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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

는 얘기는 요즘도 통한다. 단지 조

상이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다. 

미국의 국립 연구소는 홈페이지 주소에

“gov”를 사용한다. 국립 연구소가 정부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무원인 셈이다. 우

리나라 국립 연구소는“re”를 사용한다. 공무

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립 연구소가 정부의 정책적

입력 자료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

애한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공무원은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정부의 전문성

부족은 산하 기관이라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서 해결한다. 미국은 정부 구조에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전문직으로 특별 채용을

하여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일을 할 수밖

에 없다. 또 몇 명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전

부문의 전문가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결국 산하 기관의 전문성을 통하여 검토된

여러 가지 사안이 정부에 입력되어 그것이 종

합되고 조정되어 하나의 정부안으로 입안하

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관례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산하 기관

과 소 부처의 합작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산하 기관의 그것에 토대를 두

는 것도 당연하고 또 원안과 달라지는 것도

당연하다. 

산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의 초안을

수립하여 제공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 여기서 포획 이론

(Capture theory)이 나온다. 즉 편리하기 위

하여 고용한 비서에 의해 고용주가 포획된다

는 이론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주도하거나 혹은 산하 기

관이 지나치게 주도하는 것은 모두가 바람직

하지 않다. 이 양자가 긴장감을 유지하고 균

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다소 불편할 것이지

만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2ㆍ원자력산업ㆍ2006/11



의 기본이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러한 포획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제도를 바꾸어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연 연구소를 총리실 산하의 이사회로 넘긴

것도 그것이 정부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과

학기술부와 출연 연구소의 연을 끊기 위한 것

이다. 또 한전을 민 화한 것도 어느 정도 이

러한 정책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정부의 투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역으로 보면, 어느 부처가 일을 잘 못한다

면 이 역시 해당 부처와 산하 기관의 합작품

이다. 굳이 산하 기관만이 아니다. 정책적 초

안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된 정책적 초안을 종

합하고 조정하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다른 한 쪽이 일을 잘 해도 결과는 엉

뚱할 수밖에 없다. 

이때쯤 잘 된 일은 서로가 했다고 주장하

고 잘못된 일은 서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실은 양자가

모두 잘못한 것이다. 반짝이는, 그러나 수렴

되지 않은 정책적 초안이 정부에 입력되는 것

도 잘못된 일이고, 제대로 된 정책적 초안을

조정하고 종합하지 못한 것도 잘못된 일이다. 

합력하여 일하는 체제에서 사실 누가 누구

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탓 혹은 남의 탓을 하

도록 유전자가 만들어진 것 같다. 

이것이 모두의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는 사

회는 발전하고 상대방 탓만 하는 사회는 그렇

지 않을 것이다. 

우리 원자력은 어떤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왜 신뢰를 못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

이다. 사실상 따져보면 30분도 못되어 따질

것이 떨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엔 닭이 먼저인

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논쟁에 빠질 것이다. 

그래도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야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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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나치게 주도하거나 혹은 산하 기관이 지나치게 주도하는 것은 모두가 바람직

하지않다. 이양자가긴장감을유지하고균형을잡아나가는과정이다소불편할것이지

만국가적으로이득이된다는것이민주주의의기본이다.

합력하여일하는체제에서사실누가누구를비판할수는없는것이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는내탓혹은남의탓을하도록유전자가만들어진것같다. 

이것이 모두의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는 사회는 발전하고 상대방 탓만 하는 사회는 그렇

지않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