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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그 의미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정책담론

을 분석하여 유의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했던 보호적 규제정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는 정책담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책서사모형을 한국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수정된 이재무

(2014)의 NPFK 모형 내 요인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담론이 민주적 과정의 결과물로

써 정책을 산출하는데 기여하고, 규제정책의 정책담론 과정에 미치는 여론의 영향력 특성이 판명

되었다. 또한 규제정책을 주도하는 지지연합이 패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그에 반발하는 집

단은 승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담론과정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

이나 반발하는 집단 모두 사회적 비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호하지만 효과성은 그리 높지 않음

이 판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보호적 규제정책의 기획과 정책결정에 다양한 

정책담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성이 보장된 정책을 창출해야 하고, 정책담론에 참여하는 다

양한 정책관계자들이 절대적이지 않은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실효성이 높은 정치적 담

화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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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분산되고 세분화된 권력체계가 사회적으로 견고하게 정립되었다는 명백한 근거

(Polsby, 1963)에 관한 이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 사회가 완전한 의미

의 다원화 사회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발전을 통해 

다원화 사회의 핵심 권력원천(source of power)인 정보와 전문성을 보유한 개인과 잠재

집단(latent groups)(류지성, 2009: 120-121)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다

원화 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 내 다원주의(pluralism)의 

확장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표출을 촉진하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표출은 각종 정책

양상의 다채로움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다방면에서 다원주의를 수용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책의제 형성부터 집행까지 전체 정책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던 

정책요인들의 위상도 변화하고 있으며, 각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

게 조명되고 있는 요인들 중 하나가 정책담론(policy discourse)이다. 정책담론은 특정 

정책과 관련해 발생하는 논의의 총체로써, 사회적 형평 및 참여의 합리성, 이해당사자들

의 자기성찰과 토론에 근거한 설득, 논변에 따른 의사결정과 동태적 학습, 사회적 통합 

추진 수준 등이 함의되어 있다(박재창, 2009: 68-70). 또한 이러한 속성들을 작동시킴으

로써 해당 정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공동체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음을 논

리적으로 방증해주는 등 인지적･규범적(cognitive and normative) 기능을 통해 궁극적

으로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해준다(김길수, 2011: 178; 문태현, 2003: 126). 

요컨대 정책담론은 다양한 사회 내부의 이해집단들 간 정책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촉

진하고, 도출된 합의가 용이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합리적 수단인 것이다(이왕

재, 2007: 129). 그러므로 정책담론의 범주에서 펼쳐진 주장들과 그것들의 사회적 의미, 

근본적 규범과의 일치 여부 등 다각적 관점의 내용들을 분석하는 활동은 합리적이고 민

주적인 정책 창출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와 정보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타당성을 

갖는다(Fischer, 1993; 2003; 최태현･선소원, 2015: 92). 

그동안 정책담론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어왔다. 연구는 크

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담론 혹은 담론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미나 

위상 자체에 대한 논의들이고(문태현, 2003; 우아영, 2009; 이왕재, 2007; 한석태, 2015), 

또 다른 하나는 정책담론의 가치를 먼저 인정한 채 특정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담론 내용

을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들이다(김대성, 2012; 이소영, 2012; 주재현, 2007; 홍종윤, 

2011). 후자의 경우, 정책담론 설명에 특화된 분석모형을 활용하거나 응용한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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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데, 권향원･박찬용･공동성(2015), 이재무(2014), 최태현･선소원(2015) 등의 연

구가 해당된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을 제고하여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복합적인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정책담론 분석에 최적화된 

분석모형에 준거하여 다양한 정책담론 사례를 분석한 후, 분석한 내용들을 취합해 유의

한 정책적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담론연구가 제공해주는 본질적 가치를 함의하고자 기획

한 것이다. 

먼저,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은, 정책담론이 근원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기대함

으로써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형성되어 유통된다는 점(강국진･김성해, 2011: 219)

을 제고하여, 다양한 정치적 기준에 따라 형성과 변화 측면의 가변성이 높은 규제정책을 

서낵하였다. 규제정책은 정부가 특정 개인과 집단에 규범적으로 개입하여 구속･통제함

으로써 반사적으로 여타의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공공활동이다. 주로 법률 형태를 취

하며, 정책에 불응하는 대상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책집행 이전에 수

혜자와 피해자가 확연하게 규정된다(정정길, 1997: 70). 그래서 국가의 강제력과 상반되

는 이해관계가 동반되어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Lowi, 1964: 691), 규제의 적용이

라는 근본적 문제부터 간섭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고찰까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유훈, 2008: 32). 이처럼 정치성이 부각되는 규제정책의 형성과정 상 정책담론을 분석대

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담론의 양상과 내재하는 기본 속성을 판별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 아울러 본 연구가 높은 정치성을 갖는 규제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만

큼 분석을 위한 도구 역시 정치적 요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해야 하며, 특히 한국적 정책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본 연구는 정책담론을 

설명하고자 고안된 서구의 분석모형을 한국 정책실정에 맞게 이재무(2014)가 한국의 정

책사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수정한 정책서사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for 

policy in Korea, 이하 NPFK)1)의 구성요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NPFK가 한국적 정책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과 그들이 구성한 집단의 참여, 이질적 의견을 

표명하는 대립 집단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들의 채택, 최종 정책결정을 위한 조정과 합의

(Shanahan, Jones & McBeth, 2011)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요인들의 분석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체계의 구동으로 정책사례에서 확인된 담론의 특성을 분석해 유

의점을 수집한 뒤, 숙고와 논의를 통해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규제정책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특성

1) 이재무(2014)의 원래 연구에서는 해당 모형을 ‘정책담론모형’으로 칭하고 있으나 시간 흐름에 따른 

담론 양상을 분석하는 모형의 특성을 감안하면 서사로 지칭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본 연구에

서는 정책서사모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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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한국 정책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담

론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 창출에 기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효용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되어 보다 발전적인 

정책과정을 위한 전략적 관리에 유용한 기능적 도구로써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을 기대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정책서사모형은 정책서사 분석방법이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산출되었으며, 해외에서

는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구조적 강화를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Bridgman & Barry(2002)는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전화번호 이동 제도에 대한 조사 분

석을 통해 담론을 서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와 정책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논증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그때까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문제를 재구성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온 거대담론의 서술(meta narrative)의 전개 방식을 

확장하였으며, 확장된 방식은 강력한 예시적(prefigurative)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분석방법에 비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ampton(2004)은 효과적인 공공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선호, 

가치에 대한 담론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책분석 방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법은 문

화적으로 다양한 공동체 담론의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본 연구는 Labov의 평가모형을 기초로 착안한 

정책서사 분석방법이 최적의 접근법임을 제안하였고 환경의 질에 참여하는 절차를 대상

으로 검증함으로써 분석방법으로써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McBeth, Shanahan, Arnell & Hathaway(2007)는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거의 활용되

지 않았던 정책서사 분석방법을 시초적으로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Greater Yellowstone 지역에서 행해진 Greater Yellowstone Coalition과 Blue Ribbon 

Coalition 두 지지연합 사이의 정책 토론과 변화를 대상으로 이해집단들의 다방면의 양

상과 담론 전략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승자와 패자 중 택일하는 

정체성 전략 등 5개 전략이 급격한 정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정책담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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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입증하여 정책서사모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Hampton(2009)는 환경정책의 기획 및 분석과정에 대한 공적 참여는 공공의 가치와 

선호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정책서사 분석방법이 정책 

계획과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을 병치(juxtaposition)하는데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대중의 선호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분석방법이라고 규

정하였다. 그리고 최적의 정책서사 분석은 Bridgman & Barry(2002)이 언급했던 거대담

론의 서술 전개방식에 관한 공동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ones & McBeth(2010)는 서사를 통한 분석방법이 경험적 연구대상으로 확대되고 있

음에도 공공정책 분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조적 개념으로만 간주된다고 비판하며, 정

책서사모형을 통해 정책분석의 정교화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건강관

리 개혁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각 담론의 여론에 대한 영

향력과 담론이 진행됨에 따라 각 진영에서 사용된 정치적 전략들의 유용성과 잘못을 입

증함으로써 모형의 효용 가치를 파악하였다.

Shanahan, McBeth & Hathaway(2011)는 정책서사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서사

적 관점의 분석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Yellowstone 국립공원과 

관련된 이슈와 논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서사는 두 가지 형태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는데, 하나는 서사의 내용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경우 

의견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preach to the choir)를 얻었고, 다른 하나는 서사의 내용과 

상이한 의견을 가진 경우 자신의 의견을 반대로 수정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

서사의 유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Shanahan, Jones, McBeth & Lane(2013)은 정책서사모형이 정책과 관련된 사회구조

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은 분석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정

책과정을 서사하는 경험적 역할이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지를 논증하였다. 특히 정책서

사모형 이론의 관점을 미시적(micro), 중시적(meso), 거시적(macro) 관점으로 세분화하

여 정책신념과 다양한 담론전략 등의 기여도를 각기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정책서사모형

을 통한 정책분석 결과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국내에서의 정책서사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며, 주로 사

례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박용성(2014)은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담론의 

생성과 경쟁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서사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참여자들의 담론을 핵

심으로 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담론을 통해 결집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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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을 채택한 경우 정책하위체제가 정책을 독점하게 되어 현상 유지를 강행하게 되

고, 확대를 지향하는 전략을 채택한 경우 정책하위체제가 유동화 되어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 각각 상이한 방향의 정책결과가 나타났음을 논증하였다.

이재무(2014)는 기존 정책서사모형이 한국 내 정책변동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지

를 검증하였다. 그를 위해 분석대상으로 전면무상 보육을 핵심으로 하는 보육료지원정

책을 선정하였고, 정책서사모형 구성요소에 기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대립하는 지지연합은 상호 상반된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는 전제가 맞지 않음을 밝혀냈

고, 한국의 정책변동 과정 상 정책담론의 양상에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촉발기제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주도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김상철･엄준용(2016)은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발생한 담론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앞선 국내 연구들이 질적 연구방식을 채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식을 통해 계량적 결과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서사모형의 요소인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과 상호 옹호화, 상호 적대화 등 전략을 통해 정책결정 이전의 

갈등상황과 최종 결정 이후의 파급 양상을 실증 수치로 제시하였으며, 모형의 구성요소

와 전략 간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2. 수정된 정책서사모형(NPFK)의 이해

수정된 정책서사모형(NPFK)는 McBeth et al.(2007)이 주창한 정책서사모형의 기본 골

격과 구성요인을 차용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서사모형은, 다양한 정책관계자들의 상충

된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정책이 산출된다는 가정을 전면 부정한다. 대

신 정책과정이 진행되면서 불가결하게 담론들이 형성되고, 여러 담론들이 개진되는 상

황 속에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이 산출된다고 주장한다

(McBeth et al. 2007; Shanahan, Jones & McBeth, 2011). 다시 말해, 기존 정책서사모형

에 따르면 정책의 형성이나 변동 과정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

와 이익집단, 언론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정책관계자들이 결집하여 실체적 영향력 발

휘를 위한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을 구성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

된 지지연합들은 각자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담론의 장에 참여하게 되고, 

다분한 상호 의견교환과 정책정보의 조직화와 전달 등의 작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승리한 연합의 정책신념이 가장 합당한 것처럼 주지되면서 정책으로 전환된

다고 규정한 것이다(Shanahan et, al., 2011: 540). 이러한 전제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정책

서사모형은 중시적(meso) 관점에서 담론을 분석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어, 문제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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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설정 혹은 설정의 정황(setting or context)을 확인할 수 있고, 담론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들과 그들만의 사연 전개(characters and plot)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윤

리적 정책해결 방법의 함의(moral of story in policy solution)을 제고해준다. 개념적으

로, 문제적 상황은 정책분야에서 충돌하는 다각적인 갈등을 총칭하는데, 이때 서로 대립

하는 양상은 특정한 범위에 국한되거나 한정적으로 조건화되지 않는다(Ney, 2006: 152). 

또한 담론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 혹은 동맹군(heroes 

or allies), 문제를 일으키는 악당 혹은 적군(villain or enemies), 문제로 피해를 입은 희

생자(victim)(Stone, 2002: 135) 등 담론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행위자(actor)를 의미

한다. 또한 그들만의 사연 전개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의도와 실수, 사고, 기타 인과관

계 등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순차적으로 나열될 수 있는 사건들을 지칭한다. 윤리적 정

책해결 방법은 담론에게 부여된 의무적 기능에 대한 규정을 뜻한다. 담론은 반드시 문제 

자체에 대한 규정과 원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야 하며, 최적화된 교훈을 제시해야 한

다. 특정 정책과 관련된 담론이 정책문제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지 않고 해결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각론으로 이루어지면 상대에 대한 독선적 강요와 시비로 전락하기 때문

이다(Jones & McBeth, 2010: 340-341). 정책서사모형은 구조적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

(ACF)의 요소를 차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서사모형은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마찬가지로 

크게 외부조건과 정책하위체제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외부의 변화와 자극에 따라 자신

들의 편익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관계자들은 서로 지지연합을 구성하게 되는

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끼리 별도의 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대립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적 손익과 선호를 정책신념으로 

공유하면서 부단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정책서사모형

이나 정책옹호연합모형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창출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하위체제 내 지지연합과 그들이 가진 정책신념이 정책형성이나 변동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자 모형의 분석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두 모형 사이에는 차별되는 

관점이 존재한다. 정책서사모형이 내적요인에 의한 정책창출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정

책옹호연합모형은 외적요인에 의한 정책창출에 집중한다는 점이다(박용성, 2014: 102). 

정책서사모형은 여론을 제외한 외부환경 변화나 기타 외부 조건들의 영향력은 정책하위

체제가 구성되는 계기로 인식하며, 정책의 형성이나 변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들 사이의 담론이라고 규정한다. 반면에 정책옹호연합모형

은 정책하위체제 외부의 요인들이 정책하위체제의 생성부터 존립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

치며, 정책하위체제 내 상호작용은 정책중계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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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책서사모형은 정책하위체제 외부보다 정책하위체제 내부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 내부보다 외부환경적 영향

력의 중요성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모형 구조를 가진 기존의 정책서사모형은 정책담론을 통한 정책형성 과

정을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갖는다. 그러나 담론이 제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으며, 담론의 영향력이 손실 없이 정책과정

에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적 구조가 확립된 서구 선진국의 정책과정 체계에 모형의 구조 

설계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보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정책과정과 담론구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치적 촉발기제(political triggering mechanism)의 영향력과 강력

한 정치구성원이 담당하는 정책주도자의 영향력, 각종 담론 전략 선택의 유동성이 간과

되어 있다(이재무, 2014: 13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정책서사모형과 수정된 정책

서사모형 모두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하위체제 내 대립된 지지연합과 그들 

사이의 활발한 정책담론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또한 각 지지연합은 서로 상반된 정책신

념에 근원하여 정책담론을 형성하며, 정책담론의 형성과 개진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

고, 정책담론에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기존 정책서사

모형이 대립된 지지연합이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속성의 정책담론 전략을 선택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해 수정된 정책서사모형은 대립된 지지연합들이 서로 동일한 속성의 전

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실증결과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책서사모형은 

비교적 안정된 정책형성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체제를 근거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각종 선거나 사건과 같은 다소 돌발성을 갖는 정치적 촉발기제를 포함하여 소수임에도 

정책과정에 강한 주도적 작용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정된 정책서사모형은 오히려 정치적 촉발기제나 정책주도자가 정책형

성의 시작과 과정 곳곳에 영향을 미쳐 정책담론을 이끌어가고 전략선택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정책이 형성된 이후에도 여론이 다시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출된 정책이 즉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존 정책서

사모형에 비해, 수정된 정책서사모형은 최종적으로 형성된 정책이 여론에 통보되어짐으

로써 관계가 마감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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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서사모형 수정된 정책서사모형

공
통
점

핵심 분석대상 정책하위체제(대립하는 지지연합 및 정책담론)

정책신념에 대한 인식 지지연합 및 정책담론의 근원 

정책형성 수단 정책담론에 활용되는 다양한 전략

정책형성 과정의 여론 수시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차
이
점

각 지지연합의 정책담론 
전략 선택

반드시 상반되는 속성의 전략을 
선택한다고 규정

동일한 속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정치적 촉발기제 또는 
정책주도자의 존재

고려하지 않음 전략선택과 변동의 원인으로 간주

최종 형성된 정책과 
여론의 관계

여론의 영향력 우위 : 여론에 의해 
다시 변동될 수 있다고 가정

형성된 정책 우위 : 일단 최종 
형성된 정책에 여론의 관심은 

적어짐

<표 1> 기존 정책서사모형과 수정된 정책서사모형 간 특성 비교

이러한 이유에 따라, 한국의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활동에 기존의 정책서사모형은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본 연구는 기존 정책담론모형의 유용성은 유지한 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담론들을 한국의 정책 환경 상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

로 분석할 수 있도록 요인들이 재배치된 NPFK를 분석틀로 채택하였다. <그림 1>은 

NPFK를 도식화한 것이다. NFPK는 크게 외적 조건들과 정책하위체제로 구성된다. 외적 

조건들은 정책담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하위체계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이다. 외적 조건들 중 사회경제적 조건, 정부연합,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 과

학적 정보 등 외부환경 변화(external environment changes)가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

는 원천이며, 사회적 역사, 경제적 역사,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적 맥락의 변수들(relatively stable parameters cultural context)은 정책대안의 범위

를 한정하거나 지지연합들의 신념체계를 미약하게 변화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전진석, 2003: 214-217). 특히 여론(public opinion)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고, 빈번하게 변화하면서 정책하위체제와의 계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짧은 시간 동

안 자원 혹은 제약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책과정에서 외적조건이나 여론의 영향력이 

무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그로 인한 정책집행 상 결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여 단

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정책하위체제는 특정 정책과 이해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행위

자들을 포괄하는 연계체제이다. 정책하위체제 내에는 특정 이익을 공통의 관심사로 가

지는 구성원들이 형성한 목적지향적 공동체인 지지연합들이 존재한다. 지지연합의 구성

원들은 개별화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질적 성분을 갖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그렇

기 때문에 협력 기반의 조정기제를 보유한 채 특정 정책에 자신들의 핵심 정책신념(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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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beliefs)을 반영하여 연합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Sabatier & Weible, 2007: 128). 

여기서 말하는 핵심 정책신념이란 지지연합 구성원들이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갖는 공

통된 믿음으로써 지지연합의 존재이유이자 활동의 근원이고, 다른 지지연합의 핵심 정

책신념과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abatier, 1993: 31). 

<그림 1> NPFK의 도식화

출처 : 이재무. 2014: 133의 그림을 재구성

NFPK는 정치적 촉발기제 혹은 정책주도자(political events or policy entrepreneur)2)

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서사모형과 차별적 유용성을 갖는다. 정치적 촉발기제

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혹은 예상치 못하게 돌출적으로 부각된 정치적 속성

의 사건들 일체를 의미한다(Birkland, 2011: 180).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Grant & 

Ohemeng, 2007: 3-5), 정치엘리트의 노력에 따라 더욱 크게 이슈화(Cobb & Elder, 

1983: 2-3)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환경의 견고함이 완성되지 않은 정치 지형에서는 담

론과정에 수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재무, 2014: 132). 정책주도자는 정책결정 과정

에 자신의 신념과 중시하는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신의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

력에 근간하여 시간과 재원, 역량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존재이다(Zahariadis, 

2) policy entrepreneur는 정책사업가, 정책혁신자, 정책선도자 등 연구에 따라 달리 명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policy entrepreneur가 담론이 발생하는 전제로서의 정책변화 과정을 시작하고 이후 정책과

정에 빈번하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정책주도자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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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53; 정익재･김정수, 1998: 36; 이재무, 2013: 572-573 재인용). 어떠한 정책관계

자도 정책주도자가 될 수 있으나 특히 대통령이 정책주도자인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과 중요성은 여타 정책주도자 유형을 압도한다(Eshbaugh-Soha, 2005: 257). 따라서 한

국과 같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부과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책담론에 가장 강력

한 영향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이재무, 2015b: 159).

반면에 NFPK는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담론이 정책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는 기존 정책서사모형이 갖는 모형의 독창성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담화

전략(political discourse strategy)이라는 유용한 분석수단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담화전

략은 담론 과정에서 각 지지연합들이 상대의 논리를 누르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

며, 기존 지지 세력을 견고화하거나 지지 세력을 추가적으로 증가, 규합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으로McBeth, Shananhan, &. Jones, 2005)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자 혹은 

패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체성 전략(identifying winners and losers)이다. 정책과정을 

주도하거나 다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지지연합은 자신들이 정책형성에 있어 승자임을 강

조하며 세를 과시함으로써 결집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기득권을 빼앗거나 소멸시키고자 시도하는 지지연합은 주로 패자로서 정체성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신념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둘째,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

(construction of benefits and costs)은 비용과 편익이 다수 혹은 소수 어느 쪽에 집중되

는가를 이슈화함으로써 담론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시도하는 전략이다. 비용구조 

전략은 특정 정책의 편익이 소수에 편중되고, 막대한 비용은 다수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

는 주장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킨다. 반면에 편익구조 전략은 특정 정책의 편익이 다수에

게 확산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한다. 주로 불

만을 유도해 새로운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고 할 때 비용구조 전략이 사용되고, 반대 세

력의 확장을 차단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편익구조 전략이 사용된다

(박용성, 2014: 105-106). 셋째, 압축적 상징 사용 전략(the use of condensation 

symbols)이다. 상징은 함축적이지만 전달력이 매우 강하고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

석도 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갖는다. 그래서 각 연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표식

이나 기호, 구호 등의 상징으로 전달하게 되며, 주로 담론과정에서의 주장이나 사실을 

서술하기보다 다소 복합적인 개념을 활용해 상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넷

째, 정책대리 전략(the policy surrogate)은 특정 정책과정에서 담론이 발생하게 된 원인

을 특정 개체나 집단을 직접적으로 지명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이다. 이때 지명되는 

대상은 상대방 지지연합에서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속된 옹호연합 내에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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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동일한 지지연합 내 구성원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담론과정에서 여론에 

의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Scientific Certainty and Disagreement)이다. 특정 정책이슈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주장하며 담론을 이끌어가는 전략이 과학적 확실성 전략이며, 오히려 과

학적으로 통일된 합의가 없음을 제기하며 신중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주장하는 전략이 

불일치 전략이다(McBeth et. al., 2007: 90-92). 두 전략의 선택에 있어, 이슈를 선점한 

측이 과학적 확실성 전략을 채택하는 편이며, 열세인 측이 불일치 전략을 선택하는 편이

다. 정치적 담화전략 체계가 구축된 이후, 각 지지연합은 현재의 세력을 단단히 결속하

여 독점적 지위와 정책초안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세력을 새롭게 확산하고 동원하여 정

책을 변화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과정에 따라 담론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강한 자원과 권력을 보유했거나 전략이 관철되어 성공한 지지연합의 취지대

로 정책이 산출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특성이 어

떠한지 확인하고 그를 기반으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진보성향의 정부로 인정받는 노무현 정부의 ‘사학 규

제정책’과 보수성향의 정부로 인정받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을 선

택하였다. 정치적 이념이 상이한 정부에서 각기 사례를 선정한 것은 정부별 지향 정치이

념에 따른 분석결과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두 규제정책은 모두 각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되어 정부의 중반부에 형성이 마무리된 정책이다. 즉, 두 규제정책은 모

두 각 정부별로 추진동력이 충분한 시기에 계획적으로 마련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정책

과정이 정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나 의도치 않은 작용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

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존립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역량을 준거

로 비슷한 시기에 창출된 정책이어야 정책별 분석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규제정책은 특정한 부문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한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과 국가의 통제 하에 특정한 부문에게 

독점권한을 부여해 다수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Rilpley & Franklin, 1986: 72-74) 중에서 보호적 규제정책을 선택해 

분석하였다. 경쟁적 규제정책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기 때문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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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담론과정의 다양한 요인들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표출

되므로 분석의 용이함은 있다. 그러나 경쟁적 규제정책의 경우는 규제가 경제적 이익이 

관련됨으로써 특혜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변화가 잦아 분

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보다 공익적

이고 정책 지속성을 비교적 강하게 가지고 있는 보호적 규제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규제정책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

상 정책만을 굳이 선정한 근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위성이 잔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규제정책 중에서 대표적 상징성을 갖는다고 인

정받는 규제정책들을 선정하여 최대한 이와 같은 오류를 상쇄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학 

규제정책의 경우,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사립학교의 공공성 양양에 있음을 관계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견지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의 경우도,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명분이 

직시된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시장 부문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편익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따라

서 두 규제정책 모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활동을 제약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약의 대상이 모두 사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시장구성원으로써 

해당 규제정책들이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둘째, 각 규제정책의 형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담론의 특성은 앞서 고찰한 NFPK가 내

재하고 있는 요인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NFPK가 정책하위체제와 정책담론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구성되어있고, 분석결과를 통해 유의점을 찾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하위체제 구

성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규제정책별로 대립되는 담론을 형성한 지지연합을 규

명하고, 그들의 구성 특성과 핵심 정책신념을 파악하였다. 이때 지지연합은 정책을 주도

하는 연합과 그에 반대하는 연합으로 구분하여 규명하였으며, 핵심 정책신념은 거의 변

하지 않는 기저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초적 수준의 믿음만을 확인하였다. 심층적이고 

저변적 정책신념 이외의 신념은 상황에 따른 유동성이 심하며, 전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담화전략과 대동소이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어, 정치적 촉

발기제 및 정책주도자가 전략의 선택에 영향력을 작용했는지를 검토하였다. 정치적 촉

발기제의 예측가능성에 따라 정책쇄신, 유지, 종결의 형태가 달라지며(이재무, 2015b: 

233), 정책주도자의 정치적 측면의 태도는 담론에 대해 다각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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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려가 필요하다. 검토는 정치적 촉발기제의 경우 돌출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판단하였고, 정책주도자가 나타났다면 그의 영향력이 정치적 협상에 의한 것인지 다소 

무모하게 이루어진 일방적 처사였는지를 함께 판단하였다. NFPK의 구성요인 중에서 외

적 조건에 대한 분석은 개괄적으로 시행하였다. 앞서 이론의 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정책서사모형의 가정에 따르면 외적 조건은 정책하위체제가 담론을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 작용할 뿐 담론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정책들이 창출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적 조건들 사이에 극단적 상이

함이 존재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외적 요인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유의성

은 의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조하는 수준에서 고려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와 같이 정책하위체제 구성요들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분류된 각 지지연합 사이

에서 확인되는 담론에서 나타나는 각 지지연합의 정치적 담화전략을 분별하였다. 분별

에 있어 정체성 전략,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의 측정은 

각기 어떠한 측면의 전략을 채택했는지를, 압축적 상징 사용 전략, 정책대리 전략은 사

용 유무에 대해 파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정책에 대해 앞서 

확인한 정책형성을 주도한 지지연합의 의도가 전부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반대하던 지지

연합의 의도가 일부라도 반영되어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최종 산

출된 정책은 정책형성을 주도하는 지지연합의 주장이 모두 반영되는 것보다 정책형성을 

반대하던 지지연합의 주장이 관철된 정책일수록 민주성 차원에서 정책담론의 효과가 컸

다고 간주된다. 그리고 최종 산출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선택한 분석틀 정책서사모형은 정책담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론이 영향을 미치고, 

정책담론 결과가 여론에 통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종 산출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그 정책이 얼마나 성실한 담론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갈음할 지표

가 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요인과 측정 세부지표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분석대상 측정 세부지표

정책하위체제 
구성요소

 정책 주도 및 반대 각 지지연합별 구성 특성 

정책 주도 및 반대 각 지지연합별 심층적･저변적 정책신념 

정치적 촉발기제의 판명, 촉발기제의 돌출성 혹은 일상성 여부

정책주도자의 판명, 정책주도자의 정치력에 근거한 혹은 무모하고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표 2> 본 연구의 분석요인과 측정 세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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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정책별로 확인된 분석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

시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최대한 엄격하게 일반화하여 이론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려 

시도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연구 설계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2>의 내용과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Ⅲ. 분석결과

1. 노무현 정부의 사학 규제정책

1) 정책형성의 과정 분석 결과

사학 규제정책은 독자적 건학 가치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립학교의 개설과 운영

에 정부가 관여하는 원칙과 규범 일체를 총괄한다. 사립학교가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사립학교의 원래 취지가 

정책담론
(연합별 정치적 

담화전략)

정체성 전략 승자 혹은 패자 중 채택한 전략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 비용 혹은 편익 중 채택한 전략

압축적 상징 사용 전략 상징의 사용 여부

정책대리 전략 정책대리의 사용 여부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 과학적 근거 유무에 따른 채택 전략

정책과정 결과
형성된 정책에 대한 정책주도 혹은 반대 지지연합의 의도 반영 정도

형성된 정책에 대한 여론의 우호 혹은 비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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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공교육 공급을 대체하고, 사립학교 또한 공교육 체계와 밀접하게 융화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박민･이시우, 2011: 144). 본 연구가 지칭하는 

노무현 정부의 사학 규제정책은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입법된 사립학

교법(이하 사학법) 개정 과정을 의미한다. 1963년 사학법 제정 이전에는 교육법에 의해 

사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교육법에서는 사립학교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한 명문화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사립학

교 재단의 권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1981년 개정안과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1990년 개정안 등 사학법은 상반된 내용으로 36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러던 중 노무현 

정부 2년차인 2004년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 이사회 내 친

족관계 비율 축소, 내부감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정부 여당에 의해 발의되

었고, 여야 정치권 사이의 협상과 중재의 실패가 이어지다 실력 행사의 치열한 다툼 중

에 2005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2) 외적 조건 분석 결과

외적 조건 중 외부환경 변화에 있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사립학교의 비리 만

연과 사회적 투명성 필요 의식 증대’로 간주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사립학교 

비리는 경제수준의 발전과 함께 점점 그 수준이 심해져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원

이 제기된 사립대학 3곳을 종합 감사하여 8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해 대학 이사장

과 전･현직 총장 9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하여(매일경제, 2003.9.15. ｢사립대 일

부, '비리 덩어리'｣),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사학 횡령사건으로 인정되는 동해대학교 비

리 사건을 포함하여 아시아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등이 인사채용 비리, 학위장

사, 리베이트(세계일보, 2005.8.28. ｢학위장사･뒷돈･횡령...대학 '비리상아탑'｣) 등 사학

비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에 비해 사회적으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이 시기 제조기업과 금융기

업들이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회적 투명성 제고 요구에 대한 경영 쇄신을 강조한 바 있고

(연합뉴스, 2003.4.1. ｢국민은, 윤리경영 기업평가 반영｣; 한국경제, 2003.4.14. ｢현대, 

기아차 유리알처럼 정신 재무장'｣), 중간정치 형태로서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하여 투

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 천명되기도 하였다(프레시

안, 2003.1.29. ｢시민단체 정치참여 놓고 팽팽한 논쟁｣). 이러한 변화는 사립학교의 구태

를 개선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도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연합 및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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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는 이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는 진보적 성향

의 참여정부의 출범을 우선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부패 없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각종 비리의 척결을 약속해왔으며, 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

청렴위원회로 개편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부문들의 협조를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포함하여 

국민적 의혹 비리사건을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검사 동일체 원칙 개선 등 

검찰개혁 단행, 감사원･법무부･행정자치부･부패방지위원회･검경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등의 정책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한 4대 개혁입

법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연합 및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 차원

의 변화 역시 사립학교의 비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해준 근거

라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정보는 사학비리와 관련되어 분석된 다양한 보고들이 해당된

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004년 6월 11일를 보고서를 발표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

지 5년 동안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38개 사립대학에서 적발된 횡령과 부당운영 손

실액이 2,017억 원에 이른다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1999년 587억 

원(7곳), 2000년 134억 원(7곳), 2001년 388억 원(11곳), 2002년 258억 원(6곳), 2003년 

649억 원(8곳)의 횡령과 부당운영 손실액이 발생했고, 4년제 대학이 815억 원, 전문대가 

1,202억 원으로 전문대 비리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프레시안, 2004.6.12. 

｢사학재단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2천억원’｣). 이러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여 사학 규

제정책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외적 조건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적 맥락의 변수들에 있어, 사회경제적 역사를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학비리가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1979년 

동남보건전문대학의 편입학 부정, 서울성정여고 이사장의 공금유용, 서울남산공전 및 

리라초등학교 경리부정 등의 부정사건을 계기로 문교부에서 전국국공립사립대총학장부

문대학장과 시도교육감회의를 주최하여 병폐 척결을 경고한 바가 있으며(동아일보, 

1979.5.26. ｢학원부조리의 원인과 대책｣), 1981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

학재단 비리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하였다(매일경

제, 1981.3.20. ｢사학비리 의법조처｣). 또한 1990년 교수채용 시 봉급 일부 포기각서를 

받아 물의를 빚은 상지대 사건을 계기로 문교부가 주축이 되어 전국 81개 대학 대상의 

특별감사를 착수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90.3.9. ｢교수채용 비리 특별검사｣). 이처럼 

사학비리는 오래된 병폐였으며, 일시적 제도나 대응으로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 문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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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확인된다.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측면에서 사학비리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역할

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원론적으로 통일된다. 사립학교는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

장구성원으로서 대규모의 자본을 존재 근원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

다.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리를 통제하고 긍정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상적 인식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학 규제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대립은 심했을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일부 사립학교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해치며 다양한 

비리에 연루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

졌으며 독립성에 기반을 두고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할 시장구성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학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조치는 사립학교 측에서는 자신들

의 존속 가치인 사익추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치적 

노력을 치열하게 경주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강압적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

능하기에 정치적 논리전개를 통해 사립학교의 정치적 노력에 대응하게 되고, 이처럼 서

로 완벽하게 대치되는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대

립 수준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정책하위체제 구성요소 분석 결과

첫째, 지지연합의 규명과 구성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사학 규제정책에 관하여 상호 

대립되는 의견을 보유한 정책관계자들은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지지연합인 ‘사학법개

정찬성연합’과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지지연합인 ‘사학법개정반대연합’으로 구분된다.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의 구성원들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제정

의실천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

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결집된 의사표현을 

위해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참여하였다. 반면,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의 구성원들은 야당인 한나라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한국

사학법인연합회, 천주교사회주교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시민연대,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각 지지연합에는 다양

한 속성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

모모임처럼 각자 대치되는 위치의 단체들이 각각 속해있다. 이채로운 부분은 사학법개

정반대연합 구성원에 핵심 종교계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종교적 이념에 따른 



정책서사모형 분석요소를 활용한 한국 규제정책 형성과정의 담론 양상 분석 309

것이 아니라 종교계가 보유한 산하 사립학교가 입게 될 수 있는 손실이 우려돼서이다. 

지극히 현실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인데 그 때문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같이 기

존 종교계에 반동하는 단체들은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을 지지하였다. 

둘째, 각 지지연합의 정책신념 측면에서,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은 공교육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된 사립학교인 만큼 당연히 공공성의 가치를 추종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사익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다(양승일, 2007: 67).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은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은 교육기관이라 하더

라도 분명히 사적 소유가 인정된 영리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만 학교교육의 다양함을 추진할 수 있고 자율화를 통해 

교육활동의 원활함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 창의성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지하였다(조홍

순, 2011: 149). 

셋째, 촉발기제와 정책주도자 측면에서, 사학법 개정 변동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사

학법 개정을 촉진한 특이 촉발기제가 확인되지 않는다. 연구에 따라서는 2004년 복기왕 

의원의 사학법 개정안 발의를 촉발기제로 간주하기도 한다(양승일, 2007: 68). 그러나 

이는 결과적 행위자에만 편중한 시각이다. 촉발기제는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지만 

정책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구동력 자체는 갖고 있지 않다(이재무, 2015a: 213). 하지

만 복기왕 의원의 사학법 개정안 발의는 다분히 직접적인 정책변동 자체의 계기이다. 

그러므로 개정안 발의를 촉발기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책주도자는 노무현 대통

령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강행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들을 여당으로 만들어

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규제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기조 전반을 대변하는 혁신의 실체적 발로이므로 그 배경에

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철학과 공약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사립학교 관리체계의 변화를 예고했

고, 대통령 임기 2년차에 이를 처리해 가장 정권이 탄력을 받을 때 이를 처리했다. 물론 

사학법 개정의 결정이 국회의장의 3번에 걸친 여야 간 협의 기회 부여와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강행되어 종국을 맞이한 것을 두고 정책주도자인 대통령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김보엽, 2008: 14). 그러나 정치적 반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이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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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담화전략 분석 결과

상기와 같은 지지연합의 대립 속에서 연합별로 다음과 같은 정치적 담화전략이 활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 전략 측면에서 각 연합이 승자와 패자 중 택일하여 정체성을 명확하게 

부여한 기록은 특별히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도 개정안 발의 전까지 사학 

규제정책 형태는 사립학교재단의 사유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기존 

사학법의 헤게모니를 소멸시켜야 하는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은 굳이 승자의 정체성을 취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세력 측면에서 압도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패자 전략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사

학법개정찬성연합의 일원으로서 야당이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설득해 자신들에게 

공조하게 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가결수를 확보하였다. 그에 비해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승자의 정체성을 표

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다른 정당을 끌어드리는 노력

을 경주하는 중에도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의 일원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확장시

키기보다 기존의 세를 결집하는데 더욱 주력한 모습이 보인다. 

둘째,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 측면에서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은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

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수단적으로 당시 기존 사학법체계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로 인한 병폐와 비용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

사학척결을위한대전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결의대회에서는‘우리나라 중고등학교 45%, 

대학교 80%가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사학법은 여전히 족벌경영과 파행

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 등으로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라는 주장이 역설되기도 하였다(오마이뉴스, 2004.6.20. ｢사립학교법 개정은 공교육 정

상화의 초석｣). 또한 정부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정

책토론회에서 사학법개정찬성연합 구성원들은‘사립학교는 개인의 재산출자를 통해 설

립되지만 그 순간부터 법인이 되어 사유가 아니라 공공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일부 사

학운영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강변하였다(프레시안, 2004.7.30. ｢전교조, 사립학

교법 개정운동 본격화｣). 이처럼 다양한 담론과정에서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은 일관되게 

사학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사회적 손실을 강조하

는 전략은 사학법개정반대연합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즉 사학법개정반대연합 측에서는 

사립학교재단은 분명한 사적영역의 영리조직임에도 공공성 강화라는 논리로 대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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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논리에 위배되며, 투명성 확보의 명분으로 사유권을 침해함으로

써 학교 운영의 권한이 교사나 교수에게 넘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사립학교 재단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실례로, 사학법 개정과 관련되어 개최

된 대담을 통해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의 일원인 홍성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명예

회장은‘사학의 비리는 전체의 1.1%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논할 계제가 

아니며, 사학법인 역시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민간영역인데 자주성을 침해하

는 것은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프레시안, 

2004.7.30. ｢전교조, 사립학교법 개정운동 본격화｣). 또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입장발

표를 통해‘사립학교 재산은 건학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출연된 사법인의 소유재산 이므

로 규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교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학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이사를 선임하는 일은 결코 용인

될 수 없다’라고 극명하게 반대를 표명하였다(한국경제, 2004.8.2. ｢사립학교법 개정안 

싸고 정부ㆍ사학재단 충돌｣). 

셋째, 압축적 상징전략 측면에서 사학법개정찬성연합과 사학법개정반대연합 양측 모

두 상징을 사용한 전략을 담론과정에서 찾을 수 없었다. 사학법 개정은 이전에도 수십 

차례 이루어진바 있고, 그만큼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상징을 활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효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넷째, 정책대리 전략 측면에서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은 상대방 지지연합의 주축 구성원

인 사립학교 재단 자체를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즉 사립학교 재단이 그동안 많은 재단비

리를 발생시켰고, 투명성이 훼손되어 개혁할 부패의 대상으로 직접 지적한 것이다. 당연

히 담론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반대로 사학법개정반대 연합은 상대 연합의 

핵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강제적으로 빼앗으려는 수단으로 

열린우리당과 공모하여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동아일보 

2004년 8월 8일자‘집권당의 무리한 사학개정’사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학교 운영

의 주도권 강탈을 지적하고 특정 단체의 의도에 여당이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담론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동일시하면서 집중적으로 공

격하였다. 

다섯째,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 측면에서 본 전략이 두 지지연합에서 활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사학법 개정이라는 정책 특성이 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분

야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12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5) 정책과정 결과 분석 결과

첫째, 최종적으로 사학법 개정은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이 추구하는 대로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의 구성원인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내어놓고, 부속 사

립학교를 보유한 종교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하는 등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진 결과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이 주장하던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고, 

초기 개정 취지와는 적지 않은 이격이 생겼으나 양측의 의견이 절충된 채 사법학교법은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담론과정 상 의견과 주장 

중에서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의 담론전략이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일정 부분 효과적

으로 행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사학 규제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년 10

월 18일 MBC 라디오에서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학법 개정 찬성 의견이 58.6%, 개정 반대 의견이 27.6%였다(미

디어오늘, 2004.10.22. ｢국민 절반이상 언론개혁 입법 동의｣). 또한 2004년 11월 9일 한

국사회여론연구소가 TNS에 의뢰해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학법 개정 찬성 의견이 61.1%, 개정 반대 의견이 32.8%였으며(매일경제, 2004.11.11. 

｢盧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71%｣), 2004년 12월 2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학법 개정 찬성 의견이 72.2%, 

개정 반대 의견이 19.2%였다(프레시안, 2004.12.4. ｢사학법 72%, 언론법 52% 개정 찬성

｣).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2005년 12월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서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7.1%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 41.9%보다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동아일보, 2005.12.31. ｢[신년 여론조사] 국정 현안 대선예비후보 

선호도｣). 즉 사학법 개정에 국민 여론은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점차 더욱 

큰 지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 산출된 사학 규제정책은 정책형성 과정

에서 상호 영향을 미친 여론의 고려한 정책담론 양상을 거쳐 창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사학 규제정책의 사례에서 정책담론이 미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외적 조건들의 자극에 반응하여 사학비리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었고, 그를 통해 사

립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등이 이익을 영위할 수 있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원론적 가치가 충만한 규제정책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서로 매우 불균

형한 지지연합 간 역량 차이로 인한 정책결정의 편향이나 왜곡을 방지하였다. 사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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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경우, 대두 배경에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리라는 위법적 문제가 존재하다보니 여

론은 기본적으로 사학법개정찬성연합에 절대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책주

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개정찬성연합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정의 참여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즉, 사학법개정찬성연

합은 대치하는 사학법개정반대연합에 비해 훨씬 강력한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정책은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의 의지대로 일방적인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는 규제정책이기 때문

에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일견 매우 

타당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나 의견도 

상대적으로 소수일 뿐 수 자체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을 전면 무시한다는 것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 정책담론은 정책을 주도하는 사학법개정

찬성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학법개정반대연합의 의견이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를 통해 일부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었고 최종 산

출된 정책에 대한 극렬한 반발을 예방할 수 있었다.

3. 이명박 정부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

1) 정책형성의 과정 분석 결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규제정책은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의 중대규모 유통매장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1990년대 중반 국

내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계 및 국내 대형 할인점들이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경

쟁에서 승리한 국내 대형 할인점들이 한국 유통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후 대형 할인

점들은 국내 입점과 매출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매장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보다 

골목상권에 가까운 SSM 매장 확충에 전략과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는 소비자들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실효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다수의 중

소 자영업 유통업자와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명박 정

부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 SSM 규제법안을 마련하고 

2010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다. 그러던 중 2010년 6.2 지방

선거를 계기로 영세상인들의 낙선운동 등 여론이 악화되자 두 개정안 모두 2010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근거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구역 내 SSM의 등록과 입점을 제한하는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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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된다. 또한 SSM이 매월 2일 이내에서 휴업하도록 의무화 의무 휴업일을 강제하

고, 영업시간도 제한하게 된다.

2) 외적 조건 분석 결과

외적 조건 중 외부환경 변화에 있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유통시장 개방과 대

기업의 유통시장 진출’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 철저하게 통제되어 폐쇄적으로 운용되어 

온 유통시장이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고 탈국경화되면서 개방화의 압박

에 직면하게 된다. 실정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소득이 크게 향상되고, 보다 나

은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비약적으로 강해졌음에도 국내 유통업은 통제되어 

운영됨으로써 낙후되어 국가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규정되었으며,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받는 것으로 인식된 상태였다(이재형･박병형, 2010: 150). 이에 따라 유통시장의 체

질적 변화를 위해 점차 개방 기조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그때까지 유통업 진출에 

소원했던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와 함께 1995년 

국내 경제체제가 WTO 대응체제로 변모하고, 1996년 점포 수와 매장면적 등의 유통시장 

접근에 대한 외국인 제한조건이 폐지되면서 소매유통 시장이 개방되기에 이른다. 개방

과 함께 외국의 대형유통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1996년 프랑스 

Carrefour, 1998년 미국 Walmart, 1999년 영국 Tesco 등이 입점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 대형마트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국내 대형마트들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사업세분화를 통해 SSM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SSM이 대자본에 근

간하여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계의 

상권을 크게 위축시키게 되었다. 유통시장의 개방화와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 완화는 유

통시장 활성화 목표는 달성했으나 영세한 중소유통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고, 

SSM 규제정책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정부연합 및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적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우선 조명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으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시장에 관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출 후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여당 한나

라당이 국회의원 수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명분

으로 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짐으로써 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정부연합 및 다른 하위체제

의 정책결정 차원의 변화가 SSM 규제정책의 도입을 저해시키는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후 지방선거를 계기로 SSM 규제정책의 도입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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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한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정보는 SSM 규제와 관련되어 분석된 다양

한 보고들이 해당되는데, 외국의 사례에 근간한 SSM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 보고서들이 

다수이다. 이들은 한국보다 먼저 SSM을 도입한 프랑스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허가제를 

기본적으로 운용하여 대규모 점포 관련법을 통해 입지를 제한하고, 노동법에 의거하여 

영업활동을 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경향일보, 2009.7.29. ｢동네슈퍼 몰락 넘어 독

점피해 더 커｣). 특이한 것은 이 시기의 제공된 보고들 중 SSM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보고가 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유통학회가 보고한 ‘중소유통경영실

태조사’는 SSM의 시장 진출에 따라 피해를 본 대상이 대형마트라고 주장하였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보고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법경제학’은 SSM에 대한 규제

가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각종 토론회와 국회의 별도 조사결과와 완전히 대치되는 입장의 보고

서로써 당시 사회 각계에서 심하게 왜곡되었다고 신뢰성을 의심받았다(내일신문, 

2009.10.16. ｢지경부보고서 사실 왜곡했다｣; 서울신문, 2009.11.12. ｢한경연‘SSM 해법

은 지역상권 활성화’｣). 이 시기 야당과 시민단체, 기타 관계기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다수의 정보들은 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의 상황

이 심각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유통학회 보고서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와 

같은 정보가 제공된 것은 그만큼 대형마트 측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활동이 부당함을 자

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SSM 규제정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외적 조건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적 맥락의 변수들에 있어, 사회경제적 역사를 

보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오던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적 특혜 지원의 병폐가 

유통시장 개방 이후까지 여파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밑바닥에 있던 한

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택한 방법은 소수의 대자본에 국가 기간산업을 몰아줌으로써 빠

르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었다. 그러한 전략은 일

면 효과가 있어 빠르게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지만, 독점대

자본을 형성시키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시켜버렸다. 

한 번 거대해진 대자본은 그 부를 사회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독차지함으로써 더욱 세를 

키웠고, 유통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공간이 열렸어도 그 수혜는 고스란히 소수 대기업

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측면에서 SSM 규제정책에 관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은 간결하였다. SSM이나 그 저변에 있는 대형마트의 자본력이나 영향

력이 비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통념적으로 인정되

었으며, 또한 부정부패 및 비리와 연관되어 통제를 추진한 사학 규제정책과 달리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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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은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 상황을 전제하여 통제를 추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정보 제공의 기능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SSM 규제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대립은 심했을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SSM에 대한 규제는 비리라는 명분이 있었던 사립학교 규제와 달리 일방적 

시장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과학적 정보도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었고, 기업가 출신 대통령의 이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에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자본력은 미약하지만 그 수가 다수이고, 선진국의 사례라

는 과학적 정보와 함께 수적 우위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

다. 이러한 조건의 대상들이 서로 완벽하게 대치되는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대립 수준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정책하위체제 구성요소 분석 결과

첫째, 지지연합의 규명과 구성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SSM 규제정책에 관하여 상호 

대립되는 의견을 보유한 정책관계자들은 SSM 규제를 찬성하는 지지연합인 ‘SSM규제찬

성연합’과 SSM규제를 반대하는 지지연합인 ‘SSM규제반대연합’으로 구분된다. SSM규제

찬성연합의 구성원들은 야당인 민주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

대, 서울시민네트워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SSM규제찬성연합은 전국의 중소 유통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

기 때문에 분산성이 높아 SSM규제찬성연합의 구성원들은 각자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에 매진하면서도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이라는 별도의 연합체까지 구성하여 세

를 결집하는 노력도 경주하였다. 반면, SSM규제반대연합의 구성원들은 여당인 한나라

당, 대형유통업체,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한국체인스토아협회 등이 주축

을 이루었다. SSM규제반대연합은 구성원에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구성원 수는 소수이지만 각자의 자원과 역량은 오히려 더 큰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는 특징을 보인다. 일부 선행연구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SSM규제찬성연합의 일원으로 보

기도 한다(최인규, 2011: 133). 그러나 여당이 법안 제출 초기에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고, 여론 악화로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처지

에 몰리게 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SSM규제찬성연합의 구성원으로 보기

는 어렵다. SSM 규제정책과 관련된 두 지지연합 구성원들의 주된 특성은 정부나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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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보다 정책의 직접적 수혜 혹은 피해자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다. 

둘째, 각 지지연합의 정책신념 측면에서, SSM규제찬성연합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있었다(정세희･정진경, 2012: 38). 

원론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시장에서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대형 유통할인점들

의 압박으로 인한 도산 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며, 그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들을 생존하게 돕고 전통재래시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연합을 체결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SSM규제반대연합은 시장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정세희･정진경, 2012: 38). SSM

의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이윤추구라는 건전

한 시장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변하였다. 

셋째, 촉발기제와 정책주도자 측면에서, SSM 규제정책과 직결되는 촉발기제는 6.2 지

방선거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SSM규제

를 정책화하기 위한 SSM규제찬성연합의 신념을 시도는 SSM규제반대연합 구성원인 여

당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저지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의 반대를 무산시킨 원동력이 

바로 6.2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결성한 SSM규제찬성연합의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

연합이 행한 낙선운동이다. 지방선거는 앞서 확인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규제정책 사

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성상으로는 일상적인 정치적 촉발기제이다. 그러나 본 사례

에서의 지방선거는 그 기능이 다르다. 앞서 두 정부 사례에서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정책변동 과정의 진행이나 각 지지연합의 활동에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지방선거가 반대연합에 속해있는 구성원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중지되었던 정책변동 과정이 다시 재개되는 계기가 되

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례의 지방선거는 유의한 촉발기제가 되며, 속성도 돌발적 성

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 정책주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처음에 

SSM 규제정책을 위한 개정안 마련은 정부와 여당이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순수한 의

도라기보다 자신들의 골목상권을 침해당한 중소 영세상인들의 지속적인 청원과 불만제

기에 따른 임시수습적인 행태로 간주해야 한다. 자신들이 만든 개정안을 자신들이 통과

시키지 않았으며, 계류 중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자 급하게 법안 통과를 합의

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은 애초에 SSM 정책을 주도하지 않았고,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

자인 중소 유통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주도자의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결사체를 형성했고 정책을 주도할 만큼의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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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정책주도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정책변동 과정 상 담론에 영향을 미쳤던 영향요인은 촉발기제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정치적 담화전략 분석 결과

상기와 같은 지지연합의 대립 속에서 연합별로 다음과 같은 정치적 담화전략이 활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 전략 측면에서 SSM규제찬성연합은 명확하게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하는 패자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그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실례로, SSM규제찬성연합 구성원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분별한 SSM의 확장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길 없는 전국의 중소소상공인들은 모두 초토화되고 

있다며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촉구하였다(연합뉴스, 2009.6.9. ｢기업형 슈퍼마켓 합

리적 규제 촉구｣). 반대편에 있는 SSM규제반대연합은 자신들이 승자임을 극명하게 내세

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기업이 배경에 있는 패자의 정체성을 표명할리가 

없다. 사회의 통념적 정서상 SSM규제반대연합이 패자 정체성 전략을 선택해도 호응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널리 알리기보다 굳건

하게 세력을 결속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 측면에서 SSM규제찬성연합은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

공인들이 감소하게 될 경우 국가 경제의 구동이 저하되고 결국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

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상정 전 발표한 성명을 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SSM 주변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유통업 79.0%가 SSM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이 악화됐고, SSM 입점 이후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4.1% 감소됐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 된다’고 경고하였다(뉴

시스, 2009.6.3. ｢중소상인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SSM 입점 규제방안 촉구｣). 또한 재래

시장 상인과 시민, 소비자단체, 지역연구단체가 참여하는 SSM관련수원지역범시민대책

위원회은 발대식에서‘SSM 확산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나 제조업도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철저하게 비용 측

면을 부각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수원일보, 2009.9.3. ｢수원 SSM입점반대 범시민운동

｣). 그에 비해 SSM규제반대연합은 자유시장주의 체제에 근거하여 SSM만 특정 지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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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

다. 실례로, 홈플러스의 이승한 회장은 공정거래협약 행사 후 기자들과 가진 대담자리에

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SSM 규제정책은 정치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SSM 입점으로 동네슈퍼가 없어진다고 비난하

지만 실제로는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머니투데이, 2009.6.23. ｢홈플러스, 대기업슈퍼 규제, 법적대응 불사

｣). 또한 한국유통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주관으로 열린 SSM 갈등 조정을 위한 대토론

회에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SSM 영업시간과 취급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SSM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토

론회에 함께 참석했던 소비자시민모임 인사는 SSM의 존재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서비스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09.9.1. ｢홈플러스, 대기업슈퍼 규제, 법적대응 불

사｣). 

셋째, 압축적 상징전략 측면에서 SSM규제찬성연합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상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상징은 “동네가게로선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

을 대적하는 형국일 수밖에 없다”(한국일보, 2009.6.22. ｢20년 단골도 끊겨, 개점휴업 상

태｣), “골목상인 개미들이 대기업이라는 골리앗에 1차 판정승을 거두었다”(경향신문, 

2009.7.22. ｢단결해서 단 열매, 다윗이 웃었다｣) 등과 같이 SSM규제찬성연합 측의 의견

을 반영하는 다양한 담론 공간에서 활용되었다. 반면에 SSM규제반대연합 측에서는 상대 

연합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WTO 출범 이후 세계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린다는 SSM 규제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서울

경제, 2009.6.16. ｢업계, 사업 포기하란 거냐? 강력 반발｣)고 강조한 바와 같이, WTO나 

FTA를 상징 수단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실제 SSM 

규제정책은 FTA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니었지만 SSM규제반대연합은 자유

시장경쟁 원리에 근간한 국제적 협약인 이 두 개념을 제시하며 자신들 주장의 타당성을 

합리화하였다. 

넷째, 정책대리 전략 측면에서 SSM규제찬성연합은 SSM 자체보다 실질적인 SSM의 실

세인 대형 유통할인점을 공략하였다. 담론과정에서도 이들 대형 유통할인점을 부각시켜 

공격하는 양상을 주로 보였다. 예를 들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 소상

공인단체협의회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영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춰라 왜 대형마

트 탓만 하느냐’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며 신랄하게 비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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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뉴시스, 2009.6.9. ｢대기업 신세계 E마트가 구멍가게 다 죽인다｣)처럼 SSM 규제 문제

의 원흉은 대형 할인점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SSM규제반대연합은 정책대리 전략 

역시 사용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담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들의 연합인 SSM규

제찬성연합의 특정 구성원을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결과로 추

정된다. 

다섯째,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 측면에서는 두 지지연합 모두 활용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사례와 동일하게 정책 특성이 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정책과정 결과 분석 결과

첫째, 최종적으로 SSM 규제정책은 규제를 주장하던 SSM규제찬성엽합의 정책신념이 

모두 반영되었고, 예정보다 시행이 다소 늦어진 것 이외에는 SSM규제반대연합의 대립되

었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즉 정책변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지지연합의 완

전한 승리로 귀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과정에서 많은 담론이 형성되었지만 

SSM규제반대연합의 담론전략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였고, 정책을 변화시킬만한 

호응을 유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SSM 규제정책의 형성 전후 찬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 

8월 4일 MBC 라디오에서 엠브레인에 의뢰해 성인남녀 2,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는 SSM 규제정책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72.0%, 개정 반대 의견이 20.8%였

다. 다만 규제와 무관하게 SSM이 거주지에 입점하는 것은 61.3%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EBN, 2009.8.4. ｢일반 국민 SSM 입주, 찬성 61.3%vs반대 29.4%｣). 이는 

쇼핑 편의성이나 가격･품질 선택성 측면에서는 SSM을 선호하지만 기업윤리적인 측면에

서 동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또한 2009년 10월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SSM 규제 찬성 의견이 73.0%, 

규제 반대 의견이 12.0%였다(아시아경제, 2009.10.13. ｢정태근, 여론조사서 SSM 규제 

찬성 73%｣). 즉 국민들 대다수는 SSM 규제정책을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던 것이다. 최종

적으로 국회를 통해 SSM 규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1년 2월 한국경제가 직

접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SSM 규제를 통해 지역상권보호가 필요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4.6%로 유통산업 발전에 저해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다는 의견 35.4%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경제, 2011.2.15. ｢대기업ㆍ중기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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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 최소화 81%｣). 이를 통해 최종 산출된 SSM 규제정책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상

호 영향을 미친 여론의 고려한 정책담론 양상을 거쳐 창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SSM 규제정책의 사례에서 정책담론이 미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외적 조건들의 자극에 반응하여 열악한 상황의 영세한 국내 유통업계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었고, 그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종사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원론적 가치가 충만한 규제정책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서

로 매우 불균형한 지지연합 간 역량 차이로 인한 정책결정의 편향이나 왜곡을 방지하였

다. SSM 규제정책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수가 SSM 규제에 찬성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거주지에 입주하는 경우 SSM 입점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여론의 

향방이 일방적이지 않았다. 또한 SSM규제반대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

유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여당이 정책과정 초기 모두 SSM 규제정책 

도입을 꺼려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책을 주도하던 SSM규제찬성연합이 오히려 SSM

규제반대연합보다 열세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정치 실정을 감안할 때 SSM규제반

대연합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책담론을 

통해 정치적 셈법을 하더라도 SSM 규제정책이 도입됨으로써 얻어질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모두 태도를 SSM규제찬성연합

과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결과적으로 SSM규제반대연합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SSM 규

제정책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정책담론은 정책을 주도하는 지지연합

의 주장을 기본으로 대립하는 지지연합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도록 작용함으로써 타협의 

산물로써 정책을 산출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Ⅳ. 결론: 요약과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다원화 사회의 정책과정에서 유의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책담론에 대한 새

로운 정보를 취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동안 정책형성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했던 보호적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규제

정책의 형성을 주관한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배제하고자 진보성향의 노

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학 규제정책,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SSM 규제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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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지표는 정책담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책서

사모형을 한국 실정에 맞게 실효적으로 일부 수정한 이재무(2014)의 NPFK 모형이 제시

한 요인들을 활용하였다. 그렇게 도출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3>의 내용

과 같다. 

노무현 정부(진보성향) 이명박 정부(보수성향)

규제찬성연합 규제반대연합 규제찬성연합 규제반대연합

정책과정 주도 여부 주도 반발 주도 반발

구성특성 다양한 구성원
종교계 및 다양한 

구성원
정책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정책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정책신념 사학의 공공성
사학의 

자주/사유성
경제민주화 자유시장주의

촉발기제 
정체 - 지방선거

속성 - 일상적

정책
주도자

정체 대통령 -

영향력 행사 정치력 근거 -

정체성 전략 패자 승자 패자 승자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압축적 상징 사용 전략 - - 다윗과 골리앗 WTO, FTA

정책대리 전략 사학재단 - 대기업 -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

- - - -

형성된 정책 속성
주도 연합의 의도 거의 반영, 반대 

연합의 의도 일부 반영
주도 연합의 의도 거의 반영, 반대 

연합의 의도 일부 반영

최종 산출된 정책에 대한 
여론 향방

다수 지지 소수 지지 다수 지지 소수 지지

<표 3> 한국의 각 정부별 규제정책 상 정책담론 양상 정리

내용을 보면, 두 사례 모두 지지연합의 구성이나 정책신념 등에서 동일한 특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정책담론 과정에서 활용된 정치적 담화전략 측면에서도, 압축적 상징 전략

은 SSM 규제정책에서만 쓰였고,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정

치적 촉발기제와 정책주도자의 역할도 단편적으로만 확인된다.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은 두 규제정책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정책의 속성이 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나머지 내용의 분석결과에서 몇 가지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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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담론이 민주적 과정의 결과물로써 정책을 산출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사학 규제정책의 경우, 규제정책을 주도한 사학법개정찬성연합은 대립된 사학법개정반

대연합보다 우월한 세력과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종 창출된 정책에 사학법

개정반대연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드렸다. 반대로 SSM 규제정책의 경우, 규제정책을 주

도한 SSM규제찬성연합은 대립된 SSM규제반대연합에 비해 백중열세였음에도 자신들의 

신념을 대부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정책담론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타협이 이

루어진 결과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규제정책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여론이 호응했던 

내용과 다른 속성의 정책임에도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선행된 여러 정책사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이 많은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타협에 근간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것은 반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규제정책의 정책담론 과정에 미치는 여론의 영향력 특성이 판명되었다는 점이

다. 본 연구의 규제정책 사례 모두 최종 산출된 정책에 자신들의 의도를 대부분 반영한 

지지연합은 여론과 유사한 정책신념을 보유한 지지연합이었다. 사학 규제정책과 SSM 규

제정책은 모두 보호적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는 국민들은 다수의 이익 보

호라는 가치에 우선적으로 호의를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국민들의 호의가 다수

의 이익 보호라는 가치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신념을 구축하고 있는 지지연합에 당

위적 권위를 부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게 만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이 특정 지지연합이 정책을 주도하는 원동력을 일정 수준 제공한 것은 

확실하지만 최종 결정된 정책이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지지연합이 여론을 적극 수용하게 되면 상대

측 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여론에 

의해 모든 규제정책이 결정된다면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모두 규제찬성연합 측의 주장

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할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정책담론 과정에서 

여론의 영향력은 유효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규제정책의 담론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치적 담화전략이 제고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규제정책을 주도하는 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적 피해자로 규정하여 

패자 전략을 선택하고, 규제정책에 반발하는 지지연합은 반대로 승자 전략을 채택하였

다. 이때 규제정책에 반발하는 지지연합의 승자 전략 채택은 의도적이라기보다 상대편 

규제정책 주도 지지연합이 공익을 명분으로 주도권을 쥔 채 우선적으로 패자 전략을 선

택했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체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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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패자 전략을 선택한 규제를 주도한 지지연합 쪽 의도와 신념대로 정책이 형성

되고 지지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규제정책에서 패자 전략이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내 규제정책 형성에 있어 기존 세를 결집하기보다 널리 알리고 피해

해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임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담론과정에서 

지지연합들은 사회적 비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담

론과정에 특정 정책이 시행되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특정 정책이 시행되지 않

음으로써 야기될 비용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략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 전략의 사용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가 적

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제찬성연합이 사용하는 전략과 무관하게 사회적 비용 전략을 

사용한 규제반대연합이 정책창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실패하였고, 여론의 호

응도 유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시사점

전술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향후 보호적 규제정책이 기획되어 정책결정 과정이 행해질 경우, 다양한 정책담론

의 장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주적인 정책

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산출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은 지극히 원론적인 제안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한국에서 창출된 정책 중에는 한정된 범주의 대상과 관련된 정치적 손익을 우선하

고 포퓰리즘에 치우쳐져 만들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이렇게 창출된 정책이 시행됨

에 따라 포획현상이 나타나거나 많은 사회적 피해가 양산된 결과도 비일비재하게 확인

된다. 특히 한국 내 규제정책은 다양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책에 관한 

정당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충분하게 행해지지 않았고, 정책목표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김경환･임상준, 2005: 19-20). 따

라서 자유롭고 활발한 담론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 민주적이자 실효적인 규제정책을 산출함으로써 정책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

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적 규제정책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담론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은 분

명히 존재하지만 영향력의 강도가 절대적이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 정책관계자와 지지연합의 대응이 필요하다. 통념적으로 여론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어 정책결정을 좌우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이 영향력은 실제 보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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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과 관련된 대립하는 지지연합 사이에서 상쇄됨으로써 실제 그 강도가 보통의 

인식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론에 임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

하고자 전략을 마련할 경우 여론을 기초해 준비하되 그보다 보다 명확한 정책신념을 구

축하고 그에 근거한 독창적인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타협을 고려

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내용과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담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규제정책을 주도하여 자신의 의견을 십분 반영한 지지연합이 패자의 정체성 전

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정책 형성과정의 정책담론에 참여하는 정책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사회적 피해자임을 입증한 뒤 

그 피해가 타인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확산시켜 그에 대한 해소책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자신들이 입은 정책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매체와 활

동을 통해 각 계층에 고르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담론과정 속 지지연합들은 구성 특

성에 관계없이 주로 사회적 비용을 부각시키고 있었지만 그리 효용적이지 않다고 판별

되었다. 따라서 정책관계자들은 특정 정책과정으로 형성될 정책이 반영할 사회적 편익

을 사실 기반으로 발굴하고, 그에 대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전략을 적절히 사

용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정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제약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

달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담론에 임할 때 유리할 것이라

는 의미이다. 이에 모든 지지연합이 동일한 전략으로만 무장하고 담론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인 담론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담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으며, 전략이라는 것은 그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치가 있다. 규제정책을 주도하거나 반발

하는 지지연합이 모두 패자의 정체성 전략이나 편익 부각 전략을 동일하게 가지고 나와

서 국민들에게 1차적 호응을 수취하더라도 그 정책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지 다른 전략

을 보완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 선호에 맞는 전략을 통해 바람직한 호응을 일찍 유도하고 나면 보다 수준 높은 

담론이 후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고차원적 담론 형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하고 여러 

가치를 고려한 정책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규제정책과 정책담론 상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질적 연구의 근원적 문제인 자의적 해석과 사례 선정의 인

위성에 관한 오차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방법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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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증 방식은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자연과학적 실증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사

안이라도 관점에 따라 본 연구가 주장한 논리에 반박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이견이 다분

히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별 사례를 선정함에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규제정책 네 가지를 선정하였지만 이들 정책들의 선택에 타당한 명분이 완전하

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외의 사례에서 본 연구가 제기한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분석대상인 정책들 사이의 정책의 원천적 이질성으로 인해 본 연구

와 같은 결과가 창출되었을 경우 일반화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정책서

사모형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담론양상 분석에 임하였으나 담론의 양상을 설명하는데 

모형 하나만으로 모든 역학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이러한 연구적 

한계는 반복된 사례 분석을 통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므로 차후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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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Aspect of Policy Discourse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ory Policies in Korea using the Narrative Policy Model

Jae-Moo Lee

As Korea is transformed into a diversesociety, the meaning of policy discourse in the 

policy process is becoming more and more evid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meaningful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ulatory policies cre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ast. The analysis 

index utilized the factors suggested by Lee Jae Moo(2014), which effectively improved the 

policy narrative model used to grasp policy discourse pattern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intention of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was mainly 

reflected in the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ory policy, and 

public opinion also supported the policy belief and the discourse strategy of the supporting 

coalition.In addition, in the discours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forma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mainly adopts the 

identity strategy of the loser who defines themselves as the social victim, and the group that 

opposes it adopts the winner's identity strategy. In addition, both the policy - driven and the 

opposing groups in the process of discourse prefer a strategy that emphasizes social costs in 

terms of costs and benefits, but it was judged to be more effective when social benefits are 

emphas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 

top prior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ory policy in the futur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fact - based strategies in policy discourse are suggested.

【Keywords: narrative policy framework, policy discourse, regulatory policy, policy 

formation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