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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이하 센터, http://www.cbpp.org/)>는 지난 1981년에 

창립해 올해 25주년을 맞았다1). 창립은 필드 재단(the Field Foundation)의 조성금 지원

으로 가능했다. 센터는 자기 조직의 목표에 대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와 개인에 대

해 영향을 미치는 연방과 주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 및 공공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이들

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정책개발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센터가 다루는 주요한 연구 및 활동 분야는 연방과 주 차원의 재정 이슈, 저소득 프로

그램 및 세금분야, 연대활동,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연금, 빈곤과 소득경향 등이며, 진보적

(progressive)인 이념지향을 갖는 싱크탱크로 분류되고 있다2). 특히 진보적 싱크탱크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높은 언론인용 빈도와 정책적 영향력을 갖춘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

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의 언론인용 빈도를 매년 조사, 분석하고 있는 마이클 돌니의 

연구에 따르면, 센터는 진보적 싱크탱크들 가운데선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언론에 인용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전체 순위로는 

16위, 진보적 싱크탱크 가운데에선 2위를 기록했다3).

센터의 재정 규모 또한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센터의 자산 규모는 3,196만5,000 달러이며 이 가운데 

부채는 105만3,000 달러, 순자산이 3,091만2,000 달러이다. 2005년도 한 해 동안의 수입

은 총 1,302만 달러였고 이 가운데 1,260만 달러가 조성금 수입이었다. 나머지는 기부(19

만2,000 달러), 컨퍼런스 수익, 출판, 강연료, 투자수익 등이었다. 수익 가운데 79%가 재

단 조성금이며, 18%는 거액 기부자, 3%가 기타 수입이었다. 지출은 2005년 한 해 동안 

총 1,282만3,000 달러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 다시 말해 사업

비용이 1,147만2,000 달러(전체 지출의 89%), 일반운영경비가 86만7,000 달러(7%),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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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사업비가 48만4,000 달러(4%)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해 예산규모가 1,0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미국기업연구소, 케이토연구소, 허드슨연구소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의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비단 진보적 싱크탱크들과의 비교에서뿐만 아

니라 전체 싱크탱크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예산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 78명의 스탭과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의 대표는 로버트 그린스타인

(Robert Greenstein)이 맡고 있다. 그는 연방예산과, 저소득층에 세금과 예산이 미치는 

영향 분석의 전문가로 센터를 창립하기 이전에는 미국 농무성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행정

관으로 근무하였다. 센터에는 현재 연방재정정책(Federal Fiscal Policy), 주재정정책State 

Fiscal Policy), 건강정책(Health Policy), 식품 지원(Food Assistance), 복지개혁(Welfare 

Reform), 주택정책(Housing Policy), 사회보장정책(Social Security Policy), 소득과 빈곤 

경향(Income and Poverty Trends), 대외협력부서(Outreach Division),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s), 입법담당(Legislative Affairs), 재원개발(Development),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재정담당(Finance), 출판(subscription and publication),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국제예산프로젝트(International Budget Project) 등 17개 연

구 및 지원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인터뷰는 2007년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탐 제이놀(Tom Zanol),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대표 미셀 베이지(Michelle 

Bazie), 시니어 입법 담당자 마사 코번(Martha Coven), 연방재정정책 연구조교 매트 피

들러(Matt Fiedler) 등 4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탐 제이놀은 현재 국제예산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Budget Project)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인터뷰 전체를 조정해 주었다. 미셀 베이지는 센터의 언론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부문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마

사 코번은 현재 센터의 공식적인 로비스트이며 이 단체에서 일하기 이전에도 건강보험제

도의 개혁을 다루는 단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매트 피들

러의 경우 대학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2006년부터 이곳의 연방재정분석 분

야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연구원이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이면서 동시에 정책에 대한 영

향력이 크고4)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싱크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한 전략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어떤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정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재원개발 부서

(development department)가 있고 여기에는 현재 6명의 스탭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개발 부서가 중심이 되어 포드나 맥아더 재단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실무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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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고 있습니다5). 현재 연구소 재정의 약 80%가 재단으로부터 지원된 조성금입니다. 

개인 기부자를 늘이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

여 지원을 받는 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6).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충실한 연

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에게는 몇 가지 과제들이 항상 부여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서의 제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

년 대통령의 예산관련 연두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한 두 시간 이내에 곧바로 두 문장 정도

로 한해 예산 계획에 대한 논평(statement)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 3-4시간 

이후인, 당일 오후 2~3시쯤에는 60~70명 정도의 기자들과 전화 회의(Conference call)를 

소집하여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때에는 이미 6-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implication budget report)가 제출됩니다. 뉴스의 보도 사이클에 맞춰 곧바

로 예산에서 어떤 영역이 삭감되었는지, 증액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 예산안이 각 주별로 어떻게 책정되었

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7). 이처럼 철저한 연

구와 효과적인 언론 홍보 전략이 결합되어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경향에 관한 통계자료가 발표된 다음에도, 빈곤

프로그램이 발표된 직후에도 곧바로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기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된 논평과 보고서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

며 한해 보통 230여개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별 법안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회전략, 로비 전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1> 미셀 베이지(좌), 탐 제이놀(중), 마사 코번(우)

  

그렇다면 행정부의 예산계획에 대응하는 대안예산(alternative budget)을 작성하여 발표

하거나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식의 활동은 벌이지 않는지요?

대안예산이라는 형식으로 따로 작성하여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및 재정 정

책을 평가하는 과정은 다른 방식의 예산 책정을 언급하게 되기 때문에 대안예산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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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법 501(c)(3) 조항의 적용

을 받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저희 연구소의 예산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선택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요.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 대해 센터의 의견을 전달하는 별도의 통로는 있는가요?

주정부들에 대해선 비공식적인 통로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장 협의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서는 세금제도의 변화가 빈곤 문제 및 저소득층 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 

작업을 주 단위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협의회에 가서 자문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재정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주 단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29개 주의 지역 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예

산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주가 더욱 결합할 예정이

구요. 이는 <주 재정 분석 이니셔티브(State Finance Analysis Initiative, SFAI)>라는 공식

적인 연대기구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 단위 싱크탱크들은 저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

거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희 연구소의 주별 지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기관들이며 주 1 회의 회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매우 공식적인 기구라 할 수 있습니

다8).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속해 있는 워싱턴 디씨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소(The D.C. Fiscal Policy Institute)가 지난 2001년에 만들어졌습

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소득과 중간소득 가구들에 대한 예산 및 세금 정책이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것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림 1> 주 재정 분석 이니셔티브(Sate Finance Analysis Initiative) 참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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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정책 우선 센터의 경우 미국 내의 지역 싱크탱크들과의 연대 사업 이외에 국제

적인 공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제예산프로젝트(International Budget Project, IBP)가 진행 중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59개국에서 싱크탱크와 예산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

습니다. 한국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의 공개 정도

를 국제적으로 비교·조사하여 예산공개지표(Open Budget Index)를 개발하였고 이를 기

준으로 59개국의 예산공개 정도를 매기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매우 공개가 잘 

되는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9). 또 이런 공동조사사업과 더불어 예산감시활동에 필요한 교

육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10). 또한, 입법과정과 예산의 책정 과정에 엔지오

(NGO)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도 하고, 세입과 세출 두 측면 모두를 살피

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퍼런스나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강사의 파

견은 주로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강사가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림 2> 국제예산프로젝트가 출판한 두 권의 지침서

       

    

그렇다면 국회 쪽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예산 문제를 다루게 되면 많은 

부분 의원들과의 접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의회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예산

관련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그렇게 일찍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료 및 

예산안을 먼저 받은 의원실에서 1시간 안에 그 복사본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

니다. 의원들에게 대안예산을 제시하는 방식의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들과

의 협력 작업은 가끔 이뤄집니다. 하원이나 상원의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연구 요청이 

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의원실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더 많은 정보나 전

문적 견해를 우리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면서 의원들로부터의 협조 요청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6 -

특히 경제학이나 재정학의 기반을 갖지 못할 경우 쉽게 엄두를 못내는 분야라고 여기는 경

향이 강한데요. 우선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진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들인가요? 그리고 예산 분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펠로우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박사학위를 가진 이가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단체의 창립자인 로버트 그린스타인 역시 카터 

행정부 당시 “저소득 프로젝트(law income project)”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예산 자료들

을 직접 접해 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단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변호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갖춘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리고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분석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예산 부서나 의회

예산처(Congress Budget Office, CBO)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경우 

“척 보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시죠. 이런 분들과 함께 실무적인 작업을 해 나

가면서 한 단계씩 일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대표적 예산 전문가 가운데 

한분인 리차드 코건(Richard Kogan)11)씨는 늘 “모든 예산의 분석은 더하기와 빼기 능력 

그리고 덫에 걸리지 않는 지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산 분석을 위해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원칙을 필요로 하

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공식적, 비공

식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의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였는가에 대한 분

석 또한 그것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실이 되는가를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하여 연구 결과 자체를 철학이나 이념에 맞게 도출하고자 하는 식의 작업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연구의 투명성과 정확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모든 종류의 예산을 다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이라 생각됩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연구 주제의 선정은 어떤 논의구조를 통

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구소 내부의 부서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큰 틀에서 우리 

연구소의 임무를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별 프로그램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연구소 운영을 점검하는 회의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 프로그램

의 담당 연구원과 연구소 전체를 관할하는 스탭이 모두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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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는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논평과 연구보고서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면 그러한 각각의 논평과 보고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표하는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논평의 초안을 작성했다면 그것을 검토하고 결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 아무리 짧은 논평이나 보고서라 하더라도 그것을 혼자 쓴다고 말하기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협업의 결과입니다. 쟁점이 되는 예산의 관련 수치를 확인

한 후, 초안을 작성할 사람을 선정하고, 조안이 제출되면 토론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 완성 

논평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만 연방 정부의 예산을 다루는 논평이나 보고서의 경우에는 연

구소의 대표급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전략적으로 적절한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살

피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전문가 연구원이 글

을 쓰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어떤 논평은 개인 연구원의 이름과 연락처만

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논평의 필자 개인이 이미 상당한 공신력을 확보한 인물이기

에 언론에서도 쉽게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 센터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로 경제정책연구소

(Economic Policy Institute)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두 기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쟁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경쟁관계로 보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각각 중시하는 분야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예산이나 재정 문제보다는 노동시장정책 및 노동조합 관련 분야에 훨씬 더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의 경우 경제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에 비해 좀 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정부나 의회, 그리고 다른 싱크탱크들에서 일해 본 경험을 가진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

기 때문입니다. 

도시연구소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연구의 독

립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경우

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소만의 특별한 자료수집 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

방정부나 주정부가 발표하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이나 의회예산처에서 제출되는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연구 전략, 언론 전략 그리고 입법 전략. 세 번째인 입법 전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사 코번씨께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로비스트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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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식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있고 저희 연구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을 만나 이들과 연구소를 연결하고 정보도 얻는 등 의

회와 연구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예산문제에 

있어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의원 보좌관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

만 세부적 사항까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의원 

본인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당 차원의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 보단 개별 

의원들이 입법의 주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주로 민주당 소

속 의원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

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도 회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당이 아

니라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만남이 비교적 유용

하다고 할 것입니다.

로비스트로써의 활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들을 만날 때는 혼자 가서 만나십니까, 아

니면 연구소의 다른 전문가와 함께 가시나요?

저희 연구소는 세법 503(c)(3) 조항에 속하는 연구기구이기 때문에 로비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로비스트들의 급여가 전체 연구소 예산의 1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경우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하기보다 의원들의 입법을 통해 

예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기 때문에 의원 및 의회와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접촉 방식으로는 청문회나 공청회의 증인으로 저희 연구소 연구원이 출

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공식적 접촉 이외에 비공식적으로도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로비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비공식적 만남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

다. 의회와 저희 센터 사이에서는 흥미롭게도 ‘의원 보좌관 레벨에서의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선거 이후 이곳 연구원 가운데 두 명이 민주당 의원 보좌관

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의원들과의 만남은 상원과 하원, 양원 의원 모두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만날 때에는 보통 저와 연구소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2인 1조로 가

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이민법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단체들과 연대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런 연대조직 차원에서 의원

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을 벌일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로비스트 3인이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합니다. 다른 단체 소속 로비스트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세법 503(c)(3)의 구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산 기준입니까, 아니면 시간 기준

입니까? 그리고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싱크탱크가 로비스트를 고용했을 때 그의 급여가 싱크

탱크 예산의 일정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진다면 로비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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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시간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24시간 동안 계속 로비활동을 벌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를 만나러 갈 경우에는 로비스트 자격증이 있어

야만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이 사실 자체는 다 밝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렇게 만나는 행위 자체가 로비활동으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을 만나는 것만이 로비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로비스트만이 고위 관료를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나는 행위 자체는 로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당히 모호하고 모순적인 규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센터의 25년 역사와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히 정리한 글로는 워싱턴포스트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스티

븐 펄스타인(Steven Pealstein)이 2007년 5월 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발전소(A Powerhouse for 

the Poor)」를 참고할 만하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5/03/AR2007050302036.html

2) 세금 및 예산 문제에 관한 센터의 진보적 시각으로 인해 헤리티지재단이나 세금재단(The Tax Foundation)과 같은 보수적 

싱크탱크들의 중요한 비난의 표적이 되곤 한다. 예컨대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로버트 그린스타인 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헤리티지재단에서는 곧바로 

센터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요지의 비판 논평을 발표하였다(The Heritage Foundation WebMemo#5, 「Why 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Is Wrong about the Cost or Bush's Tax Plan」 Feburary 16,2001)

3) Michael Dolney. "Study Finds First Drop in Think Tanks Cites : Progressive groups see biggest declline." Extra!. 

May/June 2006.

http://www.fair.org/index.php?page=2897

4) 센터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아스펜연구소가 양당 의원과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 센터는 연방예산정책 분야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조직으로 뽑혔다고 한다. 이 앤드류 리치(Andrew 

Rich. 2004.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연구에서도, 센터는 

1993년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가운데 전체 8위에 올라 진보적 싱크탱크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

도 하였다.

http://www.cbpp.org/info.html

5) 200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모두 47군데 재단으로부터 조성금(grant)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기부관련 전문조직인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재정 상태에 대해 별4개의 

가장 건전한 조직으로 평가하였다.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를 맡고 있는 로버트 그린스타인의 연봉은 159,723달러로 

전체 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재단으로부터의 조성금이 전체 수입의 80%를 넘어서는 것은 다른 싱크탱크들과 비교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search.summary/orgid/3458.htm 

7) 대통령의 예산관련 연두기자회견이 있은 이후 센터에서 발표된 논평과 보고서들은 여러 차례 수정되어 내용을 보강한다. 

예를 들어 2007년 2월 5일에 발표되었던 센터 대표 로버트 그린스타인의 보고서(「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국가의 재정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Despite the rhetoric, Budget would make Nation's fiscal 

problem worse and further widen inequality)」의 경우 이후 3월 28일 날짜로 수정되어 인터넷에 게재되었다. 

http://www.cbpp.org/2-5-07bud.htm

8) 1993년 11개 주를 시작으로 연대기구는 출범하였으며 현재 29개주, 인구로는 전체 인구의 약 70%를 포괄하는 광대한 범

위의 연대기구로 성장하였다. 조만간 7개 주의 조직들이 참여할 계획이므로 그 규모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http://www.statefiscal.org/#bot2

9) 2006년 예산공개지표 조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에서 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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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는 73%로 두번째로 높은 수준(substantial)의 공개국가로 기록되었다. 이 자료들은 현재 아랍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

어, 포르투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http://www.openbudgetindex.org/

10) 조세정책에 대한 개입방식을 다룬 가이드북(『시민단체의 세금관련 활동에 대한 지침(A Guide to Tax Work for NGO

s)』과 예산 책정 및 집행에 대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가이드북(『시민단체의 예산관련 활동에 대한 지침(A Guide to 

Budget Work for NGOs)』 이 출판되었다.

11) 리차드 코건은 연방예산분야를 담당하는 시니어 펠로우로써, 21년간 미 하원 예산소위에서 일한 예산분야 전문가이다.

http://www.cbpp.org/staff/richard-koga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