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2017. 12): 273~306

정책결정의 선택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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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정책학에서는 ‘합리성’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신고전파 경제학

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논리는 현상의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를 정치하게 분

석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실

의 정책결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실증적 한계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의 선택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합리성뿐만 아니라, 

제약과 상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약’과 관련해서는 제약의 원천과 제약 하에서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약의 원천은 다시 제한된 합리성, 권력, 그리고 

문화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실의 정책결정에서 합리성의 논리가 아닌 제약 하에서의 선

택 논리에 좌우되는 이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의 선택은 현실의 

정책결정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합리성의 논리로 해결하

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주의적’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징’과 관

련해서는 전통적인 정책분석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으로, ‘사회구성주의’나 ‘문화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아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상징과 같은 문화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불확실하고 시차가 긴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기도 하고, 정책효과의 

다양한 양태가 정책대상집단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징과 같은 문화적 요소

가 큰 영향을 받는 정책결정의 맥락 하에서는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정치엘리트들의 ‘상징조작’이 정책의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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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랫동안 정책학에서는 합리모형 내지 정책분석의 논리에 따라 문제의 정의,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과 개발,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비교･평가, 최선의 대안 선택이라

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정정길 외, 

2010). 규범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어도 실증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논

리가 현실의 정책결정을 설명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치적 맥락이 크

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리는 “정치가 없는 조언(advice without politics)”이라는 

비판(Meltsner, 1997[1986])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강학(講學)상으로는 합리성의 논리가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의 대부분의 정책학이나 정책

분석 교과서가 그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이 국내에서는 합리성의 논리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적인 논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정도’와 ‘수

준’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정책분석 내지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라는 일

반적 논의에서 벗어나 합리성의 논리를 보완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려는 구체적 논의

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의 선택 논리를 다양화함으로써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의 선택 논리로 

‘합리성’뿐만 아니라, ‘제약’, 그리고 ‘상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공공정책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합리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

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그것을 도구적 합리성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분석에서는 그것을 ‘칼도-힉스’ 기준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성의 의미와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논의의 출발

점이 된다. 

다음으로 합리성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제약’과 ‘상징’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들이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의

는, 그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합리성의 논

리가 아닌 다른 논리가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합리성의 기

준에 따른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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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택 논리(1): 합리성

1. 합리적 선택 이론

계급구조나 체제와 같은 거시 수준의 변수에 주목하는 이론에서 행위자는 의미가 없

다. 이들 이론에서 행위자는 사회구조가 만든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이며, 개인의 

행위는 단순한 구조의 반영물에 불과하다(임혁백, 1994).1)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위자를 

단순한 사회구조의 ‘집행자’ 내지 ‘대리인’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신고전파 경제학(new classical economics)의 강한 영향 속에서 태동한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구조결정론에 매몰된 행위자들을 다시 중심적인 위치로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있어 행

위자는 역사가 만든 구조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이렇게 볼 경우 사회구조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

라, 행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인’ 수준

의 이론으로부터 집단 수준의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이

고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하는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을 두 가지 이론적･방법론적 기초

로 하여, 사회현상을 행위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한다.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

련의 경향을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고 명명한다. 방법론

적 개인주의는 현상에 대한 유기체적 접근방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사회현상의 궁극적 

원인력(causal force)은 개인에게 있으며, 사회현상은 개인적 사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관점을 말한다(황수익, 1989). 다시 말해, Elster(1989)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방

법론적 개인주의의 체계 내에서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는 개별적인 인간 행위”인 것이

다(Elster, 1989: 13).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이러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받아들여 사회현

상을 개인적 선택의 총합으로 간주한다(소병희, 1996: 271).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체계 내에서 개인은 의사결정의 주체로 간주되지만, 합리적 선

택 이론에서는 개별적인 선택 그 자체보다는 개인적 선택의 총합(aggregation of 

individual choices)이 가져온 결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인 과정과 사건에 대한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를 제공하는 이

1) 과학철학자 Karl Popper는 이러한 논의들을 “역사주의(historicism)”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그가 

말한 역사주의란 개인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 매몰되어 그 주체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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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다(Lichbach, 2009). 물론 후술하듯이,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선택

의 총합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비합리적이거나 순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현상

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개인은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man)’으로 가

정한다. 합리적 경제인을 분설하면, 개인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인데, 이 중 ‘합

리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제성’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 원리는 ‘효

용극대화’나 ‘이윤극대화’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시장에

만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까지 확대시킨 학자들은 정치 영역의 행위자(정치인, 

관료)는 시장 영역에서의 행위자(소비자, 생산자)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전통

적인 정치학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Tullock et al., 2000, 김정완 역, 2005). 정치행

위자를 경제행위자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Buchanan(1991)이 말한 

“낭만이 없는 정치학(politics without romance)”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증적

인’ 관점에서 정치 현상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논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체계 내에서 정치인이나 관료는 시장에서

의 소비자나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재선(re-election)이나 관할권(jurisdiction)의 확대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인에 불과하며, 공공정책 역시 자신의 이익 

내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사익추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과정(exchange)’에 

다름 아니다. 

2.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말하는 합리성의 개념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그

런데 사회과학의 다른 개념과 마찬가지로 ‘합리성(rationality)’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면이 있다. 극단적으로 후술하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성의 개념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 역시 특정 시기에 배태된 사회관계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ituted)’ 것에 지나지 않는다(Hall and Taylor, 1996; Scott, 2013). 

이처럼 합리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강한 영향

을 받은 경제학에서는 대체로 이를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이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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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해한다. 여기서 도구적 합리성이란 목표가 ‘주어진(given)’ 경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의 합리성이다(Kiser and Bauldry, 

2005; 강원택, 2000; 정준표, 2003). 따라서 도구적 합리성은 ‘수단적’ 성격이 강하며,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존재’란 ‘완비성(completeness)’과 ‘이행성

(transitivity)’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호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Lalman 

et al., 1993; Shepsle, 2010). 여기서 완비성이란 임의의 두 선택대안 A와 B를 비교할 

때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B를 A보다 더 선호한다든지 하는 취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A>B, A<B), 이행성이란 선호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예를 들면 A를 B보다 더 선호하고 B를 C보다 더 선호한다면 A를 C보다 더 선호해

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If A>B, B>C, then A>C).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존재를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선호의 안정성 문제로서, 개인의 선호에 이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A>B, B>C, but A<C)에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는 ‘투표의 

역설’이나 ‘투표의 순환’이라는 현상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합리적인 존재

에 이타적인 존재가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흔히 합리성이라고 하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순편익(net benefit)을 극대화하는 행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이준구･이

창용, 2007: 7), Miller(2000)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단순히 “목표지향적 행태

(goal-oriented behavior)”를 의미하기 때문에(Miller, 2000: 538),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말하는 합리성에는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altruistic behavior)”도 포함될 수 있다(Lalman et al., 

1993: 79).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제공

하는 이론인데, 이 경우 미시적인 개인의 행위나 선택이 거시적인 사회현상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lster, 1991; Ostrom, 1998; 

강원택, 2000). 예를 들어, Kenneth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Arrow는 개개인의 선호를 결집시켜 사회의 선호로 만들 수 있

는 사회후생함수의 존재에 대해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Munger, 2000; 김행범, 

1998). 다시 말해,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는 개개인의 선호라는 미시적 맥락과 집합적 

선택이라는 거시적 맥락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인데,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이러한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를 받아들여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인 합리적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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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되지 못하는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s)’로부터 논의를 출발한다(Ostrom, 

1998; 이명석, 1995; 이명석 외, 2004).

3. 칼도-힉스 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지향할 수 있지만,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책분석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정책으로 인한 편익과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하는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 또는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의 논리에 많이 의존한다. 칼도-힉스 기준은 파레토 기준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손해의 가치보다 더 클 때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즉, 칼도-힉스 기준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보는 것이다(이준구, 1999: 84). 그런데 이처럼 수혜집단과 비

용부담집단 사이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칼도-힉스 기준은 파레토 기준과 비슷

한 맥락에서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혜집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비용

부담집단은 적어도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는 반면, 수혜집단은 비용부담집단에게 보상을 

하고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도-힉스 기준은 파레토 기준에 비하면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득이나 

손실의 ‘분배’ 문제이다(Munger, 2000). 칼도-힉스 기준은 이득을 보는 집단이 손실을 

보는 집단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정일 뿐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즉, 칼도-힉스 기준은 사회적 순

후생이 증가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득이나 손실의 배분적 측면을 보지 않

는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Stokey와 Zeckhauser(1979)는 칼도-힉스 기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수입이 증가하면 변화를 시도하되,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Stokey and Zeckhauser, 1979: 279, 

Munger, 2000: 356에서 재인용).” 따라서 칼도-힉스 기준은 전형적인 능률성 기준이다. 

즉, 칼도-힉스 기준은 사회적 후생(social well-being)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라는 정책효과의 배분적 측면

을 고려하지 않는다. 능률성에서 사회 전체의 후생과 그러한 후생의 개별적 배분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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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칼도-힉스 기준에서도 정책으로 인한 잉여 내지 순편익과 그러한 

잉여의 배분은 분리된다.  

그러나 칼도-힉스 기준의 가장 큰 한계는 이것이 현실 정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

실이다. 칼도-힉스 기준이나 이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분석은 오랫동안 “정치가 없는 조

언”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Meltsner, 1997[1986]). 즉, 현실정치에서는 정책이 가

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선거정치의 논리(logic of electral politics)’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중시한다(Swanstrom, 1988). 따라서 현실의 정책결정에서는 비용편

익이라는 경제적 관점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정치학자 Weaver(1987)가 말한 

“부정편향성(negativity bias)”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들이 받는 편익보다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Pierson(1994)같은 학자에게 있어 ‘축소의 정치(politics of retrenchment)’는 

‘팽창의 정치(politics of expansion)’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러한 부정편향성의 

논리에 의한다면 정책이 칼도-힉스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받아들여지

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국가의 정책이 소수에게 편향된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aplan, 2007). 

공공선택이론가들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

부담으로 사회적 잉여(지대)를 얻고자 하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는 것을 선호하

기 때문이다(Howlett et al., 2009: 32-34).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경우 분산된 비용이 

집중된 편익을 능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Weimer and Vining, 

2011: 166-172). 경제학자 Tullock(1980)이 지대추구 게임을 ‘네거티브 섬 게임(negative 

sum game)’으로 정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배분적 가치(distributional 

values)가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편익은 넓게 분산되고 비용은 좁게 집중되는 경우 실현가능성은 낮은 반면, 편

익은 좁게 집중되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 실현가능성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실의 정책분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도-힉스 기준 이상의 것을 요구한

다. 즉, 칼도-힉스 기준이 “정책이 효율적인가?(Is the policy efficient)”라는 ‘규범적 문

제(normative question)’를 제기한다면, 배분적 가치는 “누가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누가 

지지할 것인가?(Who will oppose and who will support the policy?)”라는 ‘실증적 문제

(positive question)’를 제기한다(Weimer and Vining, 2011: 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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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

합리적 선택 이론은 ‘구조결정론’에 매몰된 사회과학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경제학

에서는 이를 ‘혁명’에 비유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론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선택 이론도 한계가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지만, 여기서

는 이를 ‘실증이론(positive theory)’과 ‘규범이론(normative theory)’이라는 두 가지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이 현실설명력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

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개인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합리성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즉, 

개인은 인지 능력상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능력에도 제약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말하는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엄밀한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Hill, 2013).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게임이론(game theory)을 정책분석에 활용하여 결과를 예측

하려고 하는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게임이론의 경기자는 완비성과 이행성의 조건

을 만족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는데(김영세, 2000), 합리적 존재의 전략적 선택의 결

과가 ‘복수의 내쉬 균형(multiple Nash equilibria)’으로 귀결되는 경우 어느 균형이 게임

의 해(solution)가 되는지는 이 이론의 틀 내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

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내쉬 균형은 개별 경기자들의 행태가 최적의 대응인 경우이기 때

문에, 그러한 균형에서 벗어날 어떠한 유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Greif and Laitin, 

2004: 644). 따라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균형이 존재하는 데 있다(Austen-Smith and 

Banks, 1998; Katzenstein et al., 1998).   

다음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의 논리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

이다. 규범적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의 논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 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커야 한

다. 만일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합리적 선택의 논리는 실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규범

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선

택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나 프로그

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편익이라는 관점에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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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게다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정치의 부재’ 현상을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라고 하면 대개 비효율

적이고 낭비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치’가 

실종된 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는 역사상 많은 독재국가가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정치적 결정을 ‘필요악’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국가에서는 바

람직하지 않다.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는 그러한 정치적 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치적 결정

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이들 사이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인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담론(discourse)’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Ⅲ. 선택 논리(2): 제약

1. 제약 하에서의 선택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가정은 개인이 선택을 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신의 

이익 내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 이익극대

화 내지 효용극대화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선택을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Thelen과 Steinmo(1992)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그

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익에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Thelen and Steinmo, 

1992: 8).”   

제약 하에서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맑스주의와 같은 구조결정론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

고 있다. 그러한 구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초기에는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

아 계급과 같은 거시구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맑스주의자가 아니면서

도 Gourevitch(1986)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좌우된다”고 주장

한 바 있다(Gourevitch, 1986: 56). 이해관계를 계급위치의 산물로 보는 이러한 견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제약의 원천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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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서는 Granovetter(1985)가 말한 “배태성(embeddedness)”의 논리에 대해 간략하

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의 맹점 중 하나는, 개인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개인의 선택이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배태된다

는(embedded)”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Granovetter, 1985). 여기서 배태성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을 속으로 가진다”는 의미로서, 주로 인

간의 행위가 사회적 관계의 구조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정정길 외, 

2003: 910). 따라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과소사회화되고(undersocialized) 원자화된

(atomized) 행위자라는 가정과는 달리, 배태성의 논리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체화

되는 ‘맥락특정적(context specific)’ 존재로서 행위자를 가정하고 있다. 즉, 행위는 “목표 

의존적(goal driven)”이라기보다는 “맥락 의존적(context driven)”이며, 특히 문화의 논리

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Lowndes and Roberts, 2013: 30-31). 

이러한 맥락에서 배태성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은 정책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계산적 접근(calculus approach)’을 거부한다. 계산적 접근의 논리에 의한다면, 특정한 

정책의 양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개인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라는 ‘계산’에 근거한 결과로 

본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논리가 문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비판한

다. 개인의 선택은 그것의 토대가 된 문화적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문화적 

제약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Nee, 1998). 따라서 사

회학자들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문화적 관행들이 개인의 선호구조와 개인이 바꾸고

자 하는 선택 그 자체를 구조화하고 제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은 문화적 맥락을 떠나

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문화적 접근(cultural approach)’을 받아들인다(Hall and Taylor, 

1996).   

2. 제약의 본질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인적 요인으

로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 구조적 요인으로 사회구조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권력관계

의 불평등성,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유래하는 문화적 제약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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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된 합리성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를 들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지

만, 현실의 정책결정자들은 전문지식적 기술이나 시간, 그리고 분석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프랑스 헌법제정의 역사를 분석한 Elster(2006)에 따르면 프랑스의 헌

법제정자들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도구적 합리성에 비추어봤을 때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치학자이면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Herbert Simon(1957)은 이러한 의사결정

자의 인지능력상 한계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설명한 바 있다. Simon에 따르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

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행태(behavior)’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의사결정은 완전

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economic man)’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진 ‘행정인(administrative man)’이 하는 것이다. Simon의 관점에서 봤

을 때 당시 지배적인 의사결정 모형인 ‘합리모형’은 현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론

적 가정이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한 지식도 불완전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불확

실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의 의사결

정은 합리모형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가 말한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검토하기보

다는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적(random)이고 순차적(sequential)으로 검토하고 예측하며, 

‘최적(optimal)’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만한(satisficing: 이는 satisfying과 sufficing의 

합성어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 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다’의 의미이다)’ 대안을 

선택하는 데 그친다는 것을 상정한 이론모형이다(정정길 외, 2010: 444-447).      

2) 권력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불평등성이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자체를 구조화하

고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일찍이 Bachrach와 Baratz(1962)는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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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을 주장하면서, 정치권력은 명시적인 측면에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측면에서 행위자들

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제한하는 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

게 논증한 바 있다. 특히, 제도나 정책이 그러한 불평등성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결과 

제도나 정책에 의해 현실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하게 재생산되기도 하고, 사회의 정책 요

구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기도 한다(Mahoney and Thelen, 2010: 8).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구조

적 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를 계급위치의 산물로 이해하는 전

통적인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에서, Hacker와 Pierson(2002)은 행위자들의 선택을 제

한하는 구조적 조건을 토대로 정책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

는 ‘권력관계의 불평등성’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중에

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 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정책대안의 범위

를 제안하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나 정책의 효율성

을 그 이면에 있는 선택 논리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 

3) 문화

처음 제약 하에서의 선택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 제

약에 주목하면서부터이다. 그렇다면 ‘문화(culture)’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국의 문화

인류학자 Raymond Williams(1983)가 문화를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몇몇 단어 

중 하나”라고 갈파한 것처럼,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는 정의

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Hall과 Taylor(1996)의 정의에 따라 이를 “인간의 행동을 인도

하는 의미의 준거틀(frame of meaning)을 제공하는 상징체계(symbol systems), 인지적 

묘사(cognitive script), 그리고 도덕적 전형(moral templates)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의한다면, 문화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

련의 규범 내지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제약에 주목을 한다면, 개인의 선택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나 사회상규, 

그리고 관행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 규정(social 

definition)의 산물이다(Zuckerman, 2009). 물론 ‘제약 하에서의 선택(choice within 

constraints)’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개인이 의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합리성’은 목표-수단 계층제를 전제로 한 ‘도구적 

합리성’과는 다른 차원의 합리성, 예를 들면 Risse(2002)가 말한 “규범적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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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 rationality)”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사회적 규범이 무엇이 합리적인가

를 규정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개인이 합리적 행위라고 보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ituted)’ 것이라고 인식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세계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Scott, 2013).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합리적 선택’이란 문화적 제약이 규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적 선택(Nee, 1998) 또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단순히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에 따른 관행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Landa, 2006).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이 문화적 제약에 주목하게 된 이

유는, 자신들의 이론 체계 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필요

에서였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복수의 내쉬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최적 선택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게임이론적 틀은 다

른 방법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다른 방법 중 하나가 “초점(focal points)”인

데, 이는 행위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행위를 가능하게 하

는 “문화적 공유지식(cultural common knowledge)”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회구성

원들이 공유하는 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chelling, 1960; Kiser and Bauldry, 

2005; 전상경, 2001). 따라서 초점과 같은 공유지식은 Scharpf(1997)가 말한 “사회적으

로 구성된 규칙(socially constructed rules)”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능한 행위

의 집합을 제한함으로써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런데 초점과 

같은 공유지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나온다(Katzenstein et al., 

1998).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일 수도 있고(Garrett and 

Weingast, 1993), 집합적 행위를 조정하는 정치기념일이나 극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Pfaff and Yang, 2001).    

3. 제약 하에서의 선택 결과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의 선택 결과는 어떤 면에서 합리적 선택

과 다른 양상을 보일까?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약으로 인해 

‘선택 메뉴(option menu)’가 줄어듦으로써 외관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정책도 실상은 그

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권력관계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제약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데, 정치학자 Moe(2006)의 비유적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강도를 만난다

는 상황에서는 돈을 순순히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돈도 뺏

기지 않았을 것이다(Moe, 2006: 58-61). 



286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정책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Pierson(2004)

은 기능주의를 ‘사회적 기능주의(societal functionalism)’과 ‘행위자 중심 기능주의

(actor-centered functionalism)’로 나눈 바 있다. 전자가 전체 사회의 공익이라는 견지

에서 특정한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적 이익에 주목하

여 특정한 제도나 정책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

점을 말한다. 즉, “결과 X(제도, 정책, 조직 등)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들이 기능 Y를 수행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Pierson, 2004: 107).” 물론 개인적 이익을 위

해 만든 제도나 정책이 전체 사회의 공익과 부합할 수도 있다. 서구 역사에서 개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s)을 보장하는 장치는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

였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왕이나 귀족들이 만들었지만 그 혜택이 그들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North, 1990). 그리고 이러한 점은 Pierson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예

를 들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행위자 중심 기능주의의 논의들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제도적 결과들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Pierson, 

2004: 106).” 그러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전체 사회의 공익과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효율적 제도나 정책들이 이를 웅변

으로 말해준다. Miller(2000)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능적인(functional)’ 제도가 

사회전체적으로는 ‘역기능적(dysfunctional)’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제약 하에서의 선택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역기능적이라고 인

식된다. 예를 들어,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라고 불리는 제도이

론에서는 제도나 정책을 문화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이해하며, 이는 합리

성이나 효율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Meyer와 Rowan(1977)에게 있어 관료제화는 

‘신화(myths)’나 ‘의식(ceremonies)’과 유사한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식된 문화적 관

행들을 따른 것에 불과하며, DiMaggio와 Powell(1983)은 그것을 제도적 환경에 순응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결과로 이해한다. “도구성의 논리(logic 

of instrumentality)”와 “사회적 적절성의 논리(logic of social appropriateness)”라는 

Campbell(2004)의 두 가지 제도채택 논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토대로, 제약 하에서의 선택은 보편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

를 가져온다고 속단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적 딜레마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정책결정의 선택 논리: 합리성, 제약, 그리고 상징 287

마찬가지로, 제약 하에서의 선택 결과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문화와 같은 사회적 제약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에 주목한 것도 그

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약 하에서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주목하는 일련의 

연구들도 전통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을 둘러싼 해

묵은 논쟁으로부터 출발한다.   

한 예로 이기적 행위자의 도구적 행태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규명하기 위

해 많은 이론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Axelrod, 1981; Ostrom, 1998), 합리적 선택 이론에

서는 전통적으로 “선별적 유인(selective incentive)”(Olson, 1965, 윤여덕 역, 1987)이나 

“앞선 자의 이득(first-mover advantages)”(Keohane, 2001)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강조

하였다. 정치학자 Powell(2002)이 집합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이득의 

존재를 제시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Powell, 2002: 2).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이론과 경험 세계의 불일치 문제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2세대 합리적 선택 모형’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연구 경향은 ‘신뢰(trust)’

나 ‘상호성(reciprocity)’과 같은 문화적 요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명석, 1999). 

예를 들어, Putnam(1993)은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를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결부된 장기지속적 현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그의 논지는 역사의 ‘우연’에서 비롯된 사회적 자본의 사소한 차이

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대ㆍ재생산되어 지역 간 상이한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 측적되어 그것이 증가하는 선순환 지역(이탈리아 북부)

에서는 협력의 왕성한 기반이 제공되어 지역발전과 결부된 조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

여 지역이 발전한 반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그것이 감소하는 악순환 지역(이

탈리아 남부)에서는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의 문제와 지역의 낙후로 이어

졌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딜

레마를 신뢰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과 사회학

의 접점에서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2) 

2) 사회적 딜레마를 신뢰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보수행렬 구조에 주목한 

Granovetter(1985)는 신뢰보다 외적인 강제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당

시 서부전선의 일화를 분석한 Axelrod(1984)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durability of the relationship)’이라고 주장하였다. Axelrod의 연구는 반복적

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협력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럴 경우 배반(defection)에 대한 “보복전

략(Tit-For-Tat)”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Lalman et al., 1993; Weingast, 2002; 김행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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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택 논리(3): 상징

1. 사회구성주의

공공정책에 의해 사람들의 선호가 결정된다는 ‘환류효과(feedback effect)’의 관점에

서 본다면(Pierson, 1993),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지의 환류효과는 극대화하는 반면 반

대의 환류효과는 극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는 

Pierson(1994)이 말한 “신뢰추구의 정치(politics of credit claiming)”와 “비난회피의 정

치(politics of blame avoidance)”가 지배적인 전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지적

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정책은 대부분 ‘구유통 정치(pork barrel politics)’나 배분정치

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다(Howlett et al., 2009). 그러나 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직

결되는 ‘미시정치(micro politics)’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직결

되지 않거나 이해관계와 관련되더라도 그 크기나 시차(time lag) 등으로 인해 그것을 인

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치의 큰 틀을 규정하는 ‘거시정치(macro politics)의 경우에는 

정책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상징(symbol), 틀(frame), 이미지 등이 중요할 수 있

다. 특히, 상징 등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달리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3)

그렇다면 ‘상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사물의 의미나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데, 이를 통해 ‘실재의 세계’는 

‘의미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다. 정치학자 Stone(2012)도 비슷한 맥락에서 상징을 다른 

개념을 통해 일정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구체적인 형태로 ‘이야기하

기’, ‘제유’, ‘은유’, ‘모호성’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상징은 기호(sign)

와는 달리, 그것을 매개로 다른 것을 알게 되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상징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호소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정당성(legitimacy)을 얻게 된다(Almond and Powell, 1983).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적 행위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Shepsle(2006)이 “선별적 유인”과 “리더십” 외에 

“반복시행(repeated play)”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에 의해 촉발된 미국의 경기침체를 분석한 Margarit(2013)의 연구에 따

르면, 경제위기는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

지와 선호를 형성하였지만, 경제상황에 따른 그러한 선호는 이후 경제가 호전되자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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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은 문화의 한 요소로 이해되며, 특히 사회학에서는 문화를 인간의 상징체계로 인식

한다. 사람들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징과 문화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며, 다소간 차

이도 있다. 예를 들어, 상징이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면, 문화는 그러한 전

달 과정의 결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관행 내지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정책의 상징적 측면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정책 연구에서도 사회구성주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는 사회적 실재나 현

상이 사회관계 속에서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 대

화(dialogue)나 담론(discourse)과 같은 의사소통 과정은 그러한 사회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실재에 관한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을 얻게 된

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는 어떤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

와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 구체화되는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개념이다

(Jun, 2008, 권향원 외 공역, 2015).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책은 개인의 의도적이거나 합리적인 계산

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구성되고(constituted)” 의미가 부여된 사회적 규정

의 산물이다(Risse, 2002; Hay, 2006). 여기서 사회적 규정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는 별개로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March와 Olsen(1984)의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Peters(2005)는 제도에 대한 ‘평가(evaluation)’와 ‘인식

(perception)’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전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적합

한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환경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그 당부를 결정할 ‘이가성(bivalence, 二價性)’의 기준이 

없다. 이는 곧 당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그 과정에

는 가치판단과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인간 사고를 

형성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 언어는 중립적이라기보

다는 편향적이며, 전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사항을 은

폐하거나 왜곡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사공영호, 2012, 2015). 그 결과 어떤 현상

에 대한 사회적 규정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편향적일 수 있다.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한 맥락 하에서는, 현상의 ‘보여지는

(expressive)’ 상징적 측면들이 많이 개입되며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가치

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Soss and Schram, 2007; Ingram, 2010).4)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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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son(1993)은 정책의 효과를 ‘해석적(interpretative)’ 측면과 ‘자원적(resource)’ 측면

으로 나눈 바 있는데, 전자가 사회적 지위나 시민의식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와 관련된다

면, 후자는 편익이나 비용과 같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인 정책분석의 논리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전통적인 정책분석은 정책의 물질적 이해관

계를 주로 볼 뿐, 정책을 둘러싼 문화적 가치나 이를 습득하는 사회화(socialization) 과

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Dye(2013)의 

설명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정책의 영향에는 또한 그것의 상징적 효과(symbolic effects)가 포함될 수 있다. 정책

의 상징적 영향은 사람들이 정부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 ⋯ 개인, 집단, 그리고 전체 사회는 종종 유형적 성취(tangible 

accomplishments)보다는 좋은 의도(good intentions)라는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판단

한다. 때때로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긍정적인 유형적 영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과거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얻는가”로 묘사되었

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언명은 실제로 정부가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체

계적인 정책분석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와 왜 그것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분석은 정부의 언명에 대해

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이것이 정책분석의 약점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정부의 활동에 있지, 그것의 수사(rhetoric)에 있지 않다(강조

는 원전, Dye, 2013: 65-66). 

사회구성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정책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선호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결국 사회구성주의를 주장

하는 많은 학자들은 정책과 개인의 행태 사이의 관계를 구성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며, 

이는 사회적 맥락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한다.  

4) 사회구성주의에서는 편익이나 비용과 같은 이해관계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Hall, 

1997). 예를 들어, 정치학자 Stone(2012)에게 있어 이해관계는 정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이 아닌 

정치행위자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사회적 규정’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규정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상징’이며, 따라서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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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정책의 상징적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정치의 본질적 속성

우리가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다. 정치학자 Moe(1990)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의 세계이다. 시장에서의 경제주체들의 선택은 가격과 같은 관찰

가능하고, 명확하며, 종종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며, 따라

서 자신들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s)의 메커니즘도 잘 발달되

어 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치 행위자들

은 넓은 범위의 목표를 추구하고, 게다가 정치적 성과의 중요한 측면은 관찰하거나 측정

하기 매우 어렵다. 정책의 경우 특히 중요한 정책일수록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왜 공공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가? 이와 관련하여 흔히 

지적하는 것은 정치인의 전문성 부족이다. 신분보장이 되는 관료제와 달리, 선거정치로 

진퇴가 결정되는 정치인들은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설명 밖에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

이다. 정치인이 가지는 전문성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것은 전문가적인 식견이 반드시 

정치적 인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전문가적인 식견으

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비난회피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정책의 불명확성 문제에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거나 비난을 받을 가능

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 행위자들의 선택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긴 시차

(time lag)를 가지고 있다. ‘뜨거운 난로의 법칙(hot stove rule)’이 함의하는 바는, 보상이

나 제재가 행위 시에 즉각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학습효과’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만일 정치의 영역에 긴 시차가 존재한다면 이는 공공정책과 그로 인한 이해관계

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학습효과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정책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 고리가 길면 길수록 많은 외재적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Pierson, 2000, 2004). 따라서 정치 영역에서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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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은 정보비용이 소요된다(Overtveldt, 2007, 박수철 역, 2011: 313).   

정치 영역에 고유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 고리의 길이가 

길고 여러 변수가 개입할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의 메커니즘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

다면, 일반대중들이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

리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정보비용이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합리성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일반대중들은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최

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정책은 그 대표

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효과의 다양한 양태

실제로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상징, 틀, 이미지 등과 같은 문화적 가치가 모든 경

우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미시

정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으로 인한 이해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경우에는 사람

들이 이해득실을 분명하게 따질 유인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정책의 이해관계를 인식함

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정보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책효과의 다양한 양태를 통해 어떤 경우에 정책의 상징적 측면이 중요

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Soss와 Schram(2007)은 정책효과를 “가시성(visibility)”과 “근접성

(proximity)”으로 나눈 바 있다. 여기서 가시성이 정책이 일반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정도

를 의미한다면, 근접성은 정책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먼저 가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구조가 단순

하여 정보비용이 적게 소요되거나 자주 접하여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경우, 그리

고 매스미디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정치적 현시성이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다. 다음으로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효과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특정 

사회관계의 유형에 전속되며,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없을 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시성과 근접성이 현실의 정책사례에서 명

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차원의 변수는 아니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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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는 일반대중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권에서 형평 논쟁이 제기되는 등 이슈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

들에게 그것이 알려졌다. 따라서 근접성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 나타나는 

변수인 반면, 가시성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변수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oss와 Schram(2007)은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Soss and Schram, 2007: 120-122). 

<표 1> 정책의 효과(가시성, 근접성)에 따른 정책유형

근접성

높음 낮음

가시성
높음 Ⅰ Ⅱ

낮음 Ⅲ Ⅳ

자료: Soss and Schram(2007: 121)에서 재구성. 

정책의 상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특히 Ⅱ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 유형의 경

우 일반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근거보다는 ‘풍문(rumor)’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이 일반대중의 환류 효과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

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정책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정서적 몰입

(emotional commitment)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이슈네트

워크(issue network)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Heclo, 1978). 

3. 정책대상집단의 유형화

총체적 효용 관념에 입각한 편협한 공리주의의 가정에 의한다면, 빈부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효용은 동일하게 간주된다(Gruber, 2007, 이인실 외 공역, 

2009: 63). 다시 말해, 공리주의 기준 하에서 사람들이 받는 편익과 비용은 그 비중에 

있어서 동일하며, 사회계층에 따른 어떠한 ‘가중치(weight)’도 부여될 수 없다(Weimer 

and Vining, 2011: 135). 따라서 정책효과의 배분적 측면, 다시 말해 ‘정책의 편익이나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문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

나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현실정치에서는 얘기가 달라진

다. 예를 들어, 부녀자와 같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정당성

을 가져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반면, 부자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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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정책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워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5)  

이와 관련하여 Schneider와 Ingram(1993, 2006)은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와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정도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을 네 가지로 나눈 바 있다. 첫째, 수혜집단

(advantaged)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 또한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로서, 기업, 과학자, 퇴역 군인, 노인 등이 그 예이다. 수혜집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비용보다는 편익에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의존집단(dependents)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약한 경우로서, 아동, 부녀자, 장애인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정

책대상집단이 ‘좋지만 약한 이해관계(good weak interest)’를 가지고 있는데, 

Stone(2012)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수사적 묘사(rhetorical characterizations)로 “집합적

인(collective)”, “분산된(diffused)”, “넓은(broad)”, “장기적인(long-term)”, “정신적인

(spiritual)”, “사회적인(social)”, “공적인(public)”, “서민(the people)”, “99%” 등을 제시하

고 있다(Stone, 2012: 245).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회로부터 ‘헤게모니’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식되어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집

단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특히 정책이 그러한 변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복지정

책의 수혜자들은 1930년대까지는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지만, 시간의 경

과에 따라, 특히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다루지 않고 개인적 문제로 다루는 정책의 

결과로 말미암아 현재에는 그러나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었다(Ingram, 2010). 

의존집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은 비용보다는 편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

이 행사하는 권력 때문에 그 정도는 수혜집단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셋째, 투쟁집단(contenders)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는 부정적이지만 그들이 

5)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게 비용을 전속시키면, 정책은 정당성을 가지

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버핏세’라고 불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 역시 ‘부자’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비용을 전속시켜 정치적 정당성

을 얻으려는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한편 3억원〜5억원 구간의 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했다. 이 같

은 제도변화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불공평과 불공정을 줄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면세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

한다. 어찌됐든 버핏세는 정책의 비용을 일부 사회계층에 전속시킴으로써 이해관계의 공유를 어렵게 

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과, ‘부자’와 같이 사회적으

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비용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얻어 정치적 신뢰

를 얻기 위한 전략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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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권력은 강한 경우로서, 부자, 거대 노조, 문화 엘리트, 소수 집단 등이 그 예이

다. 이 경우에는 의존집단과는 반대로 정책대상집단이 ‘나쁘지만 강한 이해관계(bad 

strong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데, Stone(2012)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수사적 묘사로 

“개인적인(individualistic)”, “집중된(concentrated)”, “좁은(narrow)”, “단기적인

(short-term)”, “물질적인(material)”, “경제적인(economic)”, “특수한(special)”, “엘리트

(elites)”, “1%” 등을 제시하고 있다(Stone, 2012: 245). 투쟁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사

하는 권력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비용보다는 편익에 중점을 두지만 이들에 대한 편익 

제공은 일반대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 대한 편익 제공

은 일반대중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부자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엘리트들은 

세율을 조정하는 정책보다는 ‘허점(loophole)’을 만드는 정책을 선호한다. 세율의 조정은 

그 효과를 일반대중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정책의 허점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특히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의 비난을 회피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Simmons, 2011: 70-71).

넷째, 일탈집단(deviants)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도 부정적이고 그들이 행사

하는 권력도 약한 경우로서, 약물중독자, 범죄자, 공산주의자, 국기 소각자, 범죄 집단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그 비용부담이 정당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저항

도 쉽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큰 부담 없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Walker와 Duncan(2007)이 말했듯이, 정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마음

과 표를 얻기 위한 전쟁이다. 즉,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정치엘리트들의 가장 중요

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엘리트들은 공공정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정책,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치적 수사

(political rhetoric)이든 실질적인 효과이든 정치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서

민’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집단을 수혜집단으로 상정하는 것은 그 같은 이유에

서이다. 물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과정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비난회피”라는 또 다른 정치 전략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엘리트들

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조작하고자 하는 “눈가리기(obstruction)” 전략, 정책의 비용을 

일부 사회계층, 특히 ‘부자’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게 전속시키는 “분할

(division)” 전략, 그리고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상

(compensation)” 전략을 사용한다(Piers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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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징조작의 문제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은 정치엘리트들의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Stone(2012)에 따르면, 정치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상

징조작의 방법에는 “이야기하기(narrative stories)”, “제유(synecdoche)”, “은유

(metaphor)”, 그리고 “모호성(ambiguity)” 등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이야기하기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상반된 상징물(예를 들면, 영웅과 악당, 통제

와 무기력, 쇠퇴와 성장 등)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때 사용되는 상반된 상징물들은 표면상으로는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

질적으로는 경상(鏡像, mirror images)과 같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이야기할 때 상황이 어렵다는 ‘무기력(helplessness)’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통제(control)’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유는 어떤 부분적 상징이 전체 내용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특수한 사

례의 일반화). 이 때 사용되는 부분적 상징은 전체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틀 지우는 전형적 사례(typical cases)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복지 보조금을 받

아 호화롭게 생활하는 ‘복지여왕(welfare queen)’이라는 제유는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상징한다. 제유 방식의 특징적인 것으로 ‘공포 이야기(horror story)’의 구성이 있

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은 것을 과대평가하는 심리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Weimer and Vining, 2011: 284), 정치엘리트들이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이용하

여 어떤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와 관련된 끔찍하거나 기이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선

택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은유 방식은 정부정책 현상을 묘사하는 각종 단어들인데, ‘고질병’, ‘사후약방문

식 처방’, ‘혈세낭비’, ‘황제노역’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18대 대선 선거운동과

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부자감세 

100조’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은유는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은유는 현상을 상징적인 대상물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현

상의 일면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Jun, 2008, 권향원 외 공역, 2015: 109-111). 이러한 

은유는 표면상으로는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비유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함의는 이것이 정책을 둘러싼 이야기의 구성과 그것에 대한 처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분산된(fragmented) 사회서비스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서비스의 “통합(coordination)”을 제시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꽃병(vase)’에 비유

하는 것은 적절한 은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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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호성은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둘러

싼 갈등을 감소시키고 정책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를 주어 광범위한 정책 연합의 형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에는 대강만 규정하고 나머

지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의 문제를 의

회의 전문성 부족에서만 찾는 견해는 부분적인 설명밖에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난회

피의 정치(politics of blame avoidance)”라는 정치적 동기가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immons(2011)는 “정책상징주의(policy symbolism)”라는 

용어로 정치인들의 행태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비현실적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켜 정치적 지지를 얻으면서도 만일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관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Becker(1983)가 말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조악

한 대용물(crude proxies)”에 불과하지만, 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대중

들은 이러한 대용물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대중들은 강력한 정치세력들

이 상징조작을 통해 제공하는 오도(誤導)된 정보에 의해 동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민주주의의 맹점이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의 원리가 적어도 정책과정에서

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Ⅴ. 결 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창한 논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학문이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다

양한 가능성 사이의 활발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만일 기존의 주류적인 

견해에 대해 비판이나 담론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Karl Popper가 

말한 ‘닫힌 사회(closed society)’로서 학문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노

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Elinor Ostrom(1995)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 

사이의 논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 논리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적인 자세

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정책학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또는 정책분석의 논리에 경도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논리가 현실의 정책

결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향후 보다 발전된 이론 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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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란 현상을 잘 보기 위한 ‘렌즈’이다. 그런데 그 현상은 어떤 원인력(causal 

forces)에 의해 규정된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좋은 이론은 단순히 현상

을 ‘기술(description)’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그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

를 ‘설명(explanation)’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합리성에 기

초한 현재의 정책결정이나 정책분석과 관련된 이론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정책결정은 그와 같은 합리성의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결정의 논리들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논리는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성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 예를 들면 ‘제약 하에서의 선택’이나 ‘거

시정치의 논리’ 등은 ‘제약’이나 ‘상징’과 같은 대안적인 논리를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기준들 외에도 다른 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준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

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들

은 앞으로의 논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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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lective Logic of Policy Making: Rationality, Constraint, and 
Symbol

Hyun-Woo Koo

Policy has been determined for a long time by the logic of rationality in policy scienc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that it cannot adequately explain policy mak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looks 

at constraints and symbols as well as rationality to analyze the selective logic of policy 

making better. First, it looked at the sources of constraints and the implications of choice 

within constraints. Sources of constraints were divided into rationality, power, and culture, 

and by doing so, explored why policy making depends on the logic of constraints, not the 

logic of rationality. The choice within constraints makes it easy to think of distorted policy 

making, though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is the functional perspective of solving 

problems that cannot resolve the logic of rationality. Next, symbols are often overlooked in 

terms of traditional policy analysis, but have recently been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social constructivism or cultural theory. The reason for focusing on symbolic elements such 

as culture in determining policy is because of the nature of politics and the specific aspect 

of the policy effect. The social perceptions of a policy target group or the symbol 

manipulations of political elites of a policy are highlighted as significant variables that go 

beyond material interests in this context of policy making. 

【Keywords: Policy Making, Rationality, Constraint, Symb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