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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1)

도 묘 연*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하여 이익집단의 활동조건에 따라서 이익표출
활동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활동조건이란 개별 집단이
처한 내외적 환경, 즉 추구하는 목표, 자원, 리더십, 재정후원 그리고 갈등을 의미한다. 이 연구가
활동조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익집단정치가 다원주의 이익표출체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익집단정치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이
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목표 중 특별이익은 권력수준활동과 권력수준활동의 선
호도에, 반면 공공이익은 대중수준활동과 대중수준활동의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
다. 2) 자원 중 상근자수는 대중수준활동에 부(-)의 그리고 예산은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
을 가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익집단에서 더 두드러졌다. 3) 리더십의 민주성은 대중수준활동과
대중수준활동의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익집단에서 더 강하
였다. 4) 재정후원은 대중수준활동에 부(-)의 그리고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 정(+)의 영향을 가지
고 있었고, 후원의 영향은 공익집단에서 더 강하였다. 5) 갈등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가지며, 이는 사익․공익집단 모두에서 두드러졌다.
주제어: 이익집단, 사익집단, 공익집단, 활동조건, 이익표출활동, 다원주의

Ⅰ.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 집단의 활동조건으
로 규정하고, 어떠한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
는데 있다. 이익집단이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이익
표출을 하는가의 문제는 정치체제의 성격, 정치문화, 이익표출 기관의 성격 그리고 집단이 가
지는 자원 등의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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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에서 개별 집단이 가지는 활동조건, 즉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 자원, 리더십, 재정후원
그리고 갈등이다.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은 정당과 더불어 다양한 대중들의 요구를 정치과정에 투입
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익집단이 구성원들의 이익을 정치과
정에 자유롭게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산업화의 진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익집단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이익집단
의 활동은 국가조합주의 통제 하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
와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의 완화와 함께 이익집단의 설립과 활동 역시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율
성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1) 그 결과 한국의 정치과정은 이익집단, 정부, 의회, 언론 그리고 대
중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수반하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과정의 변화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투입하는 신생 이익집단, 즉 국
가조합주의 하에서 독점적인 이익대변권을 향유하던 기존의 이익집단들에 대항하여 설립된 동
종이익집단 그리고 목적적(purposive) 혹은 이념적(expressive) 이익을 표방한 NGO 혹은 시민
집단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생 이익집단들은 기존의 이익집단들과 서로 경쟁관계를 유
지하는 동시에 특정이슈에 대해서는 협력관계를 혹은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과정에서 보
여지는 갈등의 양상을 보다 유동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신생 이익집단의 등장의 결
과, 한국의 정치과정은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양상을 띠게 되었
다(Jordan and Maloney 1997, 558-564; Heclo 1978, 105).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민주화 이후 한
국 이익집단정치의 변화를 두고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다원주의적 이익표출체계로 진입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재경 2002; 이정희 2000; 김영래 1997, 431-49).
전통적으로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이익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으로 정치체제의 성격을 지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인 차원에서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상호작용 패턴의 연구에 치중하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권위
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억압적인 정부권력 통제의 영향력 때문에 이익집단의 형성과 활동이
제한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조승민 2004; 정상호 2000; 김영래 1997; 김순양 1995). 하지만 현
재 한국의 이익집단정치가 다원주의적 이익표출체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상황이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익집단정치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와의 관계나 로비방식에 집중하는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내부의 의사결
정구조, 재정 및, 인사, 회원, 리더십 등 집단 유지의 미시적 영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야
1) 1994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폐지와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익집단의 자율적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1999년 NGO지원법안, 2000년 2월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의 국회 통과까지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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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정상호 2006). 따라서 이 연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이익집단이 고유하게
가지는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의 수준과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경험적인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처럼 개별 이익집단의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국가와 이
익집단의 관계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벗어나 집단 유지의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익집단
정치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전문가 등의 몇몇 사례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혹은 NGO로 인식되는 집단 다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은 먼저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익집단정치의 특성을 규명한 기존 연구(안병영 1999; 김
영래 1997; 황종성 1997; 이병화 1992; 윤형섭․김왕래 1989)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결사적 이익집단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연구와 이익집단의 연구가 분리된 채 진행
되어온 경향을 극복하는 시도로서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설립동기
와 발전양태를 달리하는 전통적인 이익집단과 NGO 혹은 시민단체들 간에 나타나는 활동조건
과 이익표출활동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익집단, 활동조건, 이익표출활동
1. 이익집단의 개념적 논의
1) NGO, 시민단체, NPO
이익집단이란 어떤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여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조직
화된 집단이다(Berry 1984). 한국 사회에서 이익집단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혹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이익집단의 범위에
서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하다.2) 이들 연구자들은 대체로 샐러먼(Salamon 1999)의 NPO에 대한
개념적 정의(Salamon 1999)에 기초하여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즉
전통적인 이익집단이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집단의 운영과 활동이 회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스텝에 의존하고

2) 한국 사회에서는 NGO, NPO를 대신하여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영향
을 받아 비영리기구 혹은 비영리조직으로 번역되는 NPO를 2000년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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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그리고 회원가입이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구별된다는 것이
다(주성수 2004; 박상필 2001; 김인춘 1997; 김준기 1998). 이러한 흐름에는 시민단체를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대항했던 시민사회의 운동의 주체로서 그 존재가치를 규범적으로 평가하
는 연구자들의 시각 역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염두해 둔다면, 이익집단의 범위에서 NGO를 제외시키는 연구
경향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NGO와 NPO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영역 내에
서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3섹터 모델을 적용할 경우, 국가영역의 정
부와 시장영역의 기업을 제외한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섹터 영역의 모든 결사체를 포괄하는 것
이다(Cohen and Arato, 1992, 18; 박상필). 일반적으로 미국사회에서 정의하는 비영리섹터의 범
주에는 노동조합, 재계 및 전문가 단체와 같은 회원봉사조직과 교회, 사회행동단체와 같은 공공
봉사조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Salamon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인식되
는 이익집단과 NGO 모두 추구하는 이익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민사회 영역의 자발적 결사체의
일부분이다.3)
따라서 둘째, 이익집단과 NGO 모두 알몬드와 포웰(Almond and Powell 1978)이 정의하는 결
사적 이익집단(associational interest group)이다. 즉 두 집단 모두 공통 이익의 달성을 위해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임시기구(ad-hoc entity)가 아니라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을 갖추고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투
입하는 이익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귀결되는 특수한 이익인가 혹은 인권, 사회정의, 환경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인가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Berry 1999).

2) “사익집단”과 “공익집단”
이익집단과 NGO로 대변되는 집단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결사체의 하나로 그리고 정
치과정에 이익을 투입하는 결사체로 인식할 경우,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익집단의 범위를 설
정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의 목표와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기준
으로 이익집단을 분류하였다(도묘연 2007).4)
첫 번째 기준인 목표는 개별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의 내용이 회원들의 특별한 이익(special
interests)인지 혹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익의 내
용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는 연구자들은 집단이 회원의 유지를 위해서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을 제공하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편익(benefit)집단과 목적(purpose)집단으로 구분하
3) 한국 사회에서 NGO와 NPO를 시민사회 전체의 광범위한 결사체로 정의하여 분류한 내용은 조희연
2000; 박상필 2006을 참조한다.
4)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의 개념적 논의는 연구자가 수행한 도묘연(2007)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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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편익집단은 집단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편익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 특징을 가
진다(Olson 1965). 반면, 목적집단의 경우 집단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수입이나 서비스와 같
은 편익은 구성원 개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지 않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Frank and Wurth 1993, 463; Salisbury 1992, 14-20; Walker 1991, 46-47; Moe
1980, 117-118).5)
두 번째 기준인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회원의 가입이 직업상의 특성(occupational speciality)
에 기초하고 있는지 혹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지의 유무를 의미한다. 전자는
회원의 가입이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만 가능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후자는 시민집단
들(citizen groups)처럼 구성원들이 광범위한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목적적 이념에 동조하
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 성격을 가진다(Walker 1991, 57). 이상의 논
의에 기초하여 이익집단의 유형을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이익집단의 분류와 범위
회원자격(직업)

구분

폐쇄적

개방적

특별이익

① 사익집단

②

공공이익

③

④ 공익집단

목 표

이 연구에서는 이익집단의 범위를 ① “사익집단”과 ④ “공익집단”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
도록 한다. “사익집단”의 경우 회원의 가입은 직업에 기초하여 폐쇄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와 같은 직접적인 이익
이다. 대체로 전문가․직능집단을 포함한다. 반면 “공익집단”의 경우 회원의 가입은 직업에 기
초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목적적 혹은 이념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다. 흔히 한국 사회에서 NGO 혹은 NPO로 인식되는 집단을 포함한다.6)
5) 공익 혹은 공공선에 대한 개념적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공익”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경험적 연구과정에서 표본추출의 엄격함을 꾀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다. 첫째, 공동체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이익, 즉 ‘다수이익(majority interests)’이
다(Held 1970). 만약 공동체 구성원을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정의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
을 뛰어넘는 이익과 미래 세대의 이익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정의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
된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적 이익을 포함한다(정태석 2005). 즉 공익이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자선적인(charitable) 성격을 가진 이익이다. 자선적이라는 개념에는 빈곤의 구제, 교
육의 진흥, 종교의 진흥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기타 목적을 포함한다(Salamon and Anheier 1996,
257).
6) ②에 해당하는 집단으로는 동창회 혹은 향우회를 들 수 있다. 이들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
하고 회원의 자격이 같은 학교 혹은 지역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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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으로 대변되는 집단은 추구하는 목표와 구성원의 자
격요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의 방법과 수단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익집
단과 공익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양 집단 간에 나타나는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
의 관계성의 차이를 명백하게 할 것이다.

2.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
1) 활동조건
이익표출활동의 수준과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조건이란 이익집단이 정치과정상
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내․외적 환경을 말한다. 내적 환경은
① 목표 ② 자원 ③ 리더십의 민주성을 그리고 외적 환경은 ④ 재정후원 ⑤ 이익집단이 정치과
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갈등관계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조건을 어떻게 선정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 활동조건의 선정
은 이익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이익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익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익집단의 유지의 문제를 단순히 회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익표출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림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익집단의 유지를 설명하는 내․외적인 환경, 즉 활동조건이 이익
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형성된 이익집단의 유지에 더
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자들의 노력(Walker 1991; McFarland 1982; Wilson 1973)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직업으로 기초하기 때문에 ②로 분류된다. 또한 종교집단의 경우 직업에 관계없
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④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종
교집단의 한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②로 분류할 수도 있다(박상필 2006). ③에 해당하는 집단으
로는 미국 사회의 미국대중교통협회(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미국교육위원회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처럼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적영역의 비영
리 전문가집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중심의 비영리집단과 정부의 협
력적인 파트너십의 성립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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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자원
집단의
유지

리더십의
민주성

이익표출활동

재정후원

갈등

<그림 1> 이익집단의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관계

첫째, 목표란 집단이 초기 설립의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활동의 방향과 평기기준을
제시한다(Berry 1977). 둘째, 자원은 집단이 잠재적으로 회원을 조직에 참여시키거나 혹은 집단
을 운영하고 정치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Tilly 1978, 29; Freeman 1975;
McCarthy and Zald 1973; Etzioni 1968, 388-89).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재 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물적․인적․조직상의 자원은 개별 집단 간 자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셋째, 리더십의 민주성 확보, 즉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 리더의 자율성
(autonomy) 보다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집단의 정치적 활동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
다(Salisbury 1992, 24-9). 넷째, 재정후원은 이익집단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Nownes and Neeley 1996, 119-146; Nownes 1996, 155-161; Imig
1992, 501-520; Walker 1983). 다섯째, 정치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직면하는 갈등은 집단의 유지
를 위한 정치적 활동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Dahl 1961; Walker 1991).

2) 이익표출활동
이익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표출활동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이다. 다원주의 집단
이론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방식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접근통로를 기준으로
한 접근방식(Almond and Powell 1978, 178-191)과 행동유형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식(Walker
1991, 103; Schlozman and Tierney 1986 ; Duverger 1972, 121-125)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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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익집단이 이익표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합헌적 접근통
로(constitutional access channels)와 강압적 통로(coercive channels)로 구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이익집단 활동의 주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권력수준의 직접적인 활동과 대중수준의
간접적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다원주의 시각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익표출활동에 대
한 유형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개별 이익집단이 주어진 정치 및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이익표출활동의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익표출활동 연구의 주된 흐름은 활동의 주된 대상을 강조한 듀베르제의 도식, 즉
권력수준활동과 대중수준활동의 분류에 기초하고 있다(안병영, 1999, 이병화 1992; 윤형섭․김
영래 1989). 즉 이익집단이 로비와 소송 등의 전략을 통해 정부부서의 대표 혹은 정당의 지도자,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지 혹은 홍보, 성명, 시위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대중의 여론몰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
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특정의 몇몇 이익집단을 사례로 하여, 민주화 이후 이익표출활
동 패턴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김영래 2000; 안병영, 1999; 황종성 1997; 김영래 1997;
전정환 1994; 이병화 1992; 윤형섭․김영래 1989).

3.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관계성
이상의 논의에서 선정한 5가지 활동조건과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의 수준과 선호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표
목표가 정치적 활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
는 집단의 정책적 관심은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이 경우 집단
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집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을
선택하려는 정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대중에게 집단의 목표를 알리는 것보다는 로비와 같은
권력수준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다. 특히 전문가 집단과 실업집단(business groups)처럼 기존의 이익표출체계에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집단들은 관료에 대한 특권적 접근의 기회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동기
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Walker 1991, 113).
반면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경우, 그들의 관심은 대체로 모든 정책영역을 포함하고 있
다. 더욱이 공익집단은 집단의 목표를 보고 가입한 광범위한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획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해 두면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집단은 대중적
설득과 정치적 동원에 기초한 정치적 전략을 선호한다고 한다(Walker 1991; Moe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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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이익집단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즉 회원, 재정 그리고 스텝 등이 많다는
것은 정치적 활동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이 많다는 것은 정책 전문
가의 고용이나 정치자금의 제공뿐만 아니라 편지보내기와 등의 대중동원의 전략에 훨씬 수월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Schlozman and Tierney 1986, 89). 또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이 노동
집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한 임금을 받는 전문적인 스텝의 수는 집단의 정치적 활동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Walker 1991, 90; Tilly 1978, 29). 특히 조직
상의 자원, 즉 지부의 존재는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회원과 대중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
다(Walker 1991, 112; Bender & Mookherjee 1987; Oberschell 1973).
지부의 존재 유무는 집단이 정치적 활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에는 상이한 영향을 가
질 수 있다. 지부가 존재하는 집단, 즉 집단의 구조가 중앙과 여타의 하부단위의 연합체로 구성
되어 있는 집단은 풀뿌리 동원이나 정치적 교육과 같은 대중동원의 전략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
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부 지부가 정치적 동원의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조직이 전국적인 회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규모의 중앙조직을 거느린 집단은 정책
연구나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 공무원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한 정치적
전략을 선호한다고 한다(Walker 1991).

3) 리더십의 민주성
일반적으로 리더십의 민주성이 높은 집단은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즉 리
더의 선출을 통해 대표민주주의를 실현, 리더와 일반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여 전략개
발과 의제설정시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협의적 메커니즘(consultative mechanism)을 구
축하고 있다(Goodin 2003). 이 경우 집단은 로비나 소송 혹은 대중집회 같은 공공재 획득에 구
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리더의 자율성
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정치적 활동이 활발하다.
이처럼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한 집단의 대표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폭이 좁다. 왜냐하면 대표자들은 정치적 활동의 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집단의 활동을 알리는 전략에 기초하여 이익표
출활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익 추구적인 집단에 두드러진다고 한
다(Berry 1977). 반면, 민주적 책임성이 낮은 집단은 흔히 주인․대리인의 문제(principle-agent
problem)가 발생된다(Perrow 1986, 228). 즉 리더가 자신을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활동에 따른
편익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의 자율성이 높은 집단의 대표자들은 로비와 같은 전략
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구성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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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편익을 제공하여 집단을 유지하는 경우에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보상받아야할 편익이 보장되는 한에서 대표자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Salisbury 1992, 24-9; Olson 1965).

4) 재정후원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재정후원은 회비와 같은 내부재원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개인, 집단, 기업 그리고 정부 등의 후원자로부터의 후원은 이익표출활동 성취를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 후원자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재정에서 후원의 비율과 후원의 제공자 중에서
누구의 몫이 더 큰가의 문제는 이익표출활동의 수준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후원
을 받는 집단이 후원자의 정치적 선호와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각 후원자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집단 활동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정부로부터 재정후원을 많이 받는 비영리집단의 경우, 정부와의 협력적인 관
계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로비와 같은 직접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후원보다는 사적인 재단 혹은 개인의 기부 비율이 높은 집단은 그들의 활동을 후원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론의 합법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대중수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
이 강하다.(Walker 1991, 98-9). 반면, 회원의 회비를 통해서 대부분 재원을 조달하는 집단은 구
성원들의 목적이 집단 활동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집단의 유지에 기여할 필요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호한 이익보다는 그들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집중하도록 회원들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단은 정부관료
나 의회 의원들과의 밀착된 협의의 수단에 기초한 전략을 선호한다고 한다(Walker 1991,
113-4).

5) 갈등
이익집단이 정치과정에서 만나는 행위자들과 갈등이 많다는 것은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정치적 활동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은 정책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Walker 1991;
Wilson 1980; Ripley and Franklin 1984; Lowi 1972). 따라서 만약 어느 한 집단이 규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정치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행위자들, 예를 들면 정당, 정부관
료, 의회, 다른 집단 그리고 언론 등과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치과정이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복잡한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되면, 이익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별적인 정치적 이익과 정책상의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 여기서 이익집단
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수준의 전략과 여론몰이 같은 대중수준의 전략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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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대체로 집단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자들이 많을수록 이익집단은 그 유형에 관계없
이 의회나 행정부에 대한 로비와 같은 권력수준의 전략을 선호한다고 한다(Walker 1991,
111-2).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이상의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익집단의 5가지 활동조건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
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익집단은 활동조건에 따라 권력수준활동 혹은 대중수준
활동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따라서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선정한 이후, 5가지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5가지 활동조건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목표(특별이익)는 권력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7)
단 목표(특별이익)는 대중수준활동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자원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리더십의 민주성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재정후원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갈등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5가지 활동조건은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에 정(+) 혹은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목표(특별이익)를 추구할수록 권력수준활동의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자원이 많을수록 권력수준활동의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 자원 중 지회는 권력수준활동의 선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리더십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권력수준활동의 선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재정후원이 많을수록 권력수준활동의 선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5. 갈등이 많을수록 권력수준활동의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권력수준활동, 대중수준의 활동 그리고 권력수준활동의 선호

7) 이익집단의 목표는 크게 특별이익과 공공이익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이익을 기준 값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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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분된다. 여기서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는 이익표출활동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작한 개념으로, 권력수준활동에서 대중수준활동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경우 권
력수준활동의 선호도가 (+)의 값을 가지면 권력수준활동을 선호하는 것이고, 반대로 (-)의 값을
가지면 권력수준활동을 비선호하는 것, 즉 대중수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력수준

대중수준 권력수준 활동의 선호도

                      
                  
                    
             

여기서 action은 종속변수로서 권력수준활동, 대중수준활동, 그리고 권력수준 활동의 선호도를
의미함.
단, 권력수준활동과 대중수준활동은 정도임(5점 척도)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는 권력수준의 활동에서 대중수준의 활동을 뺀 것임.

  은 특별이익의 더미변수이고    는 공공이익의 더미변수임.
  는 상근자수(명)
  는 1년간 예산총액(원)
  는 산하지회의 더미변수(지회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
  는 리더십의 민주성 정도(5점 척도)
  은 재정후원 정도(5점 척도)
  은 갈등 정도(5점 척도)

이상의 모델에 기초하여, 5가지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인과성 분석은 권력수준의 활동,
대중수준의 활동 그리고 권력수준 활동의 선호도로 구분한 세 번의 회귀분석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회귀분석은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8) 이러한 작업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으
로 구분하여 독립변수가 종석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익집단의 활동조건이 권력(모형 1) 및 대중수준활동(모형 2)과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모형 3)
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2>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8)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목표의 유형을 더미변수화 하여 목표를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목표의 유형에 따라 각 여섯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회귀분석의 독립변
수는 목표의 유형, 즉 상수항을 포함하여 총 일곱 개의 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익집단과 공익집단
으로 구분되는 총 14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분석을 개별 모형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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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익집단의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관계
활동정도
권력수준(모형1)
대중수준(모형2)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모형3)

사익

공익

사익

공익

사익

공익

+

-

-

+

+

-

상근자수

+

+

+

+

+

+

예산

+

+

+

+

+

+

지회유무

+

+

+

+

-

-

리더십의 민주성

+

+

+

+

-

-

재정후원

+

+

+

+

-

-

갈등

+

+

+

+

+

+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목표)

자원
활동
조건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경우, 개별 활동조건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은 사익집단
과 공익집단의 구분 없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활동조건이 사익집단 혹은 공익집
단 어느 한쪽에서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경우라도, 유의미성이 갖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
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활동조건이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으로 특정 활동조건의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분석변수의 선정과 측정
이상의 연구모델에 기초하여, 이익집단이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구체적인 분석변수와 척도를 구성하였다. 분석변수의 선
정과 척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 중 첫째, 자원의 측정은 이익집단의 사무국을 통해서 2005년 기준으로 집단의
상근자수, 예산 그리고 지회유무를 직접적으로 물어서 이루어졌다. 둘째, 리더십의 민주성은 구
성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대표자의 선출과정과 의사결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를 5점 척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물론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집단의 제도적
인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하여 리더십의 민주성을 측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익집단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과 활동이 소수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구성원들이 집단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얼마나 민
주적으로 느끼고 있는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 재정후원의 측
정은 연구자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응답자에게 해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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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0-100%)을 말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넷째, 갈등의 양상이 개
별 집단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영역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이론적 논의를 따를 경우, 갈등의 측정
은 집단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정책영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이 질문에 사익
집단의 대부분이 행정규제분야에 관심을 가진다고 응답하여 갈등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행위자, 즉
의회, 정부, 다른 집단 등과 얼마나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연구자가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권력수준활동과 대중수준활동을 구분
한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해당 항목의 정치적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5점 척
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표 3> 분석변수의 선정과 척도
구

분

분석변수
목표
자원
리더십의
민주성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활동조건
재정
후원

- 특별이익 혹은 공공이익

명목척도

- 스텝수(명), 일년재정(만원)

비율척도

- 전국조직 혹은 지회 유무

명목척도

- 민주적인 선출, 집행기구의 독점적 권한,
협의적 메커니즘, 일반회원의 의견수렴
- 내부재원의 비율: 회비, 모금활동, 기념품 판매, 출판
물 판매와 그에 따른 광고 수입, 건물임차료, 사업 혹
은 행사 참여의 회비수입
- 외부재원의 비율: 정부 보조금 혹은 프로그램 계약,
사적인 재단의 보조금, 다른 집단의 기부, 기업 혹은
사업체의 기부

갈등

- 동종집단과의 경쟁, 정부(중앙 혹은 지방)부서와의 갈
등, 의회(중앙 혹은 지방)위원회와의 갈등, 다른 집단
과의 갈등, 해당집단에 대한 정당의 인식

권력
수준

-

선거입후보자의 선거지원
의회(중앙 혹은 지방)위원회의 참여
정부(중앙 혹은 지방)가 주관하는 간담회 참여
사법소송을 통한 이슈의 제기
당해 기관에 건의서나 청원서의 제출

대중
수준

-

기자회견이나 보도 의뢰 및 광고
대중 집회나 대회의 개최
성명서나 결의문 발표
파업이나 태업
인터넷을 통한 선전 및 홍보

이익
표출
활동

척도

5점척도

비율척도
(%)

5점척도

5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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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립변수 중 자원을 구성하는 변수, 즉 상근자수(명), 예산(백만원), 지회유무(더미)는
척도와 단위가 상이하다. 따라서 자원은 세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 보다는
개별 자원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반면 다른 독립변수
는 모두 동일한 척도를 가지기 때문에, 각 독립변수별로 평균값을 구하여 통합변수로 분석하도
록 한다.

3. 조사대상의 선정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크게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으로 구분된다. 사익집단의 선정은 2006 한
국민간단체총람에서 전문가․직능단체로 분류된 집단 중에서 대구광역시 혹은 중앙조직의 대
구 혹은 대구경북지회로 등록된 집단에 기초하였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이익집단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기존의 논의(박대식 외 2005)를 참고하여 총 50개를 선정하였다. 공익집단의
선정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235개 집단을
『2006 한국 민간단체총람』에서 추적한 결과, 총 235개 중에서 103개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서 사익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9) 이렇게 선정된 이익집단을 대상
으로 방문조사에 의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사된 표본은 사익집단 33(회수율
66%)개, 공익집단 29개(회수율 58%)로써 총 62개(회수율 62%) 집단이다.10)
이익집단을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06년 7월 20일에서 9월 21일까지 총 90일간
이루어졌다. 그리고 3개의 종속변수, 즉 권력수준활동, 대중수준활동 그리고 권력수준활동의 선
호도에 대한 활동조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유의수준 0.1에서 수행하
였다. 통계패키지는 SAS(Statistics Analysis System) 9.1을 이용하였다.

9) 50개 집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집단을 설립 연도별로 분류한 다음 이익표출활동이라
는 측면에서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매일신문에 노출된 집단을 중심으로 선정하였
다. 더불어 대구광역시 공익집단에 관한 선행 연구(박대식 외 2005)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추가하였다.
10) 대구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의 모집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표본추출의 어려
움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 표본추출은『2006한국민간단체총람』과 대구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
록된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민간단체총람이나 대구광역시 등록된 집단은 자발적인 등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전체의 공익 및 사익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익 및 공익집단의 표본 추출의 과정이 비례층화추출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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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1) 활동조건의 특성
<표 4>는 “사익집단”과 “공익집단”의 유형에 따른 활동조건에 대한 일반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첫째, 자원 중 예산의 평균값은 사익집단(24,638.48만원)이 공익집단(12,762.07만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근자 수는 사익집단(6.94명)과 공익집단(6.07명)이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국적인 조직망과 하부지회를 가지는 비율은 사익집단(각
각 100.0%, 54.55%)이 공익집단(각각 44.83%, 4%)에 비해 높았다.11) 이 점은 모든 사익집단이
중앙조직의 대구광역시 지회로 조직되었다는 점과 대구광역시 시․군․구별로 하부조직을 가
지는 조직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리더십의 민주성의 경우 민주성을 측정한 모든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사익집단(3.60)이
공익집단(2.72)에 비해 높았다. 특히 민주적인 선출의 정도는 사익집단(4.21)이 공익집단(3.21)보
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집행부의 독점적 권한의 미행사, 협의적
메카니즘의 구축 그리고 일반회원의 의견수렴 정도 역시 사익집단(각 각 3.03, 3.45, 3.70)이 공
익집단(각각 2.21, 2.55, 2.90)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셋째, 집단유지를 위한 재정운영에서 내부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은 사익집단(92.73%)이 공익
집단(61.14%)에 비해 높았다. 특히 회원들의 정기적인 회비에 의존하는 비율은 사익집단
(77.61%)이 공익집단(49.1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원을 통해서 집단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는 비율은 공익집단(38.87%)이 사익집단(7.35%)에 비해 높았으며, 후원의 비율에
서 정부로부터의 후원은 공익집단(18.97%)이 사익집단(3.76%)에 비해 높았다.
다섯째, 갈등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익집단(2.85)이 공익집단(2.56)에 비해서 좀 더 갈등을 강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정부공무원,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집단들과
의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은 사익집단(각각 3.24, 3.12, 2.94)이 공익집단(2.69, 2.79, 2.6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부표 1> 참조.
<부표 1> 전국적인 지회 및 산하지회가 있는 집단
구분
전체(N=62)
전국적인 단체1)
46(74.19)
산하지회가 있는 단체2)
22(35.48)

주 1):  =24.5397, df=1, prob=0.0001
2):  =11.1976, df=1, prob=0.0008

(단위: 개소, %)
사익(N=33)
33(100.0)
18(54.55)

공익(N=29)
14(44.83)
4(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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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활동조건의 특성
구분

전체

사익

공익

t값

prob

회원수(명)

2,233.39

3,499.03

793.17

-2.42

0.0208

상근직원수(명)

6.53

6.94

6.07

-0.27

0.7888

상근직원의 월급(만원)*

909.03

1,366.85

388.07

-2.95

0.0057

전체예산(만원)

20,476.09

24,638.48

12,762.07

-2.43

0.0184

전체

3.19

3.60

2.72

-6.32

0.0001

협의적 메커니즘

3.03

3.45

2.55

-3.91

0.0002

3.32

3.70

2.90

-3.77

0.0004

집행부의 독점적 권한 미행사

2.65

3.03

2.21

-4.32

0.0001

민주적인 선출

3.74

4.21

3.21

4.60

0.0001

내부자원 소계

77.95

92.73

61.14

-6.48

0.0001

*

64.29

77.61

49.14

-4.01

0.0002

1.16

0.06

2.41

2.90

0.0071

기념품판매

0.29

0.33

0.24

-0.26

0.7965

출판물 판매 및 광고*

0.97

0.45

1.55

1.68

0.0996

2.82

5.30

0.00

-1.78

0.0850

사업행사참여

8.42

8.97

7.79

-0.26

0.7992

후원의 소계

22.09

7.35

38.87

6.47

0.0001

10.87

3.76

18.97

4.13

0.0001

사적인 재단의 보조금

2.21

0.00

4.72

3.44

0.0018

다른 단체의 기부*

3.31

0.00

7.07

5.07

0.0001

2.82

0.45.

5.52

3.02

0.0003

기업 및 사업체 기부

2.84

3.06

2.59

-0.20

0.8412

전체

2.72

2.85

2.56

-2.06

0.0441

2.50

2.33

2.69

1.48

0.1436

3.03

3.24

2.79

-1.85

0.0697

정부공무원과의 갈등

2.92

3.12

2.69

-1.86

0.0674

다른 집단과의 갈등

2.63

2.94

2.28

-2.87

0.0057

정당의 인식정도

2.50

2.64

2.34

-1.21

0.2328

*

자원

*

리더십의
민주성

일반회원의 의견 수렴
*

정기적인 회비
*

모금활동

*

*

재정
운영

건물임차료

*

정부보조금 및 프로그램계약
*

*

개인의 기부

*

동종집단과의 경쟁
*

갈등

의회와의 갈등

*

주: 1) 예산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2) 는 등분산가설이 기각된 경우임.
3) 재정운영은 비율척도 그리고 리더십의 민주성, 갈등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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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표출활동의 특성
<표 5>는 집단의 유형별로 이익집단이 채택하는 이익표출활동방법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익
집단(2.81)은 공익집단(2.14)에 비해 권력수준활동을 중요한 이익표출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반면 공익집단(3.10)은 사익집단(2.43)에 비해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지원, 의회위원회의 참여, 간담회의 참여 그리고 건의서나 청원
서의 제출을 통한 이익표출활동은 사익집단(각각 2.24, 2.61, 3.79, 3.97)이 공익집단(각각 1.31,
1.76, 2.90, 3.0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자회견 보도의뢰 및 광고, 성명서나 결의
문 발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선전과 홍보 활동은 공익집단(각각 3.93, 3.62, 3.52)이 사익집단
(각각 2.88, 2.42, 2.85)에 높았다.
<표 5> 이익표출활동의 특성
구분

전체

사익

공익

t값

prob

2.50

2.81

2.14

-5.42

0.0001

1.81

2.24

1.31

-3.32

0.0017

2.21

2.61

1.76

-3.56

0.0008

3.37

3.79

2.90

-3.85

0.0003

1.56

1.45

1.69

1.22

0.2272

3.53

3.97

3.03

-4.61

0.0001

2.75

2.43

3.10

3.61

0.0007

기자회견 보도의뢰 및 광고

3.37

2.88

3.93

3.99

0.0002

대중집회의 개최

2.32

2.09

2.59

1.63

0.1088

2.98

2.42

3.62

4.58

0.0001

권력수준 소계
*

선거지원

*

의회위원회 참여

*

간담회나 회의참여
사법소송의 제기

*

건의서나 청원서 제출
*

대중수준 소계

*

*

성명서나 결의문 발표
파업이나 태업

1.35

1.45

1.24

-1.01

0.3179

인터넷을 통한 선전․홍보

3.16

2.85

3.52

2.31

0.0242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3.29
주: 1) 5단계 리커트척도로 측정
2) *는 등분산가설이 기각된 경우임.

2.91

3.72

2.67

0.0098

2. 이익표출활동의 정도 및 선호의 결정요인
1) 권력수준활동
<표 6>의 모형 1은 권력수준의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5가지 활동조건을 독립변수로 한 회
귀분석의 결과이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값은 126.02(prob>0.0001)이고, R 2 는 0.9735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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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정된 회귀모형이 전체 변동의 97.35%
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 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5가지 활동조건 중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 않았지만, 목표(특별이익)와 갈등이 권력수준활동에 미치는 정(+)의 영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익집단의 경우에는 목표(특별이익)(0.34051)가 그리고 공익집단의 경
우에는 갈등(0.23713)이 권력수준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중수준활동
<표 6>의 모형 2는 대중수준활동에 미치는 5가 활동조건의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추정된 모형 2의 F값은 110.04(prob>0.0001)이고 R 2 는 0.9698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정된 회귀모형이 전체 변동의 96.98%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모형 2에 의하면, 활동조건은 권력수준활동보다는 대중수준활동과의 많은 인과성을 가지고
있었다.12) 우선, 활동조건 중 목표(특별이익)는 대중수준활동에 부(-)의 영향을 반면, 목표(공공
이익), 예산, 리더십의 민주성 그리고 갈등은 대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표 6> 이익표출활동의 결정요인
구분
상수(목표)

활동수준
권력수준활동(모형 1)
대중수준활동(모형 2)
사익
공익
사익
공익
0.14685
-0.36740*
0.45769*
0.34051*
(1.99)
(0.72)
(-2.01)
(2.11)

권력수준활동
선호도(모형 3)
사익
공익
1.53694*
-1.52027*
(2.56)
(-2.13)

상근자수

0.01122
(0.38)

-0.01266
(-0.38)

-0.07010*
(-2.20)

0.02980
(0.83)

0.14675
(1.40)

-15487
(-1.31)

예산

0.00495
(0.13)

0.03013
(0.88)

0.10201*
(2.48)

0.00718
(0.20)

-0.19520
(-1.44)

0.11101
(0.92)

지회유무

0.03815
(1.07)

-0.01835
(-0.58)

0.06056
(1.59)

-0.00251
(-0.07)

-0.06078
(-0.49)

-0.01621
(-0.14)

리더십의 민주성

0.22937
(1.49)

0.12610
(0.88)

0.63862*
(3.87)

0.05466
(0.36)

-0.91536**
(-1.69)

0.28095
(0.56)

재정후원

-0.00034
(-0.01)

0.06502
(1.09)

0.01051
(0.38)

-0.14214*
(-2.23)

-0.02587
(-0.28)

0.69708**
(3.33)

갈등

0.19930
(1.43)

0.23713**
(1.78)

0.27724**
(1.86)

0.34914*
(2.45)

-0.33688
(-0.69)

-0.09493
(-0.20)

자원

결정계수

0.9735

0.9698

F-값(Prob>F)
126.02(0.0001)
110.04(0.0001)
주: *는 유의수준 0.05에서, **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0.6733
7.07(0.0001)

12) 모형 1에서는 활동조건(총 14개 변수) 중 단지 2개의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모
형 2에서는 활동조건 중 8개의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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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집단의 유형별로 활동조건의 영향을 살펴보면, 사익집단의 경우 목표(특별이익)(-0.36740)와
상근자수(-0.07010)는 대중수준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반면 예산(0.10201), 리더십의 민주성
(0.63862) 그리고 갈등(0.27724)은 오히려 대중수준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집단의 경우 목표(공공이익)(0.45769)와 갈등(0.34914)은 대중수준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반면 재정후원(-0.14214)은 대중수준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
<표 6>의 모형 3은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5가지 활동조건을 독립변수
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F값은 7.07(prob>0.0001)이고, R 2 는 0.6733으로, 추정된 회귀모형
의 적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추정된 회귀모형은 전체 변동의 67.33%를 설명하고
있다. 활동조건 중 목표(특별이익)와 재정후원은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그리
고 공공이익과 리더십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이 특별이익을 추구할
수록 그리고 후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권력수준활동을 더 선호하는 반면 공공이익을
추구할수록 리더십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대중수준활동을 더 선호하다는 것이다.
집단의 유형별로 활동조건의 영향을 살펴보면, 사익집단의 경우 목표(특별이익)(1.53694)는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반면 리더십의 민주성(-0.91536)은 권력수준활동
선호도의 감소, 즉 대중수준활동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집단의 경우 재정
후원(0.69708)은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있었으나, 목표(공공이익)(-1.52027)는 권
력수준활동 선호도의 감소, 즉 대중수준활동의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전체적으로 5가지 활동조건은 권력수준활동보다는 대중수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은 연구설계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5가지 활동조건 중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표 7>의 내용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익집단이 특별이익을 추구할수록 권력수준활동을 많이 한다는 가설과 공공이익을 추
구할수록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특별이익을 추구할수록 권력수
준활동을 선호한다는 가설 역시 채택되었는데, 이 점은 이익집단이 공공이익을 추구할수록 대
중수준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가․직능집단 대변되는 구성원들의 이익
을 추구하는 사익집단은 권력수준활동을 많이 하고 동시에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NGO 혹은 시민단체로 대변되는 공익집단은 대중수준의 활동을 많이 하고 동시에 선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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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자원 중 상근자수와 예산은 대중수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지회유
무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예산은 대중수준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익집단 경우 예산이 많을수록 대중수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익집단이라도 예산이 많을 경우 대중수준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상근자수의 증대가 여론의 동원과 홍보의 측면에서
대중수준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오히려 상근자수는 대중수준활동과 부
(-)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익집단과 공익집단
의 상근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 상근자수의 절대규모(6.53
명)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리더십의 민주성이 높을수록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고 대중수준활동을 선호할 것이라
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익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표
4>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익집단에 비해 리더십의 민주성이 높았던 사익집단은 대중수준활동을
더 많이 하고 동시에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래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
지 않는 사익집단이라 하더라도 리더십의 민주성을 확보할 경우, 광범위한 회원들과 대중 동원
에 기초한 대중수준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재정후원은 대중수준활동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를 증가시키고 있
었다. 이러한 재정후원의 영향은 공익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후원자 이론에 따르면, 회비와
같은 내부재원에 의존하는 집단보다 재정후원에 의존하는 집단은 후원자의 정치적 의도의 반영
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수준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표 4>에서 확인했던 것처
럼, 사익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원으로 비율이 높았던 공익집단의 경우 오히려 대중수준활
동을 많이 하지 않았고 동시에 권력수준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익집단의
후원의 비율에서 개인 혹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받는 몫보다 정부로부터 받은 몫이 많았던 점을
상기한다면, 공익집단이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관료와 접촉을 더 선호한
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을 후원자의 정
치적 목적의 수행으로 설명하는 후원자 이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섯째, 갈등이 많을수록 권력 및 대중수준의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러한 갈등의 영향은 공익집단과 사익집단 모두에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익집단은 갈등이
많을수록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였지만, 공익집단은 갈등이 많을수록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을
모두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 점은 대중수준활동을 많이 하는 공익집단이라 하더라도 정치과정
에서 만나는 행위자들 간에 갈등에 직면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로써 권력수준활동을 많
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권력수준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익집단이라 하더라도 갈등
에 직면할 경우 여론몰이에 기초한 대중동원의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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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분석결과의 종합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특별목표)

상근자수

자원
활동
조건

예산

지회유무

리더십의 민주성

재정후원

갈등

활동정도
권력수준
사익
공익

대중수준
사익
공익

권력수준 활동의
선호도
사익
공익

추정치

+

-

-

+

+

-

결과치

+

×

-

+

+

-

추정치

+

+

+

+

+

+

결과치

×

×

-

×

×

×

추정치

+

+

+

+

+

+

결과치

×

×

+

×

×

×

추정치

+

+

+

+

-

-

결과치

×

×

×

×

×

×

추정치

+

+

+

+

-

-

결과치

×

×

+

×

-

×

추정치

+

+

+

+

-

-

결과치

×

×

×

-

×

+

추정치

+

+

+

+

+

+

결과치

×

+

+

+

×

×

주: (+)는 정의 영향력을, (-)는 부의 영향력을 그리고 (×)는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함.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집
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특별이익이고, 정부로부터 후원이 많고 동시에 정치과정에서 만나는 행
위자들 간 갈등이 많은 집단은 정부관료나 의회를 대상으로 한 권력수준활동을 많이 함과 동시
에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공공이익이고, 예산이 많고, 리
더십의 민주성이 확보되어 있고 동시에 갈등이 많은 집단은 대중의 정치적 설득에 기초한 대중
수준활동을 많이 함과 동시에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하여 이익집단의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또한 전통적
으로 국가와 이익집단의 관계라는 거시적인 관점이 우세한 기존의 이익집단 연구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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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미시적인 차원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개별 집단이 고유하게 가지는 활동조건을 통해
서 이익집단정치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활동조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이익집단정치가 다원주의 이익표출체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상
황에서,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구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통해서 5가지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 간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이익의 추구는 권력수
준활동과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에 그리고 공익의 추구는 대중수준활동과 대중수준활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② 자원 중 상근자수는 대중수준활동에 부(-)의 그리고 예산은 대
중수준활동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사익집단에서 강하게 나
타났다. ③ 리더십의 민주성은 대중수준활동과 대중수준활동의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익집단의 경우 리더십의 민주성 영향이 두드러졌다. ④ 재정후원은
대중수준활동에 부(-)의 그리고 권력수준활동의 선호도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재
정후원의 영향은 공익집단에 집중되었는데, 공익집단 후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대중수
준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동시에 권력수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갈등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동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익집단의 경우 갈등은 권력 및 대중수준활
동 모두를 증가시키는 반면, 사익집단의 경우에는 대중수준활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활동조건으로 목표, 상근직원과 예
산의 규모, 리더십의 민주성, 재정후원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만나는 행위자들과의 갈등의 표출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 사익집단의 활동이 중앙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앙조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위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
방에서 활동하는 공익집단 역시 중앙에서 활동하는 공익집단에 비해 활동역량이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의 조사한 표본이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향후 이익집단
의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이익집단의 중앙조직을 대상으로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계량적 접근방방법의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본수
의 확대와 함께 경험적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힌 처음의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서 확인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활동조건은 이익표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단 유지의 중
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확인은 활발한 이익표출활동을 통해 집단이 유지되는
집단이나 그렇지 못한 집단에게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경험적인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상근자수나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집단은 회비를 내는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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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높이는 문제 더불어 재정후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또한 리더십의 민주성이 낮
았던 공익집단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적인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익집단들이 정치과정상에 만나
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의 표출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의회정치의 진정한 부활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둘째,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전통적인 의미의 이익집단과 비교
적 최근에 설립된 NGO로 대변되는 공익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목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조건들의 차이가 이익표출활동 방식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의 유
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사익집
단과 공익집단 간에 나타나는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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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이익집단 조사대상
사익집단(N=33)

공익집단(N=29)

한국무역협회대구지부
(사)대한미용사회대구광역시협의회

대구소비자연맹

(사)한국이용사회대구광역시협의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DPI

한국의약품도매협회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대한간호사회대구광역시간호사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대한약사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흥사단

대한숙박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회

대구경영자총협회

(사)거리문화시민연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목욕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사)대구여성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대구경북통합지회

(사)대구여성의 전화

(사)한국조리사협회대구광역시지회

대구YMCA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

대구NGO시민모임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지회

대구자원봉사단

한국음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대구지방법무사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경북연식품공업협동조합

강북사랑시민모임

대구경북영양사회

(사)대안가정운동본부

(사)대한제과협회대구경북지회

대구NGO환경감시단

대구광역시의사회

한국인권행동

(사)한국노래문화업대구시지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틈새청소년학습문화공동체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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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There Any Causal Relations Between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Interest Groups?
: A Case Study of Daegu Metropolitan City

Do, Myo-Yuen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interest groups. This study takes a
microscopic view, or a more precise pluralistic approach. To do this, I analyzed the interest
groups of Daegu metropolitan city. This analysis demonstrations that 1) While special
interest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activities and on the choice of those activities at the
elite level, public interest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activities and on the choice of those
activities at the public level; 2) among resources affecting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has negatively affected the activities at the public level, while
finance resources have positively effected these activities; 3) a democratic leadership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activities and on the choice of these activities at the public level; 4)
financial assistances negatively affected the activities at the public level, while the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hoice of the activities at the elite level; 5) conflicts had positive
influence on at the elite and the public level activities.
Key Words: private interest group, public interest group,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pluralistic appro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