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 보완

정부 실패의 원인
1. 공공서비스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 ex. 지역 선심성
예산
2. 관료조직의 문제: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공직자들은 공공의
목적보다 해당 부서의 예산, 조직, 권한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 규제가 초래하는 불공정성과 비용
4. 정부의 제한된 능력: 정보의 제약 & 민간 반응의 통제 불가능

1. 공공서비스 이용자 vs. 부담자
•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사업의 비용이 모두에게 분산 +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공공재 지출 결정
• → 지역선심성 사업(특정지역에 도움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효과가 의문시) “쪽지 예산”
•
• Cf. 로그롤링(logrolling; 통나무 굴리기):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다른 국회의원이 특별히 챙기는 지역사업을 지지
• 문제점: 이렇게 개별 공공사업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개별납세자의 전체 부담이 모르는 사이에 커져 버린다.

2.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 관료조직의 일반적 문제
-형식주의: 규칙과 절차 지나치게 강조. 목표의 전환(목표와
수단이 전도)
-부처 이기주의(할거주의): 부서간 합의·조정·협조 어렵다.
-보수성: 시장과 사회 변화에 저항적인 태도

관료조직의 기관손실
• *주인-·대리인 이론과 기관 손실
•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 상이, 정보의
비대칭(불균형), 감시의 불완전 등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
• 기관 손실: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낭비하는
비용+주인이 대리인을 감독하는데 투입한 비용.
(국가 조직에서 주인-대리인의 단계: 국민-대통령-장관-차관-관료
// 국민-국회의원-상급공무원-하급 공무원)

공공관료 조직의 기관 손실이 높은 이유
▷ 독점적 위치→혁신에 대한 유인이 부족 → 조직 내부 운영의 비효율이 높아지고
공무원들의 반응성이 낮다.
▷ 직업공무원제의 부작용: a)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공무원을 축출하기 어렵다. &
전문인력을 신축적으로 충원할 수 없다. b) 고정봉급제도: 생산적인 공무원에겐 너무 낮고,
비생산적인 공무원에겐 너무 높다)
▷ 행정실무와 관련된 정보의 불균형과 재량예산: 행정 실무자가 국민이나 국회의원보다
관련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훨씬 많이 보유 → 재량예산이 발생할 가능성 → 실무부서는
재량예산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의 예외 없이 예산을 소진
☞ 재량예산: 공공기관 실무부서가 예산 부서로부터 받는 예산과 실제 소요되는 최소
비용과의 차액
▷ 비용과 수입의 불일치: 정부수입이 생산비용과 관계없이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3. 규제의 폐해: 지대추구행위
규제로 인한 이득이 소수의 수혜자들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비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 규제로 인한 수혜자들은 이 규제의 실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돈과 노력을 지출(ex.
로비)를 할 강한 유인을 가진다.
사례
선착순으로 주는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얻기 위해 며칠 전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기
영업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로비
사업허가권을 얻기 위한 공무원 접대
지대추구 행위의 문제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로비에 투입되어 사회적 낭비를 초래
규제의 수혜자들이 로비에 들어간 비용을 소비자나 기타 시민들에게 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