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7, July (2016), pp. 371-378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7.37

주인-대리인 대리인 이론 적용을 통한 과학기술 일선관료에
대한 통제 시스템
이상길1)
Control system of the street-level bureaucrats in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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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2015년 기준 18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다. 여기서 전문기관은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지
원이라는 공공재, 즉 정부예산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교육, 복지, 건강, 고용안정분야
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선관료의 권한은 막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Jeffry) 공공서비스
분야 공무원의 주된 역할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각종 선정기준과 지원절차를
만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분야의 행정일선관료 역시 ‘연구비’라는 공공재를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으
며, 해당 분야 일선관료들은 지원을 위한 연구비 수령자를 선택하기 위한 선정업무라는 큰 권한을 행
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설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제장치의 유의미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행정을 위한 통제 장치 이외에도 과학기술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과학기술행정, 일선관료, 권한, 통제, 주인-대리인

Abstract
The national R&D projects in Korea had exceeded 18 trillion won in 2015. Professional agencies which
have entrusted task from government are handling the business for the national R&D projects. Professional
agencies are acting to distribute the public goods(funding for R&D) which is budget of government.
Commonly, there are several comments that the powers of street-level bureaucrats are enormous in public
service fields such as education, welfare, h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Jeffry). The main roles of public
official in public service fields are selecting beneficiaries and for this, they are making various selections
standard and supporting procedure. The street-level bureaucra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lso support
the public goods which is ‘research funds’ to people and they are exerting their power to select the
recipients of research funds. In this paper, I explained the Principal-agent theory to control the power of
street-level bureaucrats. At last, I suggest the future projects which verify the significance of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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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Furthermore we need to build appropriate science technology administerial system.
Keywords : Science & technology public administr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Power, Control,
Principal-agent theory
1.

서론

과학기술행정은 정부, 즉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업무분야와
달리 과학기술행정은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
가 있다. 이로 인해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라는 명칭하에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과학기술전문기
관 설립을 통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 대행을 하는 전문기관의
직원들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선관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선관료의
권한에 관한 논문에서는‘공공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 교육, 복지, 건강, 고용안정분야에 종사하는 일
선관료들은 공공재, 즉 정부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역할인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
들은 모호한 문제의 정의(Zone of relative indifference)를 내리며 예산을 배분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지정하여 구조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등 이들의 권한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하였다.(Jeffry)[1]
이러한 공공서비스 분야 이외에 과학기술분야의 일선관료 역시 권한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약 18조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의 배분은 모두 과학기술분야 일
선관료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이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기술분야 일선관료들의 역할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모두 과학기술행정의 합목적성달성을 위
한 배경하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 논문은 Jeffry의 논문의 이론적 배경하에 논의를 하기 위
하여 다소 소극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2.

2.1

본론

과학기술 일선관료의 권한

연구개발분야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일선관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지원대상자의 지정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 분야 공무원의 주된 역할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시민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2] 이는 연구개발 과제 지원단계에서 지원받을 대상을 선별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 그 자체는 본
질적으로 힘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특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이러한 권한이 통상화 되
면서 영향력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구조적 갈등이 유발되게 된다. 지원대상
자가 선별적으로 지정되는 행위자체가 일선관료의 책임과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특성상 구조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일선관료는 대상자 지정과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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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정의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선관료의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는
행위와 업무절차를 모두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무언가 지정행위에 있어서 일선관
료가 정보를 모두 소유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월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지닌 일선관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행정분야의 일선관료들은 해당 분야에 있
어서의 학위 또는 관련 행정경험은 물론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서 본인들의
결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설명 또는 설득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과 외부인을 설득할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권한을 어떠한 행정절차로
제어할 수 있는 지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2

과학기술행정 체제에 있어서의 대리인 문제점

첫째 정보의 비대칭문제로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본질적 문제이다. 즉, 대리인은 주인보다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은 주인이 모르고 있는 지식과 정보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위임자인 국민, 정치인, 일반 행정관료
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주인의 대리인
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이다. 특히 전문성 첨단성이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행정관리
위임자들이 대리인의 업무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과학기술의 기획, 선정, 수행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선 관리자들의 재량권은 방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대리인의 역선
택 문제이다. 정보를 지닌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전공한 과
학기술행정관리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지원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번째 대
리인의 모럴해저드가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치, 행정적 문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관료포획현상이 있다. 국민들의 정보부족 및 관심부족과 피규제기관
으로부터의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오히려 관료가 피규제기관으로부터 포획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민의 대리인이 피규제기관의 대리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의 정치 및 정
치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역 선택이 발생하며 선출된 의원들도 국가전체의 이익보다는 개
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지역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
는 모습(pork barrel)을 보일 수 있게 된다. 관료부패와 무사안일(복지부동) 국민들이 행정관료의
내부일에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며 설령알고 있다하더라고 이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
치가 부족하다. 물론 국회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관료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 보다는 현상유지, 국가 운영에 핵심정보를 사적인 이익에 악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관료부패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권은 5년 ~ 8년 주기로 변화
되지만 정부조직은 영속되기 때문에 관료들은 정권초기 각종 행정개혁을 미진하게 진행하고 이를
저지하다 관료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안정화하게 된다. 이를 복지부동이라고 한다. 과학기술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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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과학기술행정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조리 사례를 볼 필
요가 있다. 과학기술 행정 분야의 세부 실무책임자가 본인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전형적으로 본인
의 이득을 위하여 행위한 사례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과제선정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형태의
비위가 있을 수 있다. 특정과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연구원이 특정 연구원에 과제비를 지원해
주고 그 중 일부를 뇌물로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서울경제 2014.8.10.) 또 다른 사례역시 유사하다.
과제와 관련된 자들이 특정학교에 동문들로서 서로 모의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하고 허위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연구비 지급처를 만들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까지 했다. 특화된 기
술이나 첨단 기술 분야는 업체 선정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2014.8.4.) 원전과 관련된 비리 역시 마찬가지 였다. 관련된 소수의 전문가가 원전
부품에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원전에 납품하였고 이로인하여 2014년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안전 문제로 가동을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
생했다. 시험성적서 위조 연루자들은 모두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2014년 11월 대법원은 원전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6개 원전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엄씨와 함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납품 비리에 연루

된 JS전선과 새한티이피 등의 임직원 9명도 징역 2년6개월~4년의 실형을 받았다.
2.3

과학기술행정과 주인-대리인 이론

‒

주인 대리인 이론은 1970년대 경제학 분야에서 소개된 이론이었다(Mitnick, 2006).[3][4] 이후 이
론은 타 영역에 점점 확장되게 되었으며 Holmstrom(1979)[5]과 Shavell(1979)[6]는 보건의료 영역에

‒

서 가장 뚜렷한 주인 대리인 관계인 보험회사와 가입자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소개하

‒

였다. Miller(2005/1974)[7-9]는 고전적인 주인 대리인 모델이 성립되기 위한 핵심적인 가정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과기반의 인센티브, 그리고 대리인에 대한
통제수단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행정에 있어서 주인-대리인관계는 국민-과학기술일선관료, 전문기관-실제연구수행자, 국
민-실제연구수행자로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여러단계의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 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기관 사이의 주인-대리인 관계를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국민과 행정관료,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주체 간에또 주인- 대리인 관계가 생성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행정관리자의 역할은 방대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이론에서 제시하는 문
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주인-대리인 관계의 본질적 문제이다. 즉, 대
리인은 주인보다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은 주인이 모
르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가 본질적 문제인 것이
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위임자인 국민, 정치인, 일반 행정관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
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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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다. 전문성 첨단성이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행정관리 위임자들이 대리
인의 업무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셋째, 대리인의 역선택 문제이다. 정보를 지닌 대
리인은 주인의 이익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
례는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전공한 과학기술 행정관리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지원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모럴해저드 문제
를 볼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부조리 문제 등으로 나타 날 수 있다.
2.4

주인-대리인이론에서의 대리인에 대한 통제장치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대리인에 대한 통제는 먼저, 신호발송(Signaling)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것이다. 대리인이 본인은 좋은 학력, 경력을 가지고 있
고 이럴 경우 고용의 경우에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더 주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자동차 판매상이 자동차 보상을 1년~3년 한다고 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
차 판매상이 장기간의 보상을 해주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
걸러내기(screening), 이는 주인이 좋은 대리인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
과 요건을 구비하게 요구하는 방법이다. 신호발송의 반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장치이다. 셋째, 자
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를 들 수 있다.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당사자들이 주어진 시장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관찰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도 또는 건강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제도 등이 좋은 예이다. 넷
째, 정보의 공유(Sharing) 즉, 비대칭적 정보구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장치
를 만드는 것이다.(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BAIS(Budget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등의 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Screening 즉 걸러내기,

주인이 좋은 대리인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이다.[10]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구비하게 요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호발송의 반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유인설계
(Incentive System) 즉,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대리인의 선호와 주인의 선호를 일치하는 방법이다. 즉, 대리인이 주인의 선호에 맞추어 일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대리인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통제장치를
과학기술행정일선에 적용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5

과학기술일선관료에 대한 통제장치의 적용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제기한 통제장치중에 실제 과학기술행정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Signaling 측면이다. 즉,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에서 권위있는 외부의 평가위원을 통하여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했다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과제의 선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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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있는 각 전문기관은 연구과제 평가시 각 기술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하여 각 기술분야별로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이러한 인력을 특정 기술분야
에 대한 평가 소요시에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인력을 위촉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각 전문기관에서는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보
유하고 있다 던지 또는 해외 및 국내 상위 대학의 박사학위 보유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방식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평가위원이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으로의 signal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는 자기선택적 장치가 있다.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으려하는 자에게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
는 것이다. 연구비의 부담방법은 현물 즉, 연구자의 인건비 또는 기존의 장비나 시설을 부담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처럼 연구자도 연구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행정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업무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각종 평가절차 및 과제선정절차를 일반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원전비위 발
생시 사회적 여파가 크게 일어났고 이러한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까지 제정되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서 주요한 내용중의 하나는 절차적
투명성의 강화이다. 물품의 구매, 정비과정,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공개하고
정보공개 등의 방법으로 업무절차는 투명하도록 하였다.
Screening의 일환으로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제척이라 함은 원래

법률용어로서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
이다. 즉,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하는 법관이 소송당사자와 친인척 관계 등 사적인 관계가 있을 경
우 공정한 제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하여 해당 법관이 해당 사건의 판단을 배제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기피역시 법률용어로서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두 제도 모두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평가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일종의 제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지도교수를 모시고 있었던 경우 또는 일방이 지도
교수인 경우에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평가위원을 선별(Screening)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제척 기피 제도 역시 깊이 있게 과학기술
행정관리 일반에 적용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과학기술 부조리 사례역시 이러한 제척기피
제도를 심도 있게 적용할 경우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인-대리인제도의 핵심적인 통제장치인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소유토록 하고
있고 기술료 발생시 이를 해당 연구원 및 지원인력에게 기술료로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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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
극적인 인센티브 지급 시스템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의 성공을 유
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행정일선관료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통제장치를 통하여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이는 많은 양의 국가적인 재
원이 실제 국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보다 효
율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통제 장치와 과학기술행정 일선
관료의 권한통제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무엇보다도 주인-대리인 제도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주인-대리인간 문제의 중점인 정보격
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상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들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견제, 통제하여 주인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복수의 연구기획과정을 거친다던지 또는 경쟁적인 연구를 수행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자동차 회사에서 여러 부서의 디자인 팀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
며, 진정 필요한 국가적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쟁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은 권한이 방대한 과학기술일선관료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측면하에서 작성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소극적인 접근보다는 방대한 과학기술예산을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
는 과학기술행정에 대한 개념정립과 관련된 시스템을 고안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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