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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정책과 정치학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학은 공공정책을 정

치과정의 ‘부수적인’ 현상 정도로 치부해왔다. 그들에게 있어 정책은 정치의 변화를 반영한 단순

한 결과물일 뿐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원인력’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과관계의

고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정책중심적 관점”이라고 불리는 정치학의 새

로운 조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중심적 관점의 맥락에서 공공정책은 정치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바꾸는 핵심적인 인과요인으로 기능한다. 정치의

독립변수로서 공공정책의 중요한 양태로 본 논문은 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집중 분산 여부로 나

타나는 정책의 유인 구조, 이해관계의 배열,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으로 구체화되는 정책의 효

과, 그리고 사회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였

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공공정책이 후속 정치과정을 구조화하는 ‘환류 효과’를 비난 회피라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 이익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외생적 자원, 그리고 일반대중

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효과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정책의 환류 효

과는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환류 효과’와 정책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환류 효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결론에서는 Harold

Lasswell이 말한 “민주주의 정책학”을 위해 정책중심적 관점이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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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책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Harold Lasswell이 정치권력을 주로 연구한 저명한 정치학

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공정책과 정치학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현대국가에서 공공정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정책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 holders)을 가질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들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은 “누가 무엇을 얻는가(who gets what)”라는 ‘이해관계 정치’의 산물이며, 극단

적으로 말한다면 정책과정은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라고 할 수 있다(Ripley and 

Franklin, 1987; Pierson, 2010; Anderson, 2011; Hill, 2013; Kraft and Furlong,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치학에서 공공정책은 ‘부수적인(epiphenomenal)’ 현상에 불

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체제이론(system theory)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공공정책은 외부환경의 변화를 단순히 반영하는 ‘산물(output)’에 불

과하다. 따라서 정책은 다른 변수(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환경, 정치체제의 구조, 정치엘리트

의 권력관계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중요한 원인력(causal 

force)이 될 수는 없다고 인식되었다.

정책을 정치의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치학의 논의들은, 그러나 최근 도

전을 받고 있다. 일찍이 Schattschneider(1935)는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new 

policies create a new politics)”고 갈파한 바 있는데(Schattschneider, 1935: 288, Pierson, 1993: 

595에서 재인용), 이는 정책이 단순히 정치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바꿀 수 있

는 ‘원인력(cause)’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중심적 관점

(policy-centered perspective)”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을 정치체제의 산물

(output)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정치학에서는 정책을 설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정책을 정치과정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정책은 정치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제를 바꾸는 핵심적인 인과

요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Hacker et al., 2010).1) 

1) 물론 이러한 주장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찍이 Lowi(1971)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정책이나 정부 활동의 영역은 실제 권력의 장(arenas)을 규정한다. 각각의 장은 그 자신의 

고유한 정치구조, 정치과정, 엘리트와 집단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Lowi, 1971: 689-690).” 그러

나 단순히 정책 유형에 따라 정치과정의 양태를 분석한 Lowi와 달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

중심적 관점은 정책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효과, 유인 구조,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영향을 받아 정책의 상징적(symbolic) 측면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책중심적 관점의 의의는 그것이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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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중심적 관점에 대한 문헌 비평을 통해 이러한 

관점이 정치학이나 정책학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전통적인 정치학의 한계와 그에 

대응한 정책중심적 관점의 기본논리를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독립변

수로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양태를 살펴보고 있다. 독립변수로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양

태로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 유인 구조, 정책의 효과, 정책의 상징적 측면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공공정책이 후속 

정치과정을 구조화하는 특징적인 방식을 ‘환류 효과(feedback effect)’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책의 환류 효과는 크게 보면,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익집단의 활동

에 미치는 영향, 일반대중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환류 

효과는 현존 정책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환류 효과(positive feedback effect)”와 정

책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환류 효과(negative feedback effect)”로 나눌 수 있는데, 5장

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정책중심적 관점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Ⅱ. 전통적 정치학의 관점과 정책중심적 관점의 비교

1. 신축적 정책 대 경직적 정책 

전통적인 정치학의 관점은 정책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매우 “신축적(plastic)”이라고 가정

한다. 체제이론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정치학은 사회적 투입(inputs)을 정치체제가 정책이라

는 산물(outputs)로 전환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정치체제의 유지･존속이라는 기능적 필

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Anderson, 2011; Hill, 2013; Kraft and Furlong, 2013). 따라서 전

통적인 정치학의 체계 내에서 정책은 변형되기보다는 반영하는 것이며, 외부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ierson, 2006).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경험적 현실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전 시기에 배태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틀은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ierson, 1994). 따라서 현실의 정책은 매우 

“경직적인(sticky)”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를 “경로의존성(path 

구방법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보다 명료하게 이론화했다

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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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이라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Pierson, 2000, 2004; Weaver, 2006).2) 

정책을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인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정치학과 달리, 정책중심적 

관점은 정책을 경직적이고 경로의존적인 것으로 본다. 물론 후술하듯이, 정책중심적 관점에

서도 정책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점진적이고(incremental) 진화

적인(evolutionary)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가정하는 정책 

변동과는 차이가 있다. 정책중심적 관점은 이러한 정책의 경직성을 “긍정적 환류 효과

(positive feedback eff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존 정책이 일단 자리를 잡

으면 광범위한 지지 연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 변동은 현존 정책의 틀 내

에서 주로 이루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Weaver, 2006). 따라서 후술하듯이, 정책중심적 관

점에서는 현존 정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2. 단기적 시계 대 장기적 시계  

전통적인 정치학은 정책연구의 시계(time horizon)가 좁은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정치학

에서 가정하는 공공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동학(political dynamics)의 산물일 

뿐이지, 그 자체가 후속 정치과정의 중요한 원인력(causal force)이 되지는 못한다. 이처럼 전

통적인 정치학의 관점은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시점에서의 정치 동학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

과, 공공정책을 둘러싼 핵심적인 정치과정(core political process)의 단지 한 면, 그것도 단기

간에 나타나는 양상밖에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결정된 

이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정책이 핵심적인 정치 행위자들의 유인(incentives)

과 자원(resources)을 바꿈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Hacker and Pierson, 2002). 특히, 정책이 많은 이해관계자들(stake holders)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속적 효과(ratchet effect)”가 나타나 정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uber and Stephens, 2001).   

전통적인 정치학과 달리, 정책중심적 관점에서는 연구의 시계(time horizon)를 넓혀 정책

이 결정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점에도 관심을 가져, 후속 정치과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인과요인으로 공공정책을 상정한다(Hacker et al., 2010). 따라서 과거 

2)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에 이루어진 제도선택이 그 이후의 역사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나 

미래의 정치적 상황을 구조화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의 인과구조를 말한다. 제도나 정책이 경로

의존성을 띠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의 한 연구는 이를 경제학

의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즉, 제도나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확체증 현상을 보인다면, 채택되지 못한 경로는 기존 경로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머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기존 경로를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 행위자에게 있어 최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Pierson, 2000, 2004; Pierson and Skocpo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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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산(policy legacies)’은 현재의 정치와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

대, 1930년대 영국, 미국, 스웨덴에서 케인즈주의가 상이하게 제도화된 양상을 분석한 Weir

와 Skocpol의 연구(1985)를 통해 우리는 제도적 구조와 현존 정책의 제약 효과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제도적 구조가 ‘정책유산(policy legacies)’으로 구체화됨

으로써 그 이후의 역사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으로 이어진 

인과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케인즈주의의 확산이 영국과 스웨덴에서 

상이한 양상을 띤 이유는 1920년대 이들 국가에서 지배적이었던 복지정책의 유산 때문이었

다고 설명한다. 즉, 공공사업을 강조하였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강조하였던 영국

에 비해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케인즈주의의 확산에 유리한 맥

락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3) 그렇다면 정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가정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Hacker(2004)가 적절하게 지적

하고 있듯이, “과거의 정책 선택은 강력한 이해관계와 기대를 낳고, 그것이 현재의 시점에

서도 정책을 되돌리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Hacker, 2004: 245).” 예를 

들어, Esping-Andersen의 혁신적인 연구(1990)에서 “자유주의적(liberal)”, “사회민주주의적

(social democratic)”, 그리고 “보수적(conservative)” 복지정책의 레짐은 상이한 정치권력의 배

열을 가져와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레짐은 일단 제도

화되면 변화의 전환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정책 레짐의 변화는 많은 경우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전환비용의 부담 여부를 둘러싸고 조정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정책 레짐은 사람들의 선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Ⅲ. 독립변수로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양태

정치의 독립변수로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공공정책의 양태를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책유산이 후속 정치과정을 구조화하는 특징적인 양상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로는 기무라 마쓰히코

(2006) 참조. 그는 이 논문에서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과 북한의 집산주의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존 정책유산의 ‘고착효과(lock in effect)’를 강조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그러나 지나

치게 결정론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헌 비평에 대해서는 Kay(2005) 및 

Howlett and Rayner(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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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편익, 비용, 그리고 이해관계의 배열

경제논리에서는 사회적 후생에 있어서 증가분이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Kaldor-Hicks 보상기준’에 의

해 그들의 정책이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자와 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라

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 안정을 최대화할 수 있다면 개의치 않는 반면, 정치논리에서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과연 그 정책이 그들의 정치적 연합에 어떤 이해관

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들이 그러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재선기회가 증가할 것

인가 하는 점을 중시한다(Swanstrom, 1988).4) 따라서 현실의 정책결정에서는 편익과 비용의 

비교라는 단순논리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학자 Weaver(1987)는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부정편향성(negativity bias)”에 주목한 바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편익

보다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

고 선거 때만 되면 ‘네거티브 전략’이 지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데(Weimer and Vining, 

2011: 176-177), 이러한 부정편향성의 논리에 의한다면 정책이 Kaldor-Hicks 기준을 충족시키

더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Caplan(2007)에 

따르면, 민주국가에서 대부분의 정책은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

정치(client politics)’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경우 분산된 비용이 집중된 편익

을 능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Weimer and Vining, 2011: 166-172). 따라서 현실의 정책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Kaldor-Hicks 기준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정치학자 

Weaver(2006)는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들이 누

리는 편익보다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

책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치인들은 일부 유권자 집단에게 집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Weaver, 2006: 218).” 요컨대, 현실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절대적인’ 크기

보다는 그것의 ‘상대적인’ 의미, 다시 말해 유인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시장과 달리 정치의 영역에서는 가격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이 직접

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Simmons, 2011: 88-90). 따라서 정부 정책의 경우 수혜집단과 비용

부담집단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치과정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존 정책이 Wilson(1980)이 말한 ‘고객정치(client politics)’, 다시 

4) 정책결정의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사이의 간명한 비교에 대해서는 Behn(1981) 및 Swanstrom(1988)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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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편익은 좁게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현존 정책

의 유산에 따른 제약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존 정책이 고객정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책의 폐지나 축소는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와 같은 상황에 직

면한다. 즉, 정책으로 인한 편익은 불특정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 반면, 정책의 비용은 소수

에게 좁게 집중된다. 이럴 경우 개혁을 잠재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은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

(collective action dilemma)에 빠져 정치적 조직화가 곤란한 반면,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은 정

치적으로 쉽게 고무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정책변동 과정에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

단 사이에 ‘비대칭적 조직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변동 과정에는 비용부담집

단이 주도적인 정치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은 일련의 '이해관계 정치'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

를 경제학에서는 ‘매몰비용(sunk costs)’ 또는 ‘전속된 자산(specified assets)’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가치들이 행위자들의 선택을 구조화하고 제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현재의 믿음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특정한 정책에 투자를 할 

경우, 그러한 투자는 정책이 지속되는 강한 ‘유인’을 형성한다. 즉, 이 경우 정책의 지속성은 

사람들의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가 현실화된 결과이다(Gourevitch, 2000; Pierson, 

2004, 2010). 그런데 이러한 현존 정책의 제약효과는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배열

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Orren과 Skowronek(2002)이 말한 “정책고객(policy 

clienteles)”의 성격이 정책의 제약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특히 수혜집단과 비용

부담집단 사이의 ‘비대칭적 조직화(asymmetric organization)’가 전제될 때 현존 정책의 제약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책대상집단의 조직화에는 어떤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

할까? 이와 관련하여서도 현존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해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크기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해관계의 크기가 크면 클

수록 정책을 중심으로 선호관계가 재형성되어 집합적 행위가 용이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해관계의 크기는 집합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합적 차원

에서는 이해관계가 크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차원에서는 이해관계가 작을 수 있기 때문이

다.5) 이 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집합적 행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집중･분산 여부는 후속 정치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보다 정부

차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더 큰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차입으로 충당

5) 이 경우에는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규모가 크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조직화 비용이나 

정보비용이 커져서 집합적 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최병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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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로 인해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비용이 집중되는 반

면,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분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Wagner and Tollison, 1982). 

둘째, 이해관계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정도도 중요하다. 행위자들은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정책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Hall, 1997). 특히, 정책이 이러한 이해관계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소득, 연령, 성별 등 사회관계의 유형에 따

라 분리될 수 있으면 이해관계의 공유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Pierson(1994)이 ‘분할

(division) 전략’이라고도 한 이러한 정책의 성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은 동일한 이해관계

를 가지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집단형성을 위한 역량은 분산되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

를 들면, 소득세의 세율을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특정 소득계층에 한

정하여 인상하는 경우 세율 인상에 따른 정치적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정책의 편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라는 이해관계의 ‘귀속’ 문제

는 후속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정책은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구분되

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Jordan(2010)은 의료보호 제도를 “계층적 의료보호 제도(hierarchial health care systems)”와 

“분권적 의료보호 제도(decentralized health care systems)”로 나눈 바 있는데, 전자는 정책의 

효과가 ‘보편적’인데 반해, 후자는 그 효과가 ‘선별적’인 경우를 말한다. Jordan에 의하면, 계

층적 의료보호 제도의 경우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함

으로써, 가치 갈등을 둘러싼 현시성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과 보편적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데 반해, 분권적 의료보호 제도의 경우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그리고 수혜집단 내

부에서도 많은 내적 구분을 함으로써 재분배를 둘러싼 계급갈등과 가시성을 높이고 보편적 

이해관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universal)’ 프로그램은 ‘선별적(targeted)’ 

프로그램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Campbell, 2010).          

넷째, 이해관계의 성격이다. ‘공공재’와 같이 정책의 과실(果實)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집합적 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조가 국가를 상

대로 협상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 그 혜택은 노조에 가입한 노

동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그 편익을 누리

려고 하는 ‘무임승차’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인 합리

적 선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으로,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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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6) 

다섯째, 이해관계의 정치적 현시성이 높은 경우 관련 이익 범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

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Weaver가 최근 연구(2006)에서 제시한 “정책 카르텔(policy cartels)”의 개념도 연금제도 개혁

(pension reform)과 같은 현시성이 높은 사안에서 관련 이해관계 집단들 사이에 형성된 정책

연합의 구조적 편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의 세계에 고유한 ‘현상유지 편향’

은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정치를 구조화하는 

정책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2.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

정책의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현존 정책의 제약 효과의 다양한 양태를 분석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Soss와 Schram(2007)은 정책이 사람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류 효과

(policy feedback effect)”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시성(visibility)”과 “근접성(proximity)”에 따

라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가시성이란 정책이 일반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정도를 의미

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정책의 내용상 구조로써 정책의 내용

이 단순한 경우 정책의 가시성은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 사이의 인

과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 내지 학습비용(learning cost)이 감소하기 

때문이다.7) 지난 수 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조세저항(tax revolt)의 주된 대상이 소득세

(income tax)나 재산세(property tax)와 같은 직접세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Morgan, 

2010: 33-38). 조세의 구조가 단순한 직접세의 경우 그것이 복잡한 간접세에 비해 그 효과가 

납세자에게 ‘가시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의 내용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자주 접하는 경우 일종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생겨 가시성이 높아

질 수 있다. 특히, 의료보호(health care)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6) 여기서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란 공통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문제를 조직적･집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

는 현상으로, Olson(1965, 윤여덕 역, 1987)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비교정책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Finegold와 Soskice(1988)는 독일과 영국의 직업훈련제도를 이러한 관점에

서 분석했는데, 독일의 ‘고숙련’ 균형과 영국의 ‘저숙련’ 균형의 차이는 많은 부분 집합적 행위와 결

부된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와 이를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의 연구로는 Thelen(2004) 참조.  

7) 정책 구조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는 ‘댄 래더 테스트(Dan Rather test)’라
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댄 래더 테스트란 만일 TV 리포터인 댄 래더가 새로운 정책의 함의를 15초 

이내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개혁 조치는 대중들의 저항

에 부닥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Piers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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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Jordan, 2010: 870).      

둘째, 정책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 고리(causal chain)도 가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의 입안과 그 지각된 결과 사이에 놓여 있는 단계와 불확실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책의 가시성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여 인과 고

리의 길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혜택은 짧은 인과 고리를 갖는 반면 

비용은 긴 인과 고리를 갖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시간의 지체

(time lag)는 인과 고리의 길이와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정책

결정자들은 즉각적인 혜택은 눈에 띄도록 부각시키면서 비용은 지연시키거나 은폐시키는 

방식의 정책 설계를 선호한다.     

셋째, 정책의 현시성(salience)도 가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현시성이란 “일

반대중이 인식하는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을 의미하는데(Kraft and 

Furlong, 2013: 94), 특히 정책의 부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

주국가의 정책은 많은 경우 비용이 분산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사

람들은 그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현시성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비용이 

분산된 정책의 경우에도 ‘정치적 기업가들(political entrepreneurs)’이 정책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정책의 현시성은 높아질 수 있다. 즉, 

이 경우 정치적 기업가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거인들(sleeping giants)”을 깨우는 역할을 한

다(Hutchings, 2003). 그런데 정치적 기업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치 전략은 매스미디어를 이

용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책의 현시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후술하

듯이,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은 

대부분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다. 따라서 매스미디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경우, 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일반대중

들의 인식은 높아지기 마련이다(Weimer and Vining, 2011: 174-177). 매스미디어는 Hacker와 

Pierson(2011)이 말한 ‘일상의 정치’와 ‘선거 정치’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선

거 정치 과정에서 대중들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래 매스미디어가 정책 환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대중들의 여론 형성

에서 특히 문제가 되지만, 매스미디어가 특정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관련 이

익집단들의 활동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관련 이익집단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또는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 매스미디어

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성이란 정책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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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경우 근접성이 떨어진다. 둘째, 사회관계의 

유형으로서, 예를 들면 소득,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정책의 효과에 차등을 둘 경우 근접성이 

높아진다. 이는 이른바 효과의 ‘전속성(specificity)’ 문제로서 어느 특정 사회계층에 정책의 

효과가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소위 ‘버핏

세’는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버핏세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는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근접성이 높지만 나머지 

납세자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근접성이 낮다. 정책의 효과가 어느 특정 계층에 전

속된다면, 그 크기가 큰 것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정책의 대

상이 되는 사회계층의 폭이 넓다면 전체 입장에서는 효과의 크기가 크지만 개인 입장에서

는 그 크기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 효과의 전속성뿐만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의 그 크기도 근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시간적 요인으로서, 정책

의 효과(특히 비용)를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경우 근접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대중

영합주의(populism)의 편익은 현재 세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편익의 근접성은 높게 나타나

지만, 비용은 미래 세대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근접성은 낮게 나타난다.8)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중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회관계의 유

형이다. 특정한 사회관계에 정책의 효과가 전속될 경우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선호관계

가 재형성됨으로써 정치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호나 이

해관계는 ‘외생적으로 주어진(exogenously given)’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책의 구조에 따

라 변할 수 있는 ‘내생적인(endogenous)’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도로 중

앙집권화된 노사관계 제도와 보편적 복지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스웨덴 모델’에 대한 

정치한 분석에서 Swenson(2002, 2004)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더 광범위한 시장 상황의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한 역사의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 Swenson

은 단체교섭 제도가 중앙집권화된 기원을 1930년대에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의 고용주들

과 저임금 부문의 노동자들 사이에 계급 간 동맹이 형성된 것에서 찾고 있다. 중앙집권화는 

8) 포퓰리즘 정책의 경우, 그 비용을 국가 채무 형태로 미래 세대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세대

는 그 비용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경제학자 Robert Barro(1974)는 리카디언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를 옹호한 저명한 

논문에서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 세대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이기 때

문에 이들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Barro의 견해에 의한다

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의 비용은 미래 세대뿐만 아

니라 현재 세대에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Barro의 견

해는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상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들이 유산을 남기는 

동기는 반드시 이타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부모들의 “전략적 유

산 동기(the strategic bequest motive)”에 대해서는 Bernheim et al.(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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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정 고용주들의 이익에 기여했는데, 왜냐하면 국제 경쟁에 노출되지 않았던 고임금 

부문(예를 들면 건설 부문)에 속한 고용주들과 노동조합의 파행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집권화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억제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특히, 노동력 부족이 만성

화되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성장 시기에 심각해졌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

가 나타났고, 기존의 임금 규율 제도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부정한’ 경쟁이 촉발되었던 것이

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 스웨덴 자본의 중요 분파는 포괄적인 건강보험, 관대한 질병 수당,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실시되는 것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들이 스웨덴 노동시장에 특유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9) 

3. 정책의 상징적 측면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도나 정책은 개인의 의도적이거

나 합리적인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구성된(constituted)” 사회적 규정(social 

definition)의 산물이다(Risse, 2002; Hay, 2006). 따라서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도 그것의 실질

적인 효과보다는 보여지는 상징적(symbolic) 효과에 의해 대중들의 선호관계가 변할 수 있다

(Soss and Schram, 2007; Ingram, 2010). 일반대중들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

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이 

일반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경우 정책의 상

9) 이보다 더 급진적으로 정책이 핵심적인 정치행위자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에 주목하는 연

구도 있다. 예를 들면, Hacker와 Pierson(2002)은 고용주의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과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선택 메뉴를 설정하는 구조적 조건을 분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통찰을 언급하면서 대

부분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특정 시점에 상정되어 있는 특정한 정책 선택지들 중에서 최종 선

택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선택하도록 허용된 ‘선택지들’이 그 이전 단계에서 누가 

선호하는 선택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가 라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Hacker와 Pierson의 연구는 현실 정

치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불평등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외관상 효율적

으로 보이는 제도나 정책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Moe(2006)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난 경우를 상정해보자. 강도는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할 것이다. 이 

때 피해자는 돈을 순순히 내놓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죽임을 당

하는 것보다는 돈을 순순히 내놓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돈을 

순순히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강도를 만난다는 상황 하에서는 합리적인 대응이지만, 애초에 강

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돈도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 즉, 피해자는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이 제한된 것이다.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진 정치행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

안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Moe, 2006: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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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측면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이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인식이 ‘경험’이나 ‘지식’보

다는 외부로부터 들리는 ‘풍문(rumor)’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10) 예를 들어, 관료들의 번

잡한 서류작업(red tape)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국민들은 그 문

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그것을 개혁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도 거의 무의

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번잡한 서류작업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Anderson, 2011: 83-84). 

여기서 우리가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학자 Terry Moe(1990)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의 세계이다. 시장에서 경제주체들

의 선택은 가격과 같은 관찰가능하고, 명확하며, 종종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는 일반

적으로 명확하며, 따라서 자신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의 메커니즘

도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치 

행위자들은 넓은 범위의 목표를 추구하고, 게다가 정치적 성과의 중요한 측면은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정치 행위자들의 선택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복잡하

고 긴 시차(time lag)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행착오의 과정(trial and error process)을 통

한 학습효과의 메커니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물론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정치 행

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이 합쳐질 때에만 정치적 결과를 가

져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Pierson, 2000, 2004). 따라서 정치 영역에서의 정보비용은 시

장에서의 정보비용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Overtveldt, 2007, 박수철 역, 2011: 313). 정치 영

역에 고유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 고리의 길이가 길고 여러 변

수가 개입할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의 메커니즘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대중

들이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

로 볼 수도 있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정보비용이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합리성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일반대중들은 ‘비합

10) 일반대중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른 인식을 하는 경

우가 많다. 1996년 워싱턴 포스트 지와 카이저가(家)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여론조사팀이 공동으로 실시한 “미국의 일반대중들과 경제학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조사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 SAEE)”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 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 경제학자들과 일반대중들은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
히, 일반대중들은 경제학자들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하는 “비관주의적 편향성(pessimistic 
bias)”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Caplan(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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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Simmons 

(2011)는 이러한 역설적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만약 그들(유권자들)의 투표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의 효

과를 이해하려는 강한 유인(incentive)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투표는 중요하지 않

고 그 정보는 비싸다. (따라서) 그들은 정책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공

익에 명백하게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기보다는 감

정적이고 상징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은 관세 정책

이 그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감정 논

리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보호주의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한다(Simmons, 2011: 60). 

정책의 상징적 측면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소위 ‘정당성(legitimacy)’의 문

제이다. 예를 들어, Levi(1997)는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와 같은 공적 의무는 강제 그 

자체에 의해서만은 설명할 수 없으며, “준자발적인(quasi-voluntary)” “조건부 동의(contingent 

consent)”에 기초한 순응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녀에 의하면 국가가 약

속한 공공재를 공급하고 다른 시민들도 의무를 따르도록 할 경우 정당성을 가지게 되며, 그

에 따라 시민들의 순응수준도 높아진다고 한다.11) 물론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정책이 반드시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Campbell(2001, 2004)이 말한 “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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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효과가 귀속되는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정책의 정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녀자와 같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부자와 같

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Schneider와 Ingram의 연구(1993)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집단의 

11)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정당성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형
평성(equity)’의 문제이다. 형평성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유지․존속에 직결

되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이기 때문이다(김 인, 1987).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인두세(poll tax)’ 도입에 

따른 정치적 반발로 결국 정계를 은퇴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McGrath, 2002). 따
라서 정책이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대우하고(수평적 형평성)”,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수
직적 형평성)”고 대중들이 인식할 때 정당성을 가지게 되며, 이럴 경우 정책은 안정적인 패턴을 유

지하면서 지속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책이 형평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인식된다면 불안

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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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미지와 그들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의 정도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을 네 가지로 나눈 

바 있다. 첫째, 수혜집단(advantaged)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정치권

력 또한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로서, 기업, 과학자, 퇴역 군인, 노인 등이 그 예이다. 수혜집

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비용보다는 편익에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의존집단

(dependents)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치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로서, 아동, 부녀자, 장애인 등이 그 예이다. 의존집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은 비용

보다는 편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행사하는 정치권력 때문에 그 정도는 수혜

집단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셋째, 투쟁집단(contenders)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는 

부정적이지만 그들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은 강한 경우로서, 부자, 거대 노조, 문화 엘리트, 

소수집단 등이 그 예이다. 투쟁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사하는 정치권력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비용보다는 편익에 중점을 두지만 이들에 대한 편익 제공은 일반대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 대한 편익 제공은 일반대중들에게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일탈집단(deviants)이다. 이는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도 부정적이고 그들이 행사하는 정치권력도 약한 경우로서, 약물중독자, 범죄

자, 공산주의자, 국기 소각자, 범죄 집단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이 사회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저항도 쉽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큰 부

담 없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은 정치엘리트들의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에 의해 확

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Stone(2002)에 따르면, 정치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상징조작의 방

법은 “이야기하기 방식(narrative stories)”, “제유(synecdoche)”, “은유(metaphor)”, 그리고 “모호

성(ambiguity)”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야기하기 방식의 경우,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건에는 영웅이나 악당이 존재하고, 이러한 인물들과 사건의 이야기 전개가 정책과정에 영

향을 준다. 제유 방식은 어떤 부분적 상징이 전체 내용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특수

한 사례의 일반화). 예를 들면, 복지 보조금을 받아 호화롭게 생활하는 ‘복지여왕(welfare 

queen)’이라는 제유는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상징한다. 은유 방식의 상징으로는 정

부정책 현상을 묘사하는 각종 단어들인데, ‘고질병’, ‘사후약방문식 처방’, ‘혈세낭비’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대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정

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부자감세 100조’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모호성은 정책

의 명확한 기준을 정책결정자가 자의적으로 애매하게 함으로써 정책반대편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둠으로써 정책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를 주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Becker(1983)가 말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

는 데 사용되는 “조악한 대용물(crude proxies)”에 불과하지만, 정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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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중들은 이러한 대용물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상징적 측면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실패를 들 수 있

다.12) 한편으로는 ‘세금폭탄’으로 회자되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정치적 학습효과’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 표현되는 공급중심 경제학

의 ‘순진한’ 정책처방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감세정책은 

그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없는 정책(policy without victim)’으

로 유명하다. 감세정책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 다시 말해 ‘MB노믹스’의 한 축으로 

매스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가시성은 높지만, 근접성의 경우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수혜대상은 주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효과의 전속성으로 인해 수혜집단의 근접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감세정책의 비용은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집단의 근접성은 낮게 나타난다.13) 즉, 감세정

책의 경우 수혜집단이 주도적인 정치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비교적 안정된 패

턴을 유지한다. 그러나 평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부자감세’ 논란만 초

래하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여론 눈치 보기로 인해 정권 말 폐기되기에 이르렀다.14) 결

국 정책의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의 정당성과 같은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이 크게 작용

한 것이다. 

Ⅳ. 정책의 환류 효과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정책은 정치과정에서 독립변수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을 

12) 세금은 항상 정치논쟁의 중심이 된다. 한국에서 세금이 정치이슈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의 일

이지만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는 등 치열한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와 함께 세금과 선거 정치의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강원택 

외(2007) 참조.   

13)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특히 야당 측에서 집중 부각시킨 ‘부자감세’는 주로 ‘법인세’ 감면

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은 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

다. 

14) 전술한 바와 같이, ‘부자’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자 감세

는 곧바로 정치적 형평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정책의 ‘허점

(loophole)’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세율 인하라는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일

반대중들의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대한 가시적인 

지원이 일반대중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우는 최근의 국회의원 연금법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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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효과(feedback effects)”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치과정의 “결과(effect)”로 인식되던 정책

이 정치과정을 구조화하는 “원인(cause)”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ierson, 1993, 1996; 

Hacker and Pierson, 2002). 공공정책이 후속 정치과정을 구조화하는 특징적인 양상 중 중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책이 Pierson(1994)이 말한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politics of credit claiming)” 상황에서

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가 분담하는 상황에서는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사이의 ‘비대칭적 조직화’ 현

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엘리트들은 정치적 부담 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Pierson이 말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

(politics of blame avoidance)” 상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정 편

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으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편익

은 넓게 분산되는 반면 비용은 좁게 집중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집중화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편익과 비용에 비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정치학의 오래된 정설 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Olson, 1965, 윤여덕 역, 1987; Wilson, 1980; Champney, 1988; Simmons, 2011; 

Weimer and Vining, 2011; Hill, 2013).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엘리트들이 정치적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정치 전략을 사용한다. 정치엘리트들이 정책 변화로 인한 비

난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ierson, 1994). 

첫째, 눈가리기(obstruction) 전략이다. 눈가리기 전략은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조작

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세 가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략에 속한다. 유권자들은 정

치인들에게 보상이나 처벌을 가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들은 이를 위해 정책과 그 결과 사이

의 ‘인과 고리(causal chains)’를 나름대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과 고리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공공정책의 부정적 결과이다. 부정적 결과의 가시

성을 떨어뜨릴 의도에서 자주 동원되는 전술은 ‘점감주의(decrementalism)’ 전략이다. 예를 

들면, 물가나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경제의 

변화와 무관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동결시킴으로써 가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공공

정책과 그 부정적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전보다 악화되었

다는 것은 눈치를 채면서도 그 원인을 정부 정책의 변화에 제대로 연결 짓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상 납세자와 사실상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의 경우 공공정책과 그 부정적 결

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는데, 바로 그 때문에 간접세를 인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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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금에 대해 대중들이 용인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Morgan, 2010). 셋째, 부

정적 결과를 가져온 공공정책과 그것을 결정한 정책결정자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이를 ‘경

로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이라고도 하는데, 정책결정자들은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추

궁을 받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비난 회피 전략을 마련하기도 한다. 먼저 가능한 선택지는 

‘책임 떠넘기기(burden shifting)’ 전략이다. 예를 들면, 정책결정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떠넘기

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은 비난을 받을만한 정책을 자신들의 영역인 ‘법률’에 규정

하지 않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골격입법

(skeleton legislation)’의 문제이다.15) 다음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정책이 이해

관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손실을 부과하게 되면 정치적 반대가 커지지만, 그러한 결과를 시

간적으로 지연시키면 손실의 가시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의 경우 공공주택 건

설의 삭감 조치는 지금 현재의 수혜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삭

감 조치의 결과는 잠재적인 미래의 수혜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들 미래의 수혜자들은 자신들

의 현재의 이익이 공공주택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

며, 나아가 그들은 현재의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존재의 성격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조직화도 불가능하다. 어찌됐든 정책 변화의 부정적 결과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할 

즘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책임 문제는 흘러간 과거 속에 묻혀 버리게 될 것이다. 대중영

합주의(populism)의 (정치적) 편익은 현재 정치인(또는 현재 세대)이 누리지만 그 비용은 미

래 정치인(또는 미래 세대)이 부담하는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도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키

는 한 요인이 된다. 결국 정치의 영역에 고유한 ‘근시안적(myopic)’ 사고가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Pierson(2004)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치행위자들, 특히 정치인들은 종종 그들 행동의 단기적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

의 장기적 결과는 대폭 할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선거정치의 논리 때문이

다. 선거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시간할인율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

들의 행동이 장기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또는 단기적인 선거 결과를 염려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한해 그들 행동의 장기적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케인즈는 

결국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갈파한 바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 메시지를 가슴 속 깊이 새

기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Pierson, 2004: 41). 

15)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비현실적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켜 정치적 

지지를 얻으면서도, 만일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관료들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Simmons(2011)는 

이를 “정책 상징주의(policy symbolism)”로 표현한 바 있다(Simmons, 2011: 105-106). 



정치의 원인으로서의 공공정책: 정책중심적 관점의 정책학적 함의 85

눈가리기 전략의 결과, 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잠재적 비

용부담자들은 Weimer와 Vining(2011)이 말한 “조용한 패배자들(silent losers)”로 남게 된다. 

이들이 말한 “조용한 패배자들”이란 공공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서도 정부에 대해 조직

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처럼 비용부담자들이 ‘조용히’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공공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정적 결과를 공공

정책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비용부담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

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Weimer and Vining, 2011: 152-153). 

둘째, 분할(division) 전략이다. 분할 전략은 이해관계의 공유를 막기 위해 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어떤 특정 사회계층에 전속시키는 전략이다. 모든 정책의 이해관계자 집단은 어느 

정도 이질적이다. 소득이전 정책을 예로 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가구 구성, 소득 수

준, 연령, 지리적 위치,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의 경우 일부 수혜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수혜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혜자를 분할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

급자격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축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등록

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소득분위별로 인상하는 경우 등록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반발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수혜자 인구집단 중에서 특정 하위집단에 대해서만 삭감 

조치를 하는 ‘표적삭감’은 제안된 개혁안에 대한 잠재적 반대 세력의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16)    

셋째, 보상(compensation) 전략이다. 정책의 희생자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격렬한 반대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그만큼 낮추어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정 편향성”이 존재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수혜자들에게 결코 손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을 갖고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수혜자들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아버지 조항(Grandfather clause)’17)이 

16) 이 같은 주장이 집중화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편익과 비용에 비해 조직화의 강한 유인을 만든다

는 정치학의 정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정책이 조직화가 가능한 특정 집단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가 만일 분할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의 공유에 

의해 더 큰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Pierson, 1994). 

17) 할아버지 조항은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 189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남부의 일부 주들에서 전쟁 전부

터 선거권을 가진 자와 그 자손들(주로 백인들)에 대해서는 비록 가난하고 일자무식이어도 자동적

으로 선거권을 인정해주는 반면, 1867년 1월 1일에 선거권을 부여받았던 자들과 그 후손들(주로 흑

인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건 및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권에서 배

제한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1915년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제15차 헌법 개정안의 위반이라는 이유

로 폐지되었다. 오늘날에는 할아버지 조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선천적인 신분에 기초하여 

법률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조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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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손실은 결국 불특정할 뿐 아니라 그래서 조직화의 가능성

도 요원하다고 할 수 있는 미래의 수혜자 집단에게 집중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

는 사적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축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익집단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체제이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Peter Gourevitch(1986)의 ‘사회연합이론’ 이후 정책은 이해관

계를 둘러싼 정치적 연합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고가 정치학계에서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

는 인과관계의 고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의 숙련공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한 Thelen의 

연구(2004)에서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결집하고 동맹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정책이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국가 정책이 장인 집단을 집합

적 행위자로서 보호하고 안정화시킨 반면에,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숙련공(craftsmen)을 적극

적으로 해체했다. 19세기 말 독일은 국가 정책으로 장인 부문의 조직화와 근대화를 추진했

고, 그 과정에서 숙련 형성 분야에 관해 ‘정부에 준하는(parapublic)’ 자격인증 권한을 장인 

부문에 부여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장인 부문을 근대화와 산업화의 장애물로 간주하

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늘리고 국영기업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보다 직접

적인 조치를 취했다.18) 그 결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직종별 조합(craft unions)을 중심으

로 한 ‘집합적인’ 형태를 띤 반면, 일본의 직업훈련제도는 기업별로 이루어진 ‘분절적인’ 형

태를 띠었으며, 이들 국가에서 초기 숙련 형성 시스템은 상이한 경로를 밟게 되었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형성과 정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공공정책이다. 

이익집단들은 일반대중들에 비해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쉽

게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지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의 본질적 속성 내지 정책결정구조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익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보면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으로 나

눌 수 있다. 즉, 문제가 되는 정책 밖의 요인이냐, 아니면 정책 안의 요인이냐 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생적 요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정책이나 제도가 집합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

는 ‘선별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예를 들면, Rothstein(1992)

18) 특히, 일본의 기업들은 ‘오야카타(Oyakata, 親方)’라는 독립적인 장인들을 대거 고용해 이들로 하여

금 직업훈련을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기업의 전략이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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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 간 노조 조직률(unionization)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노동자들의 집합적 행위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유무에서 찾고 있다. 즉, 노조가 관리하는 기금에 공적

인 보조를 하는 Ghent 시스템이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하도록 만드는 ‘선별적 유인

(selective incentives)’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노조 조직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19) 또 이익집단의 활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제도적 틀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정치체제의 권력구조가 분권적이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을 거쳐야 하는 경우,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Immergut(1992)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에 필요한 일련

의 의사결정점이 실질적으로는 ‘거부점(veto points)’으로 기능하는 경우, 정책결정은 “진흙탕 

통과(muddling through)”에 비유되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Lindblom, 1959). 또 

분파이익을 통제하고 이를 집권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정상연합체(peak association)’가 존

재하는 경우,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Katzenstein, 1978; Hall, 

1986). 왜냐하면 집권적으로 조직된 정상연합체가 개별 정치행위자들의 무임승차 행위

(free-riding)로 인한 ‘집합적 행위의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이익집단은 정치과정에서 보다 조

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전술한 이익집단의 내적 연계뿐만 아

니라 이익집단이 외부 정치세력과 연계를 하는 정치적 연합(political alliances)도 있다. 일반

적으로 말해 이익집단이 보다 많은 정치세력과 연합을 형성할수록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량

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외부와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을 하기도 하며, 정치적 현시성을 높이기 위해 집회나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정치’는 이익집단의 배열

에 따라 가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Weir, 2006: 176).  

내생적 요인으로는 전술한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배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

다. 우선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크게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크다는 것은 

전체는 물론이고 개별 행위자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집합적 행위를 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이해관계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공유 정도도 중요하

다.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어느 특정 사회관계의 유형에 전속될 경우 집단의 응집력은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보편주의

(universalism)의 문화적 기반을 복지국가의 팽창과 축소의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 

19) 영국에서 19세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조 급부(friendly benefits)가 노동자들을 노

조에 가입하도록 만드는 ‘선별적 유인’이 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을 공고화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

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Thelen(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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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Pierson, 1993, 1994; Swank, 2001; Campbell, 2010; 

Jordan, 2010). 예를 들면, Vogel(1989)은 1970년대 초반 독점 규제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

응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활발한 대응이 많은 부분 이해관계의 공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동안 실행된 규제 정책의 가장 특징적인 양상은 그것이 특정 산업을 대

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의 행태

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것은 많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편적이거나 계급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기업 원탁회의(the 

Business Roundtable), 미국 상공회의소(the United States Chamber of Commerce), 그리고 

전국 독립기업 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등과 같은 다양한 산

업에 속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의 형성과 재건을 가져왔다(Vogel, 1989: 13-14). 

공공정책이 이익집단의 활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정책이 일반대중들에게 인식되는 

효과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이 높을 경우에는 

Wilson(1980)이 말한 ‘이익집단 정치’나 ‘고객정치’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럴 

경우 일반대중들은 그 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이해관계의 정치에서 ‘들

러리’로만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시성과 근접성이 낮을 경우, 특히 

근접성이 낮을 경우 일반대중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

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대중들이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제공하는 

오도(誤導)된 정보에 의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의 원리가 적어도 정책과정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경제학자 

Becker(1983)는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나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정치적 행동에서 중요한 독립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

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선호들(preferences)”은 이익집단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오도된 정

보에 의해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부분적으로는 유권자와 

정치인의 현시(revealed) “선호들”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도 한다

(Becker, 1983: 392).   

3. 일반대중들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대중들의 여론 형성에는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 그리고 정책의 상징적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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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한다. 먼저 가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구조가 단순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나 자주 접하여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스미디어

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정치적 현시성이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

로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효과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특정한 사회관계의 유형

에 전속되며,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없을 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시성과 근접성이 현실의 정책사례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책의 인과구조가 단순하면 가시성뿐만 아니

라 근접성도 높아지는데, 간접세를 경감하는 정책보다 직접세를 경감하는 정책이 가시성뿐

만 아니라 근접성도 높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성과 근접성이 

동일한 차원의 변수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은 높지만, 참전 군인이나 그 가족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이라크 전쟁의 이해득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접성은 낮은 것이 보통이

다. 따라서 근접성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 나타나는 변수인 반면, 가시성은 자

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변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oss

와 Schram(2007)은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제

시한 바 있다(Soss and Schram, 2007: 120-122).  

<표 1> 정책의 효과(가시성, 근접성)에 따른 정책 유형

근접성

높음 낮음

가시성
높음 Ⅰ Ⅱ

낮음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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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Ⅰ 유형은 가시성과 근접성이 모두 높은 경우로써, 정책의 가시성과 근접성이 모두 

높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은 그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개인적 문제”를 “사회구

조의 공적 이슈”와 연계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환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밖

에 없으며, 현존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책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개인들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도 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둘째, Ⅱ 유형은 가시성은 높은 반면 근접성은 낮은 경우로써,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정

책에 대해 일반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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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중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경험에 근거하기보다는 ‘풍문(rumor)’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이 일반대중들의 환

류 효과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엘리트나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

요하게 부각된다.20) 

셋째, Ⅲ 유형은 가시성은 낮은 반면 근접성은 높은 경우로써, 정책의 가시성이 낮기 때

문에 일반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근접성은 높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의 일상생

활과 사회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환류 효과를 예

상할 수 있다. 첫째,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념, 기대, 

그리고 행태에 관한 광범위한 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책 자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나 정책 변동은 대

중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넷째, Ⅳ 유형은 가시성과 근접성이 모두 낮은 경우로써, 대중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무

관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 생겨 정치적 갈등이 

없는 이상 관련 이익집단들이 정책과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경우에는 ‘이익집단 

정치(interest group politics)’가 지배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대중의 환류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며, 정책 변동에 여론이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 정책 변동으로 인해 대

중의 여론이 바뀌기도 어렵다.   

이익집단과 달리, 일반대중들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 효과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정책의 정당성, 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 정

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이슈네

트워크(issue network)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달리, 이슈네트워크

20)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가져오고, Wilson(1980)이 말한 ‘고객정치(client 
politics)’와 유사한 정치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배분

정책은 주로 ‘가진 자(the haves)’를 대상으로 한다면 재분배정책의 경우 주로 ‘못 가진 자(the 
have-nots)’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Anderson, 2011: 12-15). 이럴 경우 적어도 이론상

으로는 수혜집단은 편익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용부담집단인 일반 납세자들은 

‘재정환상(fiscal illusion)’으로 인해 특정 정책에 대한 비용부담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러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배분정책과 달리 재분배

정책의 경우 정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나 정치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상이한 패턴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의 ‘가시성’ 때문이다. 재분배정책의 경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
는 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계급정책(class policy)’일 뿐 아니라(Lowi, 1971), 정부의 역할과 범위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복지병’이나 ‘복지여왕’과 같은 상징적 

은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되는 경우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정책의 가시성이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고, 그것이 정책을 둘러싼 이념 논쟁

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 지형에 관한 최근의 문헌 비평에 대

해서는 Mares(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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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책의 물질적 이해관계(interest)보다 정서적 약속(emotional commitment)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Heclo, 1978: 102). 

Ⅴ. 긍정적･부정적 환류의 고리

현존 정책의 유산(policy legacies)이 후속 정치과정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변화를 제약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즉, 현존 정책의 유산은 “긍정적･부정적 환

류의 고리(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loops)”(Thelen, 1999; Mahoney, 2000; Pierson, 2000, 

2004; Greif and Laitin, 2004)를 통해 구체화된다. 

1. 긍정적 환류 효과

전통적으로 환류 효과는 현존 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환류 효과에 주목

하고 있다. 즉, 정책 변동은 현존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사실

상 어려우며, 대부분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수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존 정책 유산의 제

약효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정책으로 인한 편익은 소수에게 

좁게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 긍정적 환류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유인 구조 하에서 정책의 변화는 Wilson(1980)이 말한 ‘기업가적 정치’와 유사한 상황을 초

래하기 때문에 수혜집단의 분절화와 비용부담집단의 조직화라는 비대칭적 조직화 양상이 

나타나 정책과정은 비용부담집단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서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러한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에는 

공공정책의 구조와 그것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가시성을 낮추는 ‘눈가리기 전략’, 이해관계

의 공유를 막기 위해 정책의 비용을 특정 사회계층에 전속시키는 ‘분할 전략’, 그리고 정책

으로 인한 비용을 낮추는 ‘보상 전략’ 등을 포함한다. 

정책은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사이의 역학관계의 산물이다. 이 경우 수혜집단과 비용

부담집단의 한 축이 일반대중인 경우 정책 효과의 가시성과 근접성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한다. 가시성과 근접성이 모두 높아 정책 환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이는 두 가지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대중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환류 효과는 정책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일반대중에게 편익을 주는 경우 높은 수준의 환류 효과는 

정책의 지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반대중들의 태도에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도 중요하다.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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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때 환류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물론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로 인해 편익이나 비용

이 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 경우 정치적 조직화가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대중들이 

중요한 정치주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초점 사건(focusing events)이나 선거와 같은 점

화계기가 작동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정책 효과의 가시성과 근접성이 낮아 일반대중들의 관심 밖에 있는 정책의 경우에는 전

형적인 ‘이익집단 정치(interest group politics)’가 나타난다. 이 경우 이익집단의 힘은 여러 가

지 변수에 좌우되는데, 정책중심적 관점에서는 정책으로 인해 이익집단의 구성과 자원이 바

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배열은 중요한데, 이해관계의 

크기가 개인 입장에서도 크고, 공유 정도가 높으며, 쉽게 배제할 수 있고, 정치적 현시성이 

클 때 환류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의 환류 효과의 정도에 

따라 정책과정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집단 정치 과정에서는 두 집단이 모

두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현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Wilson, 1980).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패턴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련의 구조적 변수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후속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정책 그 자체일 수 있다. 

이는 주로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논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광범위한 복지정책의 유산이 후속 정책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으

로써 현존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Pierson, 1996; Hacker, 1998, 

2002, 2004; Myles and Pierson, 2001). 특히,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부존효과(endowment effect)’나 편익보다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편향성

(negativity bias)’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수 있다. 즉, 이는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적응적 기대’가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통해 

현실화된 결과이다. 예를 들면, Pierson(1994)은 복지국가의 해체라는 제도개혁이 어려운 과

정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진전에 따른 ‘정책유산’이 제도의 경직

성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stake holders)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도의 성립은 용이하다고 하더

라도 그것의 소멸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이른바 

‘전속된 자산’으로써 이러한 자산이 정치과정에 많이 있을수록 정책변동의 전환비용은 증가

할 수밖에 없다(Gourevitch, 2000; Hacker, 2004; Pierson, 2004, 2010). 물론 정치과정에 전속

된 자산은 매몰비용의 성격이 강하지만, 경제논리와 달리 정치논리에서는 매몰비용을 무시

하지 못한다(Behn, 1981; Swanstrom, 1988). 매몰비용은 비용 이전에 ‘기득권’이라는 정치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Myles and Pierson, 2001; Mares, 2009). 특히, 복지제도 개혁의 경우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반면 비용은 좁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잠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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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집단은 정치적 조직화가 곤란한 반면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은 정치적으로 쉽게 

고무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이후 논문(1996)에서 Pierson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복지

국가의 성장 자체가 사회정책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으며(Pierson, 1996: 144)”, 

따라서 감축을 지향하는 복지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의 기본적 구조는 상대적으

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Pierson, 1994: 182). 이러한 맥락에

서 그는 제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보편적인 인과구조보다는 정책이 제도를 구조화하는 

특징적인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ierson(1994)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책의 환

류효과로 인해 정책의 성립과 소멸이 비대칭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Huber와 

Stephens(2001)는 이를 “정책단속 효과(policy ratchet eff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책은 일단 관성이 붙으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감축의 시대 이전에, 세속적인 보수정당이 사회민주당이나 기민당이 만들어놓은 복지제

도 개혁을 되돌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그들은 보통 개별적인 새로운 개혁방안들

을 그것이 제도화된 이후에 받아들였으며, 정책의제의 새로운 중심도 사회 내의 진보세

력이 제안한 혁신방안에 의해 규정되었다. 보수정당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개혁, 특히 연

금, 교육, 그리고 의료보호 영역에서의 폭넓은 정책이 일반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

문이다. ⋯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일단 시민들이 새로운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경우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축소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그것을 도입했을 때

의 지지보다 훨씬 크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체계는 사람들의 선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강조는 필자 추가, Huber and Stephens, 2001: 28-29).

  현존 정책의 제약효과를 의미하는 긍정적 환류 효과는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와 같

은 구조적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거부점(veto points)’이 많은 분절화된

(fragmented) 정치제도 하에서는 긍정적 환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거부점이 많은 분권

화된 정치체제에서는 정책유산이 후속 정책결정과정을 구조화하여 정책선택의 폭을 제한할 

제도적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Weir and Skocpol, 1985).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결과의 양

방향성(bidrectionality of institutional effect)”의 문제(Pontusson, 1995)는 정책단속 효과 논의에

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정책의 형성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구조의 분절화

(fragmentation)가 마찬가지의 논리로 정책의 축소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Pierson, 1994; Huber and Stephens, 2001; Hack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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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환류 효과 

환류 효과에는 변화를 제약하는 긍정적 환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촉진하는 

부정적 환류 효과도 있다. 긍정적 환류 효과와 달리 부정적 환류 효과에는 환경적 맥락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환경적 맥락이 변화하면 현존 정책의 제약 효과가 상당 부

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이 광범위한 계급 간 동맹이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

자들 사이의 권력 균형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 응집력이 

약한 권력 균형은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Thelen, 2004). 

환경적 맥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선거나 정권교체와 같

은 정치적 사건을 들 수 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기 때문

에, 지금의 패자는 미래의 승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정치적 경쟁의 “패배자들(losers)”을 정책 변화의 ‘촉매’로 설정하고 있는 것

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Riker, 1980; Clemens, 1997; Clemens and Cook, 1999; 

Alexander, 2001; Thelen, 2003). 둘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는 정책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정책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예를 들면,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나타난 국내 경기 침체), 정책중심적 관점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자의 경우이다. 즉,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면 정책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이 바뀔 수 있는데, Pierson(1994)은 이를 “체제적 축소(systemic retrenchment)”라

고 하여 정책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프로그램적 축소(programmatic retrenchment)”와 구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상에는 정부재정의 구조, 대중의 여론, 정치제도의 구조, 이익

집단의 배열 등 다양한 정치경제 현상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는 그것이 

‘초점사건(focusing events)’과 결합했을 때, 하나의 ‘점화계기’가 될 수 있다(Kingdon, 1984, 

1995). 즉, 여기서 초점 사건은 Krasner(1984)가 말한 결정적 전환점을 재촉하는 핵심적인 인

과요인으로 기능한다. 셋째, 이념(idea)과 같은 문화적 변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Somers

와 Block(2005)이 말한 “이념적 배태성(ideational embeddedness)”이 정책 변동의 중요한 기제

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이념은 현존 정책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되거나 정책결

정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며(Weir, 2006; Blyth, 2009; 

Jacobs, 2009),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 내지 ‘올바름(correctness)’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상징적 틀(symbolic frames)’이 되기도 한다(Howlett et al., 

2009).21)  

21) Beland(2007)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이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시간이 경과함에도 현존 제도나 정책이 재생산되도록 하는 “인지적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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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맥락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의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

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변하지 않아 정책

이 “표류(drift)”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Hacker, 2004, 2005). 일찍이 Bachrach와 

Baratz(1962)는 다원주의를 비판한 저명한 논문에서 권력은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결정의 장에서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시적인 권력과 달리 묵시적인 

권력은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

장한 바 있다. 설사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를 정책의제의 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거부점과 같은 제도적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표

류(drift)”나 “전환(conversion)”과 같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정책 변동을 추진

하기도 한다(Thelen, 2003; Hacker, 2004; Mahoney and Thelen, 2010).   

따라서 공공정책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경우에 부정적 환류 효과는 

Olson(1965, 윤여덕 역)이 말한 “집합적 행위의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과실(果實)은 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 반면, 

그 비용은 소수에게 좁게 집중되는 경우,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Simmons(2011)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럴 경우 “편익은 사회화(socialized)되는 반면 비용은 개

인화(privatized)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Simmons, 2011: 17)” 정책 변동을 지지하는 집단은 

정치적으로 쉽게 조직화될 수 있는 반면, 그것에 반대하는 집단은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

에 빠져 정치적 조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변동은 

Pierson(1994)이 말한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politics of credit claiming)”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정치인들은 “일반대중들의 돈으로 특정 유권자들의 표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Simmons, 2011: 67).” 여기에 민주주의의 역설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정책은 다수 일반국민보다는 잘 조직된 소수에 좌우되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Caplan, 2007; Hacker and Pierson, 2011).  

그러나 부정적 환류 효과는 전술한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

에 따라서는 편익은 소수에게 좁게 집중되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고객정치’ 상황에서도 

부정적 환류 효과가 크게 작용해 정책이 변동할 수 있다. 즉, 정책 효과의 가시성과 근접성

이 높아 일반대중들의 환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초점사건이나 선거와 같은 점화계기가 

작동하는 경우 정책은 변동할 수 있다. 또한 이익집단 정치 상황에서도 수혜집단과 비용부

담집단 사이에 비대칭적 조직화 양상이 나타날 경우 정책은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cognitive locks)”의 역할을 한다. 둘째, 정치 행위자들에게 개혁의 모델을 제시하는 “정책 청사진

(policy blueprints)”의 역할을 한다. 셋째, 정치 행위자들로 하여금 현존 정책에 대해 도전할 수 있도

록 하는 “강력한 이념적 무기(powerful ideological weapons)”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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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효과는 ‘이해관계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 변동은 많은 경우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은 정책을 둘러싼 상이한 정치논리

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Ⅵ. 결론: 앞으로의 연구 과제

정치의 종착역은 다름 아닌 ‘공공정책’이다. 수많은 정치행위자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

로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은 공공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공공정책을 ‘이해관계 정치’의 산물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학은 공공정책을 정치과정의 ‘부수적인’ 현상 정도

로 치부해왔다. 그들에게 있어 정책은 정치의 변화를 반영한 단순한 결과물일 뿐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원인력’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과관계의 고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구현될 것이라는 민주국가에서도 ‘고객정치’

의 논리가 지배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가 

횡행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과 같이 명백하게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오히려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되는 이 ‘불편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

가기 위해서는 정책이 정치를 구조화하는 특징적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중심적 관점”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정책중심적 관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실증적인(positive)’ 차원에 머물러서는 

곤란하고, ‘규범적인(normative)’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규범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

는다면, 그것은 Shapiro(2005)가 말한 “현실 도피(flight from reality)”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

다. 정책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Harold Lasswell(1956, 1971)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함의가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민주주의 정책학(policy science for 

democracy)”을 그토록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중심적 관점의 앞으로의 연구 과제도 “민주주의 정책학”을 위한 규범적인 논

의에 집중되어야 한다. 즉, 공공정책은 자유, 평등, 정의, 인권, 참여 등과 같은 민주적 기본

가치라는 맥락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화 시대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

서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통한 공적 문제 해결이라는 “민주적 시민정신(democratic 

citizenship)”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Hacker et al., 2010). 이러한 규범적 

문제에 직면하여 정책중심적 관점은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먼저 그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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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러한 문제제기가 옳

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의 불평등 등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나타났었을 

수도 있고(Hacker et al., 2010),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가 이기적 ‘소비자(consumer)’만 양산

시키고 공적인 덕성을 갖춘 ‘시민(citizen)’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나타났었을 수도 있다

(Aberbach and Christensen, 2005).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규범적 논의의 토대는 실증적 관점이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많은 실증 이론들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 때만 

되면 대중영합주의가 횡행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왜곡의 여지를 없애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의 정책결정에서 ‘고객정치’의 논리가 지배하

는 것이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면, 그러한 비대칭

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분석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formula)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책분석이 정책결정자와 

일반대중들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책과정의 제고와 관

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Dunn, 2011, 남궁 근 

외 공역, 2013: 43-44; Kraft and Furlong, 2013: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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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Policy as a Cause of Politics: A Policy-Centered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Science

Hyun-Woo Koo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cience are closely related. However, public policy has 
been regarded as an epiphenomenal phenomenon in political science. From this view, 
public policy is an outcome of politics that reflects political change. This was not able 
to be an important causal force of politics but we now need to change the causal chain. 
The new wave of political science known as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Public policy is not so much a political outcome as an 
important causal factor of politics seen in the context of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Regarding the important aspects of public policy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paper examined the costs and benefits of public policy, the interest 
arrangement of public policy, the visibility and proximity of public policy, and the 
symbolic expressive aspect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paper 
examined the feedback effects that public policy uses to structure the subsequent 
political process in terms of the strategies of political elites as blame avoidance, 
endogenous and exogenous interest group resources, and the various dimensions of 
public policy effects influencing public opinion. Ultimately, the feedback effects of 
public policy are embodied in positive feedback effects leading to policy persistence 
and negative feedback effects leading to policy change.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a future research projects in terms of Harold Lasswell’s “policy science for 
democracy" based on these arguments. 

【Keywords: Policy-Centered Perspective, Public Policy, Feedback Effects, Policy

Science for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