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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까지 정책조정수단들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정책조정수단들에 대한 초보적 탐색을 시도해 보았다. 몇 가지 탐색전략과 의미분석 등을

통해 통합기획, 예산편성, 쌍방영향평가, 표준지침, 연계지표, 수렴, 교대, 조건, 조합, 순환보

직, 상호파견, 보직겸임, 팀웍인사 등 13개 조정수단들을 발굴 개발하고 4개 범주로 유형화했

으며 이들이 어떤 제도적 맥락(context)에서 어떤 정책관계(target)에 어떤 목적(effect)의

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접점 측면에서, 대다수 정책조정수단들을 부처간 조정에 적용할 수 있고 당정 간에는 제한적으

로 적용할 수 있으나, 여야 정당 간에 조정에는 조합, 조건, 수렴, 예산편성제도 등만이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관계 측면에서, 대다수 조정수단들이 통합조정과 병행조정 모두에 적합하나, 통

합기획, 예산제도, 연계지표 등은 통합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 셋째, 세부목적 차원에서, 통합

기획과 조합은 중복제거, 우선순위 설정, 상충해소, 시너지 창출 등 모든 목적에 기여할 수 있

으나, 나머지 조정수단들이 기여할 수 있는 세부 목적들은 서로 다르다. 넷째, 시점 차원에서,

인사적 수단과 지표적 수단, 그리고 통합기획은 정책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해소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교환적 수단 및 예산제도와 쌍방영향평가는 사후해소에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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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정책조정이란 무엇인가? 정책조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책조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 

없이 정책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학자들이 

정책조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정책조정의 개념과 그 매카니즘을 심도 있게 논의

한 최초의 학자는 Charles E. Lindblom이다. 그(1965,154)에 의하면 정책조정이란 “한 정책이 

다른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방지(avoid), 감소(reduce), 상쇄(counterbalance)시키기 위

해 관련 정책들을 조율(adjust)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B. Guy Peters(1998: 296)가 “정부정책

에서 중복(redundancy), 모순(incoherence), 공백(lacunas)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고, 이성우(1993, 7)는 “다수부처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상 일관성 확보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정책조정의 일부 핵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정책갈등의 발생이다. 정책갈

등은 정책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정책입장간 양립하기 곤란한 상황을 말하고, 추진기관을 기

준으로 보면 정책을 둘러싼 추진조직들 간의 대립적 상호작용이다. 양립하기 곤란하다는 것

은 대폭 수정되지 않는 한 양자택일해야 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수

반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립적 상호작용이란 배척, 방해, 경쟁, 투쟁 등을 수반하는 상호작

용을 말한다. 정책조정을 정책갈등을 줄이는 작업이라고 보면 정책입장간 양립성을 제고하

거나 정책추진기관간 대립적 상호작용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조정의 개념요소는 

정책갈등의 해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유관정책들을 연계하고 수정 보완하여 시너지를 창

출하는 것도 정책조정의 중요한 개념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조정의 개

념은 양립성 제고, 대립 방지, 시너지 연계 등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념 요소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의미 있는 개념정의를 할 수 있을까? 양립성 제

고와 시너지 연계에서는 정책입장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립 방지에는 정책추진주체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중시한다면 정책조정의 개념을 분석적 차원과 정

치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즉 분석적 정책조정은 전체합리성(comprehensive 

rationality)에 입각하여 양립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유관 정책입장들을 상

호간에 수정 보완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정치적 정책조정은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에 입각하여 정책대립을 줄이기 위해 추진주체들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정책조정이란 정책을 용이하게 추진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정책입장들을 수정 보완하거나 추진주체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존 학자들의 개념 정의는 분석적 차원의 개념 정의에 가깝다. 그 결과 정책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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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중요시되는 정책추진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 개념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개념정의의 한계를 보완한다.   

왜 정책조정수단인가? 목적과는 별도로 수단론을 논의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수단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책갈등에 직면하여 매번 그에 적합한 수단을 새로 

개발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미리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해 둔 다음, 새로 등장한 정책갈등에 

적합한 기존수단을 선택하거나 수정 혹은 조합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편리하고 효

율적이기 때문이다. 수단의 본질은 문제해결 방식이고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반복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론의 성립 근거는 수단의 목적독립성이다. 목적과 별도로 

수단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목적이 먼저 설정되고 그에 맞는 수단이 개발될 수 

있으나(수단의 목적종속성), 장차 추구할 목적을 위해 수단이 먼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정책조정수단이란 무엇인가? 정책조정에 동원되는 모든 수단들을 정책조정수단으로 볼 

것인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글에서는 정책조정의 개념정의와 정책수단

의 목적 및 본질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용하면 유관 정책입장들이 양립 가능하도록 해 주

거나 정책추진주체간 갈등을 줄여주어 조정효과를 반드시 수반하는 수단으로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기준 혹은 방법”으로 정의한다. 정책조정수단은 적용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든 작든 직접적으로 조정효과를 수반해야 한다. 정책조정에 자주 동원되지

만 유관정책들을 직접 수정할 수 없거나 당사자간 갈등을 직접 줄여주지 못하는, 그 결과 

조정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수단들은 조정수단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조직과 

절차는 당연히 조정수단이 아니다. 더 나아가 조정기구와 조정절차도 조정수단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정책조정에 동원되는 기구로 관계장관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정

책들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가자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조정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절차와 중재절차 등 조정절차도 마찬가지다. 이들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조정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용하면 정책입장들을 양립가능

하게 하거나 당사자간 갈등을 축소시켜 주는 수단들만 정책조정수단으로 간주한다.     

이글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조정수단들을 시험적으로 탐색해 보는데 있다. 즉 정책조정수

단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그 탐색전략을 제시하고, 각 탐색전략에 따라 개발

된 조정수단들에 독립적인 위상과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의미분석과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조정수단들의 용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각 수단들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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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조정수단 탐색의 틀 

1. 선행 연구 

정책조정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조정수단에 관한 연구

는 극소수이다. 그것도 하나의 특정 수단, 즉 EU에서 국가간 정책조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방형조정방식(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의 특징과 효용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Regent, 2003; Borras & Kerstin, 2004; 안두순, 2004; 김기환･김재훈･김성훈, 2008; 김

상묵･남궁근, 2008) 정책조정수단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정책수단에 관한 주요 연구들과 그 

내용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 연구들이 나름대로 정책수단들을 유형화한 후 그 특징을 서술하거나, 활용빈도를 

분석하거나, 효과를 추론하거나, 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표 1> 주요 연구의 정책수단유형과 분석측면 

연구자 수단 유형 분석측면

Phidd & Doern, 1983
자율규제(self-regulation),권고(exhortation)  
보조금(subsidies), 규제(regulation)
조세(taxation), 공기업 (public enterprise)

선택요인

Hood, 1986
Hood & Margetts, 2007

자원[information/finance/coercion
/organization] X 목적[detector/effector] = 8개 유형  

선택요인

McDonnel & Elmore, 1986
명령(mandates), 유인(Inducements),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체제개혁(System-changing)

특징
적용대상
선택요인

Kettle, 1987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효과

Linder & Peters, 1989
직접공급(direct provision), 보조금(subsidy)
조세(tax), 계약(contract), 권위(authority)
규제(regulation), 권고(exhortation)

선택요인

Schneider & Ingram, 1990
권위(authority), 유인(incentive), 상징(symbol), 
역량구축(capacity), 학습촉진(learning)

적용대상

Peters, 2002 - no classification - 특징,선택요인 

Ringelling, 2002 8개 수단, 수직적/수평적 수단으로 분류 선택요인

Salamon, 2002 13개 수단, 직접적/간접적 수단으로 분류 특징,평가기준 

Bressers and Klok, 2007 5개 유형 효과결정요인 

김준기, 2007 Salamon의 13개 유형 사용 비중

다수 연구가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론하고 있다. Phidd and Do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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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은 정책수단을 집행에 필요한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정부는 

사회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덜 강압적인 수단을 선택한다는 가설을 제시했고, Linder and 

Peters(1989)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정책수단들을 종합하여 7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정책

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수단의 특성(characteristics), 선택의 맥락(context), 

선택자의 인식(perception)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Schneider and Ingram(1990)은 각 정책

수단을 어떤 성향의 대상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상집단은 정책수단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밝히고 있고, Salamon(2002)은 각 수단을 통해 대상집단에게 전달되는 내용과 대상집

단에게 영향을 주는 메카니즘을 분석했다. Kettle(1987)은 정책수단의 정치적 효과를 추론했

고 Bressers and Klok(2007)은 정책수단의 효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했다. 김

준기(2007)는 한국 정부가 13개 정책수단 중 어떤 수단을 어떤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정책수단에 관한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는 McDonnel and Elmore(1986)에 의해 이

루어졌다. 그들은 정책수단을 정부의 개입방식에 따라 4개로 유형화한 후, i) 각 유형의 특

징으로서 영향력 전달기제, 기대되는 효과(expected effect), 초래될 수 있는 비용(costs)과 혜

택(benefits)의 분포, ii) 각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situation), iii) 수단선택 요인으로서 

문제정의 방식(definition)과 자원(resources) 및 제약(constraints)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수단의 유형화와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가 조금 진전되어 있고, 수

단의 성격, 적용맥락, 효과, 상대적 활용 비중 등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다.  

2. 탐색 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기 OMC 이외에 정책조정수단이라고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조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러저런 조치

를 취해왔다. 어느 것을 어떻게 정책조정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또한 정책조정수단을 

새로 개발 한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틀에 따라 정책조정수

단들의 개발을 시도한다.

먼저, 개발전략의 다양화를 시도한다. 정책조정수단을 개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기

존 지식이나 현장 경험을 활용해 새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국한될 수는 없다. 다

양한 조정수단들을 개발하려면 그 전략도 다양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전략으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수단을 수정하여 정책조정에 활용하는 전략, 

다른 목적의 수단들을 융합하여 정책조정수단으로 재창조하는 전략, 더 나아가 다른 목적의 

수단을 정책조정이란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효과가 있으면 정책조정 수단으로 편입하는 전

략을 추가한다. 따라서 정책수단 개발전략은 새로운 노력과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정도에 따



32 ｢행정논총｣ 제52권 제4호

라 i) 기존 지식과 경험을 이용한 창조, ii) 수정을 통한 용도 전환, iii) 융합을 통한 창조, 

iv) 재해석을 통한 편입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다음, 각 개발전략에 따라 정책조정수단들을 탐색한다. 즉 각 개발전략의 논리에 따라 어

떤 조정수단들을 발굴 혹은 창조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그 다음, 탐색된 수단들의 의미분석과 유형화이다. 탐색된 조정수단들을 독립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내용상 중복이 없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특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정수단

간 중복을 없애기 위해 조정수단들의 의미 분석(meaning analysis)을 한다. 중복이 있는 수단

들은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이 없으면 별개의 수단으로 확정한다. 조정수단들의 유형화는 다

양한 조정수단들의 특징을 밝히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시도한다. 이곳에서는 조정수

단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조정수단들의 적합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탐색된 정책조정수단들이 어디

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밝

히기 위해 주요 ‘접점’(context)과 ‘관계’(target)에 적용가능한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

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목적’ 중 어떤 목적에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접점이란 정책추진기관1)들이 만나 갈등과 협력을 벌이는 지점이다. 한 국가 내에서 중요

한 접점은 갈등과 협력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처간 접점, 여야 정당간 접점, 집권당

과 행정부간 접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관계는 조정의 대상과 결과의 형태에 따라 통

합조정관계과 병행조정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정책조정은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들이 제안한 ‘정책안들의 관계’를 검토하여 하나로 합치는 조정이고, 후자

의 조정은 각자 별도로 추진되는 ‘정책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이다. 또한 정책조정의 

세부 목적을 분석적으로 보면 유관정책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내용에 따라 중복 

제거, 우선순위 설정, 상충관계 제거, 시너지 창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보

면 정책추진주체간 갈등의 해결 시점에 따라 사전예방과 사후해소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

러한 유형화는 관심대상을 분명히 하고 논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념화를 위해 필요하다.   

각 정책조정수단들의 적합성과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접점’과 ‘관계’에 적용가능성 평가는 조정수단의 내용상 논리적으로 적용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그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적용

가능성 여부는 정책추진자들이 적용하겠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적용할 할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1) 정책 형성과 그 결과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들로서 정당과 행정부처들을 말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기관이나 사회집단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참여

기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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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목적에 대한 활용가능성 평가는 각 조정수단들의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정책

조정수단들이 상기 목적들의 달성에 효과가 있으면 활용 가능하고 효과가 없으면 불가능하

다. 그런데 동일한 수단이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

를 수 있다. 그래서 각 조정수단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일반적 효과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이 경우  접근방법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각 조정수단의 특성상 어떤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다.2) 이 글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 

Ⅲ. 정책조정수단의 탐색 

1. 재해석을 통한 편입 

기존 정책수단들을 정책조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평가하여 조정효과가 클 경우 정책

조정수단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이다. 즉 원래 정책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부차

적으로 정책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이를 정책조정수단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정책조정수단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기획, 예산편성, 영향평가제도, 

보직순환, 표준규격 등이다. 이들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고 왜 어떤 측면에서 정책조정효과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기획이란 특정 분야에서 유관기관들이 함께 미래를 대비해 공동목표, 추진할 정책들

및 일정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합기획에서는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

한다. 전자에서는 비전과 거시목표, 주요 정책과제, 관할기관, 추진시기 등 정책프로그램의 

기본골격을 정하고, 후자에서는 각 정책과제를 통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주무기관

과 협력기관들이 동원해야 할 정책수단, 정책의 적용대상과 범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

로 정한다. 그러면 통합기획제도는 정책조정 효과가 있는가? 유관정책들을 통합기획을 거쳐 

추진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갈등이 훨씬 줄어든다. 첫째, 통합

기획이 공동목표와 지침 및 비교분석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통합기획에서는 먼저 공

2) 조정수단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사용자와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여 일반적 효과를 밝

히기가 어렵다. 즉 사용자의 유형도, 맥락의 유형도 다양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각 경우마다 효과

를 밝히기 쉽지 않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일반적 개략적인 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

일하다”고 전제한 후 추론하고, 좀 더 정확한 효과는 조정수단을 사용해야 할 시점에서 사용자와 맥

락이 구체화된 후에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조정수단의 효과도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 1차적 효

과와 2차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정수단과 그 효과에 관한 초기단계의 연구에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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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목표와 지침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선정한다. 그 결과 선정된 정책들 간 양립가능

성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통합기획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기 때

문이다. 정책간 중복은 없는지, 어느 정책이 더 중요한지 등을 검토한다. 둘째, 통합기획에

서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주도기관이 협력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정하기 때문이다. 협력기

관들은 주도기관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물론 수단까지도 제공해야 하는데, 그냥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정책들에 유리하게 제공하려 한다. 협력기관들

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주도기관과 협력기관이 각각 책임지는 서로 다른 정책들 간에 상충

이 제거되거나 시너지가 만들어 진다. 셋째, 통합기획은 정책내용들을 시차를 두고 결정하

기 때문이다. 먼저, 기본계획 작성시 정책갈등이 줄어드는 이유는 변경가능성과 구체화되지 

않은 이해관계에 있다. 기본계획 작성시 결정된 내용은 차후 상황에 따라 시행계획 작성시 

수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유관기관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유관기관들은 기본계획 

내용이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결정되더라도 갈등을 야기 시키지 않는다. 또한, 기본계

획 작성 시에는 개별 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의 이해득실이 

분명치 않다. 유관기관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이해관계를 위해 갈등을 야기 시키려 하지 않

는다. 비협력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시행계획 작성시 정책갈등

이 줄어드는 원인은 선행결정의 지침화와 유관기관간 상호적응에 있다. 기본계획 내용은 시

행계획 작성에 지침으로 작용한다. 하위 세부목표는 상위 공동목표를 이탈할 수 없고, 적용

대상도 상위 공동목표의 달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정하지 못한다. 또한 정책수단도 이미 정

해진 주도기관이 선호하는 수단들을 무시하고 정할 수 없다. 이처럼 선행결정이 지침화3)됨

으로써 유관기관들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

하여 갈등을 일으킬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 또한 기본계획 작성시 결정된 내용은 유관기

관간 상호적응(Mutual Adjustment)을 촉진한다. 예를 들면, 주도기관과 협력기관의 지정은 장

차 관할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것인지를 예고해 준다. 이 예고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유관기관들 간 상호적응을 유발한다. 즉 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 잠정적으

로 인정했던 서로의 입장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행계획 작성시에는 당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 기득권에 반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꺼린다. 그 결과 시행계획 

작성시 갈등이 줄어든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돈을 어디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이다. 상향식과 하향

식이 있다. 전자는 각 부처가 추진하려는 정책들과 소요되는 예산요구액을 예산당국에 제출

3) 기본계획 작성시 선행결정이 지침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선행결정이 대부분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 등을 통해 정부의 공식 

결정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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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예산당국이 이를 심의하여 지출대상 정책과 정책별 지출액을 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및 예산당국이 국정방향을 논의한 후 전략적 고려에 따라 정책분야별 

부처별 지출총액을 정하고 각 부처가 지출대상 정책들과 정책별 지출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예산편성제도가 정책조정에 효과가 있는가? 예산편성의 핵심은 지출대상 정책들은 많은 

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그 사용을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효율화 방식이  정책

조정 효과를 수반한다. 먼저, 상향식 제도 하에서 예산효율화는 예산요구액을 삭감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진다. 즉 예산당국은 예산요구액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 i) 먼저 정책간 중

복을 없앰으로써, ii) 정책간 우선순위를 정해 불요불급한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음으로

써 예산요구액을 삭감한다. 이러한 삭감방식으로 인해 유관정책간 중복이 제거되고 우선순

위가 설정된다. 다음, 하향식 제도 하에서 예산효율화는 예산총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예산배정이 정책분야별 부처별 개별정책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에 맞는 대상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 정책분야별 배분에서 

정책간 우선순위가 개략적으로 정해지고, 부처간 배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이외에 중복 제거

가 상당부분 이뤄지며, 부처내 정책별 배정과정에서는 정책간 중복 제거와 우선순위 설정을 

넘어 상충관계 해소와 시너지 창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영향평가제도란 특정 정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한 후 추진하게 하는 제

도이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그것이다. 영향평가제도의 원래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향평가제도는 정책조정 효과가 있는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

책조정 측면에서 보면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간 조화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개발정책은 환경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 보완되고, 환경정책도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개발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양 정책 간에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교통영향평가제도, 재해영향평가제도, 인구영향평가제도 등도 개발정책과 교통정책, 

개발정책과 재해방지정책, 개발정책과 인구정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따

라서 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조정수단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보직순환이란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해보도록 직책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직순환은 동일한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루함을 완화시키고, 장기근무에 따른 

이해관계 유착으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 왔다. 보직순환은 정책에 대

한 다양한 시각들을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데, 이 능력이 정책갈등을 

줄여 줄 수 있다. 정책담당자들이 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 사물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공고해져 서로가 자신의 업무만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

기 쉽다. 그 결과 정책담당자들 간에는 자기 입장에 대한 과도한 주장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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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순환을 실시하면 좁은 시야를 극복할 수 있고 특정 이해관계 

유착 가능성도 줄어들어 과도한 자기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책갈등의 발생을 줄

일 수 있다.

표준규격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설정해 놓은 기준이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기구가 

정해 놓은 품질규격(ISO 9000시리즈), 안전규격(ISO 22000), 환경규격(ISO 14000) 등이다. 이 

규격들은 1차적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2차적 효과를 보면 

정책조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첫째, 국내정책에서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산업정

책과 환경정책 간 갈등을 감소시킨다. 품질기준과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소비자

정책과 환경정책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화하면 기업부담이 증가하여 기업들을 

육성해야하는 산업정책에 역행한다. 따라서 국제표준기구가 이 기준들을 적정 수준에서 표

준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정책,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간 갈등을 줄여 왔다. 둘째, 

국제무역에서 국가간 갈등 방지이다. 국제무역에서 수입국은 자국민 이익을 위해 이 기준들

을 높이려 하고 수출국은 비용 상승을 이유로 기준들을 낮추려 함으로써 국가간 갈등이 발

생해 왔다. 그리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수입국과 수출국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반영한 기

준을 국가 간에 통일시킴으로써 무역 갈등을 크게 줄이고 있다.

2. 수정을 통한 용도 전환 

다른 용도의 정책수단을 부분 수정할 경우 정책조정 효과가 나타나면 이 수정된 수단을 

정책조정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책수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단들은 상호파견, 보직겸임, 쌍방영향평가,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등이다.  

파견은 일정기간 타 기관에 보내 근무케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타 기관의 업무를 지원

하거나,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업무를 공동처리하거나, 능력개발이나 정책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다. 파견도 그 대상과 방향을 수정하면 정책조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구조적

으로 갈등이 빈번한 직책들 간에 담당직원들을 상호 파견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호파견을 통해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하

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하며 양자 관계를 경쟁적이기보다는 협조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호파견의 예로 노무현 정부시절 환경부와 건교부 간에 

갈등이 빈번한 국과장들을 서로 상대 부처로 이동시켜 근무케 한 적이 있다.   

보직겸임이란 하나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유사한 다른 직책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하는 것

으로서 원래 다른 직책의 업무를 통제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직책담당자를 즉시 충원할 수 

없을 때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실시해 왔다. 겸임도 그 대상을 약간 변형하면 정책조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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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갈등이 빈번한 유관직책들을 한 사람이 겸임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도록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부장관을 겸임토록 하여 부처간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쌍방영향평가(Mutual Impact Assessment)는 영향평가를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기존 영

향평가제도는 유용하나 완전한 조정수단은 아니다. ‘추진하려는 정책’이 ‘영향 받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전자만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향평가제도

가 완전한 정책조정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형이 필요하다. 하나는, 영향평가를 쌍

방향으로 해야 하고 수정보완도 양쪽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수정보완 대책

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책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

다. 전자는 정책갈등을 줄이기 위해, 후자는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익자부담원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회적 

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도 그 적용대상을 바꾸면 정책조정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하

면 정책갈등을 해결할 있다. 예를 들어, 도시내 자연공원 조성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부서에서는 선호하는 사

업이 아니어서 예산분배를 놓고 부서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갈등은 수익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즉 공원조성 비용을 저소득층 지원에 들어

갈 세금이 아니라 공원조성으로 혜택을 보는 입장객에 대한 요금 징수로 충당하는 것이다. 

원인자부담원칙은 특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제거나 피해보상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처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널리 적용되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원칙도 적용되는 곳마다 정책조정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오염

분야에서 적용하면 정책조정효과가 있다. 첫째, 산업정책과 환경정책 간 갈등을 줄여준다.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산업정책 당국은 오염기업이라도 그 수와 활동을 늘리려 하고, 오염

피해를 줄여야 하는 환경정책 당국은 오염기업들의 수와 활동을 줄이려 한다. 그 결과 양 

당국은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되는데, 이 충돌은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소할 수 있다. 즉 오

염비용을 오염기업에 부담시키면 오염기업들이 존속하면서도 오염 배출과 피해가 과도하지 

않게 되어 양 정책당국간 갈등은 해소된다. 둘째, 국가간 무역갈등을 줄여 준다. 상당수 국

가가 오염기업들에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세금감면이나 저리융자를 제공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 기업들은 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국제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불공정 경쟁으로 인식돼 국가간 갈등을 야기시켰다. 이에 OECD가 원인자부담

원칙을 강력히 권장하면서부터 환경오염방지비용 문제로 촉발된 무역갈등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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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을 통한 창조  

서로 다른 정책수단들을 연결하여 정책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목표들을 연결하여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했거나 개발할 수 있는 정책조정수단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

칙, 생산적 복지 원칙, 연계지표, 녹색국민총생산 등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이란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환경용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발 목적과 환경보전 목적을 융합하여 만들어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상반된 목표들을 조화시키거나 갈등을 방지해 주는 조정수단이다. 첫째,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오염은 자연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을 조화시킨다. 둘째, 

자연자원의 이용도 자연생태계가 재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

재 세대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자연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재생이 불가능해지면 미래 

세대가 이용할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재생가능 범위 내 사용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세대

와 미래 세대간 세대갈등을 방지한다. 한편, 생산적 복지 원칙도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만

들어진 조정수단이다.     

연계지표는 지표들을 연결하여 만든 하나의 지표이다.  서로 다른 정책분야의 지표들을 

연결시켜 연계지표를 만들면 정책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구조적으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정책들의 지표를 서로 연결하여 지표들 간의 비율을 미리 합의해 놓고, 동일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비율은 1 혹은 1 이상 혹은 1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을 일단 합의해 놓으면 반복되는 갈등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지표연결은 동종지표를 연결할 수도 있고 이종지표를 연결할 수도 있다. 동종지표연결은 

서로 다른 정책분야의 동일지표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성장정책과 복지정

책 간 우선순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본투자 분야의 예산증가율과  복지서비스 분야의 예

산증가율을 결합하여 양자간 비율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종지표연결은 서로 다른 정책분

야들을 서로 다른 지표들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성장정책과 복지정책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에 복지예산증가율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비율을 2 대 1로 

고정시키면, 경제성장 4%할 때 복지예산을 2% 증가시키는 것이다.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은 일반 GNP에서 생산활동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의 가치(오

염처리비용, 고갈된 자원의 가격)를 차감한 것이다. 즉 국민생산총액과 환경파괴총액을 융합

하여 만든 새로운 지표이다. Green GNP를 작성하는 목적은 진정한 성장은 어떻게 측정되어

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환경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성장정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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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에 몰입하여 환경보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양자

를 조화시키려는 수단이다.  

4. 경험에 입각한 창조 

현장 경험이나 암묵지(tacit knowledge)에 입각하여 창조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정수단은 정책추진지침, 팀웍인사, 그리고 4 C이다. 이들은 정책조정수단이라고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정책갈등 방지에 사용되어 왔다.

정책추진지침(Central Guidelines)이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주체들이 따라야 할 

원칙이나 기준이다. 이 지침은 정책추진주체들의 주장과 행동을 규율하고 통일하여 정책추

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 온 수단이다. 대표적 예로는 대

통령의 국정운영지침이 있다. 

팀웍인사는 호흡이 서로 잘 맞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도록 하는 인사조치이다. 유

관직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팀웍인사는 담당자들의 가치관이나 이

해관계 및 정보를 유사하게 만들어 각자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입장을 취하지 않도

록 함으로써 정책갈등을 해결해 온 수단이다. 팀웍인사는 대통령이 부처간 정책갈등이나 행

정부와 집권당간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해 왔다.  

4 C는 Convergence(수렴), Combination(조합), Cycle(교대), Condition(조건)을 말한다. 수렴

은 갈등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서로 반반씩 양보하여 중간지점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갈등당사자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입

장들을 상호 동등하게 수정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교대는 갈등당사자들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번갈아 가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조

건은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는 대신 반드시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소한이란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서 갈등조정을 거부하지 않

을 수 있는 수준이다. 요구는 유관정책의 내용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유관정책과 관계없는 

편익(side benefits)일 수도 있다. 최소요구 조건이 유관정책의 입장에 관한 것이면 조건을 거

는 당사자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수용하라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수정하라는 

것이다. 조합은 갈등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즉 한 분야에서는 일방의 입장을 반영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타방의 입장을 반영하

는 것이다.

이상의 전략을 통해 탐색된 정책조정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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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전략별 정책조정수단  

탐색 전략 조정 수단 

재해석을 통한 편입 통합기획, 예산편성, 영향평가, 순환보직, 표준규격 

수정을 통한 전환 상호파견, 보직겸임, 쌍방영향평가, 수익/원인자부담원칙 

융합을 통한 창조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생산적 복지원칙, 연계지표, Green GNP 

경험에 입각한 개발 정책추진지침, 팀웍인사, 수렴, 교대, 조건, 조합

 

Ⅳ. 정책조정수단들의 통합과 유형화 

1. 의미 분석과 통합  

상기 조정수단들은 서로 다른 탐색전략에 따라 발굴되어 그 명칭이 다르다. 그러나 내용

과 의미가 같으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각 수단들의 내용과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추진지침, 표준규격,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등은 적용대상이 다를 뿐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 즉 대상자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기준들이다. 원칙은 하나

의 기준으로, 지침이나 규격은 복수의 기준들로 구성될 수 있다. 복수 기준들도 서로 독립

적이거나 상반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 있는 기준들이다. 따라서 이 정책추진지침과 

표준규격 및 원칙들은 하나로 묶어 ‘표준지침’이란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생산적 복지 원칙, 연결지표, Green GNP 등도 적용분야만 

다를 뿐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 즉 상반된 정책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개념

들이나 수단들을 연결하여 만든 하나의 원칙 혹은 지표이다. 또한 이 원칙들은 모두 지표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들과 지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계지표’로 명명할 수 있다.   

셋째, 영향평가와 쌍방영향평가도 평가를 일방향만 하느냐 양방향으로 확대하느냐 그 범

위만 다를 뿐 목적과 내용은 동일하다. 즉 영향평가는 쌍방영향평가의 일부이다. 따라서 쌍

방영향평가로 통합한다. 

이러한 의미 분석과 통합을 거치면, 정책조정수단은 팀웍인사(team building), 통합기획

(co-planning), 예산편성(budgeting), 순환보직(job rotation), 상호파견(mutual dispatch), 보직겸임

(two positions), 쌍방영향평가(bilateral impact assessment), 연계지표(linked index), 표준지침

(standard), 수렴(convergence), 교대(cycle), 조건(condition), 조합(combination)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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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화 

상기 조정수단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기 조정수단들은 외관상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먼저,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수단들은 팀웍인사, 보직순환, 상호파견, 보직겸임 등이다. 이들은 내용은 다르나 모두가 인

사조치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사적 조정수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당히 유

사해 보이는 것들이 수렴, 교대, 조건, 조합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서로 양보를 주고받는 교

환방식이다. 따라서 이들을 교환적 조정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유사한 것들이 

통합기획, 예산편성, 쌍방영향평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련의 절차와 분석기준들을 포함

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도적 조정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남아있는 수단들은 표준지침과 연계지표이다. 이들은 관련 정책들이나 당사자들에게 획

일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지표(standard)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표적 수단으로 지칭할 수 있

다. 요약하면, 상기 정책조정수단들은 그 형태에 따라 인사적 수단, 교환적 수단, 제도적 수

단, 지표적 수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둘째, 상기 조정수단들의 성격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주의 깊게 검토하면, 인사적 수단

과 교환적 수단이 유사하고, 제도적 수단과 지표적 수단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인사적 수

단과 교환적 수단은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는 전략적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제도

적 수단과 지표적 수단은 객관적 논리를 적용하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조정수

단들은 그 성격에 따라 행태적 수단과 분석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Ⅴ. 정책조정수단들의 적합성과 효과 평가

각 조정수단들이 어디에 어느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 정성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접점 적합성 : 부처간, 당정간, 여야간  

1) 제도적 수단

제도적 수단들은 대부분 부처간 조정에 적용되어 왔다. 당정간 그리고 여야당간 조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첫째, 통합기획의 적용가능 여부는 접점의 주체들이 전체합리성을 위해 서로 대등한 위치

에서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입장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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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처와 집권당은 서로 간에 통합기획을 꺼린다. 행정부처들은 자신들을 

감시 견제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과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고, 또한 합리성에 

입각한 자신들의 정책입장이 정당들의 정치논리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또한 집권당도 행정부처들과의 통합기획을 선호하지 않는다. 집권당은 자신의 공약들을 

행정부처들이 구체화하고 일사분란하게 집행해 주기를 바랄 뿐, 행정부처들과 협의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과 정보에 휘둘려 자신의 공약들을 대폭 수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집권당과 행정부는 정당민주주의 원칙상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으로 공동으로 국정운

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집권당과 행정부는 각자가 향후 6개월 내에 추진

하려는 정책안들을 모아 서로 조정하여 국정운영프로그램을 작성해 왔다. 따라서 집권당과 

행정부는 집권당의 정책공약들과 행정부처들의 정책제안들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단

위의 개략적인 통합기획을 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정보와 시간 및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완벽한 통합기획은 어렵다.  

통합기획은 여야당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당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집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그리하여 집권전략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나머지 전체합리성을 추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여야 정당간 정책

조정을 위해 통합기획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여당과 야당은 유사한 선거공약들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통합기획을 할 수 있다. 유사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고 전체합리성을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산배분제도를 당정간, 여야간 정책조정에 적용할 수 있는가? 예산배분제도는 한

정된 재원을 개별 정책들의 중요성을 비교분석하여 차등 배정하는 것이다. 이 논리와 방식

은 누가 어떤 정책을 선호하든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예산배분제도는 당정

간, 여야간 정책경합에도 적용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원을 둘러싼 갈등

에만 적용되고,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여야 간에는 가치관 갈등

이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제도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셋째, 쌍방영향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어느 접점에서도 적용된 적이 없다. 그 여부는 접점

의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의지와 분석평가에 

동원할 자원이 있느냐가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의지를 검토하면 부처들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

다. 서로가 간섭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당정 간에도 이러한 의지가 어

느 정도 존재한다. 당정은 상호보완적인 분야에서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집권당은 여론을 앞세워 행정부처의 입장을 수정하려 하고, 행정부처는 합리성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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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다의 입장을 수정하려 한다. 반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

려는 의지가 약하다. 상대방 입장을 수정하려는 경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집권경쟁으로 

서로가 상대방 정책입장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접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을 검토하면 부처들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나 정당들, 특히 야당은 쉽

지 않다. 각 부처들이 소관정책들만 취급하고 그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하

고 있으나 여야 정당들은 국가의 모든 정책들을 취급해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쌍방영향평가는 부처간 정책조정에는 적

용할 수 있으나, 당정간 정책조정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여야 정당간 정책조정에는 더욱 어

렵다. 

그럼에도 쌍방영향평가는 당정간 여야 간에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적용되어 왔다. 즉 여당

은 부처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이 여당 지지기반에 피해를 주는지 점검하고 그 피해가 없도

록 부처들의 정책을 수정해 왔고, 부처들도 여당의 입법이 자신들의 정책들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마찬가지로 야당은 여당 입법안이, 여당은 야당 

입법안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여야 협상을 통해 이를 

수정해 왔다. 따라서 수많은 유관정책들에 대한 엄밀한 쌍방영향평가가 아니라 첨예한 갈등

이 예상되는 소수 정책들에 대한 개략적 쌍방향영향평가는 당정간 여야 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지표적 수단  

접점에 지표적 수단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지표를 만들어 합의할 수 있

을 만큼 전체합리성을 존중해야 하고 지표를 따르게 하는 매카니즘이 있어야 한다. 

표준지침은 행정부처간 조정에 활용되어 왔다. 즉 각종 운영지침들을 통해 각 부처들이 

제멋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처간 갈등을 줄여왔다. 연계지표는 지금까지 부처간 

조정에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활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복지부처와 경제부처간 정책갈

등은 복지지출을 경제성장률과 연동시키는 연계지표를 통해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표

적 수단들을 당정간 조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활용된 적은 없으나, 적용 가

능하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나 추곡수매가의 인상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당정

간 갈등은 생산비를 반영하는 표준지표나 가격인상을 물가상승과 연동시키는 연계지표를 

만들어 줄일 수 있다. 지표적 수단들을 부처간 당정간 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

부와 집권당은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을 염두에 둔 전체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정부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된 지표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표적 수단들을 여야간 조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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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들은 집권경쟁으로 인해 전체합리성을 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하

는 여론에 민감하여 전문기술적인 세세한 지표들에 관심도 적고 지표들을 만들어 합의를 

한다해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표적 수단은 지표화할 수 없는 가치관 갈

등의 경우 어느 접점에도 적용하기 어렵다. 

 

3) 교환적 수단 

교환적 수단들은 접점에서 갈등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고 

교환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용의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 

수렴과 조건 및 조합은 부처간, 당정간, 정당간 조정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4) 수렴이 활

용되는 것은 서로 반반씩 양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렴은 반

반씩 쪼개기 어려운 가치관 갈등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조건이 널리 활용되는 것은 

일방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을 양보하겠다고 하므로 상대방도 최소한의 양보를 할 수 있고, 

그 최소한의 교환만으로 갈등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널리 활용되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서 교환할 것이 있고, 서로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얻

고 그렇지 않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어서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대는 부처간 당정간에 종종 활용되어 왔다. 부처 간에 정책우선순위를 놓고 경합할 경

우 예산당국은 예산배정을 교대로 함으로써 조정해 왔고, 당정간에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다가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면 그것을 폐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다. 그러나 교대는 여야 정당간 조정에 적용하기는 어

렵다. 교대 수단을 활용하려면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중요한데, 여야 간에는 그 

신뢰가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인사적 수단 

인사적 수단들은 부처간 정책조정에 활용되어 왔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인사권 행사를 통

해 정책조정을 시도해 왔다. 다만, 팀웍인사와 순환보직은 자주 사용되어 왔으나 상호파견

과 보직겸임은 드물게 사용되어 왔고, 팀웍인사와 보직겸임은 장차관 등 고위직에, 순환보

직과 상호파견은 국과계장 등 중하위직에 활용해 왔다. 그러면 인사적 수단들을 당정간, 더 

나아가 여야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여야 간에는 어떤 인사적 수단도 적용할 수 없다. 팀웍인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여야 

정당을 상대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없기 때문이고, 보직겸임과 보직순환 및 

4) 이들 가운데 수렴은 부처간 조정에, 조건은 집권당과 행정부처 간 조정에, 그리고 조합은 여야 정당

간 조정에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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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파견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인사권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권경쟁을 벌여야 하는 정

당들은 서로 자신들의 정책전략과 정치전략을 상대 당에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당정간 인사적 수단 적용은 인사권자 존재 여부, 정부형태, 지위고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팀웍인사는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적용할 수 있다. 이유는 대통령 혹은 총리

가 집권당 총재이자 행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공직자와 집권당 당직자들에 대해 인사조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직순환과 보직겸임 및 상호파견은 인사권자가 있더라도 지위

고하와 정부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중하위 당직자와 공직자 간에는 불가능하다.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당직자들에게는 엽관주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직의 경우 정부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순환과 겸임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적용

할 수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재선이 되면 중하위 당직과 행정부 정무차관직을, 4-5선 이

상이 되면 고위 당직과 행정부 장관직을 순환하며 담당해 왔고, 경우에 따라 겸임할 수도 

있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고위당직자가 

의회의원이 아닌 경우 당정간 순환과 겸임도 가능하나, 의회의원인 경우 권력분립원칙상 불

가능하다. 그러나 상호파견은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적용하기 어렵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장차관들과 집권당 고위간부들이 동일인이어서 상호 파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대통

령제에서는 집권당 간부와 행정부 장차관이 서로 달라 상호파견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

나 집권당 간부가 의회의원이면 권력분립원칙상 행정부 장차관이 될 수 없어 상호파견이 

불가능하다. 의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현직을 유지시키면서 상호 파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장차관은 파견근무하고 돌아와 다시 근무할 만큼 오랫동안 근무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

다. 

2. 관계 적합성 : 통합조정, 병행조정 

1) 제도적 수단

통합기획은 병행조정에 적용해 왔으나 통합조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통합기획은 참여기

관들이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한 신규정책들을 조정하여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신규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중복 제거, 우선순위 설정 등을 해왔다. 또한 통합기

획은 신규정책이 기존정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양자간 관계도 조정해 왔다. 그러나 통합기

획은 기존정책들을 병행 조정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다. 통합기획은 기존 정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기획은 통합조정에도 적용하기 어렵다. 단일 정책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예산편성제도는 병행조정에만 적용할 수 있고 통합조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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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확정된 정책들에 배정할 뿐 확정되지 않은 정책안들에 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산편성제도는 신규정책들 간 관계, 신규정책과 기존정책 간의 관계는 물론 기존 정책들 

간 관계도 필요하면 병행 조정해 왔다.     

쌍방영향평가는 병행조정과 통합조정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정책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

화되어 있으면 정책안이든 정책이든 상관없이 상호간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간, 신규 정책 간에는 물론 신규정책과 기존정책 간에도 쌍방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정책안들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상호 부

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긍정적 효과를 강화도록 수정 보완한 후 하나로 합하여 중복을 없

애면 통합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지표적 수단

표준지침은 통합조정과 병행조정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관련기관들의 정책입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표준지침을 사전에 적용하면 사전지침이 

되어 하나의 신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안들이 통합이 어려울 정도로 상이하게 제

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적용하면 기존정책이든 신규정책이든 기준

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 정책간 양립불가능한 상태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연계지표는 병행조정에만 활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책영역들을 측정하는 지표

들을 연계한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정책들 간의 관계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계지표는 신규정책간, 기존정책간, 신규정책과 기존정책 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연계지표는 통합조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 정책안들은 독자적으로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

지기 때문이다. 

3) 교환적 수단 

수렴은 통합조정과 병행조정 모두에 적합하다. 수렴은 서로 반반씩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

하는 것이어서 정책입장의 차이가 있고 차이를 분할할 수 있으면 정책간이든 정책안간이든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입장 차이를 반반씩 분할하기 어려운 가치관 갈등인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교대는 병행조정에만 적용할 수 있고 통합조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교대

는 정책들을 순서를 정한 후 시기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각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행조정의 경우에도 기존정책간 조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아직 시행되

지 않는 신규정책은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미 시행중인 정책들의 시기를 변경시키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건은 통합조정과 병행조정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조건은 특정 정책안에 다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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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핵심내용을 최소한 반영한 후 다른 정책안을 철회시킴으로써 경합중인 정책안들을 하

나로 통합할 수 있고,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정책들 중 한 정책의 내용을 최소한도로 수정

하여 양립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병행조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책들은 신규정책이든 기존

정책이든 불문한다. 조합도 쟁점이 둘 이상이면 통합조정이나 병행조정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정책안 간 목표는 물론 수단에서도 갈등이 있을 경우 한 정책안의 목표와 다른 정책

안의 수단을 선택 결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간 목표뿐만 아니

라 수단에서도 갈등이 있을 경우 한 정책에서는 목표를 수정하고 다른 정책에서는 수단을 

수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4) 인사적 수단 

인사적 수단들은 모두 통합조정과 병행조정에 적합하다. 팀웍인사, 보직순환, 보직겸임, 

상호파견 등 인사적 조정수단들의 공통점은 유관기관들의 지식정보, 가치관 및 이해관계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

책안들을 제시하는 기관들에게는 물론 유관정책들을 각자 추진하는 기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세부목적에 대한 기여: 중복, 순위, 상충, 시너지  

1) 제도적 수단 

제도적 수단들이 어떤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매카

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통합기획제도가 정책입장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기획과정에서 공동목표

와 사전지침 및 총괄비교분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통합기획당국은 공동목표를 활용하여 

유관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 사전지침을 통해 제한하고 장려할 사항들을 지정

함으로써 유관정책간 중복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설정할 수 있으

며, 총괄비교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입장들의 중복 제거와 우선순위 설정을 넘어 상충

관계 해소와 시너지 창출도 할 수 있다.    

예산편성제도가 정책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예산배정과정에서 심사분석

을 하거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상향식 예산편성제도에서는 예산요

구액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 유관정책간 중복 제거, 우선순위 설정, 상충관계 해소 및 시

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상충관계 해소나 시너지 창출과 같은 적극

적 조정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유관정책간 상호영향 분석을 하기에 인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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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추진부처들의 반발로 유관정책들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한편,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에서는 대통령과 장관들 및 예산당국이 먼저 국정운영 방향

과 전략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정책분야간 부처간 정책간 순차적으로 배정하는데, 

먼저 정책분야간 예산 배정을 통해 우선순위에 기여하고, 다음으로 부처간 예산배정 과정에

서 장관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부처간 중복을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부처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처들이 소관 정책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정책간 중복 제거, 우선순위 설정, 상충관계 해소, 시너지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예산편성제도는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 중복 제거와 우선순위 설정에

는 기여하고, 하향식의 경우 상충관계 해소와 시너지 창출에 제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쌍방영향평가제도는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입장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분석은 원

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해 실시하지만, 영향분석을 통해 얻은 인과관계 정보는 시너지 창출

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분석은 우선순위 설정이나 중복 제거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하지는 않는다.  

2) 지표적 수단 

표준지침은 추진지침이나 표준규격을 통해 정책입장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진

지침은 그 속에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특정 내용을 

제한하면 정책입장 간에 중복이나 상충을 방지할 수 있고, 특정 내용을 장려하면 우선순위 

설정이나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한편, 표준규격은 그 설정 자체를 통해 정책간 

상충 방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시나 제품에 환경규격을 설

정하면 도시개발정책이나 산업정책이 환경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

할 수 있고, 그 규격을 높게 설정하면 상대적으로 환경정책을 중시하고 낮게 정하면 상대적

으로 개발정책이나 산업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격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유관

정책들을 동시에 검토한 기회가 없어서 중복 제거가 불가능하고 또한 유관정책간 인과정보

를 확보할 수 없어 시너지 창출도 불가능하다. 

연계지표는 연계비율을 통해 정책들 간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 정

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충관계 해소나 시너지 창출이 불가능하고, 정책내용을 전체

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아니어서 중복 제거도 쉽지 않다. 

 

3) 교환적 수단 

교환적 수단들은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 어떤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수렴 방식은 중복 제거와 우선순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중복되는 부분을 절반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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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중복이 제거된다.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간 수사대상 영역을 둘러싼 갈등은 양 기관

이 중복영역을 반반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우선순위도 반반씩 

양보하여 동순위로 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관 차이에 의한 입장 차이는  

절반으로 나누기 어려워 수렴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수렴은 상충관계 해소와 시너지 창

출도 어렵다. 유관정책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고,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대 방식은 중복과 우선순위 및 상충을 둘러싼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 간 수사대상 중복으로 인한 갈등은 중복대상을 향후 3년 동안은 경찰이, 

그 후 3년 동안은 검찰이 관할토록 하여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우선순위 갈등도 첫 3년은 

성장을, 그 후 3년은 안정을 우선시함으로써 양자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책간 상충도 

동시에 집행하면 서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집행하면 서로 상

충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교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는 어렵다. 교대 수단으로는 

유관정책들을 수정 보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방식은 입장철회 여부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조건을 걸면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경우, 조건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중복, 순위갈등, 상충관계 

등 해소에 기여한다. 입장이 철회되면 양 입장 간에 존재했던 중복, 우선순위경합, 상충관계

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렵다. 시너지는 남아 있는 

하나의 정책만으로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조건은 그 내용에 따라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관정책간 중복, 순위경합, 

상충 등 관계에 있을 때, 중복부분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조건을 걸면서 나머지 부분을 양보

하면, 중복 문제와 우선순위 문제는 해결되나 상충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부

분 양보가 상대방이 원하는 조치(예, 부정적 영향 차단)를 적극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조건이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달라는 것이면, 상충해소, 중복해소, 순위경합 해

소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조합방식은 둘 이상의 조정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적용하기 용이하다. 예를 들면, 당

사자들이 중복과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을 벌일 경우 중복문제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반영하고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당사자 타방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서 두 가지 갈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합방식은 하나의 조정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는가?  

중복갈등과 순위경합은 쟁점을 분할할 수 있으면 조합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교육부와 노동부가 실업자 취업교육을 서로 담당하겠다고 할 경우 이 관할중복은 취업

교육의 대상을 청년과 장년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교육부에서, 후자는 노동부에서 담당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육대상으로서 교육부는 청년실업자 우선을 주장하고 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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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실업자 우선을 주장할 경우, 이 우선순위 갈등도 청년실업자를 저소득 가정 청년과 중

산층 가정 청년으로 구분하고 장년실업자를 다부양 실업자와 소부양 실업자로 구분한 다음, 

저소득층 청년과 다부양 장년 취업교육을 우선시 하면 교육부와 노동부간 우선순위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상충해소나 시너지창출은 유관정책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시너지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경우, 조합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즉 상충관

계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해 주면 되고, 시너지창출은 서로가 상대

방 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을 보완해 주면 된다. 그러나 유관정책들

이 일방향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경우, 이는 제3의 정책

과 연계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특정 정책에서는 일방의 입장이 타방의 입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양자간 갈등이 있고, 타 정책에서는 타방의 입장이 일방의 입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갈등이 있을 때, 양 정책을 연계하여 각 정책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해 주기로 양보를 주고받으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시너지 창출도 마찬가지

다.  

 

4) 인사적 수단 

인사적 수단들에 대한 평가는 인사조치 후 새로운 정책담당자들이 유관정책들의 관계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유관정책들을 얼마나 수정 보완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인사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새로운 정책담당자들은 유관정책간 중복이나 순위경합 

등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인과분석을 추가 실시하지 않는 한 상충 여부나 시너지 가능

성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각 수단들은 모두가 중복 제거와 우선순위 설정에 대

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상충 해소와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

으로 낮을 수 있다.

한편, 유관정책들을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겸임을 활용

하면 새로운 정책담당자는 유관정책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유관정책들

이 동일한 정책담당자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이다. 팀웍인사를 활용하면 새로운 담당자들이 

겸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쉽게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담당자들이 가치

관이나 이해관계가 유사하여 수정 보완에 쉽게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파견을 활용

할 경우에는 양 정책입장을 수정 보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파견 후 적응하여 역지사지하

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원래 직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관입장들을 수

정 보완할 수 있는 정도가 팀웍인사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환보직을 할 

경우 새로운 정책담당자들이 유관정책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약하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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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 간에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의 유사성이 상호파견에도 미치지 못해 유관정책들의 

수정 보완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조정목적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의 크기는 겸임, 팀웍인사, 상호파견, 순환보직 

순으로 크다.   

4. 시점에 대한 기여: 사전예방, 사후해소 

1) 제도적 수단

통합기획은 공동목표와 정책추진지침을 정책추진기관들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에 적용하

여 정책추진기관들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입장들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참여기

관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들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

록 차단한다. 그러나 예산배정은 이미 확정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들이 만

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쌍방영향평가는 두 정책의 주요 내용이 정해진 이

후에 실시할 수가 있다. 두 정책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통합기획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해소 모두에, 쌍방영향평가제도와 

예산편성제도는 사후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2) 지표적 수단

표준지침이나 연계지표를 만드는 이유는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갈등에 활

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책추진기관들이 그들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 놓은 

지표에 따르도록 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표적 수단은 사

전예방에 적합하다. 그러면 사후해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가? 표준지침이나 연계지표는 당사

자들의 정책입장이 이들에 부합할 경우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당사자들

의 정책입장들이 지표에서 벗어나 갈등이 초래될 경우 지표에 따르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

소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해소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3) 교환적 수단

교환적 수단들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양보받을지 알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 수단

들이다. 이를 알 수 있는 시점은 갈등당사자간 정책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각자의 입장을 고

수하려는 의지가 확인된 이후이다. 정책입장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반씩 양보

할 수가 없고, 최소한 조건을 달수도 없으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교환적 수단들은 정책갈등의 사후해소에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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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적 수단

인사적 수단들은 정책담당자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및 보유정보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정책조정에 기여한다. 이들을 유관 담당자들의 정책입장이 구체화되기 전에 실시하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입장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줄어들어 갈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각자의 정책입장들이 구체화된 이후에 실시하면 새로운 정책담당자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에 맞지 않는 정책입장들은 수정 혹은 폐기되어 정책입장간 양립불가능한 상태가 해소된다. 

따라서 인사적 조치들은 사전예방과 사후해소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정책조정수단들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 평가 종합 

유  형 수 단 
접 점

부처:당정:여야 
관 계

안안:신신:신구:구구
목 적

중복:순위:상충:시너지
시 점

사전:사후

제도적 수단

통합기획  O : △ :△X   X : O : O : X    O : O :  O : O   O : O

예산제도  O : O : OX    X : O : O : O    O : O :△X :△X   X : O

쌍방영향평가  O : △ : △   OX : O : O : O    X : X : O  : O   X : O

지표적 수단
표준지침 OX : OX : X    O : O : O : O  △X : O :△X :△X    O : △

연계지표 OX : OX : X    X : O : O : O    X : O  : X :  X   O : △

교환적 수단

수렴 OX :OX :OX  OX: OX: OX: OX  OX : OX : X :  X   X : O

교대  O : O  : X    X : O : O : X    O :  O :  O : X   X : O

조건  O : O  : O    O : O : O : O   O  : O  : OX: X    X : O

조합  O : O  : O    O : O : O : O    O : O  : O  : O    X : O

인사적 수단

순환보직  O :△X : X   O : O : O : O    O : O  : X  : X   O : O

상호파견  O : X  : X   O : O : O : O    O : X  : △  : X   O : O 

보직겸임    O :△X : X   O : O : O : O    O : X  : O  : O    O : O

팀웍인사  O : O :  X   O : O : O : O    O : O  : X  : X   O : O

참고  1) 안안 : 정책안 vs 정책안         신신 : 신규정책 vs 신규정책
        신구 : 신규정책 vs 기존정책     구구 : 기존정책 vs 기존정책  
      2) O : 적합, 활용가능             X : 부적합, 활용곤란 
        △ : 불완전한 개략적 형태로 가능 OX : 활용 가능 경우와 불가능 경우 혼재 

Ⅵ. 맺는 말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들도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어 조정의 수요와 중요성이 커

지고 있어서 다양한 조정수단들의 풀(Pool)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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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장에서 어떤 수단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글은 정책조정수단들에 대한 초보적 탐색을 시도해 보았다. 몇 

가지 탐색전략과 의미분석 등을 통해 13개 조정수단들을 발굴･개발하고 4개로 유형화했으

며 이들이 어떤 제도적 맥락(context)에서 어떤 관계(target)에 어떤 목적(effect)의 조정에 기

여할 수 있는지를 밝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접점 측면에서, 

대다수 정책조정수단들을 부처간 조정에 적용할 수 있고 당정 간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여야 정당 간에 조정에는 조합, 조건, 수렴, 예산편성제도 등만이 적용할 수 있

다. 둘째, 관계 측면에서, 대다수 조정수단들이 통합조정과 병행조정 모두에 적합하나, 통합

기획, 예산제도, 연계지표 등은 통합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 iii) 세부목적 차원에서, 통합기

획과 조합은 모든 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조정수단들이 기여할 수 있는 세부 목

적들은 서로 다르다. iv) 시점 차원에서, 인사적 수단과 지표적 수단, 그리고 통합기획은 사

전예방과 사후해소 모두에 기여할 수 있고, 교환적 수단 및 예산제도와 쌍방영향평가는 사

후해소에만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미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정책조정수단 개발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다. 비록 

전략과 논리와 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논의의 장은 열었다. 둘째, 새로운 조정

수단들의 발굴 가능성을 열었다. 즉 조정수단 개발 전략으로 창조만이 아니라 재해석, 수정, 

융합 등을 제시함으로써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셋째, 목적지향적 수단을 개

발한 것이다. 기존 정책수단연구들은 정책목표를 상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혹은 기업

에 일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들을 발굴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책조정이라는 구체적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들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한계도 있다. 하나는 조정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관적 논리와 추론에 의존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글에서의 주장은 모두가 가설적일 수밖에 없다. 설득력을 높일 수 있

는 추가 논리와 경험적 증거 동원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정책수단선택에 중요한 요인들, 

즉 조정수단들의 특징, 조정수단적용 대상인 접점과 관계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책조정수단을 선택하는 데는 조정효과 이외에 또 다른 특징을 고려하

는 경우가 많다. 모두 조정효과가 있는데 다른 수단 아닌 특정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그 수

단, 접접 및 관계의 특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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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s

Song-ho Lee and Won-young Chung

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s have not been actively studied up to now. This 
paper tried to make a tentative exploration into policy coordination tools. It developed 
four categories of 13 tools by using a few strategies and a meaning analysis, and then 
traced their applicability to targets and institutional contexts as well as their effects on 
coordination objectives. The tentative conclusions regarding applicability and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a majority of tools are fully applicable to 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and on a limited basis to department-ruling party coordination. However, 
a few instruments, such as combination, condition, convergence and budgeting, can be 
applied to inter-party coordination. Second, a majority of tools are applicable to both 
integration and parallel coordination, but co-planning, budgeting and linked-indicators 
were difficult to apply to integrated coordination. Third, co-planning and combination 
can contribute to all four objectives, while the others vary in the number of objectives 
to which they can make contributions. Finally, personnel and indicator instruments can 
make contributions to both preventive and resolution coordination, but exchange 
instruments can only apply to resolution coordination. 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split between the two. Co-planning can contribute to both types, whereas budgeting 
and bilateral impact assessment only to the latter. 

【Keywords: 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 Coordination objectives, Integration

coordination, Parallel coordination, Preventive coordination, resolving

coordin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