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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중략)···저는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
각합니다.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주창하였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 물류, 시장, 문화 등을 통합해 나가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핵심은 물류 및 교통의 통합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이룸과 함께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있어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의 기점이자 종점이며 세계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도시 비전을 ‘유라시
아 관문도시 부산’ 으로 정하고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부산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라시아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큰 효과
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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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유라시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 하였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큼 부산시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련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
정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본 정책이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본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분석
을 통해 어떻게 본 사업이 다른 유라시아 관련 정책들과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
막으로,

정책집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이 담고 있는 함의 및 구체적 내
용을 알아본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부산
시 및 여러 유관기관들의 문헌 자료와 함께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다
음으로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활용하여 원정대 사업의 정책집행과
정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통해 정책집행이 잘 된 부분
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며 일관성을
갖추었다. 특히, 외교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이 추진한 유사사업
들과 비교했을 때 원정대의 정책목표는 상당히 명확하며 구체적이
었다. 둘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개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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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굳이 원정대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원정대 이외에도 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정책목표와 원정대
라는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집행
담당기관이었던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및 부산국
제교류재단은 본 정책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고, 조직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비해 단
순화 되었으며, 의사결정 방식 역시 하향식이며 대체로 시장의 지
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빠른 정책집행이 가능했
다. 다섯째, 부산시 의회 및 부산시 내 관련 부서 등 정책집행 유
관기관과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
었으며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장의 경우 원
정대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
막으로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의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
가 갖는 중요성은 정책결정 시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
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
정은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
정대 사업은 ① 정책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며, ② 정책집행기관 및
정책결정자가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 및 지지를 보내었고, ③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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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유라시아 관련 사업들
과는 달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정책이 지속되고 집행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었음에도 정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정책집행,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Mazmanian & Sabatier,
집행과정 분석
학

번 : 2017-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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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국가들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과 협력
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가장 핵심
적인 내용이 역내 국가간 ‘물류’ 협력이었기 때문에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1)과 한반도 종단열차의 기점이자 종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광역시는 자연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실현에 있어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부산광역시는 주력 산업이던 신발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중국
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의 대외정
책에 발맞추기 위해 부산시는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광
역두만개발계획3)(Greater Tumen Initiative : GTI) 지방협력위원회(Local
Cooperative Committee : LCC) 가입, 북방물류개척단 운영, 부산광역시
통일경제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2016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시의 비전을 유라시아 주요 도시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은 당초 ‘일회성

1)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기준 (2016년)
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88만명 ->2005년 363만명 -> 2016년 349만명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다.
3) 광역두만개발계획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해 출범시킨 두만강개발계획(TRADP) 이 확대되어 2005년 설립되
었으며 현재는 한·중·러·몽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1 -

행사에 그칠 것’,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 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2019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정기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이 부산광역시의 다른 유라
시아 관련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정
책집행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책집행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본 사업
이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았음에
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는 집행과정에서 분명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원정대 사업
의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났는지, ② 집행과정상에서 성공적
으로 추진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각각 무엇인지, ③ 어떻게 본 정책
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Mazmanian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영향 요인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이들의 연구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대체로 많은 선
행연구들이 3-5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이들은 총 16
가지의 세부 요인을 제시하여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내용
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만큼 해당 연구의 틀을 잘 활용한다면 집행과
정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연구에 비해 정책결
정 과정의 영향을 높게 보며 하향식 정책집행 이론에 근거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은 민원응대 및 복지서비스 제
공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Berman 의 적응적 집행이나
Lipsky의 일선집행관료이론과 같은 상향식 집행이론 보다는 정책결정에
서 정해진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하는 하향식 집행이론에 더욱 가깝다.
따라서 다른 연구모형들에 비해 하향식 접근에 기반한 Mazmanian과
Sabatier의 모형이 본 사례를 분석하는 틀로써 더욱 적합해 보인다. 마지
막으로는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연구에 활용된 이들의 연구를 체계적으
로 돌아보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분석해보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정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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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 연구를 보면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
어 Mazmanian과 Sabatier가 그들의 저서『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1983)에서 제시한 분석틀 및 틀에 포함된 세부 요인을 인용만
할 뿐 각각의 요소들이 갖는 의미 및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연구 모형을 단순히 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형이 나
오게 된 배경과 각각의 세부 요인이 갖는 의미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다른 연구 및 관련 선행연구도 함께 분석하여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첫째,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모형이 나오
게 된 배경 및 각 세부 요인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
여한다. 다음으로, 해당 모형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집행이 잘 이루어진 부분과 그
렇지 못한 부분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집행과정상의 조건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 함의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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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2016년 7월 16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부산광역시가 주최
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 및 한국해양대학교가 주관한 제 1회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016년에 추진한 1회 원정대 사업
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2회, 3
회 원정대 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었던 만큼 정책이 지속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1회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양상 및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 1회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2015년 7월 당시 부산시장이 정책의 추
진을 지시하였고 2015년 8월 본 사업의 추진이 결정된 만큼 연구의 시간
적 범위는 정책결정 이후 정책이 실제 구체화 되고 집행이 완료된 2015
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시의회· 외교부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기관들의 자료를 토대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로 당시의 신문기사와 연구논문 등도
참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정책집
행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쳤던 주요 관계자 (부산시장,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집행담당자, 부산시의회 의원) 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
헌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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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정책집행’ 과정을 분석하는 것인 만큼 우선 정
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정책집
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체
로

Pressman

&

Wildavsky(1973),

Van

Meter

&

Van Horn(1975),

Jones(1977), Bardach(1980), Nakamura & Smallwood(1980) 등의 정의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유훈, 2016 : 151-153; 권기헌, 2008 : 292-293; 정정길
외, 2010 : 511-512;)
먼저 정책집행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Pressman과 Wildavsky는
그들의 저서 『Implementation』에서 정책집행을 “정책을 실행·수행·달
성·생산·완성하는 것”4) 으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추가로 “예견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및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간의
상호 작용”5) 이라고 정의하였다.
Van Meter와 Van Horn은 그들의 논문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에서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 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은 “정책집행이 정책결정에서 정해진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일회성 노
력과 함께 정책결정에 의해 정해진 크고 작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6)
Jones는 그의 저서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
y』에서 정책집행을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았으
며 “특히 조직(Organization), 해석(Interpretation), 적용(Adaptation)이 중

4) Pressman & Wildavsky (1973), Implementation p.xiii (preface)
5) Pressman & Wildavsky Ibid. p.xv (preface)
6) Van Meter & Van Horn (1975),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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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보았다.7)
Bardach는 그의 저서 『The Implementation Game』에서 “정책집행과정은
조립과정 (assembly process) 과 같다”고 보았으며, “정책결정은 정책 기계의
작동계획과 같으며, 정책집행은 기계를 조립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비유하였다.8)
Nakamura와 Smallwood는 그들의 저서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에서 정책집행을 순환적(cyclical) 과정으로 보고 정책집
행을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 으로 정의하였다.9)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 정책집행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
학자
Pressman &
Wildavsky (1973)
Van Meter &
Van Horn (1975)
Jones (1977)
Bardach (1980)
Nakamura &
Smallwood (1980)

정책집행에 대한 정의
정책을 실행·수행·달성·생산·완성하는 것
예견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간의 상호작용
정책결정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하는 과정
(정책) 기계를 조립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정책집행을 ‘정책 또는 정책내용/지시를 실천(실현) 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Jones (1973),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p.166.
8) Bardach (1980), The Implementation Game p.36.
9) Nakamura & Smallwood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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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연구경향
정책집행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시 어떤 요인들이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집행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체적으로
P re s s m a n & W ild a v s k y ( 1 9 7 3 ) , S m ith(1 9 73 ), E dw ard s(1 9 78 ),
M azm an ian & S abatie r(19 8 3) 등의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훈, 2016 : 197-231; 권기헌, 2008 : 297-304;, 정정길 외, 2010 :
531-561;)
먼저 Pressman과 Wildavsky의 연구를 보면 이들은 1973년 그들의 저
서 『Implementation』에서 Oakland 사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며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간매개집단의 수 / 목표-수단 관계의
확실성 및 실현 가능한 수단의 마련 여부 / 해당 내용들이 정책 혹은 정
책설계 속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 집행지도자들의 노력” 등으로 제시하
였다.
Smith는 1973년 그의 논문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에
서 정책의 집행으로 정책집행자나 대상집단이 긴장, 갈등을 겪게 되며,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상화 된 정책(Idealized Policy)
/ 정책대상집단(target group) / 집행담당조직 /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
다.
Edwards는 1978년 Sharkansky와의 공저『The Policy Predicament』에서 “정
책집행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료제에 대한 연구”이며, 정책집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전달, 명확성 및 일관
성) / 자원(인적자원, 정보, 권한) / 집행자의 성향(관료정치, 인센티브
등) / 관료제의 구조 (SOP)” 등을 제시하였다.
Mazmanian과 Sabatier는 1983년10) 그들의 저서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에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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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가능성, 정책결정의 집행 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
적 변수”를 들고 이를 다시 16가지의 세부 요인으로 나누었다.11) 이들의
연구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비해 굉장히 포괄적이며 그 내용이 구체적
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연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
1) 연구배경12)
Mazmanian과 Sabatier는 1981년 그들의 논문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에서 정책집행을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고 하향식 정책집행의 시각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
책집행 분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체적인 집행 과정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함” 이라
고 밝히며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성공
적 정책집행을 돕거나 방해하는 여러 요소를 보여 주는 데는 효과적이지
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0) Mazmanian과 Sabatier가 그들의 저서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를
발표한 것은 1983년이며 이후 1989년 이에 대한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89년 개정판을 참고하였다.
11) 1981년 논문을 통해 본 연구모형을 발표했을 때에는 언론의 관심을 포함한
17개 요소를 제시하였으나 1983년 저서에서는 이를 제외한 16개 요소만을
제시하였다.
12) Mazmanian & Sabatier (1981)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p 53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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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Mazmanian & Sabatier가 제시한 선행연구의 문제점13)
1. 개인의 행동과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게 된 정치·경제·법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개념화하거나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법령이 정책집행과정을 ‘구조화’ 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함
3.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추적가능성’ 또는 ‘해결가능성’ 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4. Berman 과 Van Meter & Van Horn 의 연구는 (전자는 명백히, 후자는
암묵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관해서만 적용
5. Van Meter & Van Horn의 연구는 쉽게 운용될 수 있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별도의 형태가 없음.

이처럼 저자는 선행연구에 비해 ‘법령’ 이 갖는 중요성 및 ‘정책 문제’
에 대한 탐구 필요성, ‘구체적’ 모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하에
서는 이들의 연구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모형14)
Mazmanian과 Sabatier는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① 문제의 추적가능성(Tractability of the Problem), ② 법령의 집행 구
조화 능력(Ability of Statu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③ 비법률적
변수의 영향(Non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 으로 나
누고 16개의 세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Mazmanian & Sabatier (1981) Ibid. p 540 요약 및 재구성.
14) Mazmanian & Sabatier (1989)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p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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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모형15)

문제의 추적가능성
1. 기술적 어려움
2.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3. 전체 인구 중 대상집단의 비율
4.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집행에 대한 법령의 구조화 능력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1.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비법률적변수

2. 적절한 인과이론의 포함
1. 사회경제적 요건, 기술

3. 재원의 초기 배분

2. 대중의 지지

4. 집행기관내부또는기관간계층적통합

3. 관련단체의 태도 및 자원

5.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

4. 지배기관의 지지

6. 집행담당자의 충원

5. 집행담당자의 헌신과 리더십

7. 외부인사의 공식적 참여

정책집행 과정의 단계
대상집단의
집행기관의
정책산출

정책산출에

정책산출에
정책산출의
실제 영향

대한 인지된

대한 순응

영향

15) Mazmanian & Sabatier (1989) Ibid. p 22 내용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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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주요한
개정

(1) 문제의 추적가능성
Mazmanian과 Sabatier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자체
적 어려움과 관계없이 어떠한 사회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훨씬 다루
기가 간단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4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한 문제의 ‘추적’ 가능성은 실제 문제를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라기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쉬운 지를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문제의 추적가능성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4가지의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기술적 어려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선행
사항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에너지 사용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
렇다면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석유 대신 활용
할 대체에너지 기술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에너지 기술이 석유
대신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경제성 및 활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 정책목표의 달성은 어렵다.
Mazmanian과 Sabatier는 그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정책은 납세자 및 정책대상집단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기술의 부재
가 지속된다면 필요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이들에게 비용이 계속 부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는 점차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
치적 부담을 느낀 정책결정자 혹은 입법자는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기술의 부재는 정책목표의 달성 시점을 계속
늦추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대체 에너지 사례와 같이 정책목표의 달
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책의
추진을 기술이 발전된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게 되며
이 경우, 본 정책은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후순위로 밀리게 된
다. 이처럼 두 가지 이유를 통해 볼 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술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는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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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특정 집단의 행태를 통제 또는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규제정책의
경우, 이들에게 요구하는 행태 변화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책목표
의 달성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하자. 이들에게 (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만
을 요구하는 경우와 (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
험 가입 및 퇴직수당 지급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나)에 대해 더 큰 반대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즉, 대상집단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책집행은 더욱 어려워진다.

③ 대상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크기가 작고 해당 집단을 정의
하기(구분 짓기) 쉬울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가 쉽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달성이 용이하다.

④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대상집단에게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들의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어렵고, 따라서 정책목표의 달성 역시 어려워
진다. 앞서 살펴본 대상집단에게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다양성이 커질수
록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앞선 사례
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
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자. 최저임금을 현행 1시간당 7,000
원에서 (가) 7,5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나)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안이 더욱 받아들
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이들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변화의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어려워진다.

- 12 -

따라서 각각의 요소를 종합해보면,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는 (가) 정책문
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나) 대상집단에
게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내용이 적으며, (다) 대상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라) 이들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정도 역시 작을
경우, 문제를 추적(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있어 Mazmanian & Sabatier는 문제의 추적가능성에 대
한 지나친 강조는 옳지 않다고 보았다. 이들은 문제가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그
들이 정책집행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
의 추적가능성과 관계없이 더 나은 집행 도구를 파악하는 것에 우선순위
를 두었다.

(2) 집행에 대한 법령의 구조화 능력
Mazmanian & Sabatier는 법령, 대법원의 결정, 행정 명령 등은 정책목
표의 결정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정책집행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즉, 이는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을 구조화함으로서 정책목표의 달
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하향식 정책집행에 기반 하
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법령(정책결정)이 집행과
정을 구조화 할 수 있는 세부요소로서 7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①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명확하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명백하고 확실하다’16) 는 의미로 누가 봐
도 그 내용이 뚜렷함을 뜻하며 일관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태도나
방법 등이 처음부터 한결같다’17) 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명확하
고 일관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책목표의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며,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eb5098d8f404ec38fa10a990401a2c7
17)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f5077ed12054376bcf7302b61a68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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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된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는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첫째로, 정책목표가 정책집행 담
당자들에게 분명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한다. 즉, 정책목표가 집행담당자
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 되어 이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정책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둘째, 이러한 정책목표를 지지하는 집단에게 지지의 원동력(자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정책목표가 누가 봐도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책목표를 지지하는 집단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만큼 해당
목표를 명확히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지지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에 대한 정치
적 지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이는 곧 정책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된
다. 마지막으로 집행담당기관이 정책목표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목표의 내용들 간 (세부 목표들 간) 우선순위를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설정한 만큼, 집행담당기관은 해당 순위에 맞게
정책을 집행할 것이고, 이는 곧 정책집행이 정책결정자가 바라는 방향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처럼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는 성공
적인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적절한 인과이론의 포함
대부분의 정책에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간의 인과이론
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목표와 정책수단간의 인과관계가 적절하지 않다
면, 정책수단이 올바르게 집행되더라도 정책목표의 달성에는 효과가 없
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은 적절한 인과이론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술적 합리성이라고도 한다.
적절한 인과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우선 첫째로, 정
책목표의 달성과 정부의 개입 간 상관관계이다. 즉,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집행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지침들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
해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가 포함되지 않은 정책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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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집단 및 집행담당자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
책대상집단의 측면에서 보면,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 필요
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대상집
단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집행담당자들이 실제 집
행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역시 정책목표의 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불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순응을 거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행담당자 역시도 본인들이 행하는 행위가 정책목표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만큼 정책결정자의 지침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
고 이는 정책결정자의 지침에 대한 순응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원활한
정책집행을 어렵게 한다.

③ 재원의 초기 배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담당할 인원을 고용하고 집행에 필요
한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재원이 필수적이다. 특
히, Mazmanian & Sabatier는 정책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본 사업에 배정
되는 재원 규모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제 예산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결정 시 정해진 예산 규모는 향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책정의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처음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계속해서 후속사업의 예산 책정에 기준이 되는
만큼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 내부 또는 기관 간 계층적 통합
정책집행시 정책결정에 따른 집행 지침에 대해 집행기관 내부 혹은 관
련 기관들의 일관된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는 각 집행
부서 혹은 집행기관별로 처한 환경, 상황, 이해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
문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지침을 주고 각 지방정부가 시
행하도록 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
에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기
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이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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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여러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해당 지시에 대해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적어야
한다. 즉, 집행기관 내부 혹은 집행 기관 간 계층적 통합의 정도가 높아
야 한다.
계층적 통합의 정도는 다음의 두 가지로 결정된다. (가) 정책목표의 달
성을 위해 거쳐야 할 거부점 / 의사결정점의 수 (나) 잠재적 반대 가능
성이 있는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 집단의 순응을 확보할 만큼 충분한 유
인 혹은 제재가 제공되었는지 정도이다. 거부점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방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적 통합을 통해 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정책집
행을 원활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추가로 이러한 거부점이 있다 하더
라도 정부가 충분한 유인 혹은 제재를 제공한다면 거부점은 정책의 집행
을 방해하지 않고, 이에 순응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유인 또는 제재
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정책집행을 원활히 함에 있어 필요하다.

⑤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여
부에 따라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목표의 달성
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
이 하향식의 수직적 결정 방식이라면 이는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칙은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하는 방식
이라면 집행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결정자는 정책결
정(법률)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을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⑥ 집행담당자의 충원
적절한 수의 집행담당자를 충원(확보)하는 것 역시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수의 집행담당자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
들이 정책집행에 헌신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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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정책목표가 바람직하고 정책수단이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실제 집행
에 임하는 집행담당자가 정책집행에 아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적절한 수의 집행담당자를 충원하고 집행에 헌신적이며 정책목표와 부합
하는 조직 목표를 가진 기관에 정책의 집행을 맡기고자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조직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의 집행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것이
기에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실에서는 정
책목표와 부합하는 조직 목표를 가진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찾았
다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정책의 집행을 맡기는 것 역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외부 인사의 공식적 참여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 시 집행과정에 외부 인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따라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인사는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가) 잠재적 이익집단 혹은 정책대상집단 과
(나) 집행기관의 상위기관 (입법·행정·사법) 이다. 특히 정책대상집단은
잠재적 이익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정책집행에 의해 받는 영
향이 크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 참여할 유인 및 의지가 크다. 반면, 잠재
적 이익집단은 인원이 많고 크게 조직화 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 역시 낮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참여 유인 및 의지는 낮으나 정책을
통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이익
집단이 집행과정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구조화해야 한다.

집행에 대한 법령의 구조화 능력과 관련한 7가지 세부 요인을 종합해보
면 (가)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우선순위가 나누어져 있으며
(나) 적절한 인과 이론을 포함하고 있고, (다) 집행기관에 적절한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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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제공하며 (라) 집행 과정에 거부점은 적으며, 반대를 극복할 만큼
의 충분한 제재 혹은 유인이 있고 (마)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이 정
책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바) 정책집행
은 정책목표를 지지하며 본 정책의 추진을 높은 우선순위에 둘 조직에
할당되어야 하고 (사) 외부 인사 (특히 잠재적 이익집단)들의 참여가 용
이할 경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3)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
법률적 변수가 집행과정을 구조화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영향을 준다면,
비법률적 변수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집
행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하에서는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사회·경제·기술적 조건의 변화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이는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에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고, 혹
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중요시 되었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간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역 단위의 변화는 각 지역간
법의 유연한 적용 및 행정상 재량권 확대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게 된
다. 따라서 이는 일괄적인 정책집행을 어렵게 하는 만큼 정책목표의 달
성을 어렵게 한다. 셋째, 환경·소비자 보호·근로자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정책은 대상집단이 갖는 재정적 자원 및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상대적 중요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대상집단이 경제적
으로 상당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면 제재 등 비생산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정책집행에 효과적이며, 대상집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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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환
경오염의 완화와 같이 정책의 성패가 직접적으로 기술의 발전 정도에 좌
우되는 경우에는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갖추어졌는지가 매
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탈원전 정책 등의 경우에도 보면, 결국 미세먼지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탈원전을 진행할만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상태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대중의 관심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을 경우, 이는 정책의 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극적인 사건
의 발생으로 인해 이후 안전에 대한 여러 정책 (ex. 국민안전처 신설 및
국가재난대응체계 재편 등) 은 높은 국민적 관심 하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문제에 대해 대중이 높은 관심을 보일
경우, 정책결정자 및 입법자 등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므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③ 관련집단의 태도 및 자원
앞서 본 것처럼 정책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나 보통
대중의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관심을 보일 관련집단의 지
지가 중요하다. 즉,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대중의 정치적 지
지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일반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적은 경우, 관
련 집단의 지지 및 자원의 투입이 그만큼 더욱 중요해진다.

④ 지배기관의 지지
집행담당기관의 지배기관이라 함은 법적, 재정적으로 집행기관을 관리·

- 19 -

감독하는 기관을 뜻한다. 따라서 지배기관은 집행기관에 여러 자원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가) 관리·감독의 정도 및 방향, (나) 재정적 자원의 제공, (다) 새로운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법적 위임을 통해 집행기관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관이 해당 정책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
을 보인다면, 집행기관에 집행과 관련한 여러 법적 권한 및 상당한 규모
의 예산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집행기관에게는 집행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집행 및 이를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지
배기관의 지지는 정책집행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⑤ 집행담당자의 헌신과 리더십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는 집행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집행담당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바로 (가) 집행
담당자가 생각하는 집행의 방향 및 우선순위, (나) 이러한 우선순위들을
실현함에 있어 담당자들이 보이는 능력(리더십)이다. 집행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집행기관을 택하는지, 집행담당기관의 장으로 어떤 사람을 임명
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집행의 우선순위가 높을 경우, 타
사업에 비해 집행담당자가 본 사업의 추진에 더 신경을 쓰고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되므로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 다음으로 ‘리더십’은 지배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적
대상 집단들이 서로 간에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관련집
단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의 정치적 능력과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
지 않으며 조직 내부에 집행과 관련한 반발이 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집행기관 및 특히 집행담당자에 관한 부분은 실
제 집행현장에서 발생하여 집행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집행의 성공여부 및 정책의 목표달성 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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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의 종합
이처럼 Mazmanian & Sabatier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히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어떠한 요소들이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
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이 목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다음의 6가지로 제시하였으며,18) 이를 실제 정책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도 제안하였다.

18) Mazmanian과 Sabatier는 해당 연구에 앞서 1979년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이 6가지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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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19)
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번

1

2

법률 혹은 다른 법적 명령이 규정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일관되거나
혹은 적어도 목표의 상충을 해결하는 잠재적인 기준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법률은 정책목표와 집행담당자들에게 미치는 주요한 요인 및 인과 관계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명확한 인과이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은 집행담당자 및 정책대상집단이 입법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3

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정책집행과정을 구조화 해야 한다. 이는 적
절한 계층적 통합, 집행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규칙, 충분한 재정적 자
원, 지지자들의 적절한 참여 등을 포함한다.

4

집행기관의 장은 충분한 경영 및 정치적 기술을 가져야 하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

본 정책은 집행과정 상에서 관련집단 및 주요 입법자 (고위 공직자) 의
5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정책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지지
해야 한다.

상충되는 정책의 입안 이나 정책의 인과관계 혹은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6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19) Mazmanian & Sabatier (1989) Ibid. p.42. 번역 및 일부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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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체크리스트 예시20)
조건에 부합하는 정도
조건

전체

세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1

프로그램2

1.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지침 제공
2. 정책은 명확한 인과이론을 포함
3. 정책은 집행담당자 및 대상집단의
순응극대화를 위해 집행을 구조화
a. 호의적 단체에 집행임무를 맡김
b. 적절한 계층적 통합

(소수의 거부점)

및 순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c. 호의적인 의사결정 방식
d. 재정적 자원
e. 지원자들이 공식적으로 집행
과정에 참여
4. 고위정책집행자의 헌신 및 기술
5. 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속적
인 지원
6.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20) Mazmanian & Sabatier (1989) Ibid. p.124-127. 일부 수정 인용하였으며, 특
히 원문에서 Statute라고 언급한 부분을 정책의 의미를 포괄하는 곳에는 법령으
로 번역하지 않고 정책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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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6가지

조건을

보면

Mazmanian과 Sabatier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시한 16가
지 중 그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의 요소들을 선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적절한 인과이론의 포함,
집행담당자의 헌신과 리더십, 집행과정의 구조화, 관련단체&지배기관의
태도 및 지원, 사회경제적 변화 등인데 이들은 Mazmanian과 Sabatier가
제시한 모형의 3가지 상위 요인들 중 ‘문제의 추적가능성’ 과 관련된 내
용은 모두 빠져있고 ‘집행에 대한 법률의 구조화 능력’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6가지 조건이 현실의 정책집행 과정 속에서 모두 달성되기가 어
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함
에 있어 Mazmanian과 Sabatier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책집행의 성공 /
실패 요인 및 관련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16개 요인 모두를 적
용하기 보다는 이들이 제시한 이 6가지 조건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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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고 정책이 지속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인 정책집행
과정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이론
이 Mazmanian과 Sabatier의 모형인 만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분
석한다.

1. 정책집행과정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정책집행과정의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며, 대다수
연구는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는 Van Meter & Van Horn / Mazmanian
& Sabatier / Smith / Edwards / 유훈 / 정정길 등 여러 학자들이 제시
한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종합하여 각 사례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2-5>와 같다. 선행연구의 결과
를 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통
적으로 뽑은 것이 ① 정책 자체의 특성 및 내용 혹은 정책문제와 관련된
요인, ② 정책집행조직 혹은 집행자, 집행체제와 관련된 요인, ③ 정책환
경과 관련된 요인이다. 정책환경과 관련된 요인은 다시 세분화 되는데,
대게 1) 정책결정자 및 관련집단의 지지, 2)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다만, 개별 정책사례에 따라 강조되는 요소 등이 다르기 때문
에 정책환경에 포함되는 세부 요소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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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정책집행과정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종합
연구명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순은

정책설계, 집행주체,

(2003)

정책결정자 및 관련집단의 지지, 환경적 요인

김인종
(2010)
김재웅
(2011)

정책내용, 집행조직, 대상집단, 정책환경

정책, 집행기관 및 집행자, 대상집단, 정책환경

박상완 외

정책, 정책결정자, 집행조직 및 담당자,

(2015)

대상집단 및 관련집단

박주미 외
(2013)
유병출
(2011)
유정호 외
(2013)
이순자 외
(2010)
이승호
(2017)
이연택 외
(2014)
임예순
(2005)
정성수
(2008)

정책, 집행체제, 정책환경

정책, 집행, 정책결정자 및 관련집단의 지지

정책, 집행, 환경 등 요인 전반에 주목

정책, 집행체제, 대상집단, 정책환경

정책, 정책집행자, 대상집단, 정책환경

정책내용, 집행조직, 정책환경

정책, 집행, 정책결정자 및 관련집단의 지지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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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에 관한 선행 연구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정책집행과정을

연구한

다수

논문에서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손인철(2012), 모창환 외
(2008), 이혜영 외(2004) 등은 해당 모형에서 제시한 정책집행 영향요인
을 활용하여 각 사례별로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본
모형이 가진 장점에 주목하였는데, 김재웅(2007)은 “정책집행과정을 종속
변수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연구의 틀을 맞춤으로써
정책의 집행과정에 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할 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집행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고 하였다.21) 다음으로 정정길(2012) 은 “정
책집행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조작, 통제, 유도 가능한 변수들에 대해 정
책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바람직한 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제시해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고 하였다.22)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본 모형
의 단점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최종원(1998) 및 유훈(2016)의 연구가 대
표적이다. 최종원은 “본 모형에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주요 조건으로
들고 있는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다원적인 민주주
의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본 모형이 제시하는
가정 자체에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23) 최종원의 연구가 본 모형이 들고
있는 가정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었다면 유훈의 연구는 본 모형의 전
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① 16개나 되는 집행과정 영향요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과다하며, ②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나열하였을 뿐 변수 상호관의 관계를 명쾌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고 하
였다. 또한, ③ 3가지 상위요인 중 2가지를 ‘법률적 변수’ 와 ‘비법률적
변수’ 로 나눌 만큼 법적 측면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점과 ④

21) 김재웅(2007), 정책집행과정 분석모형을 통한 열린교육 실행과정 분석 p.6.
22) 정정길(2012), 정책학원론 p.568.
23) 최종원(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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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의 최초 시작이 특정 대상집단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규제정책’
을 그 틀로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형의 전반이 규제 정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다.24)

24) 유훈(2016), 정책집행론 p.2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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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 개요
1. 추진배경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외정책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웠다. 해당 기조는 2013년 10월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
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연설 내용을 토대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25)

<표 2-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협력분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교통 / 물류

협력내용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
북극항로

에너지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시장통합

단일 시장 형성

기술통합

창조경제 비전 공유

문화교류

청년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형성

인적교류

문화교류 확대

평화의

안보협력

대륙

대북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북한 문제 해결 노력

25) http://news1.kr/articles/136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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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여러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바로
‘교통 및 물류’ 통합이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한반도 종단철도
(Trans-Korea Railway : TKR)를 다시 연결하고 이를 시베리아횡단철
도(Trans-Siberian Railway : TSR) 및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 TCR), 몽골횡단철도(Trans-Mongolia Railway : TMGR) 등
의 대륙횡단철도와 연결하게 될 경우 한국은 러시아, 중국, 몽골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까지 철도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보다 상품 수출입 시 물류비용 및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6)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북극항로의 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라시아 대륙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를 활용한 물류운송 역시
교통 및 물류협력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로 여겨졌다. 북극항로의 활용
도 다수 연구에 따르면 운송시간 및 비용을 상당부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물류 및 교통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한 항만 인프라를 갖고 있고 한반도 종단열차의 시작점이라는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광역시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
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나희승
(2015), 박순환(2015), 최치국(2015), 허윤수(2014), 임호 외(2017) 등 다수
연구는 부산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당시 부산시장 역시 부산의 비전을 ‘유라시아 관문
도시 부산’ 으로 선포하고 2015년부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
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6) 대효희(2015), 여가람(2014) 등 다수 연구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상품
을 철도로 운송시 현재 해상으로 운송하는 기간에 비해 대략 10일정도 적게 걸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최치국(2015)은 북극항로 활용시 부산-로테르담 구간은 기존에 비해 10일,
부산-뉴욕 구간은 6일 절감이 가능하며 비용 역시 항차당 평균 55만-92만 달러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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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부산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추진 내용
일시

추진내용

2015. 2.

라손콘트란스 社와 MOU 체결

2015. 5.

광역두만개발계획 (GTI) 지방협력위원회 가입

2015. 6.

중국 지린성과 경제협력 MOU 체결

2015. 6.

부산경제진흥원–훈춘시 우호협력 MOU 체결

2015. 7.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개최

2015. 8.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방안’ 정립

추진목적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중국, 몽골
지자체 협력강화
중국 동북3성
협력 강화
시민 인식 고취
부산시 향후
추진방향 검토

(출처 : 부산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방안’ 재구성)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부산시는 부산시 주도의 체계적인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 구현을 위해 2015년 8월 시장 지시로 부산시 자체의 ‘유라시아 이
니셔티브 구현방안’을 정립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내용은 부산-나진(북
한) / 부산-자루비노(러시아) 항로 개설을 통한 환동해권 물류루트 개설
및 물동량 유치, 중국 동북 3성 및 극동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광역두만
개발계획(GTI) 참여를 통한 동북아 주요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등과 같
이 교통-물류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문화
교류 확대, 네트워크 형성 등에도 관심을 가졌던 점을 고려28)해 부산시
도 유라시아 주요도시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교류 확대, 부산시민에
게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
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라시아 부산원정
대』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8) 실제 외교부는 2015년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이라는 사업을 통해 우리 국
민이 열차를 통해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독일 등 국가를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협력 및 교류 행사를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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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2015년 12월 ‘부산시 의회에서 사업 예산이
반영’ 되었고, 2016년 1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추진단’ 구성이 이루어졌
으며, 동년 4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기본계획’ 수립, 6월 ‘유라시아 부
산원정대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7월 16일에서 8월 3일까지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의 주된 추진목적은 ‘유라시아 관문도시’ 로서의 부
산을 국내외에 알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도시(특히 부산과 자매도시
인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도시) 와의 협력을 강
화하는 것이었는데 추진 목적 및 사업 개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29)

<표 2-8>『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추진 목적
1.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비전 전파 및 해양물류 중심도시 정체성 강화

2.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의 기반마련을 위한 대러 협력강화

3.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부산 주도의 환동해권 해양물류 이슈 선점

4. 부산 주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 및 실현의지 표명

29)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실행계획 및 결과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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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 개요
사업기간

`16. 7.16.(토) - 8. 3.(수), 18박 19일

참가규모

55명 (대학생 22, 초청인사 등 일반시민 23, 운영진 10)

주제
주최 / 주관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
부산광역시 / (재)부산국제교류재단, 한국해양대학교30)

참여대학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사업비

580백만원 (시비 300 / 참가비 133 / 기관지원 113 / 재단 34)

방문도시

주요내용

7개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
르스크, 예카테란부르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상·육상 복합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부산
(7.16.-7.17.)
블라디보스토크
(7.18.-7.19.)
하바롭스크
(7.20.)

도시별
주요내용

이르쿠츠크
(7.22-7.24.)

출정식, 환동해 해양 물류루트 탐험대
부산관광사진전, 부-러 청년교류,
한-러 비즈니스 세미나, 극동개발부 견학
부산-하바롭스크 경제 교류회
부산-러시아 차세대 리더 교류,
한국음식축제, 부산영화제

노보시비르스크
(7.26.)

부산영화제

예카테린부르크
(7.27.)

부산 표지판 제막식

모스크바
(7.29.-7.30.)
상트페테르부르크
(7.31.-8. 2.)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리더 교류,
한국기업교류
『Busan Day』 행사
부산시립합창단 기념공연

30)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이동간 실습선 ‘한나라호’ 지원으로
인해 주관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집행은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주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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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유라시아 부산원정대』 방문 도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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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집행과정 세부 연구문제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찾고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과정에서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
을 활용하고자 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들의 모형은 16개나 되는 세부 요인
들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요인을 적용하여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세부요인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표 2-3>의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조건’ 및 <표 2-4>의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세부 연구문
제 및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
과정이 Mazmanian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한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집행과
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할 주요 연구문
제를 제시하면 <표 3-1>과 같다. 다만, <표 3-1>은 원래 이들이 제시한
조건 및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본 사례에 맞게 변형한 내용31)이기 때문
에 이하에서는 연구문제에 포함된 각각의 문항을 설정한 이유 및 각 연구
문제에서 살펴볼 내용 등을 추가로 설명하겠다.

31) 본 연구문제에서는 Mazmanian과 Sabatier 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중 4번째 조건인 ‘정책집행기관의 장이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정책집행에 대해 헌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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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집행과정 연구문제

연구목표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 분석

1.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고 일관되었는가?
집행담당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주었는가?

2.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명확한 인과이론을 포함하고 있는가?

3.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구조화 하고 있는가?

a.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에 대해 호의적인 단체에 집행임무를 맡겼는가?

b.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가 높고 의사결정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c. 사업예산은 정책집행에 충분하였는가?

4.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에서 정책 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은
본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는가?

5.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목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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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1 –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일관성
Mazmanian & Sabatier가 제시한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 중 가
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
책목표는 집행담당자에게 집행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며 관련집단의 지지
근거가 되는 만큼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꼭 필
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을 분
석함에 있어서도 본 사업의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일관되었는지, 집행담
당자들에게 정책집행 시 명확한 지침으로서 작용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2) 연구문제 2 – 명확한 인과이론의 포함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뽑은 것이 바로 정책
이 ‘명확한 인과이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본 정책수단
이 정책목표 달성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면, 이는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집행 되더라도 정책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명
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도 『유라시아 부산원
정대』라는 정책수단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알린다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에 효과적인지, 둘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파악
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문제 3 – 정책집행과정의 구조화
Mazmanian과 Sabatier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책(주로 법령의 형태)이
집행단계를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 강
조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정책집행의 임무가 본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기관에 할당되었는지, ② 계층적 통합의 정도가 높고 (거부점이 적고), 순
응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③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④ 재정적 자원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⑤ 지지
자들의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등을 집행과정의 구조화 기준으로 들
었다. 다만, 본 사례의 경우, Mazmanian과 Sabatier가 주로 예시를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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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혹은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
기 때문에 순응 확보와 지지자 참여 부분은 본 사례와는 크게 관련이 없
다. 따라서 위 2가지를 제외하고, (a)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
행이 해당 정책목표에 대해 호의적인 기관에서 진행되었는지, (b) 『유
라시아 부산원정대』를 집행하는 기관의 계층적 통합의 정도가 높은지
및 의사결정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c) 『유라시아 부산원
정대』의 재정적 자원은 충분했는지를 토대로 원정대 사업의 정책집행과
정이 충분히 구조화 되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4) 연구문제 4 –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원
정책집행과정에 있어 정책관련집단 (유관기관, 이익집단 등) 및 지배기관
(정책결정자, 입법자 등) 의 지원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

결하고 정책집행의 원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들의 지원 여부 역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중요하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경우에도,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및 유관기관의 지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집행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5) 연구문제 5 –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정책집행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하게 되면 정책이 해결해
야 하는 문제 또는 정책목표가 갖는 상대적 의미 및 중요성 역시 변할
수 있다. 즉, 최초 정책결정 당시에는 매우 심각했던 문제라 할지라도 다
른 조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 중요성이 약화될 수 있다. 목표가 갖는 중
요성이 떨어질 경우, 이는 자연히 정책에 대한 정책집행자 및 대중의 관
심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정책집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역시 정책집행 시 정책과 관련한 상당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 및 이에 따른 정책목표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의
하락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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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외한 조건 – 정책집행지도자의 헌신 및 기술보유
Mazmanian과 Sabatier가 제시한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들 중 가장 직접적으로 집행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바로 집행담당
자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고위정책집행자) 이 본 정
책의 집행을 위해 충분히 헌신하는지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집행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문제는
집행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헌신 정도 및 기술 보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
과정에서도 정책집행 지도자가 얼마만큼 정책집행에 헌신하였는지, 집행
에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볼 것이며, 기술의 보유 정도
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지도자의 헌신 및 기술보유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
이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의 분류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따라

6가지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원정대 사업

의 집행과정에서 각각의 연구문제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다만,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장에서는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6개의
연구문제를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고, 각각에 대한 분석 기준을 명확
히 하려고 한다.
6개의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문제 1과 문제 2는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에
관한 내용으로 정책 자체의 특성에 대해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 3의 (a), (b), (c)는
모두 집행기관 및 집행여건 등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는 공통적인

- 39 -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행’ 이라는 내용으로 포괄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문제 4와 문제 5는 각각 정책 자체 내용 및 집행과 관련된 내
용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다. 따라서 이들은 다수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책집행 환경’
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환경’ 이라는 큰 틀에 포함된다.
이처럼 6개의 연구문제는 크게 (1) 정책 (문제1, 2), (2) 집행 (문제 3-a, b,
c), (3) 환경 (문제 4, 5) 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

준에 따라 각각의 연구문제를 나눠봄과 함께, 분석기준을 본 사례에 맞
춰 조금 더 명확히 제시해보면 <표 3-2>와 같으며 제 4장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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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집행과정 분석 기준
분류

연구
문제

정책집행과정 분석 기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일관성 정도

1

1)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는 그 내용이 명확한가?
2)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는 일관성이 있는가?

정책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목표-수단간 인과이론의 명확성 정도
2

1) 해당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부산시의 개입이 필요한가?
2) 해당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꼭 원정대라는 수단이 필요한가?

집행기관의 성격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기관인지 여부)
3-a

1) 부산시 통상진흥과는 원정대 사업에 호의적인 기관인가?
2)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원정대 사업에 호의적인 기관인가?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의사결정 방식
1) 부산시 통상진흥과의 계층적 통합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은
집행

3-b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2) 부산국제교류재단의 계층적 통합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은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3-c

정책집행에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었는지
-> 원정대 사업의 집행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정책에 대한 지지
4

1) 부산시의회 및 유관기관은 원정대 사업을 지지 하였는가?
2)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을 지지 하였는가?

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5

->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원정대 사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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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면담조사 (인터뷰)
본 연구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이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효과적 집행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부산
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및 여러 유관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문헌연구가 갖는 한계 (비공식적 내용은 기록되
지 않는다는 점 혹은 문헌이 남아있지 않는 부분 등) 의 보완을 위해 실
제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한 집행담당자 및 여러 주체들을 면담하고자 한
다.

1. 면담 대상의 선정
면담조사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누구’를 면담할지 정
하는 것이다. 면담조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정대 사
업의 집행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우선, 부산광역
시 통상진흥과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실제 집행에 참여한 담당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집행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다음으로는 부산시의
회 의원 및 부산시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집행담당자는 아니지만, 각각
본 사업의 정책관련집단 (사업예산 결정) 및 지배기관 (정책결정자) 으로서
본 정책의 집행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집행담당자와는 다
른 시각에서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언급한 면담 대상들을 정리해보면 <표 3-3>과 같다.

- 42 -

<표 3-3> 면담조사의 대상 및 목적

대상

직책

정책

면담목적

관련성

前 부산시
A

남북경제
협력팀장
前 부산시

B

<집행담당자로서 느낀 집행과정에 대한 의견 청취>

남북경제
① 정책목표가 명확하다고 느꼈는지

협력팀
주무관

집행
담당자

C

② 집행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남북경제협력팀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이 갖는 성격

부산국제

③ 사업 예산이 충분했는지

교류재단

④ 시의회 및 시장 등 관련집단이 본 정책에

팀장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하는지

부산국제
D

교류재단
대리

<정책결정자로서 본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파악>
S

前
부산시장

정책결정자

① 정책결정자로서 본 정책에 대해 지지했는지
② 지지했다면 집행과정에 구체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있는지

前
E

부산시의회
의원

정책
관련집단

<정책관련집단으로서 본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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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방법 및 개요
면담조사는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방문조사의 경우,
자료의 처리는 면담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사후 정리 하였으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추가 문의 후 보
완하였다.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질문지를 메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답
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역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문의
후 보완하였다. 각 면담자별 면담 개요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면담조사의 개요
면담자
A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장

면담일시

면담장소

비고

`19. 5.10.(금)

-

서면조사

`19. 5. 8.(수)

-

서면조사

-

서면조사

부산국제교류재단

방문조사

본인 사무실

방문조사

본인 사무실

방문조사

B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
주무관
C
부산국제교류재단 팀장

`19. 5. 1.(화)
`19. 5. 3.(목)

D

`19. 5. 5.(일)

부산국제교류재단 대리

12:00

S

`19. 3.18.(월)

前 부산시장

14:00

E

`19. 3.18.(월)

前 부산시의회 의원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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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집행과정 분석
본론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표 3-1>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이 집행과정에서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다만,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 3-2>에서 제시하였듯
이 6가지의 연구문제를 크게 정책 변수, 집행 변수, 환경 변수로 분류하
고 이에 따라 각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정책 변수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명확’하다는 개념자체가 주관적이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①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검토하여 해당
내용이 구체적이고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지향하는 바가
명확한지를 파악해보고, ② 유사한 정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가 갖는 ‘상대적 명확성’을 파악해본다. ③ 특히,
실제 정책집행 관계자들이 정책목표를 명확하다고 인식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1)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기본계획
본 사업의 기본계획 상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목표(추진목적)는 <그림
4-1>의 4가지이며 이하에서는 각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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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추진목적 및 방향

(출처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추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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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비전 전파 및 해양물류 중심도시 정체성 강화
첫 번째 목표는 본 사업을 통해 부산광역시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도시’ 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해양물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
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은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32)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친숙한 개념이다. ‘관문도시’ 역
시 그자체가 하나의 정해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문이 ‘국경이
나 요새 따위를 드나들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33) 이라는 의
미를 가졌다는 것은 모두에게 친숙하며, 이에 따라 관문도시는 일반적으
로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세계 6위의 컨
테이너 처리 항만인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사람들이
부산하면 ‘해운대’ 와 ‘부산항’을 떠올릴 만큼34) 부산은 ‘바다’ 와 ‘물류’
로 대표되는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민 및 부울경 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러시아 도시를 방문하며 부산이 가
진 해양 물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정책목표는 누구에게나
쉽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②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의 기반마련을 위한 대러 협력강화
두 번째 목표는 본 사업을 통해 부산광역시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
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는 것이다. 본 목표에서 부산광역시가 ‘러시아 국가들과 교통·경제·문화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누가 봐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
운 내용이다. 다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라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
다고 볼 수도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구상으로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
3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270&cid=40942&categoryId=34706
33)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22a4d3857c74d4fa79d6d6b0f7fe859
34) 부산도시브랜드기본계획(2011) 에 따르면 부산을 대표하는 장소에 국내거주
내외국인 모두 약 50%가 해운대를 1위로 뽑았고, 해외거주 외국인은 부산항을
1위, 해운대를 2위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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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해 한국에서 유럽까지 철도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내용35) 이다. 지금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한국에서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국가로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로 배를 이
용하는데, 이 경우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북한과의 관
계 회복 및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철로를 연결할 경우 우리는
유럽까지 철도를 이용해 물건을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배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므로 박근
혜 정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해당 구
상은 표현이 어렵고 친숙하지 않을 뿐 목표하는바 및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매우 명확하며, 특히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간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고 실제 이러한 패키지여행 프로그램도 많이 나올
만큼 친숙한 개념이다. 따라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의 기반마련을
위한 러시아 주요도시와의 협력강화라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두
번째 정책목표도 그 내용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③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부산 주도의 환동해권 물류이슈 선점
세 번째 목표는 부산이 환동해권 물류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환
동해권은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동해안
을 축으로 하여 이에 인접한 도시들을 권역으로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다만, 일부는 환동해권의 영역을 한국 외에 일본 서부지역 및 극동 러시
아 지역의 도시들도 포함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목표는 부산
광역시가 동해안 도시들 및 일본, 러시아 등의 도시들과 관련된 물류 이
슈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음의 두 가
지 이유로 본 목표는 앞선 목표들에 비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
다. 첫째로, 환동해권에 어떠한 물류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
확하다. 부산시 자료에는 한·중·러 복합물류루트 개발, 광역두만개발계획,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대응 등을 예시로 들었으나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
3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305&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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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이를 어떻게 선점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목표는 실제 어떠한 내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구호 및 수사에 불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이슈를 선점’ 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선점(先占) 은 ‘남보다 먼저 앞서서 차지
함’ 이라는 의미이다.36) 그렇다면 ‘이슈’를 ‘선점’ 한다는 것은 해당 이슈
를 다른 사람(다른 도시) 에 비해 먼저 차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추측
해보면 부산광역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먼저 적극성을 보여 동해와 관
련된 물류 이슈들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로 보기
는 어렵다.

④ 부산 주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 및 실현의지 표명
마지막 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 부산이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해당 정책의 실현의지를 대내외에 보이겠다는 것을 뜻한
다. 즉,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부산광역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
며, 정부의 뜻에 잘 따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이다. 2장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다수
의 연구 및 언론 등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년 외교부 주도로 철도를 통해 러시아, 중국, 유럽의 주요도시들을 방문
하는『유라시아 친선특급』사업이 진행되었다. 부산시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 의 후속사업으로 부산시가 ‘주도’ 하여 ‘원정대’를 조직하고,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에 부산시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 배경을 볼 때, 부산광역시
가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 참여하고, 실현의지를 표명한다
는 해당 목표는 매우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보인다.

36)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a979aefd3894f0b9877fbfab08af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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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정책들과의 비교
기본계획 상에 명시된『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대체로 명
확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기에, 원정대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이 제시한 정책목표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정책의 정책목표
가 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① 외교부 - 『유라시아 친선특급』(2015)
2015년 외교부가 추진한 사업이며,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본 사업
을 벤치마킹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두 사업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
다. 본 사업의 정책목표 및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 개요

세
부

정책목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실현

행사일시

2015. 7.14. - 2015. 8. 2. (19박 21일)

참가규모

각계 인사 350여명

사업구호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 하나의 한반도

소통·협력의 열차

러시아, 중국, 몽골 등 국가와 물류, 경제 통합

미래·창조의 열차

창조경제 비전 공유, 인적 네트워크 형성

평화·통일의 열차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

구
호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방문도시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6개국 10개 도시)

중국(북경), 몽골(울란바토르)
벨라루스, 폴란드(바르샤바), 독일(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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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유라시아 친선특급』 개요 및 보도자료 재구성)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목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실현이다.
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갖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
륙’ 이라는 각각의 세부 목표 달성이 본 사업의 목표인 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의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을 물류, 경제 등의
통합을 통해 단일시장을 구성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창
조의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 국가에 창조경제 이념을 전파하고, 이들과의
문화·청소년 교류 협력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평
화의 대륙은 북한과의 평화 및 동북아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의미
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세부 목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축적
으로 담고 있으며,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실현은 이러한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정책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51 -

② 경상북도 -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2014)
2014년 경상북도가 추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는 ‘실크로드’ 관련 사업
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직접적으로 ‘유라시아’ 라는 명칭
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실크로드(Silk Road)가 고대 중국과 유럽 각
국간에 비단 및 여러 물건들을 무역하며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교통
로를 의미37)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유라시아 대륙과 지리적 범위에서 동
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북 시민들이 직접 원정대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사업 역시『유라시아 부
산원정대』와 매우 유사하다. 사업의 목표를 보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사업목적

(출처 : 경상북도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기본계획)

3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973&cid=47340&categoryId=4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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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의 정책목표는 크게 ① 해양
경북의 글로벌 위상 강화, ② 2015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추진기반
마련, ③ 해양경북 동해안 시대 선점으로 나눌 수 있다. 3가지의 목표는
모두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인다. 먼저 첫 번째, 해양경북
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경북이 해양과 관련해 가
지는 입지 및 명성 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그 정확
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신라의 해상실크로드 재조명이 어떻게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 역시 매우 불명확하다. 다음으로,
2015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의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역시, 추진
기반 마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다. 마지막으로 해양경북 동
해안 시대 선점은 ‘동해안 시대’ 가 의미하는 바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어떻게’ 선점하는지 역시 전혀 나타난 바가 없다. 따라서 경상북도『해양
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의 정책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종합해보면, 부산광역시의『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외교부의『유라시아
친선특급』, 경상북도의『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각각은 모두 유사
한 정책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외교부 및 경상북도
사업의 정책목표가 매우 불명확하며 추상적인 것에 반해 『유라시아 부
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임을 알 수 있다.38)

3) 정책집행 담당자들의 인식
정책목표가 명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책목표가 정책집
행 담당자들에게 집행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정책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담당자에게 명확한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정책목표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명확하다면, 집행담당자들은 목표를 쉽
38) 실제 외교부의 『유라시아 친선특급』과 경상북도의 『해양 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와는 달리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 53 -

게 이해하고 정책결정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집행을 하게 된다. 반면 정
책목표가 불명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면 집행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책결정자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집행을
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
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본 정책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통
해 정책목표가 집행 지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① 부산시 집행담당자들의 인식
먼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담당부서인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시는 2016년 당시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도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 등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우
호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북한의 제4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현실적인 교류 협력이 힘든 상황에서 러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 및 물류루트 개척을 통한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적 참여를
통해 물류의 중요성과 해양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북아 해양물류 이슈선점
을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이었으며 상당히 시의적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9. 5.10. A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하나의 개별사업 목표로 한정하기보다는
‘부산시의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나진-부산 간 시범운항 (2015년 12
월) 등이 추진되었으나 2016년 북한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
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부산시의 남북경제협력을 대표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따
라서 원정대 사업은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부산시가 가진 명확한 남북경제협
력 비전 및 목표 등을 포괄하여 명확한 정책목표 하에 기획된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주제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 및 사업
의 구체적 내용 (해륙복합물류루트체험, 러시아 도시 교류 등) 역시도 명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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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하에 모두 부산시의 ’유라시아 관문도시 비전 전파‘ 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구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 8. B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 주무관>
이처럼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직원들은 원정대 사업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부산국제교류재단 집행담당자들의 인식
부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한 부산국
제교류재단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관문도
시 부산’ 의 비전을 전파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를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부산의 비전을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
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당초 세웠던 정책목표에 따라 부산시를 알리고 러시아
주요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2019. 5. 1. C 부산국제교류재단 팀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6년 당
시 처음 기획하는 행사였는데도 부산시가 추구해야할 대의적인 내용들을 잘 담
으면서도 내용은 명확한 편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슈에 잘 맞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 5. D 부산국제교류재단 대리>
이처럼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들 역시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가 명
확했으며 특히 당시의 정치적·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
다. 따라서 본 사업의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한 정책집행 담당자들 모두
가 정책목표를 명확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이들에게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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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지침으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① 기본계획 상에
명시된 목표가 명확하며 ② 특히 외교부 및 경상북도 등 타 기관에서 추
진한 유사사업에 비해 정책목표가 상당히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으며, ③
정책집행 담당자들 역시 정책목표를 분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정책목표는 상당히 명확한 편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2. 정책목표의 일관성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라 함은 정책목표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그 내용이 한결같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책의 세부 내용(수단) 중 정책
목표와 상이한 내용이 있다거나 목표가 정책 추진 도중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정책목표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정책의 경우, 2015년 8월 최초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정책의 집행이 완료
된 2016년 8월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정책목표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또한 <그림 4-3>과 같이 정책의 세부 내용에서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홍보하고, 러시아 주요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반하
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의 정책
목표는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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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주요 내용

(출처 : 부산광역시『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실행계획)

3. 인과이론의 명확성
Mazmanian 과 Sabatier는 적절한 인과이론은 ① 정책목표의 달성과
정부개입의 상관관계와 ② 집행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지침(수단)과
정책목표 달성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정
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 및 집행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지침(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의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
시의 개입 및 여러 세부 지침들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정책목표–정부개입의 상관관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는 크게 4가지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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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의 비전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의 기반마련을 위해 러시아 주요도
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부산광역시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산광역
시의 비전을 전파하는 일의 경우, ①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는 반면 비
용의 투입은 크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혹은 시민단체가 수행하기는 어렵
고, ② 부산광역시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 및 능력을 가진 주체로서의 역할을 민간 혹은 시민사회가 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으로 러시아 주요도시와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도 ① 부산시를 대표할 공
식적인 권한을 가지며, ②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의 기반마련을 위해
서는 교통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라시아 부산원
정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책목표–정책지침(수단)의 상관관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증명되
었으나 반드시『유라시아 부산원정대』에서 상정하고 있는 여러 정책수
단이 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원정대 사업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책목표-수단 간의 상
관관계를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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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목표-수단 간 상관관계

<수단>

<방법>

<정책목표>

원정대의 현지 홍보

부산 비전 전파

경제·문화·교류 행사 추진

대러 협력강화

원
정
대
파

원정대 사업 추진 및 홍보

견

환동해 물류
이슈 선점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 추진 및 홍보

이니셔티브 참여
및 실현의지 표명

각각의 목표와 정책수단 및 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목표인 부산광역시의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을 전파하기
위해 50여명의 원정대원이 러시아 7개 도시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만, ① 부산
의 비전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홍보자료 및 유튜브 영상 배포, SNS활용,
현지 인플루언서 혹은 연예인 활용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원
정대원을 현지에 파견해야 하는지, ②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굳이 7개 도시를 원정대원이 기차를 타고 원정하는 형식이 필
요한지, ③ 원정대원이 현지에 가는 것이 도시 비전 전파에 얼마나 효과
적인 수단일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부산의 비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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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위해서 꼭 ‘원정대’ 라는 수단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해 보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표인 러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강화와 원정대
파견을 통한 현지 경제·문화·교류 행사의 개최는 첫 번째 목표에 비해
인과관계가 뚜렷해 보인다. 그 이유는 원정대 사업은 부산시청 내 여러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사업을 원정대와 연계하여 함
께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정대와 평소 각
부서가 추진하던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함께 개최할 경
우 이는 대규모 시민의 현지 방문 및 여러 사업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정대 파견 및 각 부서의 교류행사 추진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목표와 네 번째 목표는 모두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원정대 사업의 추진을 통해 ‘환동해권 물류 이슈를 선
점’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다. 다만, 세네번째 목표 모두 굳이 원정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
해 달성할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환동해권 물류 이슈
선점은 원정대 사업 외에도 부산시의 환동해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부산시 주도의 환동해권 도시 연합체 형성 / 시장 혹은 전문가의
환동해권 관련 언론 기고문 게시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원정대 사업이 부산광역시가 ‘환동해권 물류 이슈를 선점’ 하
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및 실현 의지를 밝히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세네번째
목표와 원정대라는 수단간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해 보인다.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의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
산광역시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필요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반드시 ‘원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인과이론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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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집행 변수
1. 집행기관의 성격
Mazmanian & Sabatier 가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 제시한 조건 중 하
나가 바로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기관’ 에 집행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다. 해당 기관이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지 여부는 ① 정책결정자 (결정기
관)와 해당 기관의 관계, ② 해당기관의 목표 및 주요업무와 본 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원정대 사업의 집행기관은 ‘부산광역
시(통상진흥과)’ 와 ‘부산국제교류재단’ 이므로 이하에서는 각 기관이 본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었는지를 알아보겠다.

1)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본 사업의 주 집행기관은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이다.
시청은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의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시장의 지시 및 정책목표에 대해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는
부산시청 내 다른 과가 아닌 ‘통상진흥과’를 선택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조직이 처한 상황
통상진흥과는 당시 부산시장이 취임한 2014년 신설된 과로 이전에는
‘국제협력과’ 에 속한 팀 단위의 조직이었다. 다만, S 시장 취임 이후 중
소기업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하여 통상진흥과를 신설하
고, 산업통상국의 주무과로 지정하는 등 통상진흥과에 상당한 권한을 부
여 하였다. 추가로 2015년 초에는 시장 관심사업인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을 위해 통상진흥과 내에 ‘남북경제협력TF팀’을 신설한 상황이었다.39) 그

39) 부산시의 남북경제협력 전담기구는 2015년 초 신설되었으며 최초에는 통상
진흥과가 아닌 부산광역시 시정혁신본부 비전추진단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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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통상진흥과는 산업통상국의 주무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 남북
경제협력팀의 정식 조직 전환을 위해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관심을 보이
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추진은 통상진흥과가 시장이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자 중
앙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관련이 높은 사업을 담당하여 산업
통상국의 주무과로서 위치를 굳히고, 남북경제협력팀의 정식 조직 전환
에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만큼 통상진흥과는 시청 내 다른 과에
비해 본 사업의 추진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림 4-5>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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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추진 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어 통상진흥과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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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 관련성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은 부산이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다만, 2015년 당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
및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조직은 나
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지방협력위원회 가입 등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동북 3성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과의 협력을
목표로 하며 북한과의 협력도 간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 및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주요 목표로 포함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은 남북경제협력 TF 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들과 그 취지 및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
은 통상진흥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③ 담당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직원들이 원정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해 통상진흥과가 호의적이었는
지를 추가로 판단해보고자 한다.
남북경제협력팀 팀원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이미 환동해 항로
의 중요성과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 연결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부산의 경제적·산업적 측면에 있어 유라시아 관문도시라
는 발전전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상당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
습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비전 확산 및 러시아 주요도시와의 협
력 등을 목표로 한 원정대 사업은 기존에 남북팀이 추진해오던 업무와 관련성
이 높았고, 본 사업에 대해 팀원들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하였습니다.

<2019. 5.10. A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장>
남북경협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에서 본 사업의 취지(목표)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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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당시 원정대 사업이 시의적절한지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던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성과와 주목을 끄는 사
업이 될 수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꼭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2019. 5. 8. B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 주무관>
이처럼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직원들은 원정대 사업이 평소 본인들
이 추진해오던 사업과 높은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업의 취지
및 목표 등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
력팀은 본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부산국제교류재단
본 사업의 주 집행기관은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지만, 부산시가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대행할 기관으로 ‘부산국
제교류재단’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실상 부산시와 부산국제
교류재단이 함께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교류재단이 어
떤 성격을 가지며,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와의 업무 관련성은 얼마나
높은지를 파악하여 집행에 호의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① 조직의 성격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6년 설립된 조직으로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자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의 이사장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 직할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청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의 지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대체로 순응하며 호의적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② 업무 관련성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 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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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
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처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한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와 같이 부산광
역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은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소관 업무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4-6>은 부산광역시가 사업대행기관 선정 당시
부산시의 출자·출연 기관들 간 장단점을 비교한 업무보고 중 일부이다.
그림을 보면 부산광역시 역시 부산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사업의 전문
기관인 점, 즉 높은 업무 관련성을 들어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사업 대행
기관으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0)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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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대행기관 검토 보고

(출처 : 부산광역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대행기관 검토 보고)

특히,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조직 내 ‘유라시아 협력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과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에 대해 부산
국제교류재단은 매우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을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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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당자 인터뷰
앞에서 본 것처럼 조직의 성격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부산국
제교류재단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자료에만 근거한 교류재단의 반응과 실제 집행현장에서의 반응
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류재단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교류재단이 실제 원정대 사업에 호의적이었는
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 그 자
체에 대해 이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도에 국제교류재단은 시베리아횡단열차 사업을 구상 했었습니다. 그 당
시 사무총장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었고 저를 포함한 교류재단 직원들은 정확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으로 결국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6년 뒤 유라시아 관문도
시라는 부산시의 비전에 따라 교류재단의 한-러 협력센터가 ‘유라시아 협력센
터’ 로 바뀌었고 센터를 대표할 만한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산
시에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을 제시하였고, 당시 저는 본 사업이 현 시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사업 목적 및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우리 교류재단이 진행했으면 하는 생
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부의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처럼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2019. 5. 1. C 부산국제교류재단 팀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 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히 추진하였다고 생각합
니다. 추후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물류 및 철도가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텐데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 주요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유라시아
물류루트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 지자체들간에 ‘유라시아 관문도시’ 라는 타이틀을 확보
하려는 경쟁에서도 부산시는 본 사업을 통해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시
민들에게 직접 이를 홍보하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 5. D 부산국제교류재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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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행과정에 참여한 교류재단 담당자들은 『유라시아 부산원정
대』사업이 시의적절하고 추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본 사업이 교류재단이 평소 해오던 업
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교류재단이 본 사업의 집행을 하게 된 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국제교류재단의 창립멤버로써 부산시의 자매도시와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는 업무를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류재단의 직원들도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특기자로 구성되어 있고 자매도시 시정부 뿐만 아니라 본 재단
과 비슷한 성격의 민간기관들과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부
산원정대』 사업은 공공외교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고, 사람을 통한
교류는 교류재단에서 계속 해오던 분야이고 강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교류재단이 평소 해오던 사업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
류재단은 러시아 지역의 자매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와는 문화 및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타 도시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원정대 사업을 통한 러시아 타도시와의 교류 확대는 저
희 국제교류재단에게 재단의 교류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2019. 5. 3. C 부산국제교류재단 팀장>
국제교류재단의 설립목표가 ‘부산시의 국제화 선도, 부산시민에게 글로벌 마인
드 함양, 부산시와 해외 교류도시간의 교류협력 강화’ 이며 교류재단은 이를 실
제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교류재단이 추진
해오던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류재단이 가진 강점
이 해외도시들과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원정대 사업은 그 성격상 다른 기관에
서는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원정대 사업의 추진은 교류재단
이 늘상 추진해오던 사업의 방향성이나 관점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유라시아 이
니셔티브라는 국가적인 비전을 부산시의 비전으로 특화시켜서 교류재단이 이를
맡아 추진했다는 것은 교류재단에게는 굉장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교류재단
직원들에게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 5. D 부산국제교류재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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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을 통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추
진해오던 업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교류재단이 가진 강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류재단 자체적으로도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
가할 만큼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본 사업의 추진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행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 및
관련 행위자들 역시도 국제교류재단이 집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일반시민, 대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18박 19일의 여정을 통해 육해상 복합물류루트 탐방, 주요 거점도시간 문화경
제교류행사 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채널과 경험을 지닌 국제교류재단
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재단 구성원의 열정과 사명감에 성공의
확신을 얻어 함께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열정과 노력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10. A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장>
러시아 주요도시와의 교류행사 등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상당 부분
을 차지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관련 사업 경험
이 많은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사업주관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 8. B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 주무관>
국제교류재단이 실질적인 외교라인은 아니지만 민간외교쪽에서 경험이 많기 때
문에 다른 기관들 보다는 본 사업과 성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인
적교류가 시작이고 이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성과가 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
가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국제교류재단은 문화교류 쪽에 초점을 둔 기관인 만큼
본 사업의 집행을 국제교류재단이 담당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교류재단을 사업추진기관으로 선
택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 3.18. E 前 부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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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① 조직의 성격 상 부산시가 직접 출
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 직속기관으로 볼 수 있고, ②
부산시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을 목표로 하는 기관인 만큼 원정대
사업과의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았으며, ③ 집행 담당자들 역시 본 사업
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본인들이 해오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으며, ④ 본 사업을 통해 국제교류재단 역시도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상당히 호의적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정책집행에 참여하였던 다른 행위자들 역
시도 국제교류재단이 사업추진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
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국제교류재단에 본 사업의 집행을 맡긴 것은 상당
히 적절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
Mazmanian & Sabatier 는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가 낮을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거부점 (Veto points) 의 증
가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즉, 이는 정책집행에 있어 집행을 방해(반대)할
단계가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기
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가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이 정책목표의 달성 및 원활한 정책집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방식
인지도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본 사업의 두 집행기관 (부산광역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의
구조를 살펴보고 기관별로 계층적 통합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을 판단하
겠다.

1) 부산광역시의 집행 구조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 통상진흥과 남
북경제협력팀에서 담당하였으나 통상진흥과 이외에도 언론 홍보·관광 사
진 전시·의료산업 홍보 등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산시청 내 여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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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집행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따라서 집행구조의 정확한 이해를 위
해서는 우선 집행과정에 참여한 유관부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산시의 『유라시아 부산원정
대』 사업 관련 공식 문서 (기본계획, 실행계획, 결과보고 등) 의 결재 라인
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4-7> 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결재라인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본 사업에는 많은 유관부서가 참여하였으며 실제 결재 계선에 있는
의사결정점 역시 총 6명(단계)으로 많은 편이다.

<그림 4-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기본계획 결재 라인
주무관

남북경제협력팀장 통상진흥과장 산업통상국장

경제부시장

시장
2016.4.21

언론홍보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협조자

의료산업과장
국제협력과장
관광마이스과장
문화회관관장

(출처 : 부산광역시『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기본계획)
따라서 본 그림을 통해 판단해보면,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총 6단계의 의사결정점(시장, 경제부시장, 산업통상국장,
통상진흥과장, 남북경제협력팀장, 주무관)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6개의 유관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집행기관 내 계층적 통
합의 정도가 낮고, 거부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 원
활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그림은 공식적인 결재 라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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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아래의 <그림 4-8> 에 가까운 모습을 보
였다. 우선, <그림 4-7> 상의 6개의 유관부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들 부서는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선
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모두
가 본 사업에 대해 적극 지지하였기 때문에 별개의 의사결정점으로 작용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4-8> 원정대 사업 관련 부산광역시 의사결정 방식
시장
(경제부시장 및 유관부서)

산업통상국장
(통상진흥과장)

남북경제협력팀(장)
다음으로 경제부시장의 경우에도, 본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원정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
기 때문에 시장은 경제부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업통상국장에게 관련내용
을 직접 지시하였다.41) 실제, 부산시 2015-2016 시장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보면,(표 4-2)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와 관련
된 내용은 시장이 부시장을 거치지 않고 통상진흥과에 바로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통상진흥과는 해당 지시에 대한 보고를 준비
하여 산업통상국장의 결재를 받고 시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부시장은 의사결정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1) 부산시는 2명의 부시장 (행정, 경제)을 두고 있으며, 각 부시장이 관련 분야를
관장하지만, 각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시장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시장
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담당 실국장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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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관련 시장 지시사항
지시연번 / 일자

지시명

소관부서

2015-437 (7.21.)

유라시아친선특급, 부산참여방안 강구

통상진흥과

2016- 18 (1.12.)

유라시아 관문도시 인프라 확충, 남북협력사업 연구

2016-465 (8.2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조선통신사 교류영역 확대

통상진흥과
항만물류과
통상진흥과
관광진흥과

앞선 유관부서 및 경제부시장과 마찬가지로 통상진흥과장 역시 실제 집
행과정에서는 별도의 의사결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통상진흥과장의
경우,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산업통상국 조직 및 통상진흥
과의 구조, 통상진흥과장이 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으로 인해 통상진
흥과장은 사실상 의사결정과정에서 산업통상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
르는 형태를 보였다. 먼저, 산업통상국의 구성은 <그림 4-9> 와 같다.
<그림 4-9>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 조직도

산업통상국장 (3급)

2
0
통

기

상

간

진

산

흥

업

과

과

(4급)

(4급)

농

3

축

0

산

엑

유

스

통

포

과

추

(4급)

진
단
(4급)

- 73 -

이처럼 산업통상국은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진흥과는 산업
통상국 중 주무과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통상진흥과장은
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산업통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
각되나 실상은 그 반대였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사무실의 형태이다. 대체로 국장실은 주무과 사무실에 인접하여 위치
하기 마련이다. 특히, 산업통상국장실의 경우, <그림 4-10>과 같이 통상
진흥과 안에 함께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산업통상국장은 통
상진흥과장 및 통상진흥과의 각 팀장들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과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상진흥과 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통상진흥과장 및 각 팀장들 역시도 국장실이 과 사무실 안에 함께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산업통상국장에게 바로
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통상진흥과장은 과 업
무 중 중요한 사안 혹은 시장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바로 산업통상국장에게 보고하는 형태
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림 4-10>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사무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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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통상진흥과장이 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이다. 앞서 <그림
4-9>에서 본 것과 같이 통상진흥과장은 산업통상국 내 주무과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체로 통상진흥과장은 4급 서기관 중 3급 부이사관 승진
을 앞둔 고참급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통상진흥과장
에 임명되는 공무원은 본인의 인사고과를 평정하는 산업통상국장에게 좋
은 인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통상진흥과장은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산업
통상국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앞서
보았던 사무실 위치를 함께 고려한다면 통상진흥과장은 별도의 의사결정
점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산업통상국장의 의견에 자연스레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과 관련한 부산광역시의 집행 구조를 정
리해보면, 공식적인 집행 구조는 의사결정 단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의사
결정의 주체가 많으나, 실제 집행과정은 시장-산업통상국장–남북경제협
력팀(장)의 3단계 의사결정만으로 결정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원래의 집
행단계 및 구조에 비해 실제 집행구조는 계층적 통합의 정도가 높은 편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방식에 있어서도 시장이 직접 산업통상
국장에게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는 하향식 집행을 보였
으며, 각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대부분 순응
하는 형식의 계층제적 의사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
행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집행 구조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와 함께 본 사업을 집행한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집행 구조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선 집행기관의 성격에서도 보았
듯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광역시가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출
자·출연한 기관이다. 따라서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그
림 4-11> 과 같이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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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부산국제교류재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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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에서 보듯이 교류재단 내 사무총장이 있긴 하지만, 사무총장으로
는 2015년 당시 인도인을 임명하여, 한국어가 서툴었으며 아직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무총장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 교류재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인 경제부
시장이었으며 실무 총책임자는 사무차장이었다. 다만, 사무차장 역시 별
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실제 국제교류재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표시해보면 <그림 4-12>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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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의사결정 방식
시장
(경제부시장)

사무차장

유라시아협력센터

그림 <4-8>에서 본 것처럼 원정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
에, 경제부시장이 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책은 갖고 있으나 사
실상 경제부시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르는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따라서 사실상 시장이 교류재단에 대해서도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재단의 의사결정 과정은 시장
의 의중에 맞게 행동하는 경제부시장 및 명예직인 사무총장을 의사결정
점에서 제외하면 결국 시장-사무차장-유라시아협력센터 의 3단계로 줄
어든다.42) 이는 앞서 살펴본 부산광역시의 의사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지시에 따른 하향식 집행 구조이며, 계층적 통합의
정도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방식 역시도 시장의 지
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계층제적 의사결정에 가까운 만큼 부산시와 마
찬가지로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한다.

42) 사무차장은 교류재단의 실무 총괄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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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분한 재정적 자원
Mazmanian & Sabatier는 정책집행을 면밀히 구조화 하는 것이 성공적
인 정책집행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으며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든
것이 바로 ‘충분한 재정적 자원’ 의 확보이다. 즉,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
여야 정책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사업의 ‘예산’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자 한다. 다만, 예산이 충분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
문에 ① 부산시가 시의회에 최초 요청한 예산 대비 실제 반영된 예산의
비율, ② 유사사업 대비 본 사업의 예산 규모, ③ 지출 내역 및 결산평가
참고, ④ 집행 담당자 및 관련 대상자 인터뷰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고자 한다.

1) 예산반영 비율
본 사업의 예산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먼저 생각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산시가 시의회에 요구한 예산 대비 실제 반영
된 예산의 비율이다. 보통 사업기관은 의회에 그들이 정책을 집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예산을 요청하지만, 의회에서는 대부분 일정
수준 삭감된 액수만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원래 부산시가 요구한
예산 대비 시의회에서 반영된 액수(비율)가 높다면 본 사업의 예산은 상
대적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만큼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업
추진에 충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의 예
산 요구액 및 반영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3>『유라시아 부산원정대』예산 요구액 및 반영액
(단위 : 백만원)
예산요구액(시->의회)

예산반영액(의회->시)

반영비율

300

300

100%

(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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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와 같이 부산시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요구한 3억원의 예산에 대해 시의회는 삭감 없이 전액을 반영하였다. 따
라서 해당 내용만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
고 판단 하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집행기관이 집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만큼의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2) 유사사업과의 예산규모 비교
본 사업의 예산이 집행에 있어 충분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바로 타 기관에서 시행한 유사 사업과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는 것
이다. 유사사업으로는 앞서 제 1절 정책목표의 명확성 부분에서 보았던
두 가지 사업 (외교부 및 경상북도) 중 외교부의 『유라시아 친선특급』만
을 포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외교부 사업의 경우, 원정대 사업과 전반
적인 내용 (방문도시 및 방식, 행사 내용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
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경상북도 사업의 경우 해상을 통해 각 도시를 방
문하였고, 방문 도시 및 경로도 매우 상이하여 예산 규모의 비교가 사실
상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부 사업만을 원정대 사업과 비교할 경우,
비교대상이 너무 적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목표는 다
르지만, 유사한 도시들을 방문한 2016년 전라남도 교육청의 『독서토론
열차학교』를 추가로 비교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79 -

<표 4-4> 전남 교육청 『독서토론열차학교』사업 개요43)

정책목표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

행사일시

2016. 7.28. - 2016. 8.12. (15박 16일)

참가규모

150명 (고등학생 120명, 운영요원 30명)

독서토론

열차 내 독서토론수업 및 진로탐색

역사문화탐방

민족의 발자취를 찾는 역사 유적 탐방

주
요
내
용

교류 및

현지 학생들과 교류 및 봉사활동

봉사활동

인천 -> 대련 -> 연길 -> 훈춘 -> 크라스키노
-> 우수리스크 -> 이르쿠츠크 -> 모스크바

방문경로

-> 상트페테르부르크 -> 인천

(출처 : 2016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운영 계획서)
이처럼 독서토론열차학교 사업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와 마찬가지
로 다수의 인원이 열차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는 사업진행 방
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의 비교 대상 사업으로서 적절해 보인
다. 그렇다면, 원정대 사업과 외교부의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 전
남 교육청의 『독서토론열차학교』 사업의 예산 규모를 각각 비교해보고
원정대 사업의 예산 규모가 타 사업들에 비해 어떤 편인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비교에 앞서 먼저 부산시 예산을 포함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의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3) 전남 교육청의 독서토론열차학교는 2015년 시작하여 매년 진행중이다. 2회
사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2회 사업의 방문경로가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 가 방문한 도시가 가장 유사하며 2회 사업의 예산 및 계획 자료가 가
장 잘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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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자 체 예
총계
(A+B)

580

산

소계(A)

시 비

재단
자부담

467

300

34

원정대
참가비
133

기관지원(B)

113

(출처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결과보고)

<표 4-5>에서 보듯이 본 사업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자체의 예산은 3
억원이지만, 부산국제교류재단 지원액 및 한국해양대학교·부산문화회관
등의 유관기관 지원액, 원정대 참가자 자체 부담액 등을 포함하면 본 사
업의 총 예산은 약 5.8 억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 사
업과 유사사업들 간의 예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6>『유라시아 부산원정대』와 타 사업간 예산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유라시아 친선특급』

『독서토론열차학교』

총 예산

580

4,000 44)

823

기관예산

300

1,000

756

참가인원

130
(전구간 : 54)

350
(전구간 : 200)

150
(전구간 : 150)

방문기간

19일

20일

16일

방문도시

1개국 7개

6개국 10개

2개국 8개

44)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활용된 외교부 예산은 10억원이다. 다만, 외교부
유라시아팀 담당자 인터뷰 결과 사업 공동주관인 KORAIL 및 여러 후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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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가장 유사한 『유라시아 친선특급』과 비교해보면, 친선특급
사업은 원정대 사업에 비해 참가자 수는 약 4배 (전구간 기준) 많으며, 방
문도시 역시 4개 도시가 더 많다. 반면, 총 예산 규모는 약 6.5배가 더
많다. 따라서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친선특급 사업의 참가자가 원정대
사업에 비해 4배인 것에 비해 예산은 6.5배가 많으므로 원정대 사업의
예산은 친선특급 사업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원정대 사업이 각 도
시별 1-2개의 세부행사를 진행한 것 (총 15개)과 달리 친선특급 사업은
도시별 3-4개 (총 30여개)의 세부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친선특급은 국
가단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세부 행사별 지출 규모가 원정대 사업에 비
해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친선특급 사업의 행사비 지출 규모가 원
정대 사업에 비해 훨씬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원 (4배) 및 행
사규모 (2배 이상) 와 사업의 중요성 (국가차원)을 함께 고려한다면 6.5배
의 예산 규모 차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정대
사업은 친선특급 사업에 비해 특별히 예산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전남 교육청의 『독서토론열차학교』와 비교해보면 해당 사업
은 원정대에 비해 참가자는 약 3배 (전구간 기준) 많으며, 방문도시는 1개
가 더 많다. 반면, 총 예산은 약 1.5배가 많다. 따라서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독서토론열차학교 사업의 참가인원은 3배 많은데 비해 예산은 1.5
배만 많으므로 오히려 원정대 사업의 예산이 본 사업에 비해 충분해 보
인다. 다만, 독서토론열차학교는 도시별 행사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열차 내에서 독서와 토론 등 정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규모에 비해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 설명 가능
해 보인다. 따라서 원정대 사업의 예산을 독서토론열차학교 사업과 비교
했을 때 원정대 사업의 예산이 특별히 많아 보이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의 예산은 타기관의 유사한 사업에 비해 특별히 많이 책정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특별히 부족해 보이지도 않는다.

후원금액 및 참여자들의 참가비 등을 합한 총 예산규모는 약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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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 내역 및 자체 평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예산이 충분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지출 내역 분석 및 본 사업 예산에 대한 부산시 자
체 결산평가를 참고해보는 것이다. 앞서 정책결정 시 부산시의회에 요청
한 예산 대비 반영액이 충분하였고, 유사사업에 비해 예산이 작은 규모
가 아니었을지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예산이 사업을 원활히 집행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지출내역 및 평가 내용들을 분
석하여 본 사업의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충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① 지출 내역 분석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항목
교통비

전체예산
대비 비율
36%

도시별 행사비용

102

18%

7개 도시별 숙박 및 식사

107

19%

홍보비

국내홍보 및 동행촬영

29

5%

운영비

후기책자, 단복 등

19

3%

해양대

해양대 실습선 유류비

48

8%

문화회관

문화회관 합창단 항공료

60

10%

관광과

관광사진전

5

1%

580

100%

자체

숙박 및

예산

식사비

지원

해양대 실습선, 항공

금액
209

행사비

기관

주요 지출내역

시베리아 횡단열차

총 계

(출처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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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업의 목표인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을 홍보’ 하는데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 (행사비 + 홍보비) 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예산이 교통비와 숙박 및 식사비 같은 소
모성 비용으로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예산 지출은 정책
목표의 달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
산 증액을 통해 행사비 및 홍보비를 늘리거나 혹은 원정대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소모성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부산시 전체 인구 (약
340만명)를 고려할 때 50명 이하로 원정대원을 구성할 경우, 그 규모가

전체인구 대비 너무 적다는 점, 각 분야의 상징성 있는 인원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정대원 규
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부산시 예산규모 (3억원)
로는 충분한 행사비 및 홍보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목표 달성
이 쉽지 않아 보인다.

② 부산시 자체 평가 분석
본 사업의 집행 이후 부산광역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산 관련 문제
점을 살펴보면 <그림 4-13>과 같다. 앞서 지출내역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의 자체평가 내용 역시 교통비, 숙박비 등 소모성 기본경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 실제 부산광역시의 도시 비전 및 브랜드를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금액 (행사비 및 홍보비) 이 너무 적었음을 문제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산의 증액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의 자체적인 평가 결과도 최초 반영된 예산은 정책결정 당시의 판
단으로는 충분하였으나 실제 집행을 해보니 집행과정에서는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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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자체 평가 (예산 관련)

(출처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결과보고)

4) 집행 담당자 및 관련 대상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실제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집행담당자 및 관련 인원들이 본
사업의 예산규모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인터뷰함으로써 예산이 충분
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

① 부산시 집행담당자 인터뷰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한 부산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직원들은
본 사업의 예산에 대해 대체로 부족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60여명의 원정대가 해상물류루트 이동(선박이용,
부산항~블라디보스토크항),

TSR철도

이동(블라디보스토크~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거점 6개 도시간 문화경제교류 행사, 항공 이동(러시아-인천-부산) 등 당초
예산보다 2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였으며, 당초 예산으로는 단지 이동과 숙박
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문화행사, 경제행사, 대학생교류, 부산홍
보, 도시간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원정대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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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사절단으로서의 적극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부분 자부담(일반, 대학생)과 관련부서 연계행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지
만 당초예산은 사실상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10. A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자 예산편성 시기에 구
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진한 상황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
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확보된 사업의 예산이 충분치는 않았으나 모든
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운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주어진 예산과 조건에서 최
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 5. 8. B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 주무관>

② 부산국제교류재단 집행담당자 인터뷰
국제교류재단의 집행 담당자들 역시 본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3억원은 터무니 없는 예산 규모였습니다. 4명의 직원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3
억원으로 50여명의 항공, 기차티켓팅, 각 도시별 여행사 선정은 물론 7개 방문
도시와의 질 높은 행사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부
족한 예산으로 인해 원정대원 참가비가 높게 책정되면서 참가자 모집이 잘 될
지도 노심초사 했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 항공사, 기차티켓팅, 각
도시별 여행사 선정 등을 모두 분리해서 진행하여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019. 5. 3. C 부산국제교류재단 팀장>
처음 3억원을 받았을 때는 사업 및 예산규모에 대한 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
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서 3억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지역이 블라디보스토크
빼고는 처음 개척하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별로 견적을 받아보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19. 5. 5. D 부산국제교류재단 대리>

- 86 -

종합해보면 ①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 전액이 반영되었고, ② 타 사업에
비해 부족한 예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③ 실제 집행시 예상보다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출이 많았고, ④ 이로 인해 집행담당자들도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다고 느낀 만큼 원정대 사업의
예산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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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 변수
1.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는 정책집행 시 집행기관 및 집행담
당자에게 법적 권한 및 충분한 재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반대의견을 극
복하게 해주는 등 원활한 집행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경우에도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집행과정 분석을 위해 필요
하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인 만큼 지배기관은 정책결정자인 ‘부산광역시장’ 이 되며,
정책관련집단으로는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특히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결
정권을 갖는 ‘부산광역시 의회’와 사업 추진 간 많은 협조가 필요한 시청
내 타부서 등 ‘유관기관’ 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정책관련집단으로서 부산광역시 의회 및 유관기관의 본 사업에 대한
지지 여부 및 지배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의 본 사업에 대한 지지 여부
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산광역시 의회의 지지 여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었기 때
문에 2016년 예산안 편성 당시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의 편성 여
부가 전적으로 시의회에 달려있었다. 본 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 과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
으로 보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2015년 회기 당시 시의회의 속기록을 참
고해보면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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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유라시아 부산원정대』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
의원명

발언 시기 및 내용
제249회 정례회 (1차 경제문화위원회, 151201)

강OO

1회성 행사로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의원

우리들만의 생각, 우리들만의 잔치로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함
제249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1208)

김OO

부산이 유라시아 출발도시로서 부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

의원

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담은 방침도 없이 3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
제249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1209)

이OO
의원

유라시아 원정대 추진 3억원은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함
2016년도 부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60105)

-

부산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안 제출시
점까지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수림 없이 예산안이 제출
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제250회 정례회 (6차 경제문화위원회, 160129)

최OO
의원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횡단의 관문으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함
제250회 정례회 (6차 경제문화위원회, 160129)

황OO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은 남북을 넘어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의원

대륙횡단 철도에 대한 교통망 확대 및 우리의 경제협력을 넓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봄
제250회 정례회 (6차 경제문화위원회, 160129)

최OO

원정대원들이 현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지 않으면 아

의원

무 소용이 없음. TV 홍보 및 촬영팀 동행 등 홍보계획을 세우기
바람

(출처 : 부산시 의회 속기록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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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발언에서 보듯이 다수 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
회성 행사에 그칠 것 혹은 예산안 편성 당시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의
소관위원회였던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장인 E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고, 이는 경제문화위원회 의원 전반이 본 사
업에 대해 지지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에 큰 원
동력이 되었다. 다음은 E 의원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예산 편성 당시, 의회 내에서는 본 사업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고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 역시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제문화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본 사업은 무조건 추진해야 하
는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부산이 ‘유라시
아 관문도시’ 라는 구호를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3억원이 부산시민의 혈세이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쓰면서 우
리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구호를 가져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
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 3.18. E 前 부산시의회 의원>
이처럼 E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 하였고 E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역시 대체로 본 사
업에 대해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 의회의 본 사업에 대한 입장은
최초에는 일부 의견이 나뉘기는 했지만 부산시 요구액 그대로 예산을 반
영하였고, 이후에는 원정대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 만큼45) 본 사업에 대
해 지지 의견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관기관의 지지 여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는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러
시아 주요도시를 방문하며 도시별로 경제·문화·관광홍보·청년교류 등 다

45)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운영진으로 경제문화위 소속 시의원들이 참가
하고자 하였고 최종적으로 E 의원이 ‘원정대장’ 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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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여러 분야의 행사를 모두 집행기
관인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
니라 경제·문화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이 기존에 계획된 본인
들의 사업을 원정대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
를 들어, 부산시 관광마이스과는 원래 기획된 과 사업인 ‘관광사진전’을
원정대와 연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며,
의료산업과는 ‘의료관광 홍보’ 라는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원
정대 기간에 맞춰 러시아 현지에서 ‘의료관광산업전’을 개최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표 4-9>에서 보듯이 약 10여개의 유관기관이 직접 예
산 및 인력을 투입하여 원정대와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였
다. 따라서 각 기관이 원정대 사업의 취지 및 목표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참여하더
라도 본인들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을 소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에 이들 기관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각 기관의 지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① 해당 기관이 원정대 사업에 참가했는지 여부와 ② 예산 투입 및
행정 지원 등 지원 규모를 통해 판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 기관
이 명시적으로 원정대 사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힌 자료는 없기 때문
에 원정대 사업 자체에 일단 참가했고, 본인들의 예산까지 상당 규모 투
입했다면 사실상 원정대 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통해 각 유관기관이 원정대 사업에
대해 지지를 보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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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 추진단 명단

연
번
1

추진기관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추 진 내 용
- 사업추진단 총괄

2

국제교류재단

- 도시 간 교류행사 총괄

3

통상진흥과
(구미통상팀)

- 통상교류 행사 (기업인 간담회, 전시회 등)

4

의료산업과

5

경제진흥원

- 의료, 관광분야 홍보 행사

6

국제협력과

- 자매도시 행사, 시장님 참석사항 등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의료/관광분야 연계행사 발굴
※현지 의료/관광산업전, 세미나 등

- 부산 사진전(부산데이 행사시)
- 의료, 크루즈, 해양관광 등
홍보부스 설치 안내, 설명 등
- 시립예술단 교류 사절단 구성 및 파견

7

관광마이스과

8

문화회관

9

영화의전당

10

BDI
KMI

- 부산, 러시아 간 물류발전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11

언론홍보담당관

- 대외 행사 홍보 (중앙, 지방 언론사 등)

12

소통기획담당관

- 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홍보

13

총무담당관

14
15

※인원, 공연기획 등

- 한국영화 소개(부산 로케영화)

- 우리시 기념품 협조

상공회의소
- 기업인 교류 추진 ※상의회장님 초청
전문가
- 대학생 멘토, 재부러시아 대학 간 교류
(동아대학교수)
(출처 : 부산시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추진단 1차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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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관기관의 원정대 사업 참가 여부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 추진단 명단에서 보듯이 본 사업의 사업추진단으
로 집행기관인 통상진흥과와 국제교류재단이 선정한 사업 유관기관은 총
14곳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이 <표 4-9>와 같이 원정대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표 4-10>『유라시아 부산원정대』유관기관별 사업추진 목록
유관기관

추진내용

도시

통상진흥과

한-러 비즈니스 세미나

블라디보스토크

(구미통상팀)

부산-하바롭스크 경제교류회

하바롭스크

의료산업과 / 경제진흥원

의료관광 세미나

별도진행

한국해양대학교

환동해물류루트탐험대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시장 현지 방문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부시장 현지 방문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협력과

관광마이스과

부산관광사진전

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기념공연

영화의 전당

부산영화제

BDI (부산발전연구원)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발전세미나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미진행

언론홍보담당관

언론 홍보

소통기획담당관

SNS 홍보 진행

총무담당관

각 도시별 부산시 기념품 제공

약 10회

상공회의소

기업인 교류 추진

미진행

동아대학교

러시아 대학과 교류

미진행

140여회 보도

(출처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결과보고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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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 사업추진단 구성 시 선정하였던 14개의 유관
기관 중 9개의 기관이 원정대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사업에 참여한 9개 기관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
하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본 사업의 취지에 어
느 정도 동감하고 지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개의 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한
다. 해당 기관들이 본 사업에 불참한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동감하지
않거나 큰 관심이 없어서 일수도 있으나 사업을 지지는 하지만, 일정 및
여건 등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46) 이에 대해
각 기관별 입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확
실한 것은 해당 기관들이 원정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업에 참여했을 것이기에, 위의 5개 기관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갖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② 유관기관의 지원 규모
앞서 유관기관들이 원정대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실제
어느 정도의 예산, 인력 등을 지원 하였는지 추가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
들의 원정대 사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기관들의 지
원 규모를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46) 실제 의료산업과 및 경제진흥원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는 동감하였으나
원정대 시기와의 일정이 맞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장소에 대한 부담으
로 인해 별도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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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유라시아 부산원정대』유관기관별 지원규모
유관기관

추진내용

지원규모

한-러 비즈니스
통상진흥과

세미나

(구미통상팀)

부산-하바롭스크

- 16개 부산 기업 섭외 및 참가 유도
경제교류회

한국해양대학교

환동해물류루트탐험대

시장 현지 방문
국제협력과
경제부시장 현지 방문

- 선박 유류비 4,800만원 지원

- 국제협력과장 및 팀장 동행
- 출장여비 (약 1,000만원) 지원
- 사진전 비용 500만원 지원

관광마이스과

부산관광사진전

- 부산관광사진 및 배너 지원 (20점)
- 부산관광 팸플릿 지원

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기념공연

- 합창단 항공료 6,000만원 지원
- 출정식 및 현지 공연 지원
- 기술감독 현지 출장

영화의 전당

부산영화제

- 영화 저작권 및 배급 문제 지원
- 러시아어 자막 지원

언론홍보담당관

언론 홍보

- 국내외 보도 160여건 추진
- 출입기자 동행취재 지원 (2명)

소통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SNS 홍보 진행

각 도시별 부산시
기념품 제공

- 보도자료 9회 배포
- 부산 SNS 전 채널에 일정 홍보

- 시 기념품(기관장용) 20여점 지원

(출처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결과보고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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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원정대 사업에 참가한 유관기관들은 상당한 규모의
자체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각 기관들이
원정대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
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위 기관들은 원정대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배기관의 지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이자 지배기관인 ‘부산광역시장’ 의 지지 여부가
성공적인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이 사업에 높은 관심 및
지지를 보낼 경우 이는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유관 기관들의 지
원, 반대 기관의 저항 극복 등 정책집행 시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산광역시장’ 의 지지 여부를
문헌자료 및 시장 본인의 인터뷰 내용, 집행담당자 및 관련집단의 인터
뷰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① 문헌자료
먼저 원정대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부산시장이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시장이 2015년 7월 지시한 내용이
다.47)
<시장 지시사항 437호> - 유라시아 친선특급, 부산 참여방안 강구

(150721)

- 유라시아 실크로드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 방안 마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방안 지속적 강구

위 내용을 보면 시장은 외교부가 추진한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부산
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알고48) 이를 만회할 만한 다
47) 부산광역시, 2015년 3분기 시장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참고
48)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2015년 7월 서울역을 출발하여 베를린 까지의 대
장정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부산시장은 해당 사업이 『유라시아 관문도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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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바
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이다. 즉, 원정대 자체가 시장의 지시에서 시
작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정책결정자로서 본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
을 보였다. 이러한 관심은 집행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시장은 사업의
‘기본계획’ (4월) 및 ‘실행계획’ (6월) 결재 과정에서도 원정대의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경제부시장 및 기타 간부들에게 다시 한 번 전파하였다.
또한, 원정대의 출정식 및 폐막식에도 직접 참석하였으며 특히 상트페테
르부르크에서 진행된 폐막식 참석을 위해 3박 4일의 일정으로 상트페테
르부르크를 방문할 만큼 원정대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문
헌자료를 통해 판단해보면, 부산시장은 원정대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지
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본인 인터뷰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
법은 본인을 직접 인터뷰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부산시장이던 S
시장을 직접 인터뷰해 본 결과 시장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도시로서
최소한 환동해권 경제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권
도시들을 보면 부산 이외에는 인구가 200만 이상이며 물류 인프라를 제대로 갖
춘 도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부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중략)
통일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북
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
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서히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끄는게 중요하다
고 봅니다. 유라시아 원정대 사업도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다른 도시를 보고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러한 교류가 모여 유라시아 대륙 국가간 물류, 교통, 더 나아가 사람의 교류가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부산시 차원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
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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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한겁니다.

<2019. 3.18. S 前 부산시장>

또한 본인이 가졌던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직접 정책 추진을 결
정하였으며, 집행 담당자들에게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해 힘을 실
어주려 했다는 내용 역시 언급하였다.
...(중략) 이러한 사업은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시장
의 관심과 직접적인 주도, 추진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러한 인식을 공무원들한테
시키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세세한 지침을 주기 보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뜻을 명확히 해주고 그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외압을 막아준다거나, 재원을 만들어준다거나 또는 규
제로 막혔을 때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주는 이런걸 해주려고 했습니다.

<2019. 3.18. S 前 부산시장>
따라서 S 前 부산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장은 본 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집행담당자 및 관련집단 인터뷰
마지막으로 집행담당자 및 관련집단 관계자들이 시장의 지지 여부에 대
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인터뷰함으로써 시장의 지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물론, 앞선 문헌 연구 및 시장 본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장이 본 사업에 상당한 관심 및 지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이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담당자
및 관련집단 인원들이 이를 느끼지 못하였다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의 지지를 느꼈는지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집행담당자들은 당시 부산시장
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것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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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부산시 도시목표는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로 부산이 가진 해양자원
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도시전략의 일
환으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부산항에
서의 원정대의 출정식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한 ‘부산데이 행사’
에 직접 참가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9. 5.10. A 前 부산시 남북경제협력팀장>
다음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집행 담당자들 역시 부산시 관계자들과 마찬
가지로 시장이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한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언급하
였다.
일회성 행사가 될 것으로 우려한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원정대 사업
은 시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님이 이 사업을
직접 지시하신 걸로 아는데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었겠지만 ‘유라시아 관
문도시’ 라는 비전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 확실했다고 생각합니
다. 주요행사 시 직접 오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9. 5. 3. C 부산국제교류재단 팀장>
부산시장으로서 부산시의 시정목표로 ‘유라시아 관문도시’, ‘해양물류중심도시’
이런 내용을 정할만큼 관련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대
사업을 직접 하자고 하기도 했고 관심도 높았던 만큼 사업에 대한 지지는 충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 5. 5. D 부산국제교류재단 대리>
종합해보면 ① 문헌자료를 통해 볼 때 부산시장은 본 사업의 추진을 직접
지시하였고,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차례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② 본인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 및 사업추진에 대한 강
한 의지를 볼 수 있었고, ③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집행담당자들
역시도 시장이 본 사업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냈다고 느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지배기관의 지지는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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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정책결정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적 문제가 정책집행 시점에는 ①
시간의 경과로 인한 대중의 관심 저하, ②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③
반대되는 정책의 집행 등을 이유로 상대적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에 대해 정책결정자 및 관련집단, 일반 대중 등 여
러 행위자들의 전반적인 관심 자체가 낮아지는 만큼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도 해당 정책목표의
달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 필
요한 만큼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알린다는 『유라시아 부산원정
대』의 정책목표가 정책결정 이후 집행시점까지 계속해서 그 중요성을
유지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은 2015년 8월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실제
집행이 완료된 것은 2016년 8월이다. 따라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
까지의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 조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2013년 10월 발표되고, 2015년 7월 외교부 주도의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구체화를 위해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후속 사업을 기획하는 상황이었
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 관한 관
심이 지속되고 있었다. 반면 부산시는 <표 4-12>에서 보듯, ‘동남권 신
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위해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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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동남권 신공항 관련 주요 언론 보도49)
일시

매체

`16. 5. 5.

일요신문

서병수발 동남권 신공항 유치 논란 재점화

`16. 5. 9.

세계일보

부산 상공인들, 신공항 후보지 ‘가덕도’ 서 기원제 개최

`16. 5.11.

조선비즈

서병수 “동남권 신공항, 예산 나눠 부산-대구 2개 건설하자

`16. 6. 1.

아시아
투데이

제목

TK의 밀양 vs PK의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유치 사생결단

`16. 6. 3.

부산일보

“깜깜이 신공항 용역, 부산시청 직원 삭발투쟁도 불사해야”

`16. 6. 8.

뷰스앤뉴스

친박 서병수 “신공항이 밀양 가면 부산시장직 내놓겠다”

`16. 6.21.

전매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부산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항만-물류-철도의 Tri-port 체제 완성’ 등을 들었다. 즉, 부산시가
‘유라시아 관문도시’ 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수한 항만
및 철도 인프라에 더하여 신공항을 밀양이 아닌 부산에 위치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원정대 사업의 정책결정 이후 집행이 진행되는 시점
은 동남권 신공항의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도시비전은 신공항 유치와 맞물
려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도시 비전을 국내외에
알리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부산시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원정대 사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신공항 유치라는 부산시 전체가 사활을
건 국책사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49) 인터넷(네이버) 검색을 통해 기사 선별 (검색일 : 2019년 5월 6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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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분석
본 논문은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집
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의 다른 유라시아 사업들과는 달리
본 사업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그 이
유 역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
른 학자들에 비해 포괄적이고 방대한 요인을 제시한 Mazmanian과
Sabatier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다만, 이들이 제시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수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토대로 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사업의 집행과정이
Mazmanian과 Sabatier가 제시한 각각의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
책-집행-환경 변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변수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인과이론
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포함한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고 일관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와 유사한 타 기관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는 매우 명확한 편이었다. 다만, 인
과이론의 명확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
산’ 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는 점은 분명하나, 반드시 그 수단이 ‘원정대’가 되어야 한다는 인과관계
는 매우 불명확한 편이었다.
둘째, 집행변수는 집행기관의 성격,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정도 및 의
사결정 방식, 재정적 자원의 정도를 포함한다. 먼저 집행기관의 성격은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와 ‘부산국제교류재단’ 은 모두 부산시장의 지휘
아래 있는 조직으로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에 순응의
정도가 높으며,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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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해 호의적인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인 만큼 본 사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다음으로 ‘집행
기관의 계층적 통합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 역시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와 국제교류재단 모두 통합 정도가 높은 편이며, 의사결정 방식 역시 하
향식의 수직적 지시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정책의 원활한 집
행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원의 경우에는 최초 부산시가
요구한 금액만큼 예산이 반영되었고, 예산의 규모가 유사 사업들에 비해
적지는 않았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 소모성 경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활용되어야 할 금액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환경변수는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와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포함한다. 먼저, 정책관련집단
의 지지에 대해 보면, 본 사업의 정책관련집단으로는 크게 부산시 의회
와 부산시청 내 여러 유관부서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원정대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며 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배기관의 지지 여부를 보면, 원정대 사업의 지배기관은 부산광역시장
으로 볼 수 있는데,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책결정 이후 집행까지 즉,
2015년 8월–2016년 8월 기간 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확산 및 ‘동
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이라는 구호의 중요성
증가’ 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리
해보면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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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연구결과의 요약50)
분류

연구

정책집행과정 분석 기준

문제
1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일관성 정도

충족여부

★

정책
2

집행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목표-수단간 인과이론의
명확성 정도

X

3-a

집행기관의 성격 (호의적 집행기관)

★

3-b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의사결정 방식

O

3-c

정책집행에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었는지

X

정책관련집단의 정책에 대한 지지

O

지배기관의 정책에 대한 지지

★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

4
환경

5

연구결과의 요약을 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정대 사업은 다른 유사사업들에 비해 ① 정책
50) Mazmanian & Sabatier(1989)는 기준에 충족하는 정도를 High, Moderate,
Low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충족정도를 매우 높음(★), 충족함
(O), 충족하지 못함(X) 의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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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매우 명확한 편이었으며, ② 정책결정자이자 지배기관인 부산광
역시장의 본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지지가 매우 높았고, ③ 정책의 집행
기관인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본 사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업무 관련성 역시 아주 높았다. 또한, ④ 동남권 신
공항 유치 문제로 인해 원정대 사업이 갖는 중요성이 집행 과정에서 더
욱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는 부산시가 추진한 다른 유라시아 관련 사업들과 달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본다.
다만,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정대

사업은

Mazmanian과

Sabatier가 강조한 조건 중 하나인 ‘인과이론의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
였다. 이는 사업과정 전반 및 차기 사업에서도 본 사업이 언론 및 전문
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원정대 라는 정책수단과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비전 홍보라는 정책목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
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및 전문가들은 본 정책수단이 목표 달
성에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보였다. 이는 『유라
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의 추진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약 10,000여명
의 인원이 원정대 행사에 참여하고, 원정대원이 7개 도시 30여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국내외 총 160여회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러한 성과가 원정대라는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으며, 일부는 원정대가 아닌 다른 수단을 선택했다면 더
큰 성과가 나왔을 것 이라는 가능성 역시 제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
럼, 명확한 정책목표와 정책결정자 및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높은 관
심 및 지지는 해당 정책을 지속시킬 수는 있으나 정책수단이 갖는 정책
목표와의 인과이론이 불명확하다면 정책성과에 대한 의구심 및 정책목표
의 달성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
성될 수 있다. 따라서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것처럼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일관성과 함께 정책목
표-수단 간의 명확한 인과이론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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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2016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업
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정대 사업은 정책결정 당시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
이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정책 자체의 목표가 명확하고,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기관에 집행
을 맡기며, 정책결정자가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것과 함께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환경의 변화에도 높게 유지된다
면, 정책은 충분히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① 정책목표
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② 본 정책과 업무관련성이 높고 정책에 대해 호
의적인 기관에 집행임무를 맡기며, ③ 정책결정자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낸다면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정대 사업에서 보았듯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
해 왜 해당 정책수단이 필요한지의 인과이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성과가 발생하더라도 성과가 본 정책수단
때문에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의 충분한 인과
이론을 사전에 개발 (ex. 전문가 견해 인용, 연구 용역, 관련 정책 인용
등)하여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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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Eurasia Expedition from
Busan』of Busan Metropolitan City
BAE HONG KWON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ed her keynote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conference

in

Seoul

Silla

hotel

on

October

18

;

"Ladies

and

Gentleman, Eurasia is the biggest continent in the world which
contains 71%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12 different time zones.
...Now is the time to open a new channel to Eurasia in order to lift
its cooperation potential. We need to revive Eurasia, a geographic
area disconnected by the Cold War,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openness, creation and f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vision,
to make Eurasia, one continent of creation and peace.”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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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her new vision 'Eurasia Initiative'. The main concept of
Eurasia Initiative is integrating logistics, market and culture among
Eurasian countries and key point is by integrat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we'd like to achieve prosperity of Eurasia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Korean peninsula should role as a logistic hub
and the gate way of Eurasia continent. Many specialists focused the
rol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achieve the goal of Eurasia
Initiative because of it's global port facilities and geographical
location which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former Mayor of Busan set the city vision as 'The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ssed that Busan should lead the
Eurasia Initiative. Based on this opinion, Busan Metropolitan City
implemented many policies from 2015, but most of them were just
one time event and failed to succeed. However, the policy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ich focused on publicizing the vision of
Busan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Eurasian cities is still maintaining in 2019 and becoming the
most famous and symbolic policy about Eurasia in Busan eventhough
there were lots of doubts about being one time event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us

in

this

stud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reason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policies by us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The goals of this study can divided into three things. First,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good and bad points of implementation.
Second,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Eurasian policies in Busan.
Lastly, analyz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which is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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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the stud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ding the exact
meaning of that model.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of all, reviewing
much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lso interviewing some people who particip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Next, using the "Conditions of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argued

by

Mazmanian-Sabatier,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ether it is fit to that conditions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objective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re clear
and consistent. Especially, comparing with the similar policies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diplomacy

and

Gyeongsangbuk-do, the objectives of these policies are very obvious
and concrete. Second, to achieve this objectives, it's clear tha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s necessary, but the causal theory
between this policy and the objectives is not clear. Third,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team in Trade promotion divis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were

in

charge

of

implementing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ere quite related to this policy and all of
members

were

so

much

positive

to

this

policy.

Thus

both

organizations are so much favorable to this policy. Fourth, the
decision rules of both organizations were in a three stages which
was quite simplified than formal steps, and quite top-down ways
especially complying the order of mayor thus it can simplif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facilitate effective implementation. Fifth,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like Busan city
council and other divisio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Busan who is a policy decision maker were favor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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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ve to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Especially, mayor of
Busan gave considerable support to this policy. Last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policy, the issue of attracting southeastern new
airport in Busan was so disputed thus the vision of Busan city
(Eurasia Gateway Busan) itself and publicizing this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ies became more important, thus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became more higher
than before.
keywords : Policy Implementation,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Mazmanian-Sabatier, Analyzing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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