이다. 이행은 각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달성하고 갈등을

1974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예: 시민, 기업, 대학, NGO 등) 또는 제삼자(예:

제1편에 따른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은 자격을

판사, 동료집단, 국제기구, 언론)에 따라 내부(당사자에 의해 수행) 또는 외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갖춘 시·카운티에 대해 공식에 따라 연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목적은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그러나 내부 이행은 계약 약정에 제한적인 사용이 있고, 외부 접근법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역할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와 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배분의 명확성과 정보의 가용성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계약을 이행할 때 외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도시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근린 재활성화, 경제개발, 커뮤니티 시설 개선

외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 및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및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촉진한다. 여기에는 통합 연간 성과 및
평가 계획과 같은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이 있다. 연차계획대로 활동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방문 또는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이행의 방해물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이
 해충돌 제한: 평가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판단을 내리거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국제적 실무 사례를 참조하여 과제와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상
 이한 선출 재임 기간에 걸쳐 계약 기간을 채택: 기회주의적 행동, 사리사욕적인 행위

계약상의 합의를 실제 이행하기 위한 이론이 주는 시사점

또는 정치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선거 기간에 걸쳐 계약의
운영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 차원에서 계약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치적

관련 당사자의 사후 행동의 불확실성에 기초하여, 기준점으로서의 계약 이론(CRPT)은
계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 이론은 상황과 별개인 계약의 다른 차원은 품질,
정합성(matching), 주계약자-피계약자의 니즈(needs), 적시성(timeliness), 실사(due diligience)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계약은 사후 행동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의 접촉은 향후 조정이 필요할 때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우발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정책 유연성을 예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계약이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갖는다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만과
셰이딩이 발생한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은 다른 이론들에 비해 해석과 조작의 여지가 적은 계약을
요구한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더 경직적이거나 단기적인 계약이 선호되고, 이는 새로운 약정이
필요할 때 재협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벤
 치러닝(Benchlearning): 동료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 보다 효과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공 사례와 공통 과제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정책실험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행위자들과 지역 간 비교를 선호한다.
•계
 약상 합의에서 ‘반복(repetition)’ 선호: 특히 공공지출에서 비효율적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공적 행위의 위험과 미결 사항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반복적인 게임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정부 수준 간의 계약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보통 상위 정부와 하위 정부 간의 새로운 계약 단계는 과거의 경험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참고사항 없이 협상이 이뤄져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다.

계약상 약정에 관여하는 각 당사자는 한편으로 계약의 신뢰성을 기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된 사후 행동에 대한 상호 기본 약정을 기대한다. 다시 말해, 각 당사자는 사전에 설정된 제약이
사후 선택에 의해 보상될 것이라고 보장하며 계약 상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상 약정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 조건을 설정할 때 양측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협상 과정은 당사자 간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사후 약정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개정 과정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로부터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조작도 피해야 한다.
이론 및 실제 경험에 이어, 계약의 사후 평가와 이행은 계약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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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적 합의는 정부 차원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치적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단
 순히 제재(sanction)가 아닌 보상 활용: 보상은 하위 국가 정부가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단지 적절한 시기에 자금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 전반에 걸쳐 모범 사례를 채택하기 위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
 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프로젝트 선정, 설계 및 구현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로컬/지역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은 더 나은 정책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합의된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행동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과 정책의 투명성을 선호하도록 돕는다.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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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와 같은 표준 접근법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Box 3.2. 신뢰 조성: 밴쿠버 협정의 평가에서 얻은 교훈

또한 기준점으로서의 계약 이론은 사전에 단순하고 강력한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밴쿠버의 도시개발협정은 경제, 사회,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점을 강조하고, 이는 모니터링과 건실한 평가에 기초하여 조건의 사후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시 정부 간에 이루어진 파트너십이다. 최초의 협정은 2000년에 체결되었고, 2005년에 다시 5년 주기로 갱신되었다.

동반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2000~2010년 기간에 진행된 밴쿠버 협약 평가는 협약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된 투자의 목적 적합성과 성과 평가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적 조정이 내포된, 매우 상세하고 기술관료적(technocratic) 시스템을 만들려는 일부 시도와

포커스 그룹의 정보 제공자가 식별한 기대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직면한 어려움 중 일부는 기간 내내 정치적 지

대조된다.

원의 불일치와 관료적 절차 등이었다. 한편 그들은 계약 이행의 주요 촉진자로서 관계자의 높은 합의 수준과 그 과정에서

계약은 한 기간에 시행된 경험을 통해 다른 기간의 계약을 학습하기 위한 점진적인 도구로 보아야

발전된 관계를 언급했다.

한다. 학습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모니터링보다 평가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신

평가에서는 이러한 협약이 관계를 강화하고, 집단적 해법을 찾고, 향후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이론을 통한 검증 가능한 것과 검증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식별은 매우 중요하며, 계약을 설계하고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지역사회 파트너 및 민간부문과의 유대감을 증진하는 데 일조했다. 평가에서는 두 차례 5년 계약
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더욱

이행할 때도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자발적인 협력 관계를 가능하게 했다.

중립성이 중요하다. 역량 강화는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상위 정부를 포함한 집단 학습을 위해

출처: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2010), “Evaluation of the Vancouver Agreement”, Audit and Evaluation Branch,
May; Charbit, C. and O. Romano (2017), “Governing together: An international review of contract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7/04, OECD Publishing, Paris, http://
dx.doi.org/10.1787/ff7c8ac4-en.

중요하다.
이행은 계약의 필수 요소지만 이 부분은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국가마다 계약 이행을 위한
제삼자가 다를 수 있고(캐나다의 감사원, 영국의 제3정당), 이 계약 접근법에는 기관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캐나다의 지역개발청, 프랑스의 ex-DATAR/CGET 사례). 그러나 완전한
역량을 갖춘 파트너와 외부 평가자는 만약 계약이 다층위 정부 간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결론 및 향후 방안

간의 계약 사항을 보증하고 그들의 기본 계약 사항을 유지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정부 수준 간
효과적인 계약을 구축하고, 장기적이고 경직된 계약 대신 좀 더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을

정부 간 협약은 서로 다른 유형의 다양한 계약관계를 포함하므로, 이 장의 중심 내용은 고도의

통해 유연한 계약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계약 이행에서

거래형 계약에서 더 많은 관계형 계약 혹은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한 신용보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발되어야 할 부분은 기반시설에 장기 투자하기 위한 계약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다.

관한 추가 연구는 다층위 정부 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계약 부문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과 관련된 최신의 이론을 다층위 정부 간 계약에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한 가지는 종종 이러한 계약이 양자 계약보다 삼자 계약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와 영역적/주제적 유연성을 결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쇄적인 문제(cascade problem)’를 발생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비대칭
분권화 또는 가변적 체계가 요구되지만, 다른 장소를 다르게 취급할 때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있다(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또는 국가의 경우 지역). 또한 계약 과정은 국가 내 상대와 지역의

1. 이 논문은 이후 다음과 같이 출판됨: Charbit, C. and O. Romano (2017), "Governing

지리가 변화하는 중인 국토 개혁을 배경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정책적 적응성과 유연성은 시간

together: An international review of contract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for regional

경과에 따른 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여러 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development",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7/04, OECD

정당성(legitimacy)은 기준점으로서의 계약 이론(CRPT)뿐만 아니라 다층위 정부 간 관계에서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ff7c8ac4-en.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이다. 지역발전의

2. OECD 내에서 이것은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사실로 간주.

맥락에서 시민과 민간부문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3. 한계점에 대한 추가 설명은 Charbit and Michalun (2009)을 참조.

계약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성은 계약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주어진 정치적 맥락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지역개발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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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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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절은 Brousseau(2017)를 참고.
5. Bradford(2017)를 참고.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87

3. 지역발전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균형을 고려한 협약

4.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조건부여

참고문헌
• Bradford, Neil (2017), Canadia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lexible governance and adaptive
implementation,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Multi-level governance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 focus on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held 23 January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 Brousseau, Eric (2017), “Contract as reference points: A new approach to contracting and its implication

제4장

for relationships among levels of government”,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Multi-level
governance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 focus on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held 23 January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조건부여

• Charbit, C. and O. Romano (2017), “Governing together: An international review of contract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7/0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ff7c8ac4-en.
• Charbit, C. and M. Michalun (2009), “Mind the Gaps: Managing Mutual Dependence in Relations among
Levels of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14, OECD Publishing, Paris, http://
dx.doi.org/10.1787/221253707200.
Hart, O., and Moore, J., (2008), “Contracts as Reference Poi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3 (1): 1-48.

이 장에서는 지역발전정책에서 정책의 조건부 사용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제공한다.
게임 이론, 공공선택 이론, 신제도주의경제학 관점 등 학술 논문을 토대로 여러
시각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공공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 가장 유용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법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어떻게
그 조건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역정책의 조건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적인 교훈을 제공하며, 지역정책의
개혁과 변화를 촉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련의 핵심 요소를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필요성에서부터 주인의식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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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B
 erkowitz, Peter, Ángel Catalina Rubianes, and Jerzy Pieńkowski (2017), “The
European Union’s experiences with policy conditionalities”, Background paper
지방 정부는 지역과 도시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한 예로, 2015년에는
평균적으로 전체 공공투자(total public investment)의 59% 이상과 공공지출의 40% 이상을 지방
정부가 차지했다.

prepared for the seminar “Conditionalities for More Effective Public Investment”
held 28 April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M
 izell, Lee (2017), “Conditionality in practice: Emerging lessons for public

이러한 투자로부터 더 큰 효과를 내거나 지출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 상위 수준의

investment”,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Conditionalities for

정부는 하위 수준의 정부에 자원을 제공할 때 몇 가지 ‘조건(conditions)’이 필요할 수 있다.

More Effective Public Investment” held 28 April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조건부여(conditionalities)는 정부가 특정 정책이나 제도적 조처를 약속하는 거버넌스 협정의

•S
 hah, Anwar (2017), “Development assistance and conditionality: Challenges in

한 유형으로 정의하며, 그 대가로 고위 정부 당국이나 국제기관이 특정 금액의 금융 및/또는 기술

design and options for more effective assistance”,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the seminar “Conditionalities for More Effective Public Investment” held 28 April

조건부여는 국제기구, 초국가 정부 또는 국가 정부가 공공투자를 위해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과 대출에 적용될 수 있다. 대출자(lender)는 차입자(borrower)의 상환 능력에
관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여는 다수의 대출자-차입자의 관계에도 존재한다. 많은 국제
공여국(donor), 특히 세계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는 그들의 개발원조를 특정한 정책이나 조치의
시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방법은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건부여는 또한 유럽연합의 확대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2014-2020년 결속정책 기간
동안 조건부여의 사용이 상당히 확대되었고 특히 사전 조건부여(일반 및 주제), 거시경제에 대한
조건부여 및 국가별 권고사항과의 연계성이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부여 메커니즘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보조금,
대출 또는 기타 재정 지원에 수반되는 조건은 다층위 정부 간의 지식 격차를 줄이거나, 특정 정책
선택을 위해 하위 행위자의 동기를 변경하거나,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및 행정 보장과 같은 기타 목적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범주에는 거시경제적

이 세미나는 게임 이론, 공공선택 이론,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정치경제,
신제도주의경제학적 관점 등 공공투자에서 나타나는 조건부여의 이론적 관점과 학술 논문의
시사점, 세계 각국의 경험과 교훈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조건부여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을 다룬다.
•조
 건부여는 특히 공공투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언제 가장 유용한가?
•다
 양한 학문적 이론이 조건부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실
 제로 어떤 요소가 성공적인 조건부여 구현에 이바지하는가?

성과와 관련된 사전 조건부여부터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 요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다. 그러나
조건부여만으로는 정보 흐름, 정책 선택 또는 역량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거나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일부 특정 이슈, 예를 들어 주인의식과 책임의 문제가 정책 효과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로 다른 정책 수혜자에 관한 조건부여의 적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심지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상호 신뢰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조건부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조건부여의 사용 근거
조건부여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환 조건(terms of exchange)’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장에서는 2017년 4월 28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세미나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조건부여는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원조에 부가되는 ‘단서(strings)’와

조건부여(Conditionalities for More Effective Public Investment)’에서 논의된 논문 및 토론에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에는 국제금융기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은 확대 과정과

관해 설명한다. 이 세미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OECD가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지역 및

지역정책에 조건부여의 활용을 강하게 유지해 왔다. 또한 국가 정부는 하위 국가 정부에 자원을

도시를 위한 더 나은 경제개발정책 설계’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이전하는 맥락에서 조건부여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대체로 조건부 관계의 당사자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공여자 또는 대출자)과 지원을 받는
사람(수혜자 또는 차입자)이다. 조건부여는 계약의 대상 또는 ‘지급’(예: 보조금, 대출 등)을 받기

90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91

4.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조건부여

4.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조건부여

위한 기초이다. 이러한 조건부여는 세계은행, IMF 또는 지역개발은행 (예: 미주개발은행)과 같은

그림 4.1. 공적자금에 사용되는 조건부여의 유형

국제금융기관이 국가 정부에 제공하는 개발원조 차관의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정부가 수행하지 않을 것 같은 정책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다. 또한 초국가적
기관과 정부가 다층위의 정부(예: 국가, 광역/주, 지자체)에 제공하는 보조금 활용 시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여는 주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특정
영역에서 지방 정부의 지출을 촉진하며, 신탁(fiduciary) 및 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최소 공공서비스
표준 정립을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서 조건부여는 특정 정책이나 제도적 조치를 수행하는 대가로 재정적,
기술적 또는 기타 지원이 제공되는 특정 약정을 약속받는다. 조건부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조건을 설정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적인
도구이다. 조건은 사전 혹은 계약 이행 기간 혹은 정책 이행 결과에 따라 사후에 적용된다. 이러한
조건부여의 요구사항은 종종 개혁이나 특정 결정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 설정되며,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암묵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조건부여를 사용하는 이유
조건부여는 차입자/수혜자가 그들의 ‘계약 종료’ 기한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예: EU 가입,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대출자/‘교부자(grantor)’의 우선순위를 촉진하고 (예: 보다 자유로운 통화정책 사용), 특정 정책
의제와 선택을 지원하는 데 (예: 재생에너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조건부여는 다층위 정부 간
정보 비대칭이나 지식 격차를 줄이고, 수혜자가 특정 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및 행정 역량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필요에 의해
사용된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중첩될 수 있으며,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가
합치되도록 하는 데 조건부여가 주로 사용된다.

주: 응답 국가는 20개국이며, 각국은 두 개 이상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음.
출처: OECD (2013), Investing Together: Working Effectively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
dx.doi.org/10.1787/9789264197022-en; OECD (2012), “Multi-Level Governance of Public Investment”, national and regional case
study questionnaires, OECD, Paris, www.oecd.org/regional/effectivenessofpublicinvestmentatsub-nationallevelintimesoffiscalconst
raints.htm.

조건부여는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거나 특정 정책 선택과 의제를 촉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주인-대리인 관계, 특히 도덕적
해이, 지대 추구 및 역선택과 관련된 문제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모든 유형의 계약이나 교환 조건을
결정한다. ‘게이밍(gaming)’도 주요 문제인데, 국제금융기관과 수혜국 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원조
주도형 교류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또한 산출물과 결과를 정의할 때, 정책입안자는 그
효과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특정 조건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특히 공공투자 기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양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조건부여를 시행한다. OECD 회원국 내에서, 공공투자 기금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조건부여는 기금 수혜자가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미리 정해진 기간에 배정된
자원을 지출해야 하는 예산 절차와 연계된다(그림 4.1).

상황에서 조건부여의 설정은 조건 미준수와 대출 조건을 강제할 유인이 거의 없는 차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건부여의 사용과 관련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사례는 이 메커니즘의 사용이
수혜국의 경제정책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는
과거에 수혜국 정부를 위한 인센티브 도구로서 조건부여가 종종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결론짓는다(Berkowitz, 2017). 조건부여의 수용과 관련된 비효율성은 수혜국들이 정책 개혁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역량과 기술의 부족은 왜
조건부여가 예상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세계은행, IMF 및 기타 기관들은 이 주제에 관한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맞물려 조건부여의 수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개혁에 착수했다. 실제로 정책입안자와 학계는
조건부여의 시행에 있어 일부 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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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건부여 메커니즘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Barca(2009)는 결속정책에서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기관이 취약한 곳의 경우 조건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학계에서도 이론적, 개념적 진전을 토대로 조건부여의 활용이 능동적으로

표 4.1. 조건부여의 이론 체계
이론적
접근법

공공
선택
이론

재정
연방
주의

• 보 조금 수단과 조건의 선택은
• 공여자의 목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 결과 기반의 책무성을
추구하는 목적에 기초하고,
수혜자의 자율성 존중 및 부적절한
적용하려면 조건
단일화된 초점을 가져야 함
재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설정은 산출물에
• 배분 기준은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강조하는 인센티브 설계에 초점
기반해야 함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

견해는 "공여자가 가장 잘 안다”라는 관점을 고수해 왔다. 이 접근법에 따라, 조건부여는 공여자의
관점에서 설계되었고 공여자의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점은 투입 기반 및 과정 중심이었고,

이는 지난 몇 년간 이론 및 실무 관점에서 초점이 수혜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진화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여자와 더불어 수혜자가 상향식 접근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를 함께 정의하는 조건부여의 설계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조건부여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책임과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마련된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교부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수혜자의 기존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협력적 접근 방식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된
조건으로 인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더 많은 정책적 유연성과 주인의식을 추구하도록
한다. 학계와 정책 시스템에서는 이 새로운 접근법의 가치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여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
학자들은 게임 이론, 공공선택 이론, 재정연방주의, 정치경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 신제도주의경제학적 관점과 같은 여러 이론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조건부여에 대한 사용을 돕고, 이 모든 접근법에는 조건부여의 효과를 증진할 방법이 포함되어

• 지원 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원
기관 및 수혜국의 행정 업무 체제에
신
초점
공공 • 공 무원은 재정·절차적 통제에
관리론
따라 공적/원조 재원을 투입
(NPM) 하도록 권장되며, 서비스 이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결과에 기반한 관리 접근법 제안

있다. 표 4.1은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조건부여의 효과를 개선하는 방법과 조건 설계에 대한
주요 함의를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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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 공여자의 사리 추구 방지를 위해
• 개 발원조의 공익 목표를 훼손 투명성 강화, 원조 기관의 업무
• 이 기 주 의 에 대 해
시키는 본인 및 대리인(공여자 특화, 수혜국 정부와의 위험 및
극단적(부정적) 관점을
또는 수혜자)의 이기적인 행동에 보상 공유 장려
취하는 반면, 실제로
초점
• 정부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내외의 •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공 여 자 와 수 혜 자
• 광범위한 범위의 원조 기관 구별: 경쟁, 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 거버넌스 환경에 초점
기관에는 이기주의부터
이타주의에 의한 동기부여부터 강화 도모
이타주의/공익에
경제적 및 정치적 제국주의에 의한 • 보 조 금 설 계 는 지 원 목 적 과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까지 다양한 동기를 포함
합치하고, 자율성의 존중과 결과에
스펙트럼 존재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조건부여가 어떻게 사용되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관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다. 전통적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특히 수혜국들의 조건 수용에 상당한 제약을 보여주었다.

조건에 대한 함의

게임
이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조건부여는 활용(레버리지) 및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방안

• 제한된 신뢰성과 짧은
• 조건부여가 있는 상태에서 공여자와 • 조건의 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시간 범위로 인해
수혜자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
‒ 향후 미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
• 조 건 은 공 여 자 와 미준수에 따른 비용을
• 수혜자와 공여자가 조건의 효과성에 - 조
 건 불이행 시 대출 유지에 대한
수혜자 모두가 성공의 증가시키기 어려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된
공여자의 보상 감소
보상과 실패의 결과를 • 정 적 인 접 근 법 으 로 ,
인센티브에 직면하는 경우
•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 유 할 수 있 도 록 실제 현실은 역동적
• 국가의 준수/미준수 여부는 미준수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
보장해야 함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태에서도 대출을 유지하려는 - 공여자의 목표 전환(기술적 조항
반복적인 상호작용
공여자의 의지에 영향받음
준수→결과에 초점을 두는 방향)
존재)

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최적의 자원 사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부여 설계에 대한 개념적 관점

설명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 이 해관계가 상충되는
여 러 공 여 자 가
존재하는 국제적
맥락에서 공여자 간의
조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 관리자의 자율성과 유연성,
결과 기반 책무성을 증진하는
인적자원관리 환경 개발
• 결과 기반 관리 및 평가를 수용하기
• 신 공 공 관 리 론 의
위해 원조 기관과 수혜 정부의 관료 • 조 건 은 결 과 기 반
결과에 기반한 관리
문화 개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접근법의 효율성은
• NPM 접근법의 몇 가지 공통 요소: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
공여자 및 정부
- 사전에 지정된 산출물, 성과 목표 성 과 를 고 려 하 도 록
기관에서 시행 중인
및 예산 배분에 기반한 계약
하기 위해 산출물에
공공 관리 패러다임에
- 관 리 상 의 유 연 성 및 결 과 에 기반해야 함
따라 크게 좌우됨
기반한 책무성
- 책 임 배 분 에 보 충 성 의 원 리
(Subsidiarity) 적용
-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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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방안

조건에 대한 함의

한계점

• 수혜자의 주인의식 함양과 개혁에
• 지 원 설계는 국가기관에 대해 • 국가 정치, 경제, 사회 • 개 혁 을 실 행 하 기
전념할 수 있는 조건 설계에 중점
평가해야 하며, 수혜자의 주인 기관에 대한 상세한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
•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개혁을
정치
의식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분석이 지원의 전제 및 제 도 적 환 경 과
위한 시기, 순서 및 의견 일치 반영
경제학
관 련 된 문 제 를 다 루 기 위 한 조건이 되어야 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 수혜국의 주인의식이 부재한 경우,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 조건은 연합체 구축을 관련성에 대한 깊은
신뢰할 수 없는 제재는 조건부여의
• 개혁을 위한 연합체 구성도 중요
촉진해야 함
이해가 필요
효과를 저해함

• 공 여 자 - 수 혜 자 의 상 호 작 용 과
관련된 거래비용 최소화와 양측의
책임 부여에 초점
• 불완전한 계약을 초래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두 가지 주요
신
문제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존재
제도주의 • 이와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학
주요 과제: 대리인(피계약자)이
(NIE)
주인(주계약자)에게 진실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설계
• 추가 과제로, 대응력 있는 기관,
경로 의존성, 다양한 행위의
상호의존성, 수직 및 수평적 조정
등 고려

• 보조금 설계는 대리인(피계약자)이
공익에 봉사하는 동시에,
주인(주계약자)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해야 함
• 협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역할,
책임 및 해당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 확립
• 공식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 완 전한 계약은 실현
•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파트너 간의 신뢰, 충성도 및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서는 공여자와
상호호혜성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남아있고, 대리인
수혜자가 계약상
도모:
문제는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 이 해 관 계 기 반 네 트 워 크
완화될 수 있지만
있어야 함
(이해관계 공유). 구성원 간의
(투명성, 조례, 대응
• 지 방 정부에 서비스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신뢰
기관 강화, 책임 및
제공 및 지역 내 상위
형성
시정 메커니즘으로
정부 활동 감독에 대한
- 희망 기반 네트워크(신념 공유).
인 해 )
완 전 한
더 나은 역할 부여
리더의 헌신과 스타일에 따라
극복하기는 어려움
달라짐
• 지방 정부는 결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 이러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음
• 공 여자-수혜자 관계에서 NIE
관점은 완전한 이행 가능한 조건을
포함하는 완전한 계약을 주장

출처: : Shah, A (2017), “Development assistance and conditionality: Challenges in design and options for more effective assistance”,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Conditionalities for More Effective Public Investment” held 28 April, OECD
Headquarters, Paris.

Development Goals) 등)을 위한 경계를 만든다. 사전 조건부여는 장기적 목표를 결집하고
주인의식을 갖기 위한 여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다층위 정부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을
증가시켜 다층적 거버넌스의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방식은
추가 비용, 너무 많은 수의 조건, 그리고 무엇이 유효하고 유효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에 대해 36개의 사전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면한 투자나 프로젝트에 적절한 조건이 적용되는 맞춤형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에 관한 특정 조건부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조건부여도
공공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적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조건부여는 구조 개혁을
촉발하고 가속화할 수 있으며 공적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전 조건부여는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된다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책에 기반한 조건부여
정책에 기반한 조건부여는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발원조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의 경우, 사전 조건부여의 많은 부분은 정책 조건의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지역이 시행하는 혁신 전략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및 지역
혁신체계를 재편하는 개혁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높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력에 부담을 주며 성공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아래 참조).
실제로 관련 당국이 개혁에 찬성하지 않는 한, 정책에 기반한 조건부여는 변화를 불러오는 데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조건부여
특정 국가에서 경험하는 실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제금융기관과 유럽연합에 의해 일부
사용된 거시경제적 조건부여에 관한 일부 논쟁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구조투자기금(ESI)은
회원국이 과도한 적자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또는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재정 및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감시 절차, 유럽연합의 경제 거버넌스 절차의 일부)를 준수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지원의 일부 혹은 전체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조건부여 활용의 실제

2012년 이전까지 거시경제적 조건부여가 적용된 단 한 건의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결속기금의 지출 중단을 요청했을 때이다. 이로써 헝가리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조건부여 유형

조처를 했고, 지급 정지도 해제되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처럼, 위원회가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으나, 조건부여는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거시경제에 대한

사전에 정의된 조건부여
사전 조건부여는 유럽연합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식이다. 사전 조건부여(또는 프로그래밍 조건부여로
알려짐)는 ‘지불’받기 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소유에
대한 경계와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정치적 환경 (예: Europe 202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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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여는 거시경제 체제 간의 일관성을 구축하는 데 성공적일 수 있지만, 거시경제에 대한
조건부여를 투자와 같은 미시경제적 이슈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거시경제적 지향성을 가진 조건부여는 ‘자발적’일 수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재정
규칙의 도입과 함께 보였고, 안정화와 경기순응적(pro-cyclical) 행태에서 벗어난 움직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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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재무장관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페루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건부여의 정당성이 정책과

규칙을 수립하여 재정적자와 경상지출 증가를 제한하였는데, 이로써 경제 호황기에 경상지출이

결과를 개선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 있는

늘지 않아 투자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라 기반시설의 공급 증가로 이어졌다.

제약을 나타내는 조건들과 상호작용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정책에서 조건부여 설계를 위한 주요 시사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간 제약에 대해 인식
조건부여와 관련한 시간 문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는 설계 단계의 시간 제약과

조건부여의 이론과 사례로부터, 적용되는 조건부여의 유형과 관계없이 지역정책 개혁 및 변화를

관련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설계는 장시간을

촉발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맥락에 따라 달라져야

요한다. 시간은 특히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또는 기타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압력이 있는 경우

하는 필요성에서부터 주인의식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조건부여가 단시간 내에 최적이 아닌 방식으로 설계되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압력은 정책입안자들이 정보 비대칭 및 맥락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며 적절한 협의 메커니즘의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맥락의 고려

두 번째는 조건부여의 효과를 결정할 때 단기 및 장기 관점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조건부여를 설계할 때 양식이 기능과 일치하는지, 즉 사용된 조건부여가 당면한 문제 및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조건부여로 인해 정부가 달리 취하지 않을 조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조건의

부합하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 수준, 정부의 조건 이행 역량 및 상황별 특수성이

이행은 종종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정부 간 권한 이양의 맥락에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 국가에서 거버넌스 관행의 변화를 지원하거나, 부문 정책에 영향을

주체들 간 잘 정의된 단일 조건(예: 미국의 최소 음주연령법)은 100% 준수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치거나, 정치적 분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나 주 정부가 자금의 위협적 손실을 연방 정부의 강압적인 과잉 조치로 인식하는 경우 조건의

공공투자를 위한 보조금과 상이하므로 조건부여의 설계를 다르게 해야 한다. 공공투자는 매우

완전한 이행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이고 프로젝트 기반이며 종종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결과는 구체적이고 니즈도 매우

반대로 그리스의 경우는 복잡성이 다양한 조건부여와 더불어 불균등하거나 제한적인 준수

단순하다.

국면을 보이고 있다(Box 4.1 참조). 1999~2003년 사이에 43개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1,306개의
조건이 설정되었는데, IMF의 2007년 조사 결과 그리스는 54%의 준수율을 보였다. 특히 단기적으로

간결함의 필요성과 복잡성의 관리 사이의 균형 유지

조항의 준수를 권장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조건의 수용은 잠재적 편익이 채택

재정연방주의 접근법은 도구별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초점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용을 초과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채택 비용에 대한 논의는 Schimmelfennig and

너무 많은 조건부여는 조건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될 조건의 수를 줄여야

Sedelmeier, 2004 참조). 이러한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는 i) 조건의 명확성과 형식성, ii)

한다. 그렇게 하면 혜택의 구현 및 관리의 복잡성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많은 목표를

보상의 규모와 속도, iii) 조건 부과 기구에 대한 신뢰도, iv) 낮은 채택 비용이 포함된다.

갖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부여와 연결된 다수의 도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상호보완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건부여의 설계 시 다른 정부 부문 혹은

Box 4.1. 보조금 및 조건부여에 대한 시사점: 미국과 그리스의 사례

민간부문과 같은 제삼자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하고, 그들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투자 프로젝트와 기금의 역할이 특히

미국

중요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의 의도를 지지하거나 의도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은 주 정부 지원에 조건부 연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는 공공부문의 지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출과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심 역할을 한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연방보조금은 하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와 관심사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한 가지 방법은 조건부여의 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최적일 수 있지만 항상 현실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 및 하위 국가 행위자들 간의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공여자의
우선순위와 개별 부처의 우선순위가 결합하여 각자의 접근 방식이 파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러 (정책) 도구가 목적에 부합하고 왜곡되거나 혹은 범(汎)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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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가 서비스 제공 및 투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예산관리처(OMB, 2016)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6,244억 달러(GDP의
3.5%)의 보조금을 배분했다. 연방보조금은 하위 국가 지출의 25.1%,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총 투자액의 22.3%를 차지했
다. 대부분의 비방위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공동 자금조달 조건으로 하위 국가 정부에 보조금을 통
해 지원된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자금을 사용하는 데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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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운영 방식을 형성하는 행정 조건(예: 일치 요건, 재정 통제), 서비스 제공에 관한 프로그래밍 조건(예: 적격 수혜자/

조치를 촉진하고 예상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OECD, 2013, p. 62).

프로젝트, 건설 가능한 도로 유형), 특정 특성을 가진 모든 보조금에 적용되는 교차 조건(예: 비차별 요건, 임금률 및 혜
택), 다른 영역의 성과에 기초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교차 조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자금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
하고, 국가 및 하위 국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지방 정부가 안 하면 시행되지 않을 영역에서 하위 국가의 조치를 촉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제 국가의 경우, 조건부여는 하향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대립하게 만드는 고압적인 수단이 될

투입(input), 산출물(output) 및 결과(outcome) 기반의 조건부여 중 선택하기
표 4.1.에 개괄된 각 이론적 접근법은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며 투입 측면에서 설계된 조건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산출물 기반 조건부여 또는 이에

수 있다. (권리) 포기의 확산과 수많은 법리적 과제는 연방 지출 권한과 주 자치권 사이의 긴장을 만든다. 조건부여는 국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놓고 합의를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게임 이론은 성공에 대한

가 및 하위 국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할권 간 파급효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책임 있는 보조금 이행을 보장할 수 있

보상이 실패의 결과와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실상 결과에 관해서는 관심이

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분권화된 서비스 제공의 이점을 축소하고, 파급효과에 대한 과도한 보상 및 하위 국가 정부에 상당

없다. 재정연방주의는 결과 기반 책무를 실행하기 위해 결과 기반의 조건부여를 옹호한다.

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가해질 위험이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기반한 연쇄적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혜자만이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건의 사례를 제시한다. 신제도주의경제학적 관점은 모든 당사자가 특정 결과를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는 세 가지 구제책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첫 번째, 3년 구제책(2010)은 IMF로부터 300억 유로

얻을 수 있도록 계약상 실행 가능한 조건에 대해 언급한다.

의 자금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15개 회원국의 공동 출자금에서 800억 유로를 합산하여 지급됐다. 두 번째,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 조건부여와 결과를 연결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준’의 일부이다. 하지만

2012년 구제책은 다시 IMF와 유럽연합의 기금 1,727억 유로가 추가되었다. 세 번째 구제책은 유럽안정화기구(Europe

실제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환경 보조금 프로그램 및 성과 파트너십에서 각각의

Stability Mechanism)를 통해 860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주와 오염 수준에 관한 결과 측정을 놓고 협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주 정부는 그들이 모든 기여

1, 2차 개혁이 재정과 노동시장의 개혁에 집중된 반면, 상품시장의 개혁은 뒤처졌다(OECD, 2016). 관련 분야에서의 조
율이 미흡해 개혁의 실효성이 훼손된 사례가 많다.
조건부여의 준수를 일정하지 않게 한 요인으로는 i) 우선순위 결여, ii) 개혁 의제에 대한 낮은 주인의식 iii) 높은 준수 비

요인에 대해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부여를 연결할 정확한 결과를 놓고
협상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렇듯 공공투자정책에서는 종종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용, iv) 역량 제약 등이 있다.
그리스 사례는 실무자들과 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조건부여의 어려움과 한계를 반영한다. 이 사례는 조건부여의 무분별한
확산, 명확한 우선순위 지정 부재, 국내적으로 ‘주인의식’이 취약한 위험성 등의 단점을 상기시킨다. 분명한 교훈은 제도
적 역량의 중요성이다. 많은 수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수 없는 취약한 제도적 역량에 직면할 때 목적이 추구하는 혜택
의 실현은 더뎌질 것이다.
출처: Mizell, L. (2017), “Conditionality in practice: Emerging lessons for public investment”,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Conditionalities for More Effective Public Investment” held 28 April, OECD Headquarters, Paris.

모니터링, 평가 및 책임 보장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조건부여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요성은 공여자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는 증거 기반에 기여하고, 관련 당사자와 시민에게 책무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주요 과제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잘 문서화되며 널리 공유되는 지표를 설계하는 것이다. 성과 기반 관리가 조건의

조건부여의 수용은 조항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단기적 지표가 될 수

적용 및 수용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감당하려면 모든 당사자가 결과 기반 관리와 평가를 지지하는

있다.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성공의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해 규정 준수 또는 활용이 추구하는

인적자원 관리 체제에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조 커뮤니티에서 원조 기구와 수혜 정부의

목적 달성의 이점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집행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문화 또는 인센티브 구조는 전형적으로 원조의 극대화를 촉진하나,

세부적으로 정의되고 타깃된 조건부여가 정책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잘

반드시 효과적인 결과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원조기관의 인센티브 구조는 종종 객관적이고

설계된 조항은 기본적인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고, 국가 목표에 대한 하위 국가 정부의 기여를

독립적인 평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는 객관적 평가 방안을 구축하는

장려하고, 기본 복지정책에 반하는 지역 선호도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구조투자기금의

것이 중요하다.

경우, 사전 조건이 특히 ‘형식상 문서(pro forma)’유형의 조건에 대해 변경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편적으로 일부 OECD 회원국들 (예: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공공투자를 위한 보조금에 첨부된 조건이 중앙 정부로 하여금 현지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다. 캐나다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투자의 가능성과 실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강화하여 ‘나쁜’ 투자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탈리아와
노르웨이에서는 조건부여가 자원의 집중을 성공적으로 장려하여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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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 확립
행동, 우선순위 또는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건부여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적절한
주인의식을 보장하는 것은 조건부여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조항의 준수 또는 수용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의 주인의식’은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정부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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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변화에 대해 스스로 동의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어떠한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져야만 하는 행동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상위

그러나 ‘정부의 주인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주인의식’을 넘어선 ‘국가의

정부는 핵심 역량의 영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조언한다(IMF가 취한 입장).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개혁안에 동의할 수 있지만, 국민(국가의 주인의식)의
지지가 없다면 조건의 이행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또는 강력한 시민 권한 부여는 정부와 공여자의 목표에 대해 광범위한 효과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 공여자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민의
인식과 행동은 조건부여를 적용하려는 공여자의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정부는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클 경우 조건부여를 적용하지 않을 유인이 있고, 이는 또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여자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행 역량 부족: 대상 정부가 조건을 이행할 역량이 있는지는 조건부여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면 관련 조건부여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조건부 보조금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조건부여는 또한
가장 역량이 뛰어난 주체(조건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보상하고, 가장 역량이
부족한 주체(조건 이행이 불가하여 자금 지급이 보류되는 자)를 제재하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항 면제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면제가
이루어지면 조건(개혁)의 기술적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

투자 맥락에서 지방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시민에 이르는 하위 국가 이해관계자 간에
주인의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교부자와 수혜자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조건부여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
 여주기식 준수(cosmetic compliance): 적절한 이행 역량 부족, 정치적 이유로 심층
개혁을 이행하려는 의지 부족, 모니터링 기술 부족, 심지어 대출자/공여자 측에서 심층
개혁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신호와 같은 몇 가지 요소는 보여주기식으로 조건을

협의를 수행해야 한다는 계약 요건이 있는 경우, 수혜자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행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건의 무분별한 증가는 시간이 지남에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혜자에 대한 협의 절차는 부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따라 개혁을 검토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욕구가 존재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의 프로세스에 대한 제도적 구조 또는

실행 자원에 부담을 주고 보여주기식 순응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다.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은 상호작용하여 조건부여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건의

조건부여에 존재하는 위험

무분별한 확산은 여러 부문에 걸쳐 분산될 때 역량 문제를 증가시키고, 조정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조건부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상당한’ 보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개혁의 행정적 부담을 더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수 있다. 조건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역량 약화는 개혁의 협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속하고

•지
 역 책무성 방해: 조건부여는 상향식 책임을 묻는다. 대출자/공여자에 의해 정의된
조치의 이행에 대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 비록 이러한 개혁이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행 수용성을 결정하는 것은 더 상위 차원의
정부가 맡는다. 이에 따라 교부자와 수혜자의 우선순위 간 불일치가 클수록 하방 책임성은
더 저해된다.

전반적으로 ‘보여주기식 준수’로 이어진다.
조건부여는 또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 조건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당사자 간 신뢰도 더욱 훼손된다. 이것은 공여자들이 목표를 달성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혜택/제재와 확실히 연결되고, 종종 강압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선택한다는 인식과
연관된다.

•결
 정적 제약 조건(binding constraints, **역주: 솔루션을 찾을 때 영향을 주는 제약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 부재: 조건부여 사이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종종 구조개혁

조건부여에 대한 협력적 접근

프로그램에 의해 부적절하게 표적이 된다. 따라서 제약 조건의 적절한 식별은 성장의
물꼬를 터놓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장소기반 특성을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요점은 조건부여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잘 설계된 조건부여는

고려하고 특정 장소에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조건부여를 회피하는 맥락별 접근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개혁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상황이 ‘하드코어’ 한 조건부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접근 방식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 주인의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협력 메커니즘을 고려할

•상
 위 정부가 항상 가장 잘 안다는 착각: 종종 국제기구 또는 상위 정부가 조건부여의 설계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어떤 조치를 언제,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위 정부가 가진 기술적 역량과
지식에 우월성을 부여한다. 조건부여의 무분별한 확산은 대출자/공여자가 더 나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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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메커니즘에 관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설득과 학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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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조건 준수를 촉진하는 ‘더 연성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연성적인’ 개혁의 경로가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주인의식 또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제금융기관의 조건에 관한 문헌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한다. 주인의식을 중재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층위 정부 간 우선순위 사전 조정, 개혁의

•설
 득 및 학습: 정부는 개혁 자체의 정당성과 국내 문제 해결에 대한 적합성을 통해 혁신을

복잡성과 이를 해결할 대상 정부의 역량, 제안된 개혁이 대상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범위(혹은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주인의식은 설득과 학습의 결과이다. 이는 국가의 우선순위와

반대로 조건의 수용 범위)가 포함된다. 공공투자와 관련하여, 이는 그들의 수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하위 국가의 우선순위 간 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조건부여에

위한 조건의 이행에 앞서 우선순위와 지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특히 역량이 낮은 환경에서, 복잡한 개혁을 장려하기 위한 조건부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안한다.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같은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여는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조건이 국가와 하위 국가 정부 모두에 대한

•선
 택성(selectivity): 연구에 따르면 조건부여는 개혁의 선동자가 아니라 촉진자로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조건의 수가 너무 많아 하방 책임성이 떨어져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역할을 맡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밝힌다. 일부는 공여자가 대출이 가장 효과적인

한다. 조건부여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정책과 결과를 개선할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상호작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증된 수혜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인의식

효과와 이해관계 결과에 구속력 있는 제약을 나타내는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 국가를
선호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지출을 지원하거나, 모험적인 개혁보다는 보여주기식
준수만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층위 정부의 역량 제약은 조건부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대상 정부가 조건을 이행하는
역량이 약할수록, 적기에 편익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아진다. 상위 정부에서도 조건부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설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필요하다. 모든 층위에

•산
 출물 및 결과 기반 조건부여: 산출물 및/또는 결과 달성에 대해 정부에 보상하는 접근
방법은 투입/과정 기반 조건부여 및 제재 메커니즘보다 덜 강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대상 정부에 정책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성과 촉진을 위한 도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접근법을 고려해야 하지만, 결과(반드시
결과물은 아님)의 달성에 대한 자금 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관찰된 결과가 대상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있는 정부가 보이는 조건부여에 대한 수요는 부과된 조건의 수와 관련된 분야의 수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성과를 촉진하는 ‘더 연성적인’ 메커니즘을 조건부여와 연계하거나 대안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설득과 학습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조건부여 활용의 이전과 조건 이행을 통해 발현된다.
비록 시급히 개혁이 필요한 대상을 남겨둘 위험이 있지만, 선택성은 좋은 실행에 대해 보상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다. 산출/결과 기반의 조건부여는 정책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과를
장려하고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여의 무분별한 확산은 억제되어야 한다. 조건이 너무 많으면
수혜자의 합의와 수용을 위태롭게 하여 차선책을 찾게끔 유도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관리 역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제삼자의

결론 및 향후 방안

개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조항과 잠재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조항을 관리하기

전반적으로 이론은 조건부여에 기반한 계약을 만든 당사자가 설계의 상충관계와 결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계약을 이행하고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단 선택, 행정부담의 정도, 합의 이행 및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당사자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호 책임성을 확립하여 주인의식과 정당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투명성과
책무성,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조건부여를 사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실무적인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조건부여는 대출자/공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적절하게 설계된 조건부여는 때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일부 제한적 사례는 실무적인 측면(상환 능력을 보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제한하는) 혹은
윤리적인 측면(미국의 차별 철폐와 같은 시민권 보호)에서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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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B
 eazley, Ivor (2017), “Managing across temporal and institutional horizons”, paper
prepared for the OECD seminar “Incentivising performance in public investment
공공 재정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시기에 지역, 국가 및 유럽연합 수준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정부가 유럽연합

delivered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held 31 March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집행위원회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EU 예산”과 같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그러나 투자 정책에 성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것은 투자가 본질적으로 장기적이고
복잡한 데다 잠재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층위 정부 및 부문 간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특히 까다롭다. 대규모 투자는 더 나아가 금전적 가치 논리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예산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결속정책은 2014~2020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성과(성과예비금 도입 및 검토 포함)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투자 정책에 성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직면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성찰하는 것과 매우 관련 있다.
공공투자정책이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널리 퍼져 있지만, 정책입안자들은
공공투자정책의 성과 시스템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한다. 자원을 배분할
때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지만, 성과가 가장 중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성과 프레임워크의 근거
공공투자를 위한 성과 기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공투자 및 지역발전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성과와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한다. 공공투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반의 학습을 촉진하고 기대되는 결과치를 제공하면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과와 투자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또한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투자 결과 목표에 집중하고 이를 투자 주기 내내 추구할 수 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은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된 투자 전략, 조달에 대한 잘 설계된 입찰 절차 및 성과 모니터링, 기술적으로 유용한 프로젝트

•정
 책입안자는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평가, 효과적인 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품질 사후 평가들이 포함되며 (OECD, 2014, 2015)

•성
 과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행해진다.

•실
 제 성과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예산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가?

OECD 회원국 정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용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정책입안자의 공공투자정책에서 성과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알 수 있는 이론적 분석의 최근 발전 양상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성과와 인센티브 이슈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는데, 가령 인센티브의 행동적 측면, 행정비용과 규제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혁신, 성과 및 준수에 대한 목표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이외에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과 문화 촉진, 국회
예산 정밀 조사, 법적 준수에도 기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법적 준수는 성과 기반 예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기 요인으로 높이 평가되지는 않지만, 성과주의 시스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등을 고려한다.
이 장은 2017년 3월 3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세미나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공공투자 성과 도출’의 배경 논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하며, 이 장에서 다루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성과 프레임워크의 실제 주요 과제
공공투자정책의 성과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는 여러 층위의 정부에 걸쳐 있다. 정부는

•M
 oynihan, Donald P. (2017),“Challenges for goal-based learning in public

프로그램-논리 사슬(programme-logic chain)에서 다양한 요소가 적절히 명시되고 연결되어

investments: A behavioral perspective on performance information use”, paper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주기의 각 단계에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는지

prepared for the OECD seminar “Incentivising performance in public investment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넓은 의미에서 책임 메커니즘(정치/의회뿐만 아니라

delivered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held 31 March 2017, OECD

개인 및 관리 책무성)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 프레임워크는 항상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Headquarters, Paris.

성과 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 정책의 일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책의 이행과
책무성의 연결고리를 더욱 취약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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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차원: 특히 공공투자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그림 5.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에 따른 과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는 일반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측정되며 회계 처리 또한
그렇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무적 배분과 산출물 목표는 짧은 기간(보통 1년)에 걸쳐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초기 단계에서 향후 결과를 예상하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거
 래비용: 성과 정보를 수집, 검증 및 배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따른 거래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은 정보 과부하에 직면하는
정책입안자가 실제 성과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을 때 과도한 부담이 된다.
•속
 성: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고자 할 때 특정 산출물과 이러한 집합의 다른 속성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도시와 지역의 경제발전에 목적을 둔 공공투자 결과는 많은
영역에서 특정 개입에 기인한 작용보다 더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문맹률, 재범률 및 도시재생은 이러한 다중 요인에 의해 발생된 문제의 예시임).
•행
 위자의 다양성: OECD 전체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나의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 행위자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과주의 시스템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이는 자원 배분 권한이 전달 대리인(정책 이행의 주체)으로부터 몇 단계 떨어져

출처: 2016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database), Q32, https://qdd.oecd.org/subject.aspx?Subject=90B147D4-005C-462A9678-4CF7A931A4CA.

있을 수 있는 공공투자 결정 상황에 특히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다층적 프레임워크는
운영 감독 및 책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상위 기관에서 요구하는

많은 성과 프레임워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결과를 내놓기 위해 지방 정부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오랫동안 성과주의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예산제도의 중심 과제였으며, 흔히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은 투자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성과주의 문화의 부족은 OECD 회원국
전체에서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진다(그림 5.1). 자원 및 역량/훈련의 부족과 같은 조직적 과제도
상위권 과제에 속한다. 성과 정보의 가용성 및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 또한 존재한다.
OECD의 고위 예산담당자들은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관련이 없는 너무 많은 양의 정보 또한 주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때때로 성과 정보가 불명확한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문제로 여겨진다.

•정
 부의 고위 관료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결과 데이터를 제공해
전략적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관
 련 행위자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회, 최고 감사기관 및 시민사회에 대한
활동/과정, 산출물 및 (가장 중요하게)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책임성을 개선한다.
•지
 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입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산출물 및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명성을 증진한다. 이는 예산담당자와 의회가
제한된 예산 자원을 주어진 정치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서
 비스 및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프로그램 관리자가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입, 과정 및 산출 데이터를 제공하여 개선된 프로그램 관리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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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적 사고: 정책 설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행태학적 통찰력
지금까지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전통적인 예산 편성 및
공공 재정 관리 방식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성과 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성과 결과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간주하는
공급 측면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프로그램-논리 사슬(programme-logic chains)의 유용성은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프로그램 설계의 효과 및 기본 가정의 근거를 평가하는 강력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뒷받침된다. 프로그램 감독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는 산출물과 보고 체계의 더욱
명확한 상세화, 잘 정의된 산출물을 전달하기 위한 ‘계약(contractual)’ 모델 및 보고와 책임을 보다
공개적으로 다루는 채널을 통해 해결되었다. 주인-대리인 접근법의 주요 과제는 과도한 관료주의와
비뚤어진 인센티브 구조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향후 발전을 위한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성과 기반 예산 책정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한 인센티브의 구조, 특히 행태학적 통찰력의 역할을 신중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발전은 개인과 조직이 정보를 사용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대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성과 기반 예산 책정이 정책 관련 토론을 구성하는 데
생산적임을 입증했다. 행태적 측면에서 공공 행정 연구 분야는 사람들이 성과 정보를 사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성과 또는 목표 기반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연구자들은 공공부문 결과 관련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일련의 요인을 정의했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면

표 5.1. 사용자의 성과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행태학적 통찰력
요인

설명

실제적 함의

수치 해석 능력

이용자들은 공공부문 실적을 판단할 때 일화나 예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예시 활용, 수치에 내러티브 연결, 표시되는 매트릭스
수 감소, 계량분석 단순화.

비교의 중요성

비교 데이터가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함. 다른 사례 및
국가와의 비교가 더 큰 영향을 미침.

현실적인 대상과 적절한 사례를 활용해 비교 데이터
제시.

자율성

보다 자율적인 정책입안자가 더 많은 성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관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준수 요구사항 대신 성과
시스템과 자율성을 결합.

반(反)공공부문
편향

시민들은 정부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덜 효율적이라고 인식함.

이러한 편견에 대한 인식이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정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음.

정부 데이터에 대한
불신

시민들은 자체 보고되는 공공 성과 데이터보다
제삼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더 신뢰함.

제삼의 독립 기관을 통해 결과를 수집하고 보고.

동기 추론

사람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중점을 두며, 이를 해석하고,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배포.

부정성 편향

사용자들은 좋은 실적 수치보다 나쁜 수치에 더
반응함.

실패가 아닌 성취도 차원에서 정보를 제시. 성과
데이터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직접 제공.

출처: Derived from Moynihan, Donald P. (2017), “Challenges for goal-based learning in public investments: A behavioural perspective on
performance information use”, paper prepared for the OECD seminar “Incentivising performance in public investment delivered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held 31 March 2017, Paris.

수치 해석 능력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기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행동과학은 성과 정보의 사용이 인식과 추론 인지 및 이와 관련된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5.1.). 제도 구조, 정치 시스템, 책임 체계, 그리고 정치적 맥락 모두 공공투자 선택과
결과에 대한 합의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당파성에 따른 정치적 갈등은 시민들이
자신을 특정 정당의 지지자로 생각하고 투자 문제를 정치화할 때 공공투자의 근거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성과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성과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자들은 사용자(시민 또는 전문가)가 공공부문 성과를 판단할 때 수치보다는 일화나 이야기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Moynihan, 2017). 실제로 데이터는 광범위한
서술의 일부이거나 예시 사례와 함께 제공될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사용자들이
정성적 성과 데이터보다 정량적 데이터를 선호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조차 마찬가지였다.
또한 수치 이해 능력이 높더라도 데이터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정책입안자에게도
해당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수치가 제시되고 구성되는 방식을 통해서도 서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5.1에서 5.9로 증가하는 것보다 5.9에서 6.0처럼 임곗값을 초과하는 숫자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수치 자체로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정부는 수치의 광범위한 서술이나 설명 가능한
방법(삽화 등)을 사용하여 이를 질적 분석에 연결하고, 특정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일부 정부는 실제로 정책입안자와 시민에게 제공하는 기하학적인 수치를 줄여 이에
대응했다(Moynihan and Beazle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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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 중요성

자율성

비교 데이터는 성과 자체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사용자에게 성과가 얼마나

성과 데이터의 사용은 정책입안자의 자율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최종 정책

좋은지 (또는 나쁜지)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는

산출물과 결과에 대해 많은 재량권을 가진 정책입안자는 성과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조직의 과거 사례와 비교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보였다. 반대로 정책 결과에 영향력이 적은 정책입안자는 성과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유인 동기를

평가에 현저하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율성이 있다는 의미는 경영진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이들에게

목표를 설정할 때 과거의 성과를 사용하며, 훨씬 낮은 빈도로 비슷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을

성과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상적으로는 성과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사용한다(그림 5.2.). 성과 비교의 국제적인 예는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사례로서,

규정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닌 자율성과 일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5세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지식을 국제 시험을 통해 테스트하고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 성과지표는 여러 국가의 교육정책 관리를 지도하고 각국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비교
데이터의 활용이 반드시 특정 보상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비교 데이터 자체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反)공공부문에 관한 편향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부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덜
효율적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다른 국가 환경(예: 미국과 덴마크)에서도

그림 5.2. OECD 회원국들의 성과 측정 목표 설정에 관한 접근법

그러하며, 정확히 같은 성과 데이터를 보았음에도 시민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민간 서비스
제공자보다 덜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공공부문에 관한 부정적
편견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선입견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지침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정부를 지원하고 일부 결정을 내릴 때 지침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더욱 긍정적인 연관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존재를 강조할 수
있다.

정부 데이터에 대한 불신
상기의 편견과 맞물려, 자체 보고된 공공 성과 자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중립적인 제삼자가
제공하는 자료보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보고된 과제가 복잡해질수록 정부 자료에 대한
출처: 2016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database), Q32, https://qdd.oecd.org/subject.aspx?Subject=90B147D4-005C-462A9678-4CF7A931A4CA.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면 정부가 특히 동료 비교를 활용하여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 2020 목표에 부합하는 많은 지표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OECD,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보(예: 시민
만족도)보다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예: 도로 정비율)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조치를 더
믿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좋은 성과를 내야 할 때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독립적인 제삼자를
통해 특정 결과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다. 제삼자에 의한 평가는 공공투자에 대한 신뢰를 쌓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2016b). 그러나 비현실적 목표나 부적합한 비교 사례를 사용하면 좋은 성과로 간주하는 기대치를 아예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비교 사례를 찾고, 이를 활용한 사례의 적용을

동기 추론

계획하며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적 신념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과 데이터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스펙트럼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정치적 신념과 당파적 정체성은 사용자가 특정 공공투자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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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성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체는 자신의 이념적 신념을 공유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인 반면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 데이터에 대한 반(反)공공부문 편견과 불신은 동기 추론(인지와 행위의 부조화)으로

성과 프레임워크 활용의 실제
각국은 공공투자를 위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악화 또는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복잡한 정책 시나리오를 시행하면서 내놓는 성과
정보는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 주기 전반에 걸쳐 투자 결과와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성과

동기 추론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데이터에 대한 중립적인 접근이 사실상 어렵지만, 그럼에도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국가 지표, 효과적인 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의 데이터 및 목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합의를

고품질의 사후 평가 또는 성과 예산 계획과 같은 형태가 있다. 최근 OECD의 연구는 대부분의

구축하는 것과 같은 반이데올로기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보급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국가 성과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지출의 의도된 결과와

외부의 데이터 제공업체가 있으면 이러한 편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향을 명확히 하고, 재무적 책임을 넘어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예산 편성의 초점을 넓히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정부 간 신뢰도는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며, 결과에 대한
공공 및 의회의 책임을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표준적인 ‘모범 사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부정성 편향

실제로 각국은 정보 과부하를 낳지 않으며 ‘올바른(righ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사 실험과 실제 선거에서 시민, 관리자, 정책입안자 모두가 실적이 좋지 않은 수치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Olsen(2016)은 병원의 성과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대한 정보를 부정적인 용어(환자 불만족)로 표현하는 것이 시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시했지만(환자 만족도),

미국(1960년대 이후), 뉴질랜드(1980년대 이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및
영국 등 일부 OECD 회원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정성 편향은 종종 정치인들이 낮은 성과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최소화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후자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이 학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도록 하는 실험에서 발견된다. 실험 그룹에는 성과 데이터가 제공되었지만,
통제 그룹에는 성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성과 데이터는 성과 달성 수준이 낮은 경우

있다. 오늘날 26개의 OECD 회원국은 어떤 형태로든 성과 기반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여전히 성과
모델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과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반드시 지출 결정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다른 국가에서는 자금조달 정책이 산출물 및
결과에 엄격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최적의 방식을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에

관리자에게 책임 소재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성 편향을 인식한 정부는 실패(불만율)보다는 달성 수준(예: 만족률)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성 편향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성과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비뚤어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성과 데이터가 제시하는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문제 해결 영역에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OECD는 성과 기반 예산 시스템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1. 성과 정보가 생성되며 이러한 정보가 자금 배분을 설명하는 성과 예산 제시, 그러나
반드시 지출 결정을 위해 사용될 필요는 없음.
2. 이러한 정보가 자원 배분에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과에 따른 예산 책정.
3. 자금 지원이 산출물 및 결과와 엄격히 연계된 직접적인 성과 예산 책정.
2016년 OECD 성과주의 예산 조사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법적 책임에 대한 통제를
제공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은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가장 효과적인 결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성과주의에 기반한 예산을 수립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경영 관행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 목표에 대한 정책 결정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OECD 고위 예산담당자들은
성과 기반 예산이 법적·재정적 준수를 촉진한다고 시사하고 있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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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 및 사용 근거

를 보다 상세히 정의하는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통해 추가로 명시된다. 유럽연합 자금에 대한 최소 재정 요건은 선택된
주제별 목표에 따라 자금 지원의 중점을 두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했다. 2) 유럽연합 수
준의 투자 우선순위를 각 국가 또는 국가별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협상을 통해 강화되었다.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는 특정 목표 지정에 기반한 접근법을 추진하였고, 주요 정책 변화(변화 이론)를 나타내는 특정 (정책) 결과 지표
를 정의하도록 유도했다. 프로그램 설계상 결과 지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평
가는 성과(효과 및 효율성)와 특정 목표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정책의 이행과 평가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3) 프로그램별 산출 지표와 함께 각 투자의 우선순위별로 개정된 종합적인 유럽연합의 공통
지표 목록을 활용하여 정책 이행의 추적에 사용될 산출 목표를 설정한다. 4) 모니터링과 및 보고 약정을 수립하여 최소
한 연간 보고서(재무적 투입을 추적)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특정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오픈 데이터 사이트(https://
cohesiondata.ec.europa.eu/)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 IT 도구를 사용한 보고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공통 지표를 활
용하여 재무 흐름과 진행 상황 보고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핵심 요소 외에도 유럽연합 법률적 제도는 2018년 말까지 자체 정의된 재무 및 산출 이정표를 충족하는 각 프로
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2019년에 할당될 새로운 형태의 중기적 수단인 ‘성과예비금’(유럽연합 자원의 약 6%)을 도입했
다. 예비금은 주로 조기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본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인 ‘성과 프레임워크
(performance framework)’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정의된 ‘성과 프레임워크(Performance Framework)’의
일부이다(공공 예산의 객관적 설정, 모니터링 및 평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관련됨). ERDF의 경우, 협의의 개념으로

출처: 2016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database), Q22 and Q23, https://qdd.oecd.org/subject.aspx?Subject=90B147D4005C-462A-9678-4CF7A931A4CA.

공공투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과제는 투자 정책의 장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주요 자본

정의된 ‘성과 프레임워크’는 성과예비금을 지급하고 성과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과할 제재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일련
의 법률 조항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5),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2014-2020: Official texts and commentarie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guides/blue_book/blueguide_en.pdf

투자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연간 및 중기 예산의 정상 주기를 벗어난다. 종종 프로젝트의 수명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정부의 임기를 초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차는 자본에 대한 예산 책정 과정과
반복적 지출 사이에서 긴장을 조성한다.

국가 성과 프레임워크: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

성과 기반 예산 책정은 특히 기반시설과 같은 영역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많은 OECD 회원국은 상위 수준의 전략적 목표와 보다 중간적이고 운영적인 목표라는 매우

강력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주로 포괄적인 성과주의 예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대량의 성과

중요한 틀 안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명시적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방 정부 또한

데이터를 관리하며 결과를 지출로 귀속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국가지표(Key National Indicators, KNI)를 체계화하고 모든 정부의

OECD 회원국은 보상 및 제재와 같은 강력한 성과 인센티브를 채택하는 것이 아닌, 예산 배분과

정책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며 합의된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성과 간의 다소 느슨한 연계를 수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OECD

이러한 접근법은 조직의 명확성과 정치 및 개발 목표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회원국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정책 실험을 시행했다. 유럽연합의 결속정책은 예비비 책정을
통해 성과와 예산 배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국가 성과 프레임워크는 i) 산출물보다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고 ii)
핵심국가지표 또는 전략 목표의 전체 프레임워크 내에 존재할 때 더 결속력 있고 영향력이 클 수
있다. 13개 OECD 회원국은 핵심국가지표와 같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한다고

Box 5.1.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2014-2020의 강화된 성과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 요약
ERDF는 ‘공유 관리’를 통해 배분되는 유럽연합 결속정책 기금 중 가장 큰 규모로서, 국가 또는 하위 국가(지역) 프로그램

보고한다. 이러한 핵심국가지표의 2/3는 국제적으로 유사하며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 유럽 2020
목표(Europe 2020 objectives) (45%)와 부합한다.

관리자에게 중요한 업무를 위임한다. 사회경제적 요구와 잠재력의 다양성, 지원되는 투자 주제의 범위, 수혜 프로그램에

높은 수준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치적/의회적 관련성에 기여한다.

서의 공공 행정 역량 범위, 유럽연합의 예산과 투자의 강도 차이 등을 감안할 때 공통의 성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

또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므로 국가와 지역 간의 입장과 의견 개진에 대해 시민과 의사결정자

은 어려운 과제이다.
2014-2020년 동안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통해 ERDF에 따른 성과에 대한 접근 방식(‘결과 지향’)을 개혁
했다. 1) ERDF 지원은 11개의 높은 수준의 ‘주제별 목표’에 따라 구조화되었고, 이는 여전히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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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건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다. 따라서 국가/지방 정부 지표에 대한 명확한 체계는 전달
경로 전체에 걸쳐 전파되는 정치적인 힘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 관계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나 상위 정부 수준 목표와 하위 국가 또는 지역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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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하는 경우, 지방 정부가 이러한 지표에 동의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산출물
및 관련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층적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나 안목은 국가 수준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자 간의 인센티브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Box 5.3. 유럽 2020 프레임워크

몇몇 OECD 회원국과 비슷하게,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성격의 성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유럽 2020 프레임워
크와 융커(Juncker)위원회의 2014 우선순위를 결합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4년 “결과에 초점을 맞춘

Box 5.2. 높은 수준의 목표 및 계획: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기반시설 투자 성과 개선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196/2009 법률은 국가의 물리적 기반시설 투자 전략을 설계하는 데 따른 관리 과정을 정의하는 방법
을 규정해 놓았다. 이탈리아에서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수많은 행위자(공공 기반시설에 투
자하는 1만 5천 개의 기업)에 의해 진행된다. 이탈리아는 공공투자를 평가하는 공정한 기준의 정의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 기반의 공통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접근 방식은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다. 이 시스템은 모든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
트와 관련된 데이터인 재무 관련 정보와 행위자 등을 포함하여 수집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6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의 성과관
리 효율성을 향상하려면 입법 체계, 행정 과정 및 사용 가능한 ITC 시스템 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유럽연합의 예산”의 일부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절반 이상을 유럽구조투
자기금에 배정했다. “유럽연합의 예산은 결과에 중점을 둔다”라는 명제를 통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지, 예산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며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목
표와 관련 지표를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및 하위 국가의 목표로 변환하는 것은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
럽연합에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출처: Downs, R.., Moretti, D., Nicol, S., (2017) “Budgeting and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a review by the OECD in the
context of EU budget focused on result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7/1, OECD, Paris, http://www.oecd.org/
gov/budgeting/budgeting-and-performance-in-the-euoecd-review.pdf

성과지표 및 인센티브
성과 프레임워크는 성과 정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및 정부 고위관계자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아일랜드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 계획 및 평가를 활용하여 비용 및 후속 성과 모니터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일랜드의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분석 원칙을 수립하고 기준 데이터는 후속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
가를 위한 플랫폼 제공에 활용된다. 아일랜드는 국가 개발 계획 과정부터 시작하는 모든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는
정부 부처와 주 정부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배분과 부합하는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다. 이는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이와 관련지어 만들어가는 맥락을 형성한다.
개별 프로젝트는 또한 각각의 장점을 내세워야 한다. 중앙 정부는 투자의 재정 규모에 따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평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투자 주기에 개입하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OECD 회원국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했지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에 대한 예산 또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반응은 OECD의 국가 전체를 통틀어
흔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성과 목표가 충족되었을 때 무응답이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었다(그림 5.4).

유형에 대한 규칙을 발표한다. 이러한 체계의 준수는 자본 예산에 대해서 위임된 통제 조건 중 하나이다. 정부 부서는 전

그림 5.4. 성과 목표가 충족될 때 초래되는 결과

반적인 규칙에 따라 자체 부문별 체계를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출처: Rizzo, G. (2017), “Physic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Italy”, PowerPoint presentation and Hearne, E., “Incentivising
Performance in Public Investment: Investment planning and ex ante appraisal” presented at the seminar “Incentivising
performance in public investment delivered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held 31 March 2017, Paris

10년 동안 OECD 회원국은 성과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보 과부하에 대한
비판에 따라 여러 국가는 성과지표와 목표의 수를 축소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2016년 OECD 조사에서
따르면, 달성을 위한 목표의 개수를 줄이는 뚜렷한 경향은 찾을 수 없었다. 7개 OECD 회원국(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터키)은 더 적은 수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했지만, 대략 비슷한 숫자의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및
스위스)들은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 2020 프레임워크는 결과
지향의 예산을 보장하고자 한다(Box 5.3. 참조).

출처: OECD (2016),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database), Question 29, https://qdd.oecd.org/subject.aspx?Subject=90B147D4005C-462A-9678-4CF7A931A4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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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용할 때 식별 가능한 명시적 인센티브 외에 암묵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각기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묵적 인센티브는 성과 데이터 보고가 중립적

다른 지역 간의 성과 비교는 이러한 지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모든 성과 프레임워크의 암묵적 및 명시적 인센티브는 모두

정당성을 갖춘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책입안자와 관리자의 행동에 의해 드러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는 연성(soft) 또는 강성(hard)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성과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혼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연성 인센티브의 예로는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로 평판 효과는
동료에게 개혁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한 외부 압력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성과 데이터의 활용 장려: 실무 사례에서 얻는 행태학적 통찰력
미국에서는 1993년 정부 성과 및 결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1을
통해 각 기관이 전략적 계획을 완료하고 매년 성과를 측정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와는 대조적으로 명시적인 보상과 제재를 포함한 강성 인센티브는 구체적 성과 목표를

미국 내 기관들은 기관 간 우선순위 목표(2010년 정부 성과 및 결과 현대화법(Government

달성해야 하는 다층위 정부의 노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강성 인센티브는 재정적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sation Act of 2010)2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 간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과에 따라 일부 자금을 배정한다. 행정적 측면에서

우선순위 목표는 여러 주체의 조정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목표다. 협력 및 성과 데이터의 사용을

인센티브는 예산 규칙의 완화(또는 강화), 관리 감독의 축소(또는 증대) 등 정책입안자에게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대화법은 분기별 보고서와 관련 담당자의 기관 간 우선순위 목표의 개정을

영향을 미치는 일부 규정의 변경과 연계될 수 있다. 강성 인센티브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구한다.

투입, 산출물 및 결과 사이의 관계를 알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표는 평가
대상 관리자의 통제하에 성과가 포착되어야 한다. 강성 인센티브는 투자 결정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혁신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특히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Box 5.4.). 공공투자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시행과 결과 사이의 시차 또한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기관에 새로운 사회적 루틴(routine)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분기별 보고서 내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은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해도 관리자와
정책입안자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성과 데이터 사용을 일상적 업무
활동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부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소수의 핵심 목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정책입안자가 성과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 연구에서는 관리자가 기관 간 우선순위의 목표 개발
및 분기별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원 배분 및 프로그램 관리에 성과 데이터를 활용할

Box 5.4. 연구 투자에 대한 성과지표: 오스트리아의 사례

오스트리아는 연구개발 분야에 성과지표를 적용했다. 오스트리아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시사
점은 간단한 지표와 명확한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특히 ‘산출물(output)’과 ‘결과(outcome)’
를 구분하는 것이다. 연구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동안 지표에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과 관련된 지표 또한
포함된다(예. 연구원 일수). 다만 결과 지표는 시차, 외부 영향, 연구가 실패할 가능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 오
스트리아의 사례는 보고된 산출물과 그 품질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무 및 회계감사 지향에서 절차 검토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고한다. 더욱이 성과 데이터의 활용은 분기별 검토와 품질 및 관리자의
사용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루틴을 설정하면 성과 데이터와 관련된
몇몇 행동 편향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적 검토는 긍정적 강화 작용을 채택함으로써
부정적 편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검토는 사람들이 증거 기반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기 추론을 약화할 수 있다.

국한된 점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Rossbacher, J. (2017), “Direct Performance Budgeting in Multilevel Management Systems: Reflections from an Austrian
Perspective”, PowerPoint presentation for the seminar “Incentivising performance in public investment delivered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held 31 March, Paris.

결론 및 향후 방안
성과평가의 네 가지 요소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제도 설계 및 성과 데이터에 대한 행태학적

도시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목표는 정부의 여러 층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내려오며
개별 프로젝트와 체결되는 계약을 통해 세분된다. 그 결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성과지표의 결과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과제를 가중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성과지표가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상 유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변수에 압도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지표를 표준 및 사례 적용 방법에 연결하고 이들 간의 비교 가능성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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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꼽을 수 있다. 잘 설계된 성과 프레임워크의 경우 성과 정보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다.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다양한 정보 자원이 결합되어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 향후 지능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의 공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의 공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센티브 기반 접근법 활용)와 정보의 우선순위 및 방향을 포함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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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ynihan, D.P. and A. Kroll (2016), “Performance Management Routines that Work: An Early Assessment of

제공한다.

the GPRA Modernization Ac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76/2”.
• OECD (2017a), “Incentivizing performance in public investment policies delivered at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working report.

주(注)

• OECD (2016), 2016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database), https://qdd.oecd.org/

1.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ongress.gov/bill/103rd-congress/senate-bill/20 참고.
2.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eda.gov/performanc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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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aspx?Subject=90B147D4-005C-462A9678-4CF7A931A4CA.
• OECD (2015), Implementation Toolkit of the 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www.oecd.org/effective-public-investment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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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http://acts.oecd.org/Instruments/ShowInstrumentView.aspx?InstrumentID=302&InstrumentPI
D=319&Lang=en&Book.
• Olsen, A.L. (2016), “Human interest or hard numbers? Experiments on citizens’ selection, exposure, and
recall of performance inform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0/1”.
• Rizzo, G. (2017), “Physic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Italy”, PowerPoint presentation, Seminar Series:
“Designing better economic development for regions and cities” held 31 March 2017, Paris.

제6장

• Rossbacher, J. (2017), “Direct Performance Budgeting in Multilevel Management Systems: Reflections
from an Austrian Perspective”, PowerPoint presentation, Seminar Series “Designing better economic
development for regions and cities” held 31 March 2017,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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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지역발전정책, 프로그램 및 실무 사례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태학적 통찰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부는 행태학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공공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사례를 수집한다. 시간적 범위, 정치적 역학관계, 지대추구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은 지역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 장에서는 조직행동에 행동과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살펴본 후
지역발전정책에 행태학적 통찰력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전략 및 의사결정, 관리 및 정책 이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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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F
 oster, Lori (2017), “Applying behavioural insights to organisations: Theoretical
underpinning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Behavioural Insights
‘행태학적 통찰력(behavior insights)’은 의사결정,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조직 및 집단행동을
포함한 행동 및 사회과학에서 도출된 시사점이다(OECD, 2017).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과
1

and Organisational Behaviour” held 10 May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S
 hephard, Daniel (2017), “Applying behavioural insights to organisations: Global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 분야 연구에 수여되었다. 정부는 행태학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case studie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Behavioural Insights

공공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그들이 어떻게

and Organisational Behaviour” held 10 May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행동한다고 가정하는가)에 관한 사례를 수집한다. 행태학적 통찰력의 사용은 트렌드를 넘어 현재
전 세계 많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부 또는 시민
스스로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의 선택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다음 단계는 조직의 행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태학적 통찰력의
적용을 확장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지역 및 도시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정책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OECD, 2017).
그렇다면 지역발전정책, 프로그램 및 실무 사례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직행동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행태학적 통찰력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뿐만 아니라 시간 범위(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간), 정치적 역학(여러
수준의 정부 포함), 지대추구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복잡한 절차, 부적절하게 부여된 인센티브,
부담스럽고 엄격한 통제 절차에 대한 개선이 채택될 수 있다. 많은 기본 요인에는 최소한 몇 가지
행위 요인이 존재한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적절한(right)’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행태학적 통찰력은 소통의 효율성, 접근 및
참여의 용이성과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중요성을 개선하는 기법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련성과 관심이 가장 많으며 최대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프로그램의 설계와 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절한’ 사람/활동이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자원의 수요를 과소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편견을 고려하여 그룹의 의사결정을 개진하고 예측을 개선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자
 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가? 프로그램의 규칙 위반은 종종 개인에게 위반을 저지른 데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감정’의 결과다. 공정한 절차와 적법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효과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규칙 위반을 줄이고 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장은 OECD 본부에서 2017년 5월 10일에 개최된 세미나‘행태학적
통찰력과 조직적 행동’에서 논의된 논문 및 토론에 관해 설명한다. 이 세미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OECD가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지역 및 도시를 위한 더 나은 경제개발정책 설계’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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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접근과 선구적 사고
새로운 영역(The new frontier): 조직행동 분야에 행동과학 적용
행동과학이 조직행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전통적인 행동 개입이 어떻게 전체 조직의 ‘넛지(부드러운 개입)’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2 이는 분명 전체 조직 대 내부 인력에 대한 압박보다는 내부 인력과 조직 정책,
시스템 및 절차를 통해 조직 전체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은 인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 또는 필요한 유형의 인력을 투입하거나 조직의 올바른 정책수단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사람을 통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특정한
행동 변화에 익숙해질 때, 그러한 새로운 행동은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의도적인 선택과
행동(통제 처리, controlled processing)에서 덜 의도적이며 덜 수고스러운 동시에 더 습관적인
행동(자동 처리, automatic processing)으로 전환된다. 선택 또는 습관 때문이든, 전체 조직의
대다수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때, 이 행동은 조직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즉 기대 및 수용
행동 규칙이 될 수 있다. 개인의 행태 변화를 통해 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범 위반은 개개인을 불편하게 만들어 개개인은
자신이 포함된 조직의 규범에 따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공식 및 비공식 리더 모두에게 넛지는 조직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방법이다. 조직 내에서
감독자 또는 기타 강력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권위 있는 개인이
지지하고 보여주는 행동이 조직 내에 널리 채택될 가능성이 더 커지도록 하는 효과를 증폭시켜 전체
조직이 새로운 개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조직 서열의 최상위에서
공식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조직 정책과 절차를 변경하여 광범위한 행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편견과 비합리성에 직면한 고위 의사결정자(리더, 이사회 등)가 조직의 정책 결정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넛지를 활용하여 조직 내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비공식적인 리더와 공식적인 의사결정자 모두가
내부적으로 직원의 행동과 조직의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전체 조직을 자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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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림 6.1. 행동 설계 과정의 각 단계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조직 정책 및 절차는 누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행동과학 이론과 방법은 조직이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직 전체를 자극하는 행동 정보에 입각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행 중인 정책과 절차를 지원하는 행동을 관망하기보다는, 조직이 당면한
광범위한 사명과 비전을 지원하는 업무 행동을 장려하는 정책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광범위한 조직 변화에 영향을 미치려면 행동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넛지 기법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우리가 행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초점보다 더 좁고 더 확장된 초점 둘
다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특히 업무 및 조직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초점은 더욱 좁아질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작업 맥락 내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고 우려되는 현상(근로자 및 조직 복지,
업무 동기,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 등)을 용이하게 다룰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직적 개입의
추구는 전통적인 행동경제학의 접근 방식을 다룬 관련 분야, 특히 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된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론적 및 방법론적인 초점을 확장해야
한다.

출처: Adapted from Datta, S. and S. Mullainathan (2014), “Behavioral Design: A New Approach to Development Polic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60, pp. 7–35.

또한 이 모델은 단순화, 능동적 선택, 사회적 규범의 사용, 구현 의도 등 다양한 넛지 스타일에
관련된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조직심리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복 기법도
존재하며, 여기에는 목표 설정, 작업 재설계, 인력 배치, 교육, 성과관리 및 보상 시스템 조정 등이
포함된다. 실험은 또한 다양한 방법론적 도구(예: 무작위 통제시험(RCT), 체계적 검토, 준실험 연구,
비실험 평가, 코호트 연구, 사례-대조군 연구, 설문조사, 정성 연구, 표본 추출 연구 및 기타 유형의
개입 연구 등)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다.

산업조직심리학(Industrial-organisational psychology)
전통적으로 인간 행태에 대한 통찰 분야는 심리학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이론과
적용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을 참고해 왔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조직의 행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감에 따라 산업조직심리학의 하위 연구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업조직심리학은 “개인, 팀 및 조직이 직면한 작업 문제에
대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의미한다. 과학적 방법은 개인, 기업 또는 사회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
3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적용된다.”

토대 구축: 산업조직심리학이 조직행동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행태학적 통찰력 및 조직행동에 대한 심리학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산업 조직을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 이끌어내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안점이 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이슈로서
ⅰ) 의도한 결과와 일치하는 보상을 구성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ii) 긍정적인 작업 주기를 통해
개인 및 조직의 목표 조정, iii) 빅데이터의 활용, iv) 효과적인 파트너십 및 커뮤니케이션, v)작은
성과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때로는 문제가 단순히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에 관한 것이기

산업조직심리학과 행동경제학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 중 하나는 행동 개입을 구현하고 실험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 문제가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한 정의-진단-설계-시험의 접근 방식이다(그림 6.1.).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장애물이나 병목현상을 식별한 다음 이를 해결하고 개입을 평가하는
행위를 통해 행동 개입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며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진단 단계에서 산업조직심리학자가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는 중요사건기법(Critical
Incidents Technique)으로, 이는 직장 내 우수하거나 열등한 성과와 관련된 효과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행동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특정 인터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수반한다(Flanagan, 1954). 수백 건의 ‘중요 사건’을 수집하고 콘텐츠 분석을 통해 조직은 개입이
필요한 행동 병목현상에 대한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보상은 동기부여를 하는 동시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
직원의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의 일반적인 도구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유용한 도구로 볼 수 있으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B를 기대하면서 A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Kerr, S. 1995). 예를 들어, 정부는 종종 올해 지출을 기준으로 내년도 재원을
기관에 할당한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감안한 신중한 지출을 기대하지만, 기관은 최대한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반대급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유사하게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종종 기관 간은 물론 내부에서도 협업과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 보상 구조가 잘못 정렬되면 개인의 실패한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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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학습된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도구는 산업조직심리학자들에게 아마도 가장 유용한

환경으로 변화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동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은 혁신하려는 개인의

동기부여 이론인 목표설정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직무 성과를 개선하려면

욕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려는 관리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 전체에 걸쳐

목표는 i)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ii) 특정적이고, iii) 해당 업무자가 수용해야 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만들 수 있다.

iv)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에 대한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동반해야 한다(Locke and Henne,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보상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정책적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비공식 또는
공식적인 보상 구조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보상이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위험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며 어느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경우에 뒤따르는
행동 결과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인센티브 모델의 문제를 진단하고 조직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86; Locket and Latham, 1990; Spector, 2012). 목표의 수용 및 포용은 목표 설정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의견을 내도록 허용하거나, 노동자의 요구와 관심사에 맞춰 목표를 조정하거나, 이를
고무하는 효과적인 리더십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은 행동경제학 및 심리학의 다른 하위
분야(예: 책무(commitment) 수단 및 구현 의도)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중첩된다. 기본적으로
조직은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수준(개인, 하위 그룹, 단위 또는 조직 수준)을 결정하고, 대상으로
삼을 행동을 고려하고,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동시에 조직의 위험 감수를 장려하는 대안을 제공하는 데에도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여기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범위를 제공하고 격차와 실패로부터

성과관리: 단순한 동기부여 이상의 기능

배우는 방법이 포함되며, 이는 이해관계자 간에 좋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파트너십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보상을 통해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구현되어야 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행동을 절대 장려하지 않도록 유인해야

피드백은 본질에서 자주 주어져야 하며, 건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구현 전에 적절한 실험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어떤 유형의 조치를 중단, 지속 또는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품질의 피드백에 대한 행동 장애물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즉 모든 관계자에게
불편한)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예: 정보를 기억하는 제한된 능력, 성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비금전적 보상 및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내재적 동기부여)
성과와 적절히 일치하더라도 금전적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점에서(예: 보너스) 작업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존재할 때 외적 인센티브와 보상을
창출할 수 있다. 개인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거시 이론인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Deci, Olafsen and Ryan, 2017)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자율성, 능력,
관계성(즉 타인과의 관계)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높은 수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조직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할지 결정할 때,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조직 내 전체적인 개인의 성공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이 동기부여를 크게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결실을 얻고, 인정받으며,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경우 동기부여가 더 잘되었다. 또한 자신의 일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할
때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 실제로 표준 직업 특성 모델(standard job
characteristics model)은 성과에 세 가지 심리 상태, 즉 i) 작업의 의미, ii)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iii) 작업 활동의 실제 결과에 대한 지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한다.4 직무 설계

미치는 후광효과, 확인 편견 및 최근의 효과)인 부분에서 발견된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 지표를 디지털로 추적할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직원들이 그들의
자율성이나 제어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지 편향에 대한 행동적 해결책도
존재하며,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재 편향의 하나인 관리자가 더 큰 미래 보상보다 현재 이익을
선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과 문제가 동기부여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욕적인
사람이라도 그 일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이 없다면 결과를 내지 못한다. 산업조직심리학은 직원이
보유한 능력과 비교하여 작업 배분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 특성(knowledge, skills,
abilities, and other characteristics, KSAO) 간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입을 개발하고 실험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는 조직의 고용 프로세스, 교육 프로세스 또는 둘을 조정하여 직무에
필요한 KSAO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같이 관계 네트워크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 인력에 대한 KSAO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KSAO가 필요한지, 이러한 KSAO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및 인센티브에 대한 통제가 제한된 조직 환경에서도 이 세 가지 상태를 반영하면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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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작업 사이클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 조정

통해 조직의 계층 구조를 식별하는 것과 같이 개인과 조직의 실제 작업을 통해 알아차리는 경우를
우리는 행동 데이터라고 본다. 빅데이터는 문제가 설정될 때 ‘실행 상태(state of play)’에 대한

많은 전통적인 행동 개입을 아우르는 핵심은 프로그램과 정책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일관되게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과 집단에 맞게 조정된 ‘스마트(smart)’한 설계를 촉진함으로써

수립될 때 원하는 결정과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조직의

진단 설계-테스트 체계(그림 6.1.)의 정의에 따라 여러 지점에서 쉽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목표를 맞추는 것은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긍정적 작업 사이클은 근로자 개개인의 목표뿐만

이는 근로자와 의사결정자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빅데이터는 행동 개입을

아니라 일자리 설계, 리더십, 인적자원 관행, 사회-정치적 맥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행동과학자는 여러 문제나 조직과 관련된 작업 결과에 대한

6.2.). 이 주기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개인들이 특정한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자세한 사항을 빅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충족시킬 필요성에 의해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부분적으로 빅데이터의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근로자가
인식하는 잠재적인 자율성 또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염려와 함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림 6.2. 긍정적 작업 주기

집단적 영향을 위한 조직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
오늘날 상호 연결성이 점점 더 중요시되는 업무 환경에서 파트너십이 조직의 효율성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역 내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종종 부적절하게
조정되거나 상충관계를 가진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직 및 개인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들은 집단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i) 공통
의제, ii) 공유된 측정 시스템, iii) 상호 강화 활동, iv)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v) 중추 지원
조직을 포함한다(Kania and Kramer, 2011). 이는 특히 지역발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조정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성공의 열쇠로 여겨진다. 공통 의제 또는 측정 시스템을 설정하고
협상할 때 작용하는 역학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건에는 매우 주관적이고 행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고급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성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를 지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 자체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면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진단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도화에 특히 중점을 두고, 위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조정 도구를 설계할 때 이러한 조건 중 일부를 포함하면 정책 효과를
출처: Bhawuk, D.P. et al. (2014), “Poverty reduction through positive work cycles: Exploring the role of information about work, culture
and diversity, and organizational justice”, in S. Al-Atiqi (ed.), Barriers to and opportunities for poverty reduction: Prospects for
private-sector led intervention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stanbul, www.undp.org/content/dam/istanbul/docs/20
14_Barriers_to_and_Prospects_for_Poverty_Reduction.pdf.

설립하여 행정부담을 피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필요한 영역에 노력을 집중하도록 돕는다.

작은 성과의 인정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과학과 행동과학은 행태학적 통찰력을 통해 조직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지만 데이터과학과 행동과학의 완벽한
협력을 통한 완전한 잠재력의 발현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이메일 통신량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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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영역을 지도화하는 것은 조정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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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에 어떻게 넛지(부드러운 개입)를 시행할지에 대한 간단명료한 처방은 없다. 이는 특히
혁신적인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이며 집합적으로 활동해야만 하는 복잡한 행위자의
무리로 특징지어지는 기관에 해당한다. 이런 조직행동의 특성을 통해 당면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기관들은 무반응이나 경로 의존성에 압도당하기 쉽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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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접근 방법은 “아군을 끌어들이고 상대를 제지하는”(Weick,

전략 및 의사결정

1984: 40) 경향을 만드는 작은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행태학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 환경에서

• 적절한 예측을 위한 좋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임. 종종 예측은 약속의 확대,

변화하는 행태에 대한 백악관의 사회 및 행동과학 팀의 성공에 기여하는 네 가지 원칙은 i) 관심을

계획 오류, 과도한 자신감의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낙관적인 비용 추정치 및 궁극적인

영향으로 전환하고, ii) 성과를 정량화하고, iii) 작은 성과를 축하하며, iv) 동의/지원(buy-in) 발생의

비용 초과를 초래한다. 좋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사결정자는 추정치를 기준 분포와

중요성이 포함된다(Shankar, 2016).

비교하여 편향을 없애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제안을 식별할 수 있다(Box 6.1). 성과
등을 보상, 모니터링 또는 평가하는 데 더 효과적인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예를 들어
지역발전정책에서 계약을 수립하거나 조건을 설계할 때 행태학적 통찰력을 활용할 수

모든 조직 문제가 행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의 이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데이터를 제대로 제시하고 목표를 조정하기 위한

효과와 효율성이 목표했던 것보다 낮을 때 인지적 편견, 낮은 적합성, 부적절한 기술, 동기부여
부족 등 ‘사람의 문제(people problems)’로 즉시 치부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유혹은
부분적으로 근본적인 귀속 오류(attribution error)라고 알려진 현상에 의해 유발된다. 타인의
행동(예: 성과 부진)을 설명할 때, 우리는 행동을 형성하는 상황 요인(예: 자원 제약)을 무시하거나
대신 기질적 설명(예: 기술 부족, 동기부여 결핍)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확증편향은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실은 판단, 의사결정, 태도, 행동이 항상 문제의 근원은 아니라는

지침을 지방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지방 정부에 데이터의 사용/제공/
요구가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정의한다. 따라서 정책과 관련성이 있으며 질 좋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ECD의 공개 데이터는 특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 범주에서 달성된 목표, 정책흡수율,
오류율, 산출 단위당 비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모두가 자금
활용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실을 보여준다. 도구, 기술, 인력 배치 등 적절한 자원이 없다면 고도로 숙련되고 의욕이 높은
Box 6.1. 기준을 활용한 예측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철도 사례

Flyvbjerg와 그의 동료들은 기준으로 사용될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
스는 비용 예측의 평균 부정확도는 철도가 44.7%, 교량 및 터널이 33.8%, 도로가 20.4%인 반면, 사용 추정의 부정확도

조직행동의 실제

는 철도가 –51.4%, 도로의 경우 9.5%인 것으로 나타났다(Flyvbjerg 2006: 6). 한 예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에든버러의
트램 시스템 프로젝트의 비용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초기 예산은 3억 7,500만 파운드(GBP)로 책정

이론에서 실무에 이르는 행태학적 통찰력의 주요 시사점

되었고, 그 중 1억 6,500만 파운드가 2호선 건설에 배정되었다. 이후 사업 사례를 통해 필요한 비용을 2억 2,500만 파
운드로 추정했으며, 낙관적 비용 추정을 위해 25%를 추가해 2호선에만 총 3억 2,000만 파운드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

행태학적 통찰력은 대부분 개인 수준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찰력은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 적용되거나 조직 수준에서 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들을 통해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은 집단이
개인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경우, 같은 행태학적 통찰력의 많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 및 조직이 개인과 다르게 작동할 때는 그들에게 고유한 행태학적 통찰력을 기반으로
개입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이론적 맥락을 사례 연구에서 드러난 적용 가능한 지식과
결합하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전략과 의사결정, 관리 및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개발 분야에서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학적 통찰력을 적용할 수 있다. 사례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은
행태학적 통찰력의 영역이 여러 분야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사례가 다른 영국 트램 계획의 비용과 함께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으며 초기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두
번째 추정치는 Flyvbjerg의 기준 분포에서 비용 초과의 가능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 기준 예측의 3단계와 언급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80%의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면 추정치를 57%(25%가 아님)로 늘려야 한다
고 예상했다. 이 조정으로 2호선의 예상 비용은 4억 파운드가 되었다. 두 노선의 총 프로젝트 예산은 건설이 처음 시작
된 2007년에는 5억 4,500만 파운드로 책정되었다.1) 프로젝트의 최종 비용은 3년을 지연시키고 총 프로젝트가 2호선
의 23개 정거장에서 15개 정거장으로 줄인 후에 이자를 제외하고 총 7억 7,600만 파운드(Green, 2015)가 사용되었다.
2호선에 대한 기준 예측을 사용한 후 비용 초과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지만 원래 추정치인 1억 6,500만 파운드보
다 훨씬 편향이 적었다.
또 다른 예로, 기준 예측은 수십억 달러(USD)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예측자의 예측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 과정으로 활용되었다(Flyvbjerg, 2013). Flyvbjerg에 의해 제시된 과정은 이러한 예측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
을 밝혀냈다. 예측자는 수요 부족이 15% 이하일 것이라는 95%의 신뢰 수준을 제시한 반면, 기준 예측 데이터베이스는
동일 신뢰 구간에 대해 85% 이하의 수요 부족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은 또한 동일한 조직에서 예측한 기준에 따른 수십
억 규모의 달러 프로젝트 두 건 또한 공개했다. 이러한 이전 예측은 기준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부정확한 것 중 하나였으
며, 이는 예측이 벤치마킹보다 부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민관협력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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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바른 인센티브 구조 설정. 금전적 인센티브는 우리의 내재적 동기를 배제할 수

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는 잘못된 예측이 실수와 편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전략적 허위 진술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있으므로, 금전적 그리고 비(非)금전적인 인센티브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례에

강조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행동 정보에 입각한 접근법은 그러한 잘못된 표현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르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인센티브를 미래에 주어질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시하고,

1) 만약 1호선에 비슷한 비용 상승이 적용되었다면 최종 예산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순히 2호선의 비용 증가
비율(400m / 165m = 2.42)을 3억 7,500만 파운드 규모의 본래 총예산 배분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9억 파운드가 넘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2) 익명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 조사에서는 프로젝트명, 위치, 예측업체 등은 무기명 처리가 되었다.

동등한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센티브의 유형과
시기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정책에
적용되는 내재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출처: Shephard, D. (2017), “Applying behavioural insights to organisations: Global case studie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Behavioural Insights and Organisational Behaviour” held 10 May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문
 제와 대상 그룹에 대한 올바른 진단. 여기에는 개입이 어떤 주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여기서 조직은 누가

• 의사결정 구조를 용이하게 만들어 혁신을 장려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성과 달성. 본질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며, 누가 올바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을

불완전한 의사결정자로 구성된 조직은 실수를 피하는 것과 기회를 활용하는 것 사이에서

이행하는 직원이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여러 선택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계층적 형태의

판단해야 한다.

의사결정이 더 복잡한 계층적 구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하향식 책임 시스템과 상향식 책임 시스템의 균형 조정.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지방
정부의 성과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회와 같은 지방기관을 설립하는 등 상향식 책임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Box. 6.2). 이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참여적 접근은
물론 협업에 필수적인 공정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에 대한 영향은
엇갈린 결과를 보이지만, 이러한 정보가 없는 시민에 비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이
정부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식을 보였다. 하향식 시스템과 상향식 시스템을
결합하면 만족도와 책임성 모두에서 가장 유망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관리
• 지도력을 가진 구성원들은 교류를 통해 성장 의식을 설정하고, 보다 강력한 일대일 관계를
촉진하며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후광효과(halo effects)를 방지함으로써, 관리자가
행동 편견을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교육한다.
•프
 로젝트 관리 시 단순화 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언어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사용한다. 사용자에게 원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텍스트로 긴 지침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Box 6.2. 상향식 책무성에 대한 영국과 브라질의 사례
영국 엑세터(Exeter)의 시민(샘플 수 = 439)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통한 평가 결과, 지방 정부의 성과
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정보를 보지 못한 시민들에 비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시민 인식과 만족도 측면
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하방(downward) 책임은 선거철에 특히 강력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아동 교육을 위한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한 지자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 시장들은 재선 확률이 다른 시장에 비해 26%p가 더 높았다. 또한 더
욱 명확하게 저소득층 개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의 시장과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시장은
재선 가능성이 더 높았다.
Source: Shephard, D. (2017), “Applying behavioural insights to organisations: Global case studie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eminar “Behavioural Insights and Organisational Behaviour” held 10 May 2017, OECD Headquarters, Paris.

더불어 청각 자료를 통해 잘못 들을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다. 가능한 한 규칙과 규정을
단순화하고 축소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태학적 통찰력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후속 조치 및
이행을 개선하며, 오류를 줄인다. 행정부담이 지역 및 도시에 대한 특정 과제를 나타내는
지역발전정책의 맥락에서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행태학적 통찰력에 의존하는 것은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절차를 간소화해 일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다시 절차를 단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조직이 프로젝트 제출을 장려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창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 이를 통해 공고 기간과 마감 시한을 단축해 참여 유도를 위한 조치를 촉진할
수 있다.
•책
 임 또는 독립성 간의 적절한 균형. 맥락에 따라 프로젝트나 문제의 주인의식에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된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매몰비용 편향을 피하고자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없애는 것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독립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지도력은 이전의
결정과 무관하고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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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조직 내부와 조직 간, 특히 최초 보조금에서 최종 수혜자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조직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부적절하게 설계된 인센티브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 맥락에 주의. 서로 다른 행위자, 요소 및 계층으로 구성된 생태계에서 개입이 발생할 수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인사 보상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의 다른

있으므로 맥락은 복잡해지기 쉽다. 어떠한 환경 또는 문화에서 대상 그룹과 작동 가능한

측면과 같이 조직의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많은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강조한다.

정책이 다른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행태학적 통찰력을 사용하여 개인과

정책의 설계로 인해 공여자, 중재자 및 수혜 조직에 속한 개인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감소시켜서는

조직에 ‘넛지(부드러운 개입)’를 하려면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맥락을 고려한 기준

안 된다. 때에 따라서는 원하는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여된 금전적 보상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및 인센티브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초래할 수 있다.

• 개인화, 단순화, 사회적 규범 및 구현 의도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접촉 및 행동 체계를

행태학적 통찰력을 통합하면 지역발전정책과 투자가 구상되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계약에

통해 조직에 프로그램 및 정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 이러한 즉각적인

포함할 조건을 결정하거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표를 결정할 때 정책입안자나

체계는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조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책시행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결과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 이행 의도와 공공 공약을 활용하여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과정 초반에 특정한 실행 의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의도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공약은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청렴도 증진과 같은 사례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장려할 수
있다.

공공투자 및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사고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금융수단의 성격으로 상호 의존적이며 단독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행태학적
통찰력은 단기 비용과 장기적 편익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충관계를 극복하고 금융수단의
효과를 높이는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및 도시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전형적인 행태학적 통창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예를

• 투명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평가 방지.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규칙이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제도적 불공정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제도를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규칙을 따름으로써 보답한다.

들어 무작위 통제 시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의-진단-설계-시험’ 모델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조직에서는 자주 보상받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설계에 내재하지
않은 용이한 의사결정 구조와 같은 혁신에 대한 실험 문화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실무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은 정책입안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뿐만 아니라,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욱이 특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편향을 감안할 때, 기준의 세부 분류를 정의하고 관련 추정치를 유사한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과 비교하는 것과 같은 해결책이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인지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전에는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이 상당히

결론 및 향후 방안

내재함을 알 수 있다.

공공정책에서 행태학적 통찰력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적용되었지만,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및 도시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특정 목표를 향해 조직에 ‘넛지’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 정책 영역은 장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수준의 정부와 중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인 복잡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행태학적
통찰력의 적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정부, 자금을 관리하는 하위 수준의 정부, 프로그램
참여자, 정책 시행 과정에 종종 참여하는 중재자 등 모든 수준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
실제 사례에서 얻은 한 가지 분명한 시사점은 모든 조직 혹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실제로 행태적인

행태학적 통찰력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또 다른 시사점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편리한 지침과
규칙이 참여를 개선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태학적 통찰력은 특정 규제가
필요한 부문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역량 및 관계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제안한다. 공동
동의 및 규칙에 대한 공정성도 조직행동의 준수 향상으로 이어진다. 일부 실제 사례의 경우, 규칙의
유연성이 향상되면 조직 내의 개인에게 더 상세한 지침을 요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행태학적 통찰력을 적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단지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에서 야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과제 중 하나는 ‘적절한’ 인력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설계와 지원 활동의 특성은 궁극적으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 아닌, 그저 기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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