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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치며 경제발전 및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

일까? 본 연구는 정부의 규모를 양적 그리고 질적인 측면

하며 체감하는 실제 정부인력 규모는 정부인력의 절대규모

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공무원수에 근거한 정부의 규모를

가 달리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

추정해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를 모색하

인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범위는

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소화하고 사적재산권의 보호, 공정한 법집행, 공공재의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인력규모를 추정해 국제 비교를

공급과 같은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기능에 충실한

시도한 결과 분석대상에 포함된 26개의 OECD 가입국 중

정부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절대인력

절대규모에서 가장 작은 인력규모의 정부가 운영되는 것

규모는 현재와 같이 작게 운영하는 동시에 정부인력이 투입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인력규모는 절대규모

되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해 정부의 필수적 기능에 모든 역

로 측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가

량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성장

넓게 설정되어 과도한 시장개입이 시도되고 있다면 정부

기조의 유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보이는 손은 시장의

의 실제 인력규모가 작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부의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 기능이 충실

개입정도에 근거해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를 비교해 본

할 수 있도록 정부인력이 활동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및 성

결과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활동하

장에 친화적인 정부는 시장기능이 미흡한 제한된 영역에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의 수행역량의 경우 매우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Ⅰ. 연구배경

정부의 규모 현황 및 지출의 성격에 따라 영향
의 방향이 결정

□ 정부규모가 경제발전 혹은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
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의 주요 연구분야 중 하나
이나 많은 분석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

◦ 한 예로 Grossman(1987, 1988)에 따르면 정부
규모가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그림 1>과 같
이 정부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양(+)의 효과가

◦ 정부규모가 경제발전 및 성장에 긍정적 그리고

음(-)의 효과로 변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동시에 존재
하며 분석대상과 관점에 따라 상이한 분석 결
과 (Hansson and Henrekson, 1994; Peden,
1991)

□ 하지만 2절에서 소개되는 것과 같이 대대수 연구
들은 정부규모를 재정지출 혹은 조세규모에 근거
해 측정하고 있으며 정부인력을 활용한 정부규모
의 추정 및 분석은 부재

◦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 사회 기반 시설, 그리
고 법의 집행이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을 활성

◦ 반면 Murphy et al.(1991, 1993)이 수행한 인

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해 정

적자본의 배분이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에 따르

부규모 및 활동의 증가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

면 공공부분 및 지대추구활동에 인적자본이 배

을 준다는 견해

분될수록 경제발전이 저하된다고 주장

◦ 반면 정부의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왜
곡 효과, 증가하는 지대추구활동로 인한 자중손

- 인적자본, 특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i.e., talent)

의 경우,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활동 및 직종을 선택

실 효과, 그리고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로 인해

When markets in a country are large and

정부규모 및 활동의 증가가 경제에 부정적 영

when people can easily organize firms and

향을 준다는 견해

keep

◦ 정부규모의 증가는 경제발전 및 성장에 양방향
적, 즉 양(+)과 음(-)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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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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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의 모색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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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절대적

기준에서

타

sectors offer the highest prizes. (Murphy et

OECD가입국들에 비해 적으나 경제규모 및 예

al., 1991, p.505)

산대비 공무원수, 정부의 활동영역 등 체계적인

- 창업보다 지대추구활동을 통한 수익 가능성이 높

비교․분석은 부재

다면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종사하려

◦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 시험의 응시생

는 인적자원이 증가하고 거래비용(i.e., 마찰)이

이 최근 급증하며 공공영역에 대한 취업 선호

높은 부의 재분배만 촉진
Which

activities

the

most

talented

people

choose ca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

.

[W]hen

도가 증폭되고 있어 인적자본 배분의 왜곡현상
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

they

◦ 이는 부의 창출이 아닌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

become rent seekers, most of their private

득증진의 기회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

returns come from redistribution of wealth

인별 소득 증진과 사회적 소득 증진간의 괴리

from others and not from wealth creation.

현상을 의미

(Murphy et al., 1991, p.505)
- 이는 경제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자본의 분

◦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지대추구활동은 혁신

배가 왜곡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경제를 침체화시

등을 통한 시장의 영역 확대에 반하는 요소로

켜 소득의 향상 기회를 박탈

작용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발휘

When rent-seeking sectors offer the ablest
people higher returns than productive sectors
offer, income and growth can be much lower
than possible (Murphy et al., 1991, p.506)

□ 본 보고서는 공무원수를 통한 우리나라 정부규모
의 추정 및 국제 비교, 그리고 그에 근거한 경제
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의 성격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 또한 Fukuyama(2004a,b)는 재정지출 및 조세
규모로 측정된 정부규모에 근거한 작은 정부를

◦ 2절은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및 성장의 관계를

지향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을

분석했던 기존 문헌들의 조사와 함께 기존 연

제시

구들의 한계를 설명하고 본 연구가 지향하는

- 재정지출 및 조세규모 측면의 작은 정부만이 강

분석 방식을 소개

조되고 추구된다면 (특히 개발국의 경우) 공정한

- 본 연구는 분석방식으로 정부인력의 절대규모가

법집행과 같은 필수적 정부기능이 수행이 불가능

아닌 수행역량과 기능 혹은 권한의 범위로 구분

한 상황이 발생

한 비교 방식을 사용

- 신흥국의 경제발전 실폐사례들은 재정지출 및 조

- 정부의 실제 인력규모는 고용인력으로 파악된 절

세규모의 무조건적인 축소가 경제발전 및 성장에

대규모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부인력에게 주어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권한까지 고려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수의 증가 등 우리나라
정부규모의 현황을 파악해 국제적(e.g., OECD가
입국) 비교․검토를 시도하고 질적 규모를 추정해

◦ 3절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를 국제기준
(i.e.,

국민계정체계)에

근거해

추산하고

타

OECD 가입국과의 비교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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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타 OECD 가입국

에 비해 절대규모에서 작게 측정되나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한다면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

◦ 4절은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와 기능별 수행
능력으로 구분된 지표에 근거해 정부인력의 양
적 측면, 즉 절대규모가 제시하는 정부의 크기
를 재해석
- 정부의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와 수행능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활동영역은
넓게 설정된 반면 수행역량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인력규모를 사적재산권의 보
호, 공정한 법집행과 같은 제한적이고 필수적 정
부기능에 집중할 필요

◦ 5절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을 재정리
하고 보고서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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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법집행 등을 위해 최소한의 재정지출은

Ⅱ.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나 과

□ 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부규모(i.e., 지출규
모)가 경제발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들은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며 <그림 1>과 같
은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
◦ Aschauer(1989); Ram(1986)는 정부규모의 증가
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도한 정부규모는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경제발
전 및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분석의 대상기간 혹은 대상국가에 따라 상이한 결
과가 제시되고 있어 <그림 2>와 같이 국가별 소
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정부규모와 경제성장간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 (Mueller, 2003, p.549)

분석 결과를 제시
◦ <그림 2>의 L곡선와 같이 저소득 국가의 경우
◦ 반면 Agell et al.(1997); Easterly and Rebelo
(1993); Kormendi and Meguire(1985)는 정부

규모의 증가와 경제성장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낮은 식자율, 높은 농수산업 집중도 등으로 인
해 중소득 혹은 고소득 국가(i.e., M 과 H 곡선)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규모가 최적

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 반면 중소득 국가의 경우 고소득 국가로부터의

제시

기술이전 등을 통한 발전이 가능해 가장 높은
◦ 또한 Fölster and Henrekson(1999, 2001)은
OECD가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을 통

성장 잠재력 및 가능성이 나타나며 저소득 국
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규모가 최적

해 조세제도와 정부규모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 즉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성장에 최적화된
정부규모(i.e., 지출규모)는 상이하며 정부규모와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정부규모의 증가는 경
제성장에 양방향적 성질의 영향을 미칠 수 있

경제성장의 국가간 횡단면적 실증분석에는 정
확한 변수의 통제가 필수적

으며 각 영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정부규모
가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의 최종 방향이 결정

<그림 2> 정부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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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정부규모와 경제성장의 국가간 횡단면
적 실증분석을 시도한 대표적 연구인 Barro
(1991)은 98개국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교육수

준, 지정학적 위치 등을 통제
- 초중등 교육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

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정부지출의

□ <그림 1>, <그림 2>와 같은 정부규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정부규모의 절대적 수준만이 아닌 질
적 측면까지 고려한 세분화된 분석을 요구
◦ 대다수 연구들은 정부규모를 증가와 축소라는
1차원적 변화로 구분하고 경제발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

증가는 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의 왜곡효과로 인
해 경제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점으로 정부규모의 확장 혹은 축소라는 1차원

◦ 정부규모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규명했던 추

적 처방에 국한되는 한계점이 존재

가적 분석은 Grier and Tullock(1989); Landau
(1983); Mueller and Stratmann(2003); Weede
(1984) 등을 참고

◦ 하지만 역U자형의 관계는 공정한 법집행과 같
은 정부기능은 경제발전 및 성장에 필수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 정부규모를 규명하고 측정할

□ 하지만 위에서 소개된 문헌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은 정부규모를 재정지출 및 조세규모를 통해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인력 및 구성에 따른 정부규
모를 이용한 분석은 제한적

필요성을 제시
◦ 즉 경제발전 및 성장에 필수적인 정부기능의
확장, 그리고 지대추구와 같이 자중손실을 유발
하는 정부기능의 축소를 모색할 필요

◦ 1절에서 이미 거론된 Murphy et al.(1991,
1993)의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인적자분의 분배가 경제발전 및 성장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 중 하나
◦ 또한 Acemoglu(1995)는 지대추구활동을 통한

◦ Fukuyama(2004a,b)에 따르면 정부규모를 수행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면 인적자본의 배분이 왜

역량을 나타내는 강도(strength)와 활동 영역을

곡되고 국가경제가 침체의 덫에 빠질 수 있다

나타내는 범위로 세분화해 국가별 특성과 상황

고 제시

을 고려한 정책적 조합을 모색할 필요

◦ 재정지출 및 조세규모는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 정부의 활동 영역(domain)을 나타내는 정부의

유일한 지표가 아니며 정부의 고용규모 및 구

범위는 정부 기능과 정책적 목표가 수행되는

성 또한 정부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척

정부의 활동 분야를 의미

도 중 하나
◦ 정부의 과도한 고용 및 인력확충은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분배와 비생산적 활용으로 이어져 경
제발전 및 성장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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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kuyama(2004a,b)는 정부규모의 일방적 축소
를 지향한 Washington Consensus의 부작용으
로 필수적 정부기능의 축소를 제시

[T]he scope of state activities. . . refers to
the different functions and goals taken on
by government (Fukuyama, 2004a, p.21)

◦ 한 예로 정부 기능의 범위는 <그림 3>과 같이

◦ 물론 필수적 정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나열될 수 있으며 정부의 활동 영역에 따라 성

인력의 공공부분 고용은 경제발전 및 성장을

격을 제한적(limited)에서 적극적(active)으로 구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

분이 가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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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부의 수행 역량(capacity)을 나타내는

◦ 한 예로 정부의 수행 역량은 <그림 4>와 같이

정부의 집행 강도는 정책을 계획․적용하거나 공

기능별로 세분화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

정하고 투명하게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

부 능력의 정도에 따른 차이의 구분이 가능

을 의미

◦ 재정지출 및 조세규모에 따라 1차원적으로 정

[T]he strength of state power. . . has to do

부규모를 측정하고 축소를 지향했던 정책은 필

with

수적 정부 기능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정부의

the

ability

of

states

to

plan

and

execute policies, and to enforce laws cleanly

수행 역량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and transparently (Fukuyama, 2004a, p.22)

<그림 3> 정부 기능의 범위와 활동 영역(예제)

Providing pure public goods
Property rights

Regulating monopoly

Macroeconomic management

Overcoming imperfect eduction

Improving equity

Wealth redistribution

Education, environment

Defence, law, and order

Public health

Industrial policy

Addressing externalities

Insurance, financial regulation
Social insurance

Protecting the poor

Limited Government

Active Government

<그림 4> 정부의 기능별 수행 역량 및 능력 (예제)

1) 정부 기능의 범위 및 활동 영역에 따른 분류는 World Bank(199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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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모는 정부 기능의 범위와 정부 역량의 강도
에 따라 2차원적 행렬로 세분화해 <그림 5>와 같
이 표현이 가능하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상이
◦ 경제발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그림
5a>와 같이 사분면으로 구분해 국가별로 상이

한 정책적 시사점의 제시가 가능
◦ 경제적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사분면 중 좌상의
1분면이 가장 선호되는 분면이며 경제발전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면

수의 영역에서 정부 활동이 모색되어 정부의
역기능이 가장 우려되는 분면
□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발전 및 성장의 모색이
최우선의 정책 목표라면 <그림 5b>와 같이 1분
면에 포함되는 정부규모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
요
◦ 2분면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활
동이 대다수 영역에서 모색되고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져 시장 기능이 정체되고 역동성
을 상실

- 1분면의 경우 정부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정부

의 시장개입이 최소화되나 사유권 재산의 보호

◦ 따라서 정부의 수행 역량은 유지하며 정부 기

등 개입이 허용된 영역에서 효과적인 정부 기능

능의 범위은 축소하는 정부규모의 변화는 보이

을 수행

지 않는 손에 의한 효율적 요소 투입을 가능하

- 1분면 내에서도 너무나 Y축에 가까울 경우 필수

적 정부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해져 경제발전 및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게 만들어 경제발전 및 성장을 도모
◦ 3․4분면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국가 안보, 치
안, 공정한 법집행, 사유재산의 보호와 같은 필

◦ 정책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형평성이라면 부의 재분배와 같이 적극적 시장
개입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우상의 2분면이
국민이 선호하는 정부규모

수적 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 따라서 정부의 수행 역량은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적 정부 기능에 정부 활동을 집중하는 정
부규모의 변화는 시장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해

◦ 비선호되는 분면은 좌하, 우하의 3․ 4분면이며

경제발전 및 성장을 도모

특히 우하의 4분면은 효과적 수행이 불가한 다
<그림 5> 정부의 범위(Scope)와 강도(Strength)
(a) 정부의 범위(Scope)와 강도(Strengt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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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부의 범위(Scope)와 강도(Strength) II

□ <그림 5>와 같은 범위와 강도에 따른 정부규모의
구분은 정부의 고용인력을 통해 측정된 정부규모
또한 크기만이 아닌 주어진 권한 범위의 중요성을
제시
◦ 한 예로 한 국가의 공공부분 인력(e.g., 공무원
수)의 절대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1인당 주어
진 권한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실질 규모는 대규모
◦ 국제적 정합성 검토를 위해 흔히 인구 혹은 경
제활동인구 대비 인력 규모를 통해 정부규모를
비교하나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이 정부인
력에게 부여되었다면 정부규모가 과소 평가될
가능성
◦ 정부인력이 수행하는 기능의 범위와 역량을 구
분한다면 정부규모의 실제적 비교․분석이 가능
하며 특히 범위에 따른 통계적 편견(bias)의 문
제를 해결
◦ 또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다면 공공부분 인력의 절대 규모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 비교가 실제로 가능한 자료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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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정부규모의 현황과 국제 비교

◦ OECD 가입국 정부규모의 상대비교를 위해 격
년마다

□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인력규모는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1980년대
이후 일관된 증가세를 현재까지 유지 중(행정안전
부, 2008; 행정자치부, 2001, 2014)
◦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는 1981년의 65만 6천
명 정원에서 연평균 1만 명을 상회하는 증가세
를 유지하며 33년간 35만 4천 명이 증가해
2014년 현재 101만 명으로 증가

◦ 지난 33여년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증가는
연평균 1.3%의 증가율에 불과해 경제성장률,
재정지출 증가율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증가세

발표하는

반정부(general government) 중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 정원만 포함

정부

(Government at a Glance)’에 포함된 일반정부

및

공공부분

인력규모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OECD, 2009, 2011, 2013,
2015a)

◦ ILO(2015a,b)는 <그림 7>과 같은 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근거해

국가별 일반정부 및 공공부분 인력규모를 추산
해 발표(Hammouya, 1999)
◦ 하지만 ILO(2015a,b)의 자료에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및 공공부분 인력규모가 누락되어 있으며
까지 제외된 중앙․지방정부 인력규모만을 발표
◦ 정부가 별도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일반정부
OECD 가입국간 일반정부 인력규모를 비교한

□ OECD 및 ILO 등이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고용인력에는 <그림 7>과 같이 중앙․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의 고용
인원을 포함

OECD(2009, 2011, 2013)의 자료를 역추산하면
<표 1>과 같은 결과2)

<그림 6>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 변화 추이(1981∼2014년)

2)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는 World Bank(20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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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정부 또한 <그림 6>과 같이 직업군인 및 군무원

◦ 하지만 <그림 6>이 나타내는 공무원 규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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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 정부가 <그림 7>이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근거

◦안전행정부(2014)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

해 추산한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공무

라의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표 2>와 같이 비정

원 규모의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로 발표된 안

규직을 포함 161만 3천 명

전행정부(2014)가 유일한 공식자료3)
<그림 7> 공공부분의 개념: 일반정부와 공기업
공공부분(Public Sector)

공기업
(Public Corporation)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공공비영리기관
Non-Profit
and
Non-Market
Institutions

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
Fund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시장기관
(Market Institution)

비시장기관(Non-Market Institution)

<표 1>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OECD, 2009, 2011, 2013)
(단위: 명)
연도

1995

2005

2008

2011

경제활동인구
대비 인력규모

5.8%

5.5%

5.7%

6.5%

경제활동인구

21,431,687

24,115,234

24,606,210

25,365,683

인력규모

1,243,038

1,326,338

1,405,882

1,648,769

<표 2>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안전행정부, 2014)
(단위: 명)
구분

일반정부

정규직

2011년 인력규모
중앙.지방 공무원

981,927

직업군인.군무원

212,930

사회보장기금

23,847

공공비영리기관

68,658

비정규직
합계

325,652
1,613,014

3) <표 2>의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OECD(2013) 및 <표 1>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 추정을 위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이
며 <표 1>과 <표 2>간 인력규모의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차이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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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만 포함한 <그림

한 타 범주의 인력규모를 연구의 자체적 방법

6>에 비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인력규모가 약

을 통해 추정하나 2010년 인력규모가 2006년

1.65배에 달한다고 제시

에 비해 오히려 감소5)

□ 정부의 공식발표는 아니나 2007년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한국정부학회(2007)에 따르
면 <표 3>과 같이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가
변화

□ 국제기준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추정되거나 발
표된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가 부재해 국제
비교를 위해 위에서 열거된 공식․비공식 통계자료
를 활용한 <표 5>와 같은 자료를 생성해 사용

◦ 하지만 <표 3>의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국제기

◦ <표 5>의 중앙․지방 공무원 인력규모는 <그림

준인 SNA에 따라 <표 2>에 포함되었던 비정규

6>에서 사용한 중앙․지방 공무원 정원을, 청녹

직을 제외한 수치이며 최근 몇몇 연구에서 <표

색으로 표기된 <표 5a>의 타 정규직(i.e., 직업

4>와 같이 SNA에 따른 추정을 시도4)

군인․군무원,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은
<표 3>과의 차감분을 사용

◦ 이민호 et al.(2012)는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안전행정부(2014) 및 한국정부학

◦ 청녹색으로 표기된 <표 5b>의 2006년 타 정규

회(2007)와 동일한 출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직은 <표 4>의 이민호 et al.(2012)에서 가져와

추정

<표 2>의 2011년 항목과의 선형보간법(i.e., linear

◦ 김태일(2009, 2012)은 중앙․지방 공무원을 제외

interpolation)을 사용해 검정색으로 진하게 표기

<표 3>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의 변화(1996년∼2005년)

(단위: 명, 비정규직 제외)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인력규모

1,107,583

1,118,003

1,072,100

1,064,191

1,059,102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인력규모

1,054,789

1,076,380

1,101,996

1,127,155

1,136,394

<표 4>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김태일, 2009, 2012; 이민호 et al., 2012)
구분

(단위: 명)

2006년 인력규모(이민호 et al., 2012)

2006년 인력규모(김태일, 2009)

2010년 인력규모(김태일, 2012)

중앙․지방 공무원

957,000

957,028

987,000

직업군인․군무원

199,000

318,000

272,000

사회보장기금

20,000

공공비영리기관

163,517

165,000

22,000

정규직

비정규직

144,000

277,251

220,000

합계

1,342,000

1,715,796

1,644,000

4) 김태일 and 장덕희(2006)도 일반정부 인력규모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추정이 부재
5) 김태일(2009, 2012)은 직업군인･군무원 규모의 추정을 위해 OECD 평균 인구대비 군인규모,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해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
공기관의 고용인원 합계, 그리고 비정규직 규모를 위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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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6년에 실시한

◦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의 국제비교 및 분

공공부분 비정규직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청녹

석을 위해 위에서 열거된 방식으로 추정된 <표

색으로 표기하고 선형보관법을 사용해 검정색

5>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계를 사용

으로 진하게 표기(관계부처 합동, 2011)6)
<표 5>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2000년∼2011년)
(a) 2000년∼2005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69,676

868,120

889,993

915,945

936,387

930,759

189,426

186,669

186,387

186,051

190,768

205,635

비정규직

294,882

297,680

300,477

303,274

306,072

308,869

합계

1,353,984

1,352,469

1,376,857

1,405,270

1,433,227

1,445,263

중앙․지방 공무원
정규직

(단위: 명)

직업군인․군무원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

(b) 2006년∼2011년

구분

정규직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앙․지방 공무원

956,946

975,012

968,684

970,690

979,583

981,927

직업군인․군무원

199,000

201,786

204,572

207,358

210,144

212,930

사회보장기금

20,000

20,769

21,539

22,308

23,078

23,847

공공비영리기관

22,000

31,332

40,663

49,995

59,326

68,658

비정규직
합계

311,666

314,463

317,260

320,058

322,855

325,652

1,509,612

1,543,362

1,552,718

1,570,409

1,594,986

1,613,014

<그림 8> 일반정부 인력규모의 국제비교(평균: 2000년∼2010년, 천 명)
22,000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6) 공공부분 비정규직 사용실태 조사는 2003년에도 실시되었으나 대상기관이 제한적이었으며 2011년 조사 결과는 안전행정부(2014)의 비정규직 인력규모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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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국 중 ILO(2015a,b)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일반정부 인력규모를 집계한 국가는
총 25개국이며 <표 5>의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그림 8> 같은 결과
◦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은 1.47백만 명으로

◦ 집계된 OECD 가입 26개국 중 미국(2천 2백만
명)이 절대규모면에서 월등한 일반정부 인력규
모를 보유 중이며 프랑스(6백만 명), 영국(5.5백
만 명), 독일(4.3백만 명)이 상대적으로 큰 인력
규모

절대규모면에서 26개국 중 10위 수준이나 이는
26개국 평균인 약 2.4백만 명의 3분의 2 수준

<그림 9>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의 국제비교(2000년∼2010년 평균)

(a) 인구 대비(천 명당)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b) 경제활동인구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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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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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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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규모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력규모의

◦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천 명당 30명) 혹은 경제

일반정부를 운영 중인 국가는 폴란드(1.6백만

활동인구(6.1%) 대비 가장 작은 인력규모의 정

명)와 스웨덴(1.3백만 명)

부를 운영 중이며 이는 북유럽 4개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

□ 국가간 상대 비교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
구 혹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그림 9>와 같은 결과

◦ 이러한 상대비교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해 증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 혹은 정부가 효율적인 인력을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

운영 중이라는 논거의 배경으로 종종 제시

개국이 인구(천 명당 110명 이상) 혹은 경제활
동인구(20% 이상) 대비 압도적으로 큰 인력규
모의 정부를 운영 중

<그림 10> 정부지출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의 국제비교(2000년∼2010년 평균, USD)
180,000
150,000
120,000
90,000
60,000
30,000
0

<그림 11>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의 국제비교(1999년∼2007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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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부지출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그

One

reason

given

for

why

some

poor

림 10>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그

countries fail to develop is that. . . their

림 9>가 제시하는 바와 달리 상대적으로 큰 인

tax and regulation systems so oppressive

력규모

that their private sectors are not only drive

◦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
는 1인당 7.6만 불 수준으로 인구 혹은 경제활
동인구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가 가장 큰 스웨
덴 및 핀란드와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정부지출 규모
에 비해 작은 규모가 아니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양이 작거나 민간 영역에서 공급
되기 때문에 인력규모가 낮다는 유추가 가능
◦ 김태일(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
규모가 작은 주요 원인은 정부재정을 이용하지
만 민간 영역을 통해 공공 서비스(e.g., 돌범 서
비스)가 공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
◦ 김태일(2012)은 공공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
되는 지출 규모 또한 타 OECD 가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

underground but out of existence (Mueller,
2003, p.544).

◦ 인구 혹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
모로 나타난 정부의 절대규모가 시장개입과 규
제강도 등 정부의 보이는 손의 실제 규모를 측
정한다면 인력규모가 축소될수록 지하경제 또
한 축소
◦ 하지만 <그림 11>과 같이 가장 작은 일반정부
인력규모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GDP 대비
27%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큰 지하경제가 존재

◦ 절대규모면에서 극소하게 나타난 인력규모와
달리 정부의 보이는 손이 다방면에서, 즉 정부
기능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을 높을
가능성을 제시
◦ 멕시코와 폴란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반
정부 인력규모가 작으나 지하경제 규모는 상대

□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나 규제수준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지하경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림
11>와 같이 세계 5위권의 큰 규모 (Buehn and
Schneider, 2012)
◦ 지하경제의 규모는 조세강도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지나 정부의 시장개입정도와 규
제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
- 지하경제란 정부의 시야 밖에서 벌어지는 경제활

동을 지칭하며 주로 정부의 인허가, 규제, 조세
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

◦ 따라서 정부의 조세, 규제강도, 시장개입이 높
아질수록 민간영역의 시장활동이 지하경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승하며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

16

KERI Insight 16-02

적으로 크게 측정되고 있어 정부의 광범위한
활동이 예상되는 대표적 국가

Ⅳ.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의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를 시장개입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면 <그림 12>와 같은 결과

□ 정부인력의 절대규모가 아닌 실제 활동영역의 범
위와 수행영략에 따라 정부인력이 시장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등 적극적 정부기능을 수행하는지
에 대해 타진할 필요
◦ 2절에서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공공부분 인력

◦ <그림 12>는 OECD (2015b)가 1998년 이후 5
년마다 발표하는 생산물시장 규제지표(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를 시각화7)
- 생산물시장 규제지표는 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개입(state intervention in economic

의 절대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주어진 권한 범

activity)을 측정해 OECD 가입국간의 정책적 차이

위, 즉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다면 실질 규모는

를 나타내기 위해 개발 (Conway et al., 2005)

대규모

-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기

◦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와 기능별 수행능력으

업 규모 및 사업영역, 민간기업의 직접통제, 시

로 구분된 지표에 근거해 정부인력의 양적 측

장진입규제 등 18개의 하부 지표를 종합한 지표
(Koske et al., 2015)

면, 즉 절대규모의 크기를 분석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인력의 실제규모를 추정한 후 국제적 비교
가 가능

◦ <그림 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정부의 시장개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 본절은 2절의 <그림 3>과 <그림 4>가 제시한
정부의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와 기능별 수
행능력에 따라 3절의 <그림 9>가 제시하고 있

이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이 <그림 3>의
적극적 정부(active government)라는 의미
- 우리나라는 <그림 12>에 포함된 26개국 중 정부

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인력규모를 재해석

의 시장개입이 네번째로 높은 국가

□ 3절에서 비교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정부

<그림 12> 시장개입정도의 국제비교(1998년∼2013년 평균)

7) 미국의 경우 2013년의 엡데이트에 포함되지 않아 1998년, 2003년, 2008년의 자료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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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득세와 복지혜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 <그림 9b>와 <그림 12>를 이용해 국가별 활동인
구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와 정부의 활동영역을
대비시키면 <그림 13a>와 같은 결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보다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
◦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 등을 통한 높은 수준의

◦ 분석대상에 포함된 26개국의 평균을 이용해 4

시장통제가 시도되며 정부의 활동영역이 실제

분위로 분할하면 <그림 13a>와 같이 인력규모

로 넓다는 것을 의미

와 활동영역의 범위에 따라 4가지 성격의 정부
로 정의가 가능

□ 또한 Koske et al.(2015, p.31)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생산물시장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6개의 하부지표가
개선된 반면 9개의 하부지표가 후퇴

◦ 작은 인력규모를 좁은 활동영역에 집중시키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 <표 6>은 생산물시장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

◦ 우리나라는 인력규모에 비해 너무나 넓은 영역

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의 수와

에서 정부가 활동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이는

후퇴(+)한 하부지표의 수를 표시8)

정부의 권한 및 영향력을 고려한 우리나라 정
부의 실제 인력규모는 작지 않다는 의미

◦ <표 6>에 포함된 25개국 중 후퇴한 하부지표의
◦ 2절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경제발전 및 성장에

수가 개선된 하부지표의 수보다 많은 국가는

친화적인 정부로 변화하기 위해 화살표와 같이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가 유일

작은 인력규모를 유지하며 정부의 활동영역을
◦ 대다수 OECD 가입국의 경우 개선된 하부지표

축소시키는 변화가 요구

의 수가 더 많으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
는 영역, 즉 정부의 보이는 손이 활동하는 영
역이 감소했다는 의미

<표 6> 규제개혁과 생산물시장 규제지표의 변화(2008년∼2013년)
(단위: 명)
국가

-

+

국가

-

+

국가

-

+

오스트리아

11

0

아일랜드

5

6

폴란드

11

2

캐나다

9

0

이스라엘

9

4

포르투갈

11

1

체코

8

4

이태리

11

3

슬로바키아

8

2

덴마크

12

1

룩셈부르크

5

6

슬로베니아

11

0

핀란드

9

4

멕시코

8

1

한국

6

9

프랑스

8

3

네덜란드

8

3

스페인

10

2

독일

9

5

뉴질랜드

7

5

스웨덴

9

2

헝가리

10

4

노르웨이

8

1

영국

8

2

아일랜드

5

6

포르투갈

11

1

8) 변화가 없는 하부지표가 존재해 변화한 하부지표의 총 수는 국가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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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시장에 개입하는 적극적 정부의 형태에서

(Government Capability)을 정부 3부(행정, 의

벗어나 정부의 활동영역이 좁은 제한적 정부를

회, 사법) 및 정치(정당 시스템)으로 구성된 4가

지향해 현재 정부인력을 제한된 정부기능에 집

지의 하부지표를 종합해 측정

중시킬 필요

- 정부의 수행역량 지표는 정부의 수행역량이 공공

정책의 질적 측면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 <그림 12>와 동일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집행강도를 Berkman et al.(2013)가 측
정한 정부의 수행역량 지표에 따라 평가하면 <그
림 14>와 같은 결과
◦ Berkman

et

al.(2013)는

정부의

수행역량

주로 사용

◦<그림 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헝가리와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행역량을 갖추었으며 상
대적으로 낮은(26개국 중 20위권) 수준의 수행
역량을 보유

<그림 13> 정부의 활동범위, 수행역량, 그리고 인력규모

<그림 14> 정부의 수행역량에 따른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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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는 OECD 가입국 중 남유럽 및

◦ 작은 인력규모를 제한된 활동영역에 집중시키

동유럽 국가의 정부와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거론되었던 미국, 네덜

것으로 평가

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동시에
높은 수행역량을 보유

□ <그림 9b>와 <그림 14>를 이용해 국가별 활동인
구 대비 일반정부 인력규모와 정부의 수행역량을
대비시키면 <그림 13b>와 같은 결과

◦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수행역량을 가진 정부를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정부의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넓어서 기인하는 문제일 높은

◦분석대상에 포함된 26개국의 평균을 이용해 4

가능성

분위로 분할하면 <그림 13b>와 같이 인력규모
와 수행역량에 따라 4가지 성격의 정부로 정의
가 가능
<그림 15> 정부의 활동영역과 수행역량

<표 7> 정부의 활동영역과 수행역량에 따른 국가별 분류
활동영역

수
행
역
량

고

제한적

적극적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대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

소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대

-

체코, 이태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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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규
모

◦ 현재 정부인력을 공정한 법집행과 사유재산의

Ⅴ. 결론

보호와 같은 정부의 필수적 기능에 집중시키는
것은 수행역량을 제고하며 경제발전 및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대표적 방안 중 하나
□ <그림 13>을 종합해 <그림 5b>와 같이 정부기
능의 범위와 정부역량의 강도를 동시에 고려하
면 <그림 15>와 같은 결과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의 파악 및
국제 비교를 시도하고 정부의 활동영역과 수행역
량에 근거해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로
의 변화를 모색
◦ 우리나라 일반정부 인력규모는 분석대상에 포
함된 26개의 OECD 가입국 중 절대규모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추정

◦ <그림 1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대상에 포
함된 26개국의 평균을 이용해 4분위로 분할한
<그림 15>은 정부의 활동영역과 수행역량과 따

라 4가지 성격의 정부로 정의
◦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1분위(좁은 활동
영역, 높은 수행역량)에 포함된 국가는 26개국
중 13개국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인
력을 운영중인 국가(평균 이하)는 5개국
- <표 7>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 및 성장

에 가장 적합한 정부의 활동영역, 수행역량, 그
리고 인력규모를 갖춘 5개국은 오스트리아, 독
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작은 인력규모를 운영중

◦ 반면 정부의 실제 인력규모는 고용인력으로 파
악된 절대규모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부인력에
게 주어진 권한까지 고려할 필요
◦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통해 파악된 우리나라
정부의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에 속하며 적극적 정부의 성격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인력규모에 비해 상
대적으로 너무나 넓은 정부의 활동영역이 설정되
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실제규모는 크다는 의미
□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로 변화하기
위해 현재의 작은 인력규모를 유지하며 활동영
역은 축소시킬 필요

이나 너무나 넓은 영역에서 활동해 낮은 수행역

◦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는 사적 재

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활동영역에 제

산권의 보호, 공정한 법집행, 공공재의 공급과

한을 두고 필수기능의 수행역량을 제고할 필요

같은 필수적이고 제한된 영역에서 효과적 정책

- 우리나라와 유사한 성격의 정부를 운영중인 국가는

수행이 가능한 정부

체코, 이태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등 주로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

◦ <그림 15>의 화살표와 같은 변화를 이끌수 있
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활동
영역을 고려한 실제 인력규모의 축소로 가능

◦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
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수행역량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규모에 비해 너무나
넓은 영역에서 정부활동이 벌어져 기인하는 문
제이며 따라서 활동영역을 축소할 필요
◦ 즉 정부의 활동영역을 축소시켜 현재 작은 인
력규모를 위에서 거론된 필수적이고 제한된 활
동영역에 집중시킨다면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
화적인 정부로 변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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