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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는데 반해,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정책변동 사례에서 정책변동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정
책이 정책대상 집단과 갈등관계를 유발하여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를
발생시키는 경우, 기존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요구내용을
촛불집회를 비롯한 정책변동 요인들이 어떠한 작동원리를 통해서 정책변
동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기존의 이론모형에서
언급된 이론변수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요인들의
존재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91개 사례집단에서 선정된 12개의 사례에 대해서 사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례분석의 기준은 기존 정책변동 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언급되는 외부환경(문제영역이 기본적 속성,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 등), 정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중개자), 여론변수 등과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촛불집회(참여성, 사건성), 정책방어기제(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촛불집회같은 대중저항운동을 동반한 정책변동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촛불집회
변수가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와 복합적·동시적 결합을 통해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Giugni( 2004)가 강조한 정책
문제의 4가지 유형(국내/정부일반 이슈, 국내/정부핵심 이슈, 외교/정부
일반 이슈, 외교/정부핵심 이슈)과 정책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
문제 유형과 다른 변동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한다. 끝으로 촛
불집회가 정책변동 요인으로 작동하는 경우 촛불집회가 가진 어떠한 성
격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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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책변동 사례의 정책
변동 요인을 이론적 변수와 한국적 맥락변수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특히 기존정책과 정책대상 집단간에 갈등관계가 발생하여 촛
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변동
요인으로 작동하고, 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을 의미하는 새로운 정책이
어떠한 성격의 정책변동 유형으로 인해 보다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대한 좀 더 일반화된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정
책문제의 유형에 따른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정책문제의
유형이 그 성질로 인해 정책변동이 방해받게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변
수, 여론변수 등과 같은 다른 변동변수와 결합함으로써 정책변동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 과정에서 촛불집회가 발생한 정책변동 사례
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29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촛불집회 사
례를 한국언론재단의 홈페이지 빅카이즈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고 검색된 신문기사 내용 중에서 정부의 정
책변동 현상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변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변동 요인과 정책변동의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 촛불집회 변수는 대체적으로 동시적·복
합적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기존정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책대상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어기제가 대부분의 사례에서 존재하고 있다. 단지, 정책방어기제가 기
존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
동하는지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셋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에는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요인인 정치
적 변수가 촛불집회 같은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정책변동 사례에서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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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촛불집회 변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촛불집회 변수는 정치적 변수 및 여론변수와 동시적·복합적으
로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촛불집회 변수가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들 정치적 혹은 여론변수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 변수가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변
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여섯째,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근본적으로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달라
질 수 있다. 국내/정부일반 이슈가 정부/핵심이슈보다 정책변동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성격의 정책문제 유형
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정책변동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정책
변동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민적인 반발과 갈등
이 발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반드
시 건설되어야 하는 기간산업일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
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대중저항운동이 동반된 정부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
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어제도가 존재하
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방
어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촛불집회가 다른 정책변동요인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정책변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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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촛불집회의 세가지 성질이 동등한 비중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촛불집회의 세 가지 측면 중 촛불집회
에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변동에 영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촛불집회의 성격(참여성과 사건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촛불집회과 정책변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촛불집회 참여성
및 사건성 변수가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적일수록, 정부 관련성이 적을수록,
특정단체의 이익을 추구할수록, 네티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정책변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
건성 변수 중, 촛불집회를 발생하게 만든 위기사건이 존재할수록, 언론기
관에서 촛불집회를 자주 기사화할수록 반면에 촛불집회의 기사화의 단기
간으로 이루어질수록 정책변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있어서 정치적 변수(정당균형,
대통령 선거시즌 여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
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비폭력성, 사이버성이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발성, 비폭력성, 사이버성이 정당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균형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칠 때 정책변동의 수준이 더욱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있어서 여론 변수는 매개효과
를 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변수는 조절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성향은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 중 위기의 사건성,
반복성, 장기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의 성향은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 있어서 여론 변수는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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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촛불집회변수×정
치적변수(대통령의 성향)×여론변수(언론기사의 성향)는 조절효과가 있
다고 해석이 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사례분석과 회계분석의 결과를 통합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촛불집회는 정책변동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촛불집회는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
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는 정책변동에 정치적 변수를 매개로 단계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촛불집회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여론변수가 정책변동에 영
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여론변수를 매개로 단계적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사
례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촛불집회는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와 동시적·복합적으로 결합하
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이 결과
는 대부분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
시말해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치적 변수와 여
론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왜 정부정책에 대해서 촛불집회 같은 대중
저항운동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중저항운동이 발
생하는 정부정책의 경우 대부분 국가적 필요에 의해 반드시 우리나라 어
디쯤엔가는 설치하거나 건설해야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
금까지의 정부위주의 정책결정 및 집행은 정책대상집단들와 격렬한 갈등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 때, 정책주체자로서 정부는 국가적 필요라는
목적하에 지금껏 국가주도로 진행해왔던 국책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대상집단들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동의, 합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한 정부정책의 경우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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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되는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는 정부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
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이런 분야의 정부정책이 집행될때는 정책대상집단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규정 및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과 같은 시민참여 방법을 통
해서 정부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책대상집
단의 입장에서는 정책방어기제는 기존정책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책대상집단이 정책방
어기제를 활용하는데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정책방어기제는 기존
정책을 제어하는 방어막 역할도 하지만 역으로 기존정책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정책방어기제를 기존정책의 변경
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 및 응집력이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응집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촛불집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촛불집회가 정책
대상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촛불집회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결국
촛불집회의 응집력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주요어: 정책변동, 촛불집회, 대중저항운동, 정책변동 요인,
정책방어기제
학

번: 2007-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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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책변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왜 어떤 정책
은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책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정책사례를 선택하고,
사바티어의 옹호연합모형이나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등에서 언급되는 정
책변동 영향요인들을 선택하여 정책변동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내
용을 분석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이론모형에서 말한 요인변수들을 해당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는 정책변동이라는 결과를 두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요인들을 이론
모형의 변수들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사례별로 적절
한 이론모형을 선정함으로써 좀 더 설득력 있는 퍼즐 맞추기 작업을 완
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 이론연구에서 언급된 변수들만으로 정책변동을
이해하려 한다. 때론 이러한 변수들이 정책변동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선정된 변수들이 기존의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제약적인 경우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선정된 변수는
정책변동의 극히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고려하지 않은 미지의
변수들이 해당 사례의 정책변동을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많은 정책변동 연구들이 단일사례 혹은 2-3개 특정사례들을 선정하여
이론모형에서 제시하는 변수들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언급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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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타당성과 설명력에 대한 단단한 동의를 형성해 주고 있다. 이렇듯
기존 이론모형의 견고함은 계속되는 정책변동 사례연구를 통해 계속적으
로 축적되고, 때로는 이론모형의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때로는 특정 변동
요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검토라는 방식으로 그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
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구조는 여
전히 일정한 틀 속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언급하곤 한다. 연
구분석 대상으로 단일사례 혹은 특정사례를 선정하여 정책변동을 분석함
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된 일반화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연구분
석 기간도 짧은 시간적 범위라는 제한 속에서 특정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양상을 제대로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 연구분석 변수는 이론모형이나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제
한된 이론변수들로 분석함으로써 정책변동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
다.
결국 이러한 한계는 정책변동 연구가 현재의 정책변동 결과를 두고
이론모형에서 제시하는 변수들로 설명해가려는 연구방식에서 발생하는
받아들여야만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 먼저 정책변동 분석대상 사례를 양적으로 늘려 볼 수 있다.
이때 정책변동 사례는 무작위적인 선정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
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교육, 환경, 안전 등과 같은 특정분야와 관련
하여 시도된 정책변동 사례를 선정한다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보수/진보
등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유사한 시기에 발생된 정책변동 사례를 선정한
다거나 촛불집회 등과 같은 특정이슈와 관련된 정책변동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일정한 기준은 이후 분석에서 선정기준과 정책
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책변동 분석기간을 특정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분석 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확장해 볼 수도 있다. 정책변동 정책사례에 대해서 시간
적 길이를 확장하여 선정함으로써,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양

- 2 -

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단일사례에 대해서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시간적 길이가 긴 범위내에서 발생한 일정한
성격을 가진 사례들에 대한 정책변동 현상을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이때
정책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자료 수집 등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990년도 이후가 적절할 수 있다.
끝으로 정책변동 분석변수를 기존 이론모형 변수에 한정하지 않고 또
다른 설명변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설명변수를 찾아내는 방
법은 두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특정사건이 정책
변동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도되지 않
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사회는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정책변
동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에 관계에
대한 뚜렷한 연구는 진행되고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정책변
동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사례들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찾아
내는 방법이다. 물론 정책변동 사례를 검토하는데 있어 이론모형에서 제
시된 설명변수들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들 변수 이외의
새로운 변수들이 설명되지 않는 정책변동의 나머지 일정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접근은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정책은 정
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좀 더 적
절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떠한 요인
들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변동을 방해하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새롭게 고려될 있는 정책변동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촛불집회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작동하는
지, 만약 그렇다면 촛불집회의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존정책이 정책대상 집단과 갈등관계를
유발하여 촛불집회 등과 같은 대중저항운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기존정
책이 어떠한 모습으로 유지 혹은 변동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기존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새로운 정책으로 정책변동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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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작동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국가적 필요로 핵폐기장, 군부대 및 군사시설, 도로 및 교량
건설 등과 같은 정책과 내신등급제, 일제고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과
같은 정책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공공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들은 정책대상 집단과 갈
등관계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핵폐기장, 송전탑 건설, 군부대 이전 등
과 같은 사업은 정책대상 집단인 지역주민들을 새로운 장소로 이주시키
는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함으로써, 정책대상 집단
은 정부의 기존정책을 무산시키거나 그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변동을 시도하게 된다. 정책대상 집단은 청원,
주민투표, 직접청구, 주민소환 등과 같은 제도적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촛불집회 등과 같은 비제도적 대중저항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변동을
촉구하거나 저지 또는 지연하기도 한다. 이때 정책대상 집단이 시도한
주민투표 등과 같은 제도적 방어기제와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정책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기준에는 기존 이론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
는 외부환경(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
향 등), 정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
중재자), 여론변수 등과 같은 요인들과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과 같은 제도적 정책방어기제와 대중저항운동으로
서의 촛불집회(촛불집회의 참여성과 사건성) 등이 있다.
이렇게 선정된 정책사례 분석기준이 정책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러한 요인이 단계적으로 혹은 동시적·복합적인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
사례별로 어떠한 요인이 가장 강력한 정책변동 요인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갈등관계에 있는 정책대상 집단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 혹은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 방어기제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이러한 정책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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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가 정책대상 집단이 추구했던 정책변동 결과를 이끌어 내는지도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Giugni(2004)가 강조한 정책문제의 네가지 유형인 국내정책/
정책일반 이슈, 국내정책/정부핵심 이슈, 해외정책/정부일반 이슈, 해외
정책/정부핵심 이슈에 따라서 정책변동의 결과, 예를 들어 쉽게 정책변
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고
자 한다. 이때 정책문제의 유형이 다른 정책변동 변수와의 상호작용 속
에서 어떠한 정책변동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정책변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지, 작동한다면 촛불집회가 가진 참여성과 사건성 중 어떠한 성
격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변동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변
동 요인들의 작동원리에 대해 보다 일반화된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으
리라고 본다. 그리고 정책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변동의 가능성 정도
를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정책문제 유형의 근본적 성질로 인해
정책변동이 방해받게 된다 하더라도 여타 다른 정책변동 변수와 결합함
으로써 정책변동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
으리라고 본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변동 가능성의 조합 및 대응을 정책주체자인 정부와 정책대상
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기존정책과 정책대상집단 간에 갈등상황이 발생
하고 그 과정에서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동반되면서 정책대상집
단으로부터 정책변동 요구가 제기된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29년 동
안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촛불집회 사례를 한국언론재단의 홈페이지 빅카
이즈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고 이들
사례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변동 현상과 관련된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
사례들에 대해서 정책변동 현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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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정책변동이 일어났거나 시도된 정책변동 사례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이때 특정내용, 특정시기, 특정사건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
책변동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중저항운동인 촛
불집회라는 특정 사건에 주목하여 정책변동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촛불집회는 2000년도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왔고, 정
치적·경제적·사회적 성향이 다양한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참여하여 왔
다. 그리고 현실에 부적합한 정부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나은 정
부정책이 마련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정책변동 과정에
있어서 촛불집회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한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변동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사례연구에서 탐색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변동요인뿐만 아니라 촛불집회도 하나의 정책
변동 요인으로 작동하는 기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정책변동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마다 나타나는 정책
변동 원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기존의 이론모형에서 언급된 변
수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정책변동 작동기제
가 존재하는지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인 정책변동 사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
였다.
먼저,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29년 동안 우리나
라에서 발생한 전체 촛불집회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1990년부터 자
료를 수집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촛불집회의 시초가 무엇이냐고 언급할
경우 1992년 하이텔 유료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일어난 촛불집회를 일반
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언론재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
보 등의 중앙일간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 내용이 1990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www.bigkinds.or.kr)에서 신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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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검색하였다. 검색방법은 검색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
월 31일까지, 검색어는 기사 제목에 한정하여 형태소 분석으로 촛불시위,
촛불집회, 촛불문화제, 촛불항쟁, 촛불혁명 각각에 대해서 검색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해당하는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등 총 11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동아일보, 조선일
보, 중앙일보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언론재단과 신문기사 정보
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빅카인즈에서 검색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아일보(www.donga.com),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joongang.joins.com)에 대한 기사 검색은
앞서 설명한 빅카인즈와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검색된 신문기사는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지면 신문기사만을 대
상으로 수집하였다. 1차적으로 수집된 신문기사에 대해서 국제뉴스에서
소개된 외국에서 일어난 촛불집회, 촛불집회를 할 것이라는 신문기사가
나왔지만 실제로 촛불집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촛불집회라는 명칭이
단순 언급된 경우 등과 같이 본 연구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
사를 제외하는 등 분석대상 기사에 대한

정제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선정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신문기사 수
는 총 2,374개이며, 이들을 동일한 유형의 기사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총 91개 신문기사 사례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91개 사례
군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실시할 사례군 12개를 다시 선정하였다. 이때의
선정기준은 ① 기존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주체가 모두 정부 및 공공부
문에 해당할 것, ② 기존정책의 변동과 관련한 이해관계 집단이 정책주
체자에 해당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과 정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주민과의
관계일 것, ③ 촛불집회의 개최 목적 및 요구사항 등이 정부정책과 관련
성을 가질 것, ④ 특정사안에 대한 단순 추모적이거나 정치적 강한 사례
는 제외할 것, ⑤ 촛불집회를 통한 요구사항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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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할 표본 12개를 다시 선정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정책변동과의 관계에 관한 통계분석을 위해 신문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촛불집회의
기본적인 요소인 발생시기, 언론사, 촛불집회의 참여성에 해당하는 항목
인 시민참여 자발성, 정부 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촛불집회
의 사건성에 해당하는 위기사건의 존재, 참여자의 보편성, 규모성, 장기
성, 전국성, 외적환경에 해당하는 정치적 변수로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
정당균형, 여론변수로 언론기사의 성향 등에 대해서 코딩작업을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촛불집회가 동반된
정책변동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단위를 촛불집회의 관한 신
문기사 각각을 사례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례란 특정시기에 특정장소
에 발생한 촛불집회에 대해서 11개 중앙일간지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
성한 기사 한 건으로서의 촛불집회로 이러한 사례는 더 큰 규모의 사례
군의 일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례와 관련되지 않은 완전히 독자적
인 것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신문기사
의 총 수는 2,374건이다.
둘째,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촛불집회가 일어난 정책변
동 사례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
해서 사례군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였다. 사례군이란 공통된 목적을 갖
고 발생한 일련의 연관된 신문기사들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촛
불집회의 사례군을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였다. 먼저, 촛불집회가 일정 기
간동안 여러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집회의 주도집단의 성격과 집회의 요
구내용이 동일한 때, 둘째, 촛불집회의 주도집단은 같지 않으나 집회의
요구내용과 요구방법이 같을 때, 셋째, 오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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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집단, 집회의 요구내용 등이 동일할 때, 넷째, 집회의 요구내용, 요구
방법 등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기사일 경우 이들 촛불집회
기사는 하나의 사례군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374건의 신문기사
사례는 91개의 촛불집회 사례군으로 재분류 되었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기준에 따라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2
개 사례군은 기존정책과 정책대상집단 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촛불집
회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면서 기존정책에 변화가 요구된 정책사례
들이다. 이들 사례들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책변동 요인과 정책변동 요인
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2개 분석대상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례분석의 기준은 기존 이론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외부환
경(문제영역이 기본적 속성,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 등), 정
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중재자 등),
여론의 변화등과 같은 요인들과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민투
표, 주민소환 등과 같은 제도적 정책방어기제와 대중저항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참여성, 사건성) 등이 있다. 이들 요인들이 분석대상에서 어떻
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인이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혹은 동시
적·복합적인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 혹은 방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Giugni( 2004)가 강조한 정책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변동의
결과, 예를 들어 정책변동이 쉽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문제의 유형은 총4가지이며,
국내정책/정부핵심 이슈, 국내정책/정부일반 이슈, 외교정책/정부핵심 이
슈, 외교정책/정부일반 이슈이다. 이때 정책문제의 유형이 다른 정책변동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다른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확
인하고자 한다.
넷째,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경우 촛불집회
가 가지는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을 초래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촛불집회의 성격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구분하고, 정책변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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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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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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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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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정책변동에 대한 개념
및 정책변동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 정책변동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대중저항운동
인 촛불집회의 개념, 방법 및 효과, 구성요소, 성격 등을 살펴보고 이들
과 정책변동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론모형에서 언급된 정책변동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방어기제와 대중저항운동이 하나의 정책변동 요
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도출하게 된다. 제3장에서는 연구 모형 및 분
석틀, 변수의 측정과 출처, 연구대상 설정 및 자료수집 절차 그리고 분석
방법으로 구성된 연구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은 정책변동 사례
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은 기존
정책, 외부환경, 정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
용, 정책중개자), 여론변수, 촛불집회 변수, 정책방어기제, 정책문제의 유
형, 정책변동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분석대상
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책변동 요인이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혹은 동시적·복합적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 혹은
방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촛불집회의 성격(참여성과
사건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외적변수인 정치적 변수와 언론변수를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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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책변동
1.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은 정책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동의 대상, 변동의 범
위, 변동의 요인 등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김성수·
최창근(201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정책변동은 말 그대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책의 어느 측면을 대상으로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책
내용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 수단, 대상집단의 변화를 대상으로 할 수 있
고, 부가적으로 정책과정 측면에서 정책결정 이외에 정책 집행방식의 변
화에 착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책내용과 관련해서 목표설정은 문제파
악, 원인진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변화 혹은 사회문
제에 대응하여 문제파악과 원인진단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연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목표나 수단 등에 나타나는 정책내용 그 자체의 변동을 조사할 수도 있
고, 다른 관점에서는 그러한 변동을 유발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영향
력 행사방식, 설득기제 등 정책과정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정의 및 관점의 다양성은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
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변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정책이 변한다고 말할
때, 첫째, 정책과정과의 관련성에서 이해하는 입장으로 정책형성 과정을
통해서 수립된 정책이 정책집행과정 속에서 적실성 제고를 위하여 변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둘째, 정책이 시간이 흐름에 따
라 혹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집
행방법이 원래의 정책과 다르게 시대적·상황적 적절성에 맞춰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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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기도 하고,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 정책수립의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에 부족하거나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경우 잘못된
정책을 목적달성에 적합한 정책으로 변화시킨다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
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변동이 왜 변동하는지, 무엇 때문에 변동하
는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본래의 정책목표 혹은 정책
수단 등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정책변
동이라고 보기도 한다.
먼저, 정책변동을 정책과정의 흐름 속에서 적실성 제고를 위하여 변화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변동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순
환적·복합적·동태적 과정을 가지게 된다(김태룡, 1990). 배용수(2019)는
정책변동이란 동태적인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
의 양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결하는 모습
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정책변동은 정책형성의 틀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정부가 개입하여 계획하고 해결책을 발견할 때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은비
(2018)는 정책변동은 정책결정에 대한 단순한 관점보다는 정책과정으로
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합리적 과정으로서의 정책변동은 정책가
를 통하여 분석적으로 이루어지며, 비합리적 과정으로서의 정책변동은
정책환경, 정책행위자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았다. 정책변
동에서의 정책행위자는 정책학습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책학습은 목표지향적, 문제지향적 특성을 지닌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과
정에서 발생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양승일(2014)은 정책변동은 기존의 정책산출물이 정책집행
과정, 정책평가과정 등을 거친 후 피드백되어, 이전과는 다른 정책산출물
이 도출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책변동은 정책결정과
정의 정책산출물 입안 이후 정책문제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여 다시 정책
의제 형성과정으로 환류되어 이전 정책결정과정에서 산출된 정책을 수
정·종결하게 되고, 이러한 수정·종결정책이 정책집행·정책평가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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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할 때 비로소 완전한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정책결정과정의 수정·종결된 정책산출물까지가 1단계 정책변동의 범위이
고 이러한 정책의 집행·평가과정으로서의 순응이 2단계 정책변동의 범위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원·정준금(2018)의 연구에서는 정책변동
은 정책대상 집단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방법의 변화까지도 포함한
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정책변동은 정책결정에서 일어나는 정책의 수정
이나 종결만이 아니라 집행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변동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적 여건에 대한
적응적 변화과정이라고 보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Donnelly &
Hogan(2012)의 논문에서는 정책변동은 복잡하며,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Feldstein, 1994). 그래서 정책변
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진화해 간다고 보았
다.

이때

정책변동은

계층화(layering),

전환(conversion),

회피

(displacement), 이동(drift)의 메커니즘에 의해 점증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았으며(Streek & Thelen, 2005),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은 적극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 변화는 멈춰버리게
된다는 보았다(Hacker, 2005). 공병영(2012)은 정책변동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이 여건변화와 필요에 따라 본래 정책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으로
서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각종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명주(2018)는 정책변동을 상황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정책을 대체하거나 확대, 축소, 병합하는 것으
로 정책의 재형성(re-policy making)이라고 보았다. 정책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정보
등은 시간의 흐름에 다라 계속 변하고 그에 따라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
도 계속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가변성은 결국 인간이 생각하고 있던 당
위적인 가치 판단도 변화시켜 정책과정 속에서 정책이 종결되고 재형성
되게 하는 정책변동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박해룡(1990)은 정책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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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다양한 가치의 결합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라든지
정치체계적 변화에 의해서 기존의 정책과 다른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얼
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변동은 오늘날 거의 모든 공공정
책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여, 대부분의
정책형성은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정책변동이라고 할 수 있
다(양승일, 2014 재인용). 최성구(2013)는 정책변동이란 권위있는 정부기
관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정책이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정책환경 변화로 정책과정에서 변화, 환류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정책변동을 기존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거
나 목적달성에 실패할 때 발생하는 목적 부합적 변화라고 보는 선행연구
는 다음과 같다. 유훈(2009)은 정책변동은 기존 정책의 실패나 폐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수정 또는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형성과는 차별된다고 보았다. 최영해
(2019)는 정책변동은 정책 환경의 변화나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뜻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책변동은 기존 정책이 실패하거나 폐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
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변동에서 정책목표 또는 정책수단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은미·손주연·이찬구, 2018; 이미혜·이은미, 2018;
장문영·이찬구, 2017). 조승연(2008)은 정책변동은 정책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이 여건변화나 필
요에 따라 본래의 정책(original policy)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김문성(2000)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정책변동은 한 단계
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작동되는 단일 방향적·순차적 과정이 아니며, 한
단계에서 다른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다방향적이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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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윤(2015)은 기존의 정책이 변
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정책목표와 수단에 관련된 정부의 기본 방
침으로서의 정책이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훈(2017)
은 정책목표와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변경을 가하는 정도의 변동이 있을
때 정책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고, 김영단(2017)은 정책변동이란
정책이 변하는 것이지만, 정책의 목표나 수단, 기본취지, 이해관계자, 집
행방식 등과 같은 분석기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책변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정책변동을 기존정책이 정책대상 집단의 대항적·의식적·집합적 활
동을 통해서 정책집행 과정상에서 원래의 정책과 다른 새로운 정책으로
변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정책변동의 유형
오늘날 정책변동은 모든 정책분야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다
원화된 정책 환경속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변동을 겪는 것은 불가
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변동은 그 변동의 정도, 행태, 방향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정책변동이 어떠한 수준
에서 구분되고 유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
야 정책변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Hogwood & Peters(1983)는 정책변동의 이념형을 정책혁신, 정책유
지, 정책승계, 정책종결의 4가지로 구분하고 하고 있다(박해룡, 1990; 박
호숙, 2005; 안형기·양승일, 2006).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정부가
이때까지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개입하여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법률·예산 등이 없고, 특히 정책과 관련하
여 직접적이고 충분한 경험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사회발전이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순수한 의미의 혁신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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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하기 어렵다.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현존하는 정책의 기
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와 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존을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책변동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보다 변동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으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는 기존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
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그대로 지
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책수혜 대상자의 수라든지 수혜금
액, 수혜자의 자격 등을 조정해 나갈 경우 이를 정책유지라고 볼 수 있
다. 정책종결은 특정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 또는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책종결은 기존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서 정책승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정책승계는 기존정책의 대치를 의미하
는 반면, 정책종결은 기존정책의 종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박호숙(2005)의 논문에서는 Hogwood & Peters(1983)의 정책
변동 유형구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정책
의 기본적 특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정책유지라고 하고, 기본적 특성이
변경되거나 대체되었을 경우는 정책승계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양
자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책변화의 지표로 조
직·법률·예산의 변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조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법이 정책이 아니며 또한 모든
정책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변화를 법률과 기계론적으로 연결시키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 삭감을 통항 해당 분
야의 정책의 비중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
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토대로 정책변화 유형을 구분짓기는 어렵다고 보
았다.
그래서 박호숙(2005)은 논문에서 정책변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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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변화의 정도(degree of policy change)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변
동의 정도를 0부터 1까지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준
뿐만 아니라 정책변화의 유형들간에도 구분이 명확해져 이를 현실상황에
적용하기가 더욱 편리하다고 보았다. 변화의 정도=0인 경우는 정책변화
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무변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는 정책변화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0<변화의 정도<1인 경우를 정책
의 부분적 변화라고 보고, 이를 내용적 변화, 과정적 변화, 혼합형 변화
세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변화의 정도=1인 경우는 정책창안, 정책
종결, 정책취소로 구분하였는데, 정책창안은 Hogwood & Peters(1983)의
정책혁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책이 새로 생성되는 경우를 말한
다. 정책종결은 이미 결정되어 실행중이던 정책이 없어지는 것임을 의미
하며, 정책취소는 결정단계에 있거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
행되기 이전에 백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책변동 발생의 여
부는 무변화를 제외한 변화의 정도가 나타난 경우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Hogwood & Peters(1983)에 말하는 정책변동유형의 기계적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또다른 논문이 있다. 이광현(2018)은 반드시 정
책쇄신은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여 시행되지 않으며 예산이 없어도 시행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의 전면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법령내
에서의 주요한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도 쇄신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의 경우 기존이 교육법을 근거로 조항을 개정하는
정도로 새롭게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는 정책승계가 아니라 정책쇄신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
았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정책쇄신은 정책창출로, 즉 새롭게 정책이 창출
되고 법안이 만들어진 경우를 창출이라고 보고, 정책쇄신은 정책개선으
로 변경하여 관련 정책이 기존 법령에 관련 조항이 전문 수정되거나 추
가로 포함되는 경우로 설정하며, 기존 정책이 유지되는 선에서 부분 수
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유지로 보았다.
박해룡(1990)은 정책변동 측정지표를 정책내용(정책목표,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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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집단) 및 정책집행 방법(행정조직 및 예산, 정책의 순응 확보
수단)의 변화로 이해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
종결로 구분하였다. 이때 실제의 정책변동은 이들 이념형 중 어느 하나
의 형태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이념형의 연속
선상의 어느 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정책변화의 폭
을 기준으로 정책변동을 세 가지 차원인 제1차적 변동수준, 제2차적 변
동수준, 제3차적 변동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차적 변동수준은 가장
얕은 수준의 변동으로서 정책수단만이 변동되는 점증주의적이고 일상적
인 의사결정의 변화가 촉발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차적 변동수준은 궁
극적 정책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나 수단적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
로운 정책수단이 개발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차적 변동수준은 정책환경,
정책목표, 정책수단이 일시에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로서 정책의 근본부
터 흔들리고 많은 논란이 수반되는 정책패러다임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
다.
김은미·손주연·이찬구(2018)는 정책변동의 수준을 기본성격, 법률, 조
직, 예산, 정책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정채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
종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정책변동 유형을 도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유지 순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Rose(1976)는 정책의 역동성, 시간, 과정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이해하
려 했다. 여기서는 정적모형, 순환모형, 선형모형, 불연속모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정적모형은 사회안전 서비스를 계속 보장하는 것과 같이
정책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순환모형은 정부가 한 선택에서
다른 선택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책의 주기적 변동을 반
영한다. 선형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
이다. 그리고 불연속모형은 기존의 정책목표가 바뀌는 것으로 가장 큰
정책변화유형에 해당한다(박호숙, 2005).
서인석·조일형(2014)은 정책변동 수준을 기존의 관련 법률 또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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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변동 정도를 가지고 4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법률 또는 규칙변화
가 전혀 없어서 정책변동이 없었다면 0, 기존의 관련 법률 또는 규칙이
일체의 변경 없이 삭제되는 경우 등 정책변동이 상징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다면 1, 기존 법률 또는 규칙이 개정된 경우는 2, 새로운 법령이 시행
되거나 정책이 수행되었다면 3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새로운 정책·목
표·제도를 통한 재편성과 기존의 정책·절차이 중요한 개선을 정책변동으
로 간주함으로써, 앞서 말한 정책변동수준에서 변동없음, 상징적 변화,
법령개정에 속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 및 시행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에 정책변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거나 정책이 수립되면 정책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
준은 법률측면에서 정책변동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기존 법률의 부
재=정책혁신, 기존 법률 유지=정책유지, 제정 및 기존 법률 개정=정책
승계, 기존 법률 폐지=정책종결로 구분하는 양승일(2014)의 논문과 비
교해 볼 때, 법률의 형식적 변화양상과 정책변동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동규(2013)는 정책변동 형태를 조직·법률·예산의 실질적 변동을 기
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책변동이 없음(이는 정책유지와 유
사), 실질적 변화없는 상징적 표현(정책종결과 유사), 기존의 정책/절차
의 중요한 개선(정책승계와 유사), 새로운 정책·목표·제도를 통한 재편
성(정책혁신과 유사) 등이 있다.
권해수(1992)는 정책변동의 내용을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목표달성도와 정책변화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때 정
책변화정도는 정책변화 있음/정책과정에의 변화/정책변화 없음으로 구분
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달성도는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사항
이 정책변동을 통해서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목표달성/목표부
분달성/목표미달성으로 구분한다. 장문영·이찬구(2017)의 연구에서는 정
책목표달성 정도를 자율성 및 책임성의 확보정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변동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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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1 정책변동의 유형
주창자(연도
)
1975

구분기준
변화영역
변화내용

Hall
1993

변화정도
(수단, 내용 등)

정책변동의 유형
-혁신
-발전
-개혁
-3수준(패러다임 변화)
-2수준(정책도구 자체)
-1수준(정책도구 수준)
-정적모델

Rose
(1976)

시간, 정책목표

-순환모델
-선형적주기모델
-불연속모델

Hogwood
& Peters
(1983)

Howlett &
Ramesh
(1998)

Pollitt &
Bouckaert
(2009)

-정책혁신
기본성격, 법률,

-정책유지

조직, 예산

-정책승계
-정책종결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

변화속도,

-점진적 패러다임 변화

변화양상

-급속한 점증주의 변화
-점진적 점증주의 변화
-거북형(고전적 점증주의)

변화결과,

-종주형(점진적이나 기본적인 변화)

변화과정

-부메랑형(급진적 보수주의)
-지진형(갑작스럽고 급진적 변화)

박해룡

정책내용,

(1990)

정책집행방법

권해수
(1992)

장책과정,
정책내용,
정책구조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종결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목표부분달성/목표미달성)
-정책변화
(정책변화 있음/정책과정에의 변화/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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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정책변화의 정도=0: 무변화
박호숙

정책변화의

(2005)

정도

-0<정책변화의 정도<1: 부분적 변화
(내용적 변화/과정적 변화/혼합형 변화)
-정책변화의 정도=1:
(정책창안(정책혁신)/정책종결/정책취소)
-정책변동 없음.

이동규

조직, 법률,

(2013)

예산

-실질적 변화없는 상징적 변화
-기존의 정책/절차의 중요한 개선
-새로운 정책/목표/제도를 통한 재편성

정책적요소
(기본성격,
김영단·

조직측면,

-정책혁신

최근희·

제도측면),

-정책유지

임성은

행위자적 요소

-정책승계

(2014)

(도시철학,

-정책종결

이해관계,
집행방식)
-변동없음
-상징적 변화

서인석·
조일형

법률 또는 규칙

(2014)

-법령개정
-새로운 법령시행 및 정책수행
(*새로운 법령시행 및 정책수행만 정책변동
으로 인식함.)
-유지

임성은

사업계획, 예산,

-승계(변경)

(2015)

조직, 법령

-혁신(신설)
-종결

김영단
(2017)
장문영·

정책문제(인식),
정책대안(아이
디어)
기본성격, 법률,

-1차적 변동(정책수단 변화)
-2차적 변동(정책목표 변화)
-3차적 변동(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동시 변
화)
-정책변동유형(혁신/유지/승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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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구

조직, 예산,

(2017)

자율성, 책임성

-정책목표 달성 정도
-법률 및 조례 제·개정(정책혁신, 정책승계)
-지침 및 대책 수립·변경(정책종결, 정책유

장현주

법률 및 관련

(2017)

규정

지)
(*법률 및 조례 제·개정, 지침 및 대책 수
립·변경의 경우는 모두 정책변동이 있는 경
우로 봄.)

김은미·
손주연·
이찬구
(2018)

기본성격, 법률,
조직, 예산,
정책대상 집단

이광현

정책내용, 법령,

(2018)

운영현황

출처:

권해수(1992),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유지
-정책개선
-정책폐지(&새로운 정책창출/대체)

김영단·최근희·임성은(2014),

김은미·손준연·이찬구

(2018), 박해룡(1990), 박호숙(2005), 서인석·조일형(2014), 이동규(2013), 임성
은(2015) 등의 내용을 재구성함.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변동의 유형은 Hogwood &
Peters(1983)에서 사용되는 구분기준인 기본성격, 법률, 조직, 예산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이나
정책내용같이 정책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유형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밖에

정책변동 시간, 정책변화의 정도, 행위자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도 하였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변동의 유형화는 정책을 결정하
고 집행하는 정책주체행위자1)(정책결정자 및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1)

정책주체행위자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의미한다. 정책결정자(policy
making actor)는 정책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로서, 행정안전부 등 부단위 등
이 여기에 해당되며, 법률 등의 형태를 가진다. 정책집행자(policy implementation
actor)는 정책결정자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산출물을 시행하는 행위자로서, 경찰청
등 청단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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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이나 정책수단 등을 의도적으로 기존 정책과 다르게 새로운 정
책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정책변동을 구분화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지만 오늘날 정부정책은 정책주체자뿐 아니라 정책대상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부정책이 정책대상 집단
에게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제약 등을 동반하게 된다면 정책대상 집단은
기존정책에 항의하고, 기존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혹은 정책대상 집단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게끔 기존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려 한다. 이러한 정
책변동의 유형은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사항이 실현되는 정도 혹은 정책
무산 등과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은 권해수(1992)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책변동의 유형을
정책대상 집단이 요구하는 목표달성 정도로 목표달성, 목표부분 달성, 목
표 미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고
자 한다. 첫째, 정책변동을 정책주체자의 입장에서 정책순환과정으로 보
는 것이다. 이때 정책변동의 수준은 정책변동 없음, 정책내용 변동,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구분한다. 둘째, 정책변동을 정책대상 집단의 입장에
서 요구사항의 실현 및 목표달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정책변동의 수
준은 완전변동, 부분변동, 변동없음으로 구분한다. 완전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종결, 정책취소로 구분하였다. 정책혁신은 Hogwood & Peters에서
언급된 것으로 정책이 완전히 새로 생성(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책
종결은 기존에 존재하던 정책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취소는 정책결정 과정 중에 있어서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행단계이전에 있는 정책을 백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3. 정책변동 요인

2) 정책종결과 정책취소가 다른 점은 정책종결은 이미 결정되어 실행중이던 정책이
없어지는 것임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정책취소는 결정단계에 있거나 결정이 되었
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행되기 이전에 백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호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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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정책변동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변동 요인은 크게 정
책자체의 원인, 정책집단의 원인, 제도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호숙, 2005). 정책자체의 원인에는 정책오차수정과 정책의 모
호성이 있다. 정책집단의 원인에는 정책대상 집단, 정책담당기구가 있다.
이때,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구조, 요구되는 형태변화의 정도, 대상집
단의 과거경험, 대상집단 상호간의 이해관계 일치여부 등은 정책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도적 원인은 정책과정의 목적과 참여자, 활
동영역, 범위, 결정규칙 등을 제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특히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취급되는 의제나 대안 또는 참여자의 범
위도 변화하게 되고, 취급되는 정책의제나 대안 또는 참여자의 범위가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정책과정과 정책결과가 변하게 된다. 환경적 원인
에는 환경의 변화, 정책결정 집단의 의도, 압력집단의 개입, 일반국민의
관심도 등이 있다.
선행연구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서 정책변동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
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사례에 적합한 이론모형을
원형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채택하고, 이론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해
당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이론모형 변수의 타당성과 국내사례 적용가능
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정책변동이라는 정책 산출물을 도출하는
데 어떠한 변수들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에는 이론모형
에서 제시된 설명변수뿐만 아니라 해당사례에서 작동하는 있는 숨김변수
들의 작동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 이론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요인
기존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는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

Kingdon(1984)의 정책흐름모형 등과 같은 정책변동 이론을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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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변동 요인이 해당
하는 사례에서도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이
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은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책학습과 외적 사건
에 대해 정책적 신념을 공유하는 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Meijerink, 2005). 옹호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의 환경적 맥락에 해당하는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안정적인 외적변수, 역동적인 외적변수)
와 정책하위체계인 정책옹호집단(policy advocacy coalition), 신념체계
(belief systems),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정책학습(policy learning)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옹호집단은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이익집단의
지도자,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정책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자원동원을 위해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Nohrstedt & Weible, 2010).
옹호연합모형에 따르면 정책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위
기 같은 외적 사건(external shock)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인지적 공동
체적 접근(the epistemic community approach)에서는 문제의 불확실성
에서 정책변동이 촉발된다고 보았다(Meijerink, 2005).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마다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만 이러한 옹호
연합모형을 각각의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변동 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옹
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감정
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원숙
연·이혜경, 2018), 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에서 ACF의 유용성과 한계:
옹호연합, 신념체계, 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선애경·김동현 외,
2017), 옹호연합모형과 방송이념을 적용한 방송정책 변동분석(나상철,
2018),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입지갈등과정에 대한 정책변동 분석(주경일,
2018),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김상철,
2018),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서 교직단체의 역
할: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박효원, 2018),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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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오미숙, 2018), 정책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이대영, 2010),
물관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물관리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노은
경·배수호, 2019) 등이 있으며 정책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옹호연합모형이라는 이론모형을 활
용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고, 기존 연구들에서 옹호연합모
형의 주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옹호연합모형 개념 자체의 적실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옹호연합모형에서 상정하는 신념체계의 위계구조가 정책분
석에서 유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옹호연합이 경
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현실에서 신념체계에 의해 형성·
결집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났고, 기저신념과 정책핵심신념이 모
호하게 분류된 측면이 많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책분석에 있어 위계적
신념체계의 유용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체계에 따라 찬성·
반대같은 두 옹호연합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신념체계가 웅호연합
의 대립을 확인하는 준거로서 여전히 유용하다고는 판단하고 있다(선애
경·김동현·박준회·장정현·변기용, 2017).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은 어떤 의제는 왜 주목받았고, 어떤
의제는 왜 주목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정책의제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틀
로서 제시되었으며, 정책결정은 비순차적으로 많은 참여자와 단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비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합리주의 접
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문제흐름(policy problem stream), 정책대안흐름
(policy alternative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이라는 세 가지
별개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흘러가다가 동시에 결합되어 정책변
동의 창(window of policy change)이 열리기도 하고, 이 중 하나의 흐름
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의 창을 여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정책선도가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의도적인 노력으로 흐름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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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만들고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
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최근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Timing

successful policy change: Lessons from the civil services(Schuh, 2000),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자유학기제 정책형성 및 자유학년제로
의 정책변동 분석(정양순·이예슬·박대권, 2018), 다중흐름분석을 적용한
가정폭력방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경찰의 초기개입의무를 중심으로
(손영진·허경미, 2016), 정보통신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동통신 단
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을 중심으로(김창영·김준현, 2019), 석면위험과 석
면정책변동(남명숙·김창수·양기용, 2017), ‘통일교육지원법’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이미혜·이은미, 2018), 다중
흐름모형을 이용한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분석(장문영·이찬
구, 2017)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Kingdon의 주장, 예를 들어, 정치적인 흐름이 정책변동의
주요 요인이 되고, 정권교체에 의한 정치흐름이 촉발기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직접적인 이해당사
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이 건강하게 정치의 흐름을 지속
시킬 수만 있다면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하여 정책변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남명숙·김창수·양기용, 2017). 이때 정책선도가는 존재 자체만으
로는 정책변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려우며, 정책선도가가 이슈주창
및 정책중개의 역할을 수행해야 정책변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보았다(장현주, 2017).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
준의 외적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중흐름모형의 제한된 변수만을
분석·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Hogwood & Peters이론(1983)에 의하면 정책변동은 정책산출물의 변
화로 파악할 수 있고,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의 4가지
정책변동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정책변동의 유형은
기본성격,

법률·조직·예산측면의

변화

양상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Hogwood & Peters이론(1983)을 적용한 최근 연구에는 Hogw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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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1983)의 이론을 적용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정책 변동 분
석(김은미·손주연·이찬구, 2018),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
구(이광현, 2018), 서울시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분석(김영단·
최근희·임성은, 2014),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복지정책 변동유형 분석(임성
은,

2015),

신행정수도

건설정책과정의

이론적

해석(안형기·양승일,

2006)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4가지 변수를
제시하여 정책변동 유형을 고찰 및 연계하여 그유형의 흐름까지도 예측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모형
이라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Hogwood & Peters(1983)가 제시한 것처럼
정책변동흐름은 정책혁신 이후에 정책유지, 정책승계 다시 정책유지의
유형으로 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4가
지 변수로 나누어 분석하면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정책변동 유형을
분류하기가 복잡하고, 기본적인 정책변동 흐름 이후의 정책변동 흐름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변동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며, 특히 정책유지와 정책승계의 구분이 모호
한 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정책변화 유형을 구분짓기 어렵다고 보았다.
Baumgartner & Jones(1993)의 단속평형이론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나 결정적 국면을 중대한 정책변동 요인으로 보고, 정책이 안정된 상태
에서 일정기간 지속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도 변화의 통로로 작동
하여, 그 전 시대와의 확연히 단절된 새로운 제도 구조를 형성하는 전환
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단속평형이론의 핵심적 요소는 정책독
점, 안정, 그리고 중단의 개념이 포함된다. 기존의 집단이 갖고 있던 정
책독점은 새로운 이익집단 등의 문제제기나 주장으로 갈등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권력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정책변동이 발생한
다고 본다.

Peter John & Shaun Bevan(2012)의 연구에서 정책 단절

(policy punctuation)은 정책의제의 정의적 특징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정책변동은 종종 불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안정적인 상
황에서 벗어나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단절 논의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장기간의 안정성은 정책변동의 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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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게 된다. 오랜기간 동안 제도적·인지적 마찰은 공공의제로 확
장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의제가 장기간 안정성
을 가지게 해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한계점을 넘어설
때, 긍정적 피드백에 의해 증명된 부적절한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
적 사건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정책결정자의 관심은 특정 이슈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의사결정자는 변화에 대한 압력에 반응하는 것으
로써 이러한 것들은 정책단절에 기여하게 된다. 정책단절은 정책 강도와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게 된다. 정책단절은 첫
째, 절차적 단절(Prodecural Punctuations), 둘째, 낮은 수준의 핵심적인
단절(Low-Salience Punctuations), 셋째 높은 수준의 핵심적인 단절
(High-Salience Punctua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만들어
진 정책은 다시 오랜 기간 안정상태를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정책행위
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장기간의 안정상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한종희,
2018).
단속평형이론을 적용한 최근 연구에는 호주 이민정책이 변동과정 및
정책지향 분석: 단속평형이론을 중심으로(임동진, 2018), 헌법재판소 결
정과 단절적 정책변동: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김향미·이삼열, 2015), 호주 이민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지향
분석: 단속평형이론을 중심으로(임동진, 2018), 단절과 점진의 화해: 경
로생성과 경로조정의 관점에서 본 노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한종희,
2018) 등이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절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균형이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정책독점을 이룬 후 단
절을 맞이하고 이후 부정적인 환류 기제가 충분히 작동해야만 단절 후
균형이 온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재 보기에는 작고 점진적 변동이라 할
지라도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책프레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재구성하
느냐와 그 강도에 따라 점진적 변동이 향후 전환기적 변동의 기회로 발
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 위상 변동모형은 이익집단 위상의 기복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도맥락(institutional context)과 이슈맥락(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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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슈맥락보다 제도맥
락을 중요시하고 있다. 제도맥락은 광의로 해석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이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이나 산업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선호나 행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슈맥락은 이념적인
것, 경험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간에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망라한

것이라고

보았다(양승일,

2014).

그런데

Mucciaroni(1995)가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나 제도의 구
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신제도론과는 달리 그의 제도적 맥락은 정책결정
가들의 선호나 행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도가 정책을 결
정한다는 제도적 결정론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
하고 정책변동과 제도의 변혁은 상호작용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유훈,
1997). 이러한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은 이슈의 등장, 제도적 참여자, 이
익집단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는 정책분석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배용수, 2019).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을 적용한 연구에는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유훈, 1997), 소프트웨어산업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 및 정책변동 유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강혜연·엄태호, 2016), 시간
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
합모형의 ‘강사법’ 적용사례(배용수, 2019) 등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이익집단의 위상에 대한 강력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집단의 위상이 이슈맥락보다 제도적 맥락의 영향
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Mucciaroni(1995)의 주장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관심주기모형은 사회이슈에 대한 공중관심의 변화를 중심문제로
다루는데, Peters & Hogwood(1985)는 문제유형을 기준으로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적 사건으로 인한 위기형 주기(circle cycle)와 복
지문제, 보건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정치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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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political cycle)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슈관심주기모형의 이론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슈관심은 문제이전단계부터 문
제이후단계까지 주기적으로 전개되고, 둘째, 공증을 주요 정책행위자로
인식하고 공중의 관심수준이 사회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과정
에 여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오은비·김경희·이연택, 2017). 그런데 모든
사회문제가 이슈관심주기를 거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Downs(1972)
는 사회문제가 이슈관심주기에 진입해서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그 이슈와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의 수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의 원인이 인
구의 다수나 강력한 소수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
하는 이슈여야 한다. 셋째, 일반 대중의 흥미를 일시적으로 유발하는 자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깜짝 이슈가 아니어야 한다고 보았다(임도빈·허준
영, 2010). 이슈관심 주기 모형을 적용한 최근의 연구에는 이슈관심주기
모형을 적용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 분석: 경주 9.12 지진을 사
례로(오은비·김경희 외, 2017) 등이 있다. 분석결과 이슈관심주기는 일반
형 생애주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슈관심주기의 단계적 변화에 따
라 정책변동이 대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정책에서
공중관심의 주기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변동의 시기적 대응성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슈관심주기모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
진다. 먼저 일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행위자간의 다차원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이슈화 및 정책변동 과정을 간과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시
기적 대응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이 간과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문화
적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Archer(1995)
의 형태발생 사회이론을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양상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김선희, 2008; 정성식·김창엽, 2016). 특히 정성식·김창엽(2016)은 정책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전략을 정책 추진전략과 정책 대항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 추진전략에는 밀어붙이기 전략, 언론 프레이밍 전
략, 부분적 타협(비난회피)전략을 설명하고 있고, 정책 대항전략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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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이슈화 전략, 도덕적 우위 전략, 연대확장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정부는 상호작용과 행위전략을 통해 세부정책사항을 수정하도
록 만드는 부분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끝내 본인부담제와 같은 주
요정책들의 도입을 저지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정책문제의 정의
혹은 의제설정의 과정에서 행위자가 특정한 정책이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 표명 및 근거제시라는 정책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연구사례 등도 있다(김성수·최창근, 2019). 그리고
전략관계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관계로서의 제도로 국자가 존재하며, 제
도의 시·공간적 차원의 권력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권력
을 중심으로 행위간 연계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구조와 행
위의 관계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연계됨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관계적 접근을 적용한 논문에는 전략관계적 접근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김선희, 2018)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연구는 이론모형에서 제시
하는 변수가 실제 정부정책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변수로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들 변수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이론모형에서 제시하는 방향성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들 변수들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정책변동의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정책변동 변수를
앞서 살펴본 이론모형 변수를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정책변동의 설명력
을 한층 높일 수 있다.
2)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변동 요인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변수에는 여
론, 조직의 자원, 정책 활동가, 소인변수(predisposing variables), 옹호집
단의 활동 등이 있다. 여론(public opinion)은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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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수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Burstein, 2010; Soroka & Wlezien,
2009). 이때, 여론변수는 특정 정책 제안(specific policy proposals)에 대
한 대중의 의견으로 측정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이슈(issues related to
policies)에 대한 대중의 의견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적인 이슈
(a multi-issue index)에 대한 대중의 의견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직의 자원(organizational resources)과 정책 활동가들(activities)은 정
책변동의 또 다른 중요한 잠재적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책 활동가들은 특정 정책을 지휘하고(directed), 입법자에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법조치(legislative

action)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voters'

choices)에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등과 같은 새로운 정
보를 제공하기도 한다(Burstein & Hirsh, 2007; Burstein & Linton,
2002).
그밖에 매크로 수준에서 작동하는 소인변수(predisposing variables)
가 있다. 여기에는 나이, 교육수준, 인종 혹은 민족 구성, 도시화 정도
(urbanization of the population)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 1인당
GDP(GDP per capita), 실업률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 그리고 민주화
정도,

정부조직

및

입법조직(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

legislature) 등과 같은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보고 있다. 그리고 정책 또는 정책변동은 옹호집단의 활동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에게 권리를 인정하
는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여성들이 주정부의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권자나 다른 사람들이 로비활동(the
product of lobbying), 시위활동(protest demonstrations) 등을 함으로써,
입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법 등을
제정하게끔 한다(McCammon et al, 2007; Soule & King, 2006; Lax &
Phillips, 2009).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변동은 (사회복지 혜택에
지출한 금액/국내 총 생산액)×100의 값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값의 크기
에 따라서 정책적 변화노력 정도를 분석해 볼 수도 있다(Broo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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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za, 2006).
정책변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Burstein(2011)은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았다. 첫째, 정책에 대한 변화는 정책을 변경하려고 노력
하는 사람들의 행동(actions)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정책변동을 목표로 하는 활동가들(activities)에 의해서 영향을 받
을

수

있고,

셋째,

잠재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힘(forces

potentially influencing policy)(예를 들어 특정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
을 측정할 수 있는 여론 등)과 정책들 그 자체의 밀접한 관련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책의 측정이 너무 복잡해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옹호집단(정책변화 지지와 정책변화 반대)을 구분하지 않거나, 정
책변동을 목표로 하는 지지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잠
재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정책 그 자체의 관련성도 깊이 있
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Burstein(2011)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가설
적 변수들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개 학
회지(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실린 정책변동에 관련한 논문 40개에 대해서 메타분
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에서는 정책변동 요인을 매크로(macro) 변수, 정
치적 분위기(political climate) 변수, 정책-적절성(policy-relevant) 변수,
정책-특수성(policy-specific) 변수 등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
다.
첫째, 매크로 변수에는 인구학적 변수(나이, 교육수준, 인종 혹은 민족
구성, 도시화 정도 등),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등이 있다.
둘째, 정치적 분위기 변수는 정책의 일반적 방향(the general direction
of policy)에 잠재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특정 정책일 필요는 없다고 했
다.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에는 정당의 균형(the party balance), 여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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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the multi-issue opinion indexs)가 있다.
셋째, 정책-적절성 변수는 특정정책과 관련되나 그렇지만 직접적인 관
련성이 없는 항목으로, 이슈와 관련된 조직이 존재(the existence of
organizations)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직이 가진 자원(resources)
과 활동(activities)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여론(public opinion)이 특정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넷째, 정책-특수성 변수는 정책과 조직 활동 그리고 여론이 특정 정책
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분석결과, 정책-특수성 변수 33개 중에서 27.3%가 정책변동에 긍정적
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매크로 변수는 매
크로 변수 410개 중에서 1.7%, 정치적 분위기 변수 112개 중에서 2.7%,
정책-적절성 변수 58개 중에서 3.4%만이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정책-특수성 변수가 나머지
세 가지 변수보다 실질적으로 정책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urstein & Linton(2002)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 조직
활동, 여론 등이 다른 정책변동요인보다 정책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형태가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있다.
이때 정책의 형태는 크게 단일·별개(single, discrete)의 정책, 복합적
활동·별개(multiple actions, discrete)의 정책, 정책 지수·숫자(indexes,
counts)의 정책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별개의 정책은 특정정책
과 경비를 포함한 것이며, 복합적 행동·별개의 정책은 복합적 영역·특정
정책, 경비의 합·특정정책, 법에 규정된 관료들의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
고 정책 지수·숫자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들의 지수, 법의 숫자, 정부의 사이즈 등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단
독·별개의 정책의 5.5%가, 복합적 활동·별개의 정책은 1.7%가, 정책 지
수·숫자의 정책의 1.3%가 정책변동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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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
책 가설적 변수들이 정책변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성에 영향을 준
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Jonn D'Emilio, William B.Turner & Urvashi Vaid(2000)는 정부정책,
법, 제도 등의 변화는 많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
쟁, 경제적 디플레이션, 자연 재해 같은 큰 사건(big events)에 의해서
사회적 작동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이것이 정책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리고 강한 리더(strong leaders)는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
킬 수 있고, 혁신을 지지하는 정치적 합의를 구축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일반적인 개인(ordinary individuals)(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결단)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게끔 영감을 주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
이 거침없이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new ideas)은 사회에 전파되고, 새로
운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논의하게 만
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들간의 경쟁, 이데올로기의 충돌, 이익집단
들의 경쟁 등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법률을 개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관료들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
한 변화는 외관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점증적으로 그러
면서 충분히 느리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변동 과정에 있어서 권위적 선택의 형태에 따라서 정책변
동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하였다. Schuh(2000)은 책에서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의 확장 및 피드백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
책의

창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면서

권위적

선택의

형태(the

authoritative choice type) 다시 말해 입법적 활동(legislation action)과
행정적 활동(adminstration action)에 따라서 정책결정과 정책 산출물에
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상황에 따라 입법적 혹은 행정적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고 보고,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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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행정적 활동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상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
을 12가지 기준을 형성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책 산출물의
차이를 4가지 사례(the Pendleton case, the New deal case,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case,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case)를 통해
서 입법적 혹은 행정적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입법적 과정을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는 행정적 행위가 더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 사안에 있어서
입법적 행위가 배제되거나 입법과정상에서 의회패배의 위험성이 높다거
나 행정적 행위가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로일 때 행정적 행위가 선
호되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시스템에 있어서 대통령과 의회는 스스로 다른 목표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의 통제 및 관리에 있어서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서로간
의 간섭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은 모든 정책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특정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더 광범위한 국민적
관점의 이익을 반영한다. 반면에 의회는 의사결정에 있어 대통령이 이익
집단에 대해서 조직 구조적 권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의도적으
로 제한하려고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입법적 혹은 행정적 행동의 선택은 다음 12가지
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슈 중심(issue focus), 이슈 타입(issue
type), 이익대상자(who benefits), 이슈 지지층(issue constituency), 이용
가능한

시간(available

time),

행정적

행동의

위험성(administrative

action risks), 대통령의 법적 자본(presidential legislative capital), 대통
령 산출물 통제(tight presidential outcome control), 행동 지속성(action
durability),

대통령

연루(presidential

involvement),

입법적

시기

(legislative timing), 입법적 전문지식(legislative expertise)으로 된 12가
지 기준이 입법적 행위와 행정적 행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입법적 행동은 정치적 흐름으로부터 발생하고 반면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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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은 문제의 흐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창 예를 들어, 행정적인 창과 입법
적 창이 각각 달리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1-1 Kingdon 모형의 확장과 피드백

정책변동을 중요시점 프레임(critical juncture framework)(Hogan &
Doyle's, 2007)을 활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Donnelly & Hogan(2010)은
중요시점(critical juncture) 프레임을 가지고 1950년대의 Irish 산업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정책변동

위기(crisis),

이념적

변동

(ideational change), 급진적 정책변동(radical policy change)이라는 3단
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시점은 정책변동의 과정을 설
정하는 분기점(branchching points)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안
들 사이에서 제도적 합의를 달성하게 한다(Mahoney, 2000).
먼저 중요시점 프레임의 첫 번째 단계로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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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고 있다. 정책변동은 종종 정책실패로 귀결되는데, 외적 충격
(external shocks)이 이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위
기는 경제영역에서 변화에 대한 강력한 힘을 촉발시키고, 정책선호
(policy preferences)에 영향을 주게 된다. 논문에서는 1950년대의 Irish
산업의 경제 위기를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지
표가 나쁜지, 언론 혹은 경제전문가·중앙은행(the central bank)·OECD
등이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중요시점 프레임의 두 번째 단계는 이념적 변동이다. Legro(2000)의
이념적 변동 모델(two-stage model of ideational change)에서 만약, 대
리인(agents)이 현존하는 이념적 패러다임이 결함이 있고 교체되어야 한
다고 동의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이념적 붕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논
문에서는 이념적 붕괴를 현행 모델에 대한 미디어, 야당, 시민단체, 대중
의 비판 등으로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념적 붕괴가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았다. 만약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다면 Lergo's
model의 통합(consolidation)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 정치 기업가는
우월한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이익집단과 결합함으로써 혁신적인 통합을
보여준다. 여기서 변동기관(change agents)은 현존하는 패러다임을 부적
절(붕괴:collapse)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안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는
합체(coalesce)(통합: consolidation)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새로운 이념적 통합을 분명한(clear) 대안적 아이디어, 분
명한 변동기관 등과 같은 3가지 항목으로 분석하고 있다. Hogan &
Doyle(2007)은 현존 정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세 가지 형태의
변동기관(change agents)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변동기관은 외부
영향력 있는 자(outside influencers)로, 미디어, the OECD, IMF the
World

Bank,

노동조합(trade

union),

고용주단체(employer

organizations), 그리고 소비자 단체(consumer groups) 등이 있다. 두 번
째 변동기관은 Kingdon's(1995)의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s)이
다. 이들 정책기업가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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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파시키며, 공무원(civil servants), 고전적 기술관료(technocrats), 교
수(academics), 경제학자, 이익집단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치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s)는 가장 중요한 변동기관이다
(Dahl, 1961). 정치 기업가는 불안정한 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책 혹
은

집합적

행동의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데

자원을

투자한다

(Sheihgate, 2003). 위기상황에서 정치적 지도자(일반적으로 반대편 지도
자)는 현존하는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경제적 정책
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들 세 가지 변동기관에 있어 외부 영향력 있는
자와 정책 기업가는 아이디어를 생성(produce)하는데 그치는데 반해, 정
치 기업가는 정책과정에 아이디어를 소개(introduce)할 수 있다. 만약 정
치 기업가가 존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이념적 변동)에 대한 통합이 있
다면 의미 있는 정책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국가는 생존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거시 경
제적 위기상황에 쳐해 있었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보호주의 산업정책은
이전의 여러 실패로 인해 결함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적 보호
주의 산업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책변동기관과 정치 기업가
가 주도하여 경제를 개방하려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통합되어 새로운 정
책인 FDI를 추구하게 되었다. 정치 기업가가 정책변동에 있어 역할을 수
행하고, 산업정책에 있어 대안적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정책변동기관이
새로운 정책에 공감을 형성하면서 통합됨으로써, 급진적 정책변동이 이
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정책변동의 문제를 외부 충격(exogenous shocks)이라는 개념으로 설
명하기도 한다(Hogan & Feeney, 2012). 일반적으로 국가적 위기
(crises)가 발생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책을 비난하게 된
다. 예를 들어, Greener(2001)는 외부충격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초
래한다고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정책변동에 연구에 있어서 위기(crisis)와
중대시점(critical junctures)에 대한 구별을 완벽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어떠한 위기가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매커니즘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보았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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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내적 매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적 영역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정책결정 환경에서 어떠한
내생적 힘이 아이디어를 새로운 정책으로 변동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
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정책변동
기관으로부터 제시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제도적 환경속으로 들어가
기 위해서는 정책변동을 위한 하나의 특별이 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것이 바로 정치적 기업가(the political entrepreneur)라고 보았다. 만약
정치적 기업가가 없다면 이념적 변동도 연속적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
는다고 보고 있다.
유훈(2009)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변동 참여자와 정책변동이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정책변동의 참여자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적 참여자가 있으며, 공식적 참여자에는 행정수반, 입법부, 행정기관, 사
법부, 헌법재판소가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에는 이익집단, 정당, 일반시민
등이 있다.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수반은 의무교실 실시, 농지개혁, 고
속도로 건설, 새마을 운동, 야간통행 금지 폐지, 부동산 투지 억제를 위
한 5·8조치, 금융실명제 실시 등과 같은 정책변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
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입법부의 경우, 의원발의와 법률안의 의결방식
으로 정책변동에 참여한다고 보았으며, 오늘날 입법부에서 의결하는 법
률안은 기존법률의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이 정책
변동을 위한 법률안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정책변동이 관계
에서는 관료들이 정책변동의 성공에 이비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한
편 관료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굴절을 입는 경우도 많다고 보
았다. 사법부의 경우에는 제6공화국 이후 법원이 정책과정에 많이 관여
하게 되었다고 보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대대적인 정책변동이 일어
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 사
건, 교사체벌 행위 유죄인정사건,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사건 등이 대표
적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통해서 정책변동
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정책변동이 일어난 대표적인 위헌결정에
는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 재외국민 참정권 미부여 위헌, 동성동본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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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위헌, 호주제 위헌, 변호인 접견 방해 위헌 등이 있다. 비공식적 참
여자로서 이익집단은 조직규모, 지리적 분포, 리더십, 경제적 자원, 사회
적 지위 등의 정도에 따라서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았
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정책변동 문제가 정책의
제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는 이익집단이 있는가 하면, 정책의제로서 채
택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익집단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책변동
의 합법화 단계에서 이익집단 특히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책변동의 합법화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당의 경
우, 단일정당제하에서는 행정부처를 대신하거나 행정부처를 보완하며서
정책변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양당제·다
당제하에서는 정책정당이냐 선거지향정당이냐에 따라서 정책변동을 위한
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일반시민의 경우, 정책변동의 참여자
를 고려할 때 흔히 공식적인 참여자나 이익집단·정당 같은 비공식적 참
여자만 검토하지 일반 시민은 소홀히 하기 쉽다고 보고, 일반시민의 정
책변동에 과정에서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일빈시민의
정책변동에의 직접적 참여는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하기도
하고, 제도적 참여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수단에 의해서 분류하기
도 한다. 시민참여를 수단에 의해 분류하면, 첫째, 청원, 주민투표, 직접
청구과 같은 정치적 수단에 의한 참여, 둘째, 정보, 공시서면이 열람, 공
청회, 의견청취와 같은 행정절차에 의한 참여, 셋째, 주민감사청구, 주민
소송과 같은 쟁송에 의한 참여가 있다. 일반시민은 청원, 주민투표, 직접
청구, 주민소환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변동을 촉구하거나 지연 또는 지연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그밖에 일부 특출한 사람들은 그들의 저
술 활동 등을 통해 정책변동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방향을 제
시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기존 정책에
서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변동요인으로 볼 수 있다(주지예·박형
준, 2019). 논문에서는 동물보호정책을 분석 대상사례로 선정하여 기존의
정책이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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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Barrett &
Brunton-Smith(2014)와 Ekman & Amna(2012)의 논의를 참고하고 있
다. Barrett & Brunton-Smith(2014)는 관여와 참여의 유형을 시민관여,
시민참여, 통상적 정치참여와 비통상적 정치참여라는 4가지 수준으로 정
리하고 있다. 관여는 행태적인 차원이 아닌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포현과 믿음, 그리고 지식
습득 등이 해당된다. 반면 참여는 실제적인 참여적 형태로 나타나는 활
동을 의미하며,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참여활동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참여로 나뉜다.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참여는 시민참여로 명명되며, 시
민이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수행되는 자발적 활동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의 참여는 정치적 참여로 표현되며, 투표 및 정치적 집단과의 직·간접적
교류 등 통상적인 참여와 언론을 활용한 여론형성부터 불법적인 시위까
지를 총칭하는 비통상적 참여로 분류된다. Ekman & Amna(2012)는 참
여의 가시성과 잠재성을 기준으로 행위자 수준별 참여유형을 제시하면
서, 잠재적 참여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으로 주장하고 있다. 참여형태
를 비참여(비관여), 시민참여(잠재적 정치), 정치참여(가시적)를 크게 구
분하고, 비참여에는 적극적 형태(반정치)와 수동적 형태(정치와 무관)가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에는 사회적 관여(관심)와 시민참여(행동)가 있고,
정치참여에는 공식적 정치참여, 행동주의(국회를 제외한 정치참여)로 합
법/국회를 배제한 사위 또는 행동, 불법적인 시위 또는 행동 등이 있다.
공식적 정치참여에는 투표참여행위 등이 있고, 행동주의 중 합법/국회를
배제한 사위 또는 행동에는 보이콧, 탄원서, 파업, 거리행진, 시위 등의
행위가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시위 또는 행동에는 폭력시위, 거리점거,
건물점거 등의 행위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논문에서는 Ekman
& Amna(2012)의 행위자 기준 그리고 Barrett & Brunton-Smith(2014)
의 통상적·비통상적 행위 기준에 따라 개인행태·통상적 행위, 개인행태·
비통상적 행위, 집단행태·통상적 행위, 집단행태·비통상적 행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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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통상 유형에는 투표, 기부, 후원 등의 행
위가, 개인·비통상 유형에는 탄원서 서명, 정치인 또는 언론과 접촉, 정
치관련 리플릿 및 정보 배포 등이 해당되며, 반면에 집단·통상 유형에는
정치정당과의 협동적 활동, 정치정당의 일원 등의 행위 그리고 집단·비
통상 유형에는 캠페인 또는 집회·시위 등이 행위가 해당된다고 보았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개인수준에서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더욱 참여하고,
집단수준으로는 비통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도의 개
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참여는 정책환류로서 작용해
새로운 정책이 창출되는 정책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양승일, 2014). 정책변동 촉진요인에는 경제적 환경의
급변, 정책수혜자의 가치관 변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최고 정책관
리자의 교체, 정책집행조직의 반항, 조직간의 경쟁, 기술, 예상외의 사건,
정책오차 등이 있다고 보았다.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환경의 급
격한 변화는 정책변동을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호경기보다는 불경기가
정책에 좀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국내의 경우 IMF 외환위기
가 소극적 정리해고정책에서 적극적 정치해고정책으로의 정책변동을 유
발하였다고 하였다. 정책수혜자의 가치관 변화는 장기적이든 중·단기적
이든 간에 정책변동을 유발시킨다고 보았다. 공공정책의 경우 국민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주민이 기존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선고과정에서 정책
의 수정이나 새로운 정책을 요구할 때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정책변동을
추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이 수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에서는 정책변동을
추진하게 된다.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변화는 곧 정책변동을 의미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비공공정책에도 변화를 촉진
시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고 정책관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 정책변동
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새로 취임하는 최고 정책관리자가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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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수반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은 선거
기간 중에 국민에게 공약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서 점진적 정책보다는 쇄
신적 또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신임 대통령
의 출범이 부동산완환정책을 부동산규제정책으로 변동시키는 것이 그것
이다. 정책집행가들의 반항 또는 파업은 정책변동을 촉진하는 또다른 요
인이 된다. 정책집행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심각한 반항에는 군
사쿠데타가 있으며, 정책집행가들의 파업 역시 임금·인사·재정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천
재지변, 대형화재, 전쟁, 행정수반의 급서 등과 같은 예기치 않는 변수는
많은 조직으로 하여금 정책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
다. 정책이 환경변화에 따라 혹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를 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저항요인으로 정책변동이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정책변동의 저해요인으로는 심리적 저항, 정
책조직의 지속성, 정치적 연합, 정치적 부담, 법적 제약, 높은 수준의 비
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정책을 종결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심리적 저항으로 인해 정책을 지속시키기도 하고, 정책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지님으로써 쉽게 소멸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지도
자들은 정책종결이 마치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 때
문에 정책종결 등과 같은 정책변동에 소극적이기도 한다.
이시원·정준금(2018)은 정책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들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환경의 변화이며, 정치체제의 특징, 정
책관련집단 등의 변화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정
책환경의 변화는 정치체제의 전환과정에 대한 투입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환경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를 정부의 해결대상으로 삼아온 정
책문제의 성격이나 규모가 변하게 되면 즉 문제가 변하게 되면 문제해결
을 위한 정책내용도 변하게 된다. 그리고 정책환경에서 일어나는 자원의
변화는 주로 경제적 상정의 변화를 의미하며, 정부의 재정적 동원가능성
을 좌우하며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둘째, 전환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정책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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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체제의 특성은 정치체제
의 이념, 구조, 담당자 등으로 식별될 수 있는데 이들 정치체제의 각 특
성들이 변함에 따라 정책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셋째, 정책관련집단의 변화이다. 정책이 결정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에 관련되는 여러 세력들 간의 이해관계가 재조정되고 새로운 질서
가 생기며, 이러한 정책관련 집단의 변화는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정권교체는 주도적인 정치세력의 변화
를 의미하는데, 다수당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기존의 정책
독점권이 효력을 잃게 되면 급격한 정책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논문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였던 2003년부
터 2012년의 10년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부변동이 일자리 창출정책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념이 상이한 정권의 교체로 기존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변화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후에도 기존의 일자리 장출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임용환·이창원(2018)은 논문에서 13개의 치안정책 변동요인을 도출하
였는데, 변동요인의 특성에 따라 외부환경, 내부환경, 법률과 제도, 사건
과 사고의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외부환경 영역에는
경제적 환경변화,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 변화, 치안관련 기술의 변화, 여
론의 변화와 같은 요인이 해당하며, 내부환경에는 치안정책 관리자의 변
동, 조직의 역량 및 약점, 내부구성원의 욕구와 수요 요인이 있다. 법률
과 제도 영역에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타 조직관의 관계, 유사
조직의 제도변화를 말하고, 사건과 사고 영역에는 법죄형태 및 유형의
변화, 초전사건의 발생, 경찰공무원 순직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최우선 정책변동 요인으로는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변화, 여론의 변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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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책관리자의 변동,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초점사건의 발생이
있으며, 중간순위의 정책변동요인으로는 범죄형태 및 유형의 변화, 치안
관련 기술의 변화, 경제적 환경이 변화가 해당하며, 하위순위 정책변동요
인으로는 조직의 역량 및 약점, 내부구성원의 욕구와 수요, 타조직관의
관계, 유사조직의 제도변화, 경찰공무원 순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특히 초점사
건의 발생과 여론과 변화 등과 같은 변동요인들이 상대적 중요도에서 상
위그룹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승일(2019)은 정책산출물의 정책변동 요인을 정책결정행위자, 정책
집행행위자, 정책대상행위자간 순응, 혼재, 불응을 근거로 한 18가지 유
형을 가진 9×2정책행위유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변동연구
가 정책주체 행위자들과 정책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정책변동
요인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 정책행위유
형론은 정책결정행위자, 정책집행행위자 등 정책주체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정책대상행위자도 정책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분석내용을 보면, 정책결정과정에서 합의된 정책산출물을 확인
하고 이러한 정책산출물이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순응, 혼재, 불응을 통
해서 어떠한 모습의 정책집행과정상의 정책산출물로 변동하는지를 확인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 간의 정책산출물의 정책변동은 정책을 유지
하려는 정책행위자와 정책을 수정하려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에서 각각
의 정책행위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정책에 대한 반응 행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간에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였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임성은·강현철(2017)은 서울시장 교체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서울
시의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책변동 유형별로 살펴
보고 있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유지가 약 36%,
정책승계가 약 43%로 나타났고 정책종결과 정책혁신이 약 21% 나타났
다. 정책종결 사례는 오세훈 전 시장의 중점사업인 경우가 많았으며, 정
책혁신은 주로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었다. 정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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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으며, 정채유지 사업의 경우에도 명칭이나
편제 등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변
동은 정책 혼란과 행정낭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
정성을 강화할 방안마련이 강조하였다.
이대영(2010)은 정책변동은 문제의 변화, 자원의 변화 등의 정책환경
의 변화와 지지도 등의 투입, 그리고 정책담당 조직, 관련 집단의 상호작
용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촉발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인간의
보수적 심리구조, 역동적 보수주의, 정치적 연합관계, 정책변동의 거부감
등이 정책변동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3)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종합적 해석
위에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정
책변동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이론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명변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요인변수들이 실제 정부정책의 변동
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변동에 대한
개별사례 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이론모형에서 언급된 요인변수들 이외에 개별 사례마다의 채택된 특
징적 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실제 사례에서
정책변동 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렇게 선행연구
를 두 단계로 검토함으로써 이론모형에서 언급된 요인변수뿐만 아니라
개별사례마다에서 확인된 요인변수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정책변
동 요인변수에는 여론, 조직의 자원, 정책 활동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옹호집단의 활동 요인 등이 있으며 연구목적 및 분석
대상 등에 따라 적절한 변수들을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책변동의 참여자를 고려할 때 일반시민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일반시민은 제도적·비제도적으
로 정책변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원, 주민투표, 직접청구, 주민소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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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정책변동을 촉구하거나 지연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리고 시민참여 혹은 일반적인 개인 등과 같은 행위자의 행태 혹
은 전략(추진전략 및 대항전략) 등이 정책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시민을 정책
변동의 주요 행위자로 채택하고 이들의 공식적·비공식적 행위전략이 정
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공식
적 행위전략에는 정책대상 집단이 기존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
기 위해 정책변동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책방어기제로 설명할 수 있고,
비공식적 행위전략에
앞서 설명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1-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변동 요인
선행연구

정책변동 요인
1)매크로변수
-인구학적 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등
2)정치적 분위기 변수

Burstein(2011)

-정당의 균형, 여론(the multi-issue opinion indexs) 등
3)정책-적절성 변수
-조직자원과 활동, 이슈와 관련된 여론(public opinion) 등
4)정책-특수성 변수
-정책과 조직활동, 특정 정책과 관련된 여론
1)권위적 선택의 형태(the authoritative choice type) -입법

Schuh(2000)

적 활동(legislation action)
-행정적 활동(adminstration action)
1)여론

Burstein(2010)
Soroka &
Wlezien(2009)

-특정 정책 제안(specific policy proposals)에 대한 대중의
의견
-정책과 관련된 이슈(issues related to policies)에 대한 대
중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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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이슈(a multi-issue index)에 대한 대중의 의견
Hogan &
Feeney(2012)

1)외부 충격(exogenous shocks)

Greener(2001)
1)위기(crisis)
2)이념적 변동(ideational change)
Donnelly &
Hogan(2010)

-정책변동 기관: 외부 영향력 있는 자/ 정책기업가/
정치적 기업가
3)급진적 정책변동(radical policy change)

Birkland(2006)

1)초점사건: 재난과 사고, 테러공격 등
2)정책학습
1)국가적 정책수렴으로서의 변동)정책문제변화

Knill(2005)

2)국제기구 및 초국가적 법률의 영향
3)정책학습
1)큰 사건(big events): 전쟁, 경제적 디플레이션, 자연재해
2)강한 리더(strong leaders)

D'Emilio,
Turner &
Vaid(2000)

3)개인(ordinary individuals)
4)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s)
5)정당간의 경쟁
6)이데올로기의 충돌
7)이익집단들의 경쟁
8)관료
1)경제적 위기

Hall(1999)

2)사회적 변화
3)정치적 변동(정치지도자)
1)환경적 위기

Cortell &
Peterson(1999)

-국제적 위기: 전쟁, 기술변화, 거시경제변화, 국제규범,
권력균형의 변화
-국내적 위기: 혁명, 쿠데타, 선고로 인한 정부 변동,
경제성장률, 인구구성의 변화, 사회적 갈등

Baumgartner
& Jones(1993)
John &

1)외부로부터의 충격/사건
2)결정적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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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an(2012)
1)정책문제
Kingdon(1984),
Zahariadis
(2007)

2)정책아이디어
3)정치변화(정부변동, 압력집단의 요구, 국가적분위기)
4)정책의 창(기회)
5)정책창도자

Sabatier(1988),
Sabatier &
Jenkins-Smith
(1999)

1)외부적 요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통치집단의 변화, 여론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 및 정책결정
2)내부적 요인(지지연합의 재편성)
3)정책학습
1)기본성격

Hogwood &

2)법률

Peters(1983)

3)조직
4)예산
1)시민참여

주지예·박형준
(2019)

-개인·통상
-개인·비통상
-집단·통상
-집단·비통상
1)정책결정행위자: 순응, 혼재, 불응

양승일(2019)

2)정책집행행위자: 순응, 혼재, 불응
3)정책대상행위자: 순응, 혼재, 불응
1)외부환경
-경제적 환경변화,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변화, 치안환경
기술의 변화, 여론의 변화
2)내부환경

임용환·이창원
(2018)

-치안정책 관리자의 변동, 조직의 역량 및 약점,
내부구성원의 욕구와 수요
3)법률과 제도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타 조직관의 관계, 유사조직의
제도변화
4)사건과 사고
-범죄형태 및 유형의 변화, 초점사건의 발생,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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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1)정책환경
-정치체제의 전환과정에 대한 투입의 변화
이시원·정준금
(2018)

2)정치체제의 특징
-정치체제의 이념, 구조, 담당자
3)정책관련집단
4)정권교체

임성은·강현철
(2017)

1)정치적요인
1)구조적 요인(정치·경제·사회문화)

장성식·김창엽
(2016)

2)정부체계적 요인(정책결정자 요인)
3)행위자 요인
4)행위전략(추진전략/대항전략)
1)정책적 요소
-기본성격
-조직측면

김영단·최근희·
임성은(2014)

-제도측면
2)행위자적 요소
-도시철학
-이해관계
-집행방식
1)촉진요인
-경제적 환경의 급변
-정채수혜자의 가치관 변화
-법류의 제·개정 및 폐지
-최고 정책관리자의 교체
-정책집행조직의 반항

양승일(2014)

-조직간의 경쟁
-기술
-예상외의 사건
-정책오차
2)저해요인
-심리적 저항
-정책·조직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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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연합
-정치적 부담
-법적 제약
-높은 수준의 비용
1)정책환경의 변화
이대영(2010)

-문제의 변화, 자원의 변화
2)지지도 등의 투입
3)정책관련 집단의 상호작용
1)촉진요인
-정책변동 참여자(공식적 참여자/비공식적 참여자)
-정책변동 환경
-위기
-정책학습
-정책활동가

유훈(2009)

2)저해요인
-심리적인 저항
-정책·조직의 항구성
-동태적 보수주의
-변동의 반대를 위한 정치적 연합
-법적인 제약
-높은 비용
1)정책자체
-정책오차수정, 정책의 모호성
2)정책집단의 원인

박호숙(2005)

-정책대상집단, 정책담당기구
3)제도적 원인
4)환경적 원인
-환경의 변화, 정책결정집단의 의도, 압력집단의 개입,
일반국민의 관심도
1)정치적 변화

정정길(2000)

2)사회적 변화
3)경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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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중저항운동
1.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의 개념
대중저항운동은 다양한 형식의 집합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대중저항운동으로 촛불집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협의의 대중저항운동의 범위는 촛불집회로 한정하며, 광의의
대중저항운동의 범위는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일반집회 및 시위 등을 포
함한다. 여기서 대중저항운동을 협의로 규정하고 촛불집회와 동일시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의 개념과 관련해서 촛불시위,
촛불문화제, 촛불항쟁, 촛불혁명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
고 있다. 먼저 이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국어대
사전에 따르면 집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인
것을 말하다.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제는
주로 문화와 관련한 일정한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예 공연
이나 문화 행사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한자리에서 벌이는 일종의 축제를
말한다. 항쟁은 맞서 싸움을 의미하고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
가 기초, 사회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말
하거나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집
회, 시위, 문화제, 항쟁, 혁명 등은 그 의미와 범위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
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집회, 시위, 문화제 등과 같은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백선기·백은정, 2011). 문화제는 노래와 연
극, 오락 위주로 진행되는 모임을 말하고, 집회는 집회를 사전에 신고해
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서 내용이 변질되어 정치적인 구호나
행동을 하면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경찰이 개입하게 된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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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집회와 시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특히 당일의 군집행위와 경찰의 진압 행위사
이에 허용과 금지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와 따라 달라짐으로써 용어
사용 및 그 성격 규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회, 시위, 문화제, 항쟁, 혁명 등은 그들이
의미하는 바에 있어 사뭇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준 정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지칭하는
시민·단체 등이 누구인지 혹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집
단인지 등에 따라서 촛불시위, 촛불집회, 촛불문화제, 촛불항쟁, 촛불혁명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들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개의치 않는다. 그렇다면 사전적 정
의가 아니라 법리적·정치적 측면에서 이들의 의미는 어떻게 적용되고 사
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
정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집회는 헌법이 보
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며 개인과 집단이 의사를 소통하는 사회
적 통로이자, 공공의 장이나 공공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
고 표현하며 전달하거나 여론에 호소하기 때문에 집회는 일방적인 아니
라 반드시 타자에 지향되고 타자와 관계된 일종의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한기덕, 2012). 그리고 집회는 비교적 일시적이고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요건이면 된다.)이
회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의 집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집회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단은
구두상의 소통은 물론 그 외의 다양한 수단이 포함된다. 헌법상의 집회
의 자유는 토론하고 논쟁하는 집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형식(침묵
시위, 인간사슬, 연좌데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동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또 집회는 다른 집회에 대한 대항집회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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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장소는 건물 내에서나 옥외에서 할 수 있다. 집회는 집회참가
자들의 내적 연관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윤시영, 200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
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
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
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호). 그리고 시위는 국민이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위력이나 기세를 드러
내 보이기 위해 행진을 하거나, 피켓팅, 연좌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
의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시위의 개념을 “그 문리와 개정 연
혁에 비추어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
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
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의미하고 있다. 그리
고 고정적 집회와 비교할 때 시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와 충돌할 위
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현행 집시법에서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는 동일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을 전
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단체로서의 의사를 형성하
고 형성된 의사를 표현하며 그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유까
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설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동일시하고 있다(김승환, 1999: 윤시영,
2007; 한기덕, 2012).
촛불문화제는 촛불집회 초기에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선택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등이 금지되지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
이기 때문이다(김자림, 2019).
정치에서 항쟁 혹은 혁명이란 용어는 감정적 폭발이나 분노에 의해
촉발된 선동적 행위나 집회, 반란, 봉기, 쿠데타까지 현재 상황을 변화시
키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집단 행동들에 넓게 쓰며(Cheng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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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혁
명은 정치적이건 사회경제적이건 체제 수준의 근본적 변화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한상익, 2019). 혁명이라고 규정
할 경우 집회에 참여한 정치, 사회 세력들은 정치적 렉토릭으로 혁명을
호명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역사를 관통해 온 혁명적 사건들과의 연속성
을 강조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근본적
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혁명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존 대의제 체
제의 이념이나 참여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이념이나 참여 형
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

이후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수준을 측면에서 볼 때, 이를 하나의 운
동(movement)이나 제도 내의 정치참여로 규정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상이
나 결과를 볼 때 과도한 해석이며, 해당 촛불집회의 진행 과정이나 요구
사항, 탄핵 이후 참여자의 행동 등을 볼 때 한국 정치 체제가 인정한 제
도적 정치 참여의 한 형태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집회
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볼 때, 어떠한 제도적 중단도 없었으며 사회정치
질서의 근본적 변화나 개조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제 변혁적
행위가 아니라 체제 회복적 운동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2016년
-2017년이 박근혜 대통령탄핵 촛불집회의 경우 혁명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혁명적
성격을 논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권영숙, 20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위와 집회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서 사용
하는데 있어 의미상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제라는 용어는 실정법의 규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항쟁은 2008
년 한미협정에 따른 미국소 수입재개 반대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
주도적 노력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으며, 혁명은 2016
년-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집회가 결국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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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탄생을 이끌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사후적 명명인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촛불시위, 촛불집회, 촛불항쟁, 촛불혁명, 촛불
문화제라는 표현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생각하고 이들 중 신문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3)로 사용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이 논문에서 사
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문에서 촛불집회는 다른 용어와 의미상 차이를
가지는 표현이 아니며, 이들 용어 모두를 지칭하는 대표성을 가진 용어
이다.
선행연구에서 촛불집회는 서로 상충되는 이해에 기초하여 상반된 주
장을 펼치는 사람들끼지 펼치는 공공의 상호작용, 즉 집합적인 쟁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중 집회나 시위의
한 유형인 항의집회로 정의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정치적 저항행위
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항의집회로 시민불복종
의 일부라고 보았다. 이때 시민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법에 반하여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
인 정치행위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항의는 어떤 것을 막거나 회피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반대나 불만족의 표현이라고 정의된다(도묘연,
2017b; 도묘인, 2017c; 이현우, 2008). 이와 같은 개념규정은 대중저항운
동인 촛불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기초한 이념적 정의
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촛불집회가 어떠한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촛불집회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 이때 촛불집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촛불집회의 실제적 모
습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촛불집회는 정부의 기존정
책과 정책대상집단간에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정책의 변화를
목적으로 정부와 대중에게 영향을 줄 의도로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다수인이 주로 저녁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3)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신문기사 총 2,374건 중에서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사용된
용어의 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면, 집회가 1,754건(73.9%), 시위가 414건(17.4%),
혁명이 90건(3.8%), 문화제가 59건(2.5%), 항쟁이 57건(2.4%)로 순으로, 집회라는
용어가 절대적인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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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적·집합적 행동을 하는 대중저항운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대중저항운동의 방법 및 효과
대중저항운동은 집회, 시위, 행진, 농성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집합
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이때 집회, 행진, 농성, 폭동 등과 같은 행위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정책변동에 좀 더 효과적인가? 정부에 직접적으로
협박하고 방해하는 집단행위가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정부가 새
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변화를 유도하도록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중저항운동의 방법에는 다양한 의도를 가진 행진(march), 집회
(rallies), 파업(strikes), 탄원서(petition drives), 농성(sit-ins) 등이 있으
며, 이들은 평화적은 수단으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대중저항운동의 참가자들은 강연 및 연설(lectures/speeches), 기금
모금(fund-raising), 변화에 대한 캠페인 실시(campaigns), 공적·사적 영
역의 점유(occupation), 법 위반(violation of laws), 폭동(the provocation
of riots) 등을 통해서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Germain,
Robertson & Minnis, 2019).
때로 대중저항운동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데, 어떤 집단은 대
상조직이 그들의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교란전략을 실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노동단체에서 주로 사용했던 농성 등이 여기
에 해당하며, 노동자들은 농성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장운영을 중단하는 방식을 취하곤 했다.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직
접적인 대중저항운동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여성참정권 운동은 행진, 집회,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주의회에 영향
을 주려고 했다. 집회(rallies)는 여론에 변화를 유도하였고 결국 주 의회
나 정치가들이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하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였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참가자들은 농성이나 폭동행위를
하지 않았고, 주의회 의원들이 매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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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평화적인 집회활동을 이어나갔다(Rojas, 2006).
집회 및 시위 같은 대중저항운동은 평화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행위적 방법이 더 효과
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폭력적 대중저항
운동이 참가자들의 원하는 목표달성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Gamson(1990)은 폭력적 대중저항운동이 비폭력적 대중저항운동에 비
해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파업, 농성 그리고
다른 형태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대중저항운동은 비폭력적 대중저항
운동에 비해서 그들이 목표에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게 하고, 정치부
문에 비용을 부과시키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Cress & Snow(2000)는 폭력적 대중저항운동과
대중저항운동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인과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우리나
라에서는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 비폭력시위에 비해 시위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신명순(1986)은 국내에서 발생한 정
치 시위연구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을 사용한 집회 및 시위는 중간 정도
의 호의적 반응을 얻다가 집회 및 시위방법이 약간 과격하여 질서 파괴
적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면 호의적 반응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더욱 과
격해져 폭력적 방법을 사용시 정부의 호의적 반응도는 다시 상승하는 양
상을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경찰백서(2009)에
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를 분석한 결과, 평화
적 집회 및 시위를 했을 때보다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했을 경우 요구
수용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2008)의 연구
에서도 시위규모가 크고 시위기간이 길수록 요구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기덕, 2012).
반면에 비폭력적 대중저항운동이 참가자들의 원하는 목표달성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중저항운동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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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동기가 존재한다(Della Porta & Diani, 1999). 첫째, 비폭력적
대중저항운동은 대중저항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면 권력자는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동기부
여 된다고 보았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호소함으로
써 대중저항운동에 대해 대중의 대대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비폭력적 행위는 추상적인 도덕적 원칙에 호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단식농성은 가장

극단적인

비폭력적

사례이며,

캠퍼스

교습

(Campus teach-ins)은 학생과 교사들이 문제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진행
함으로써 도덕적 정직함을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인 비폭력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폭력적 시위는 대중저항운동의 의미를 훼손하
고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chumaker, 1978). 폭
력적인 대중저항운동은 조직에 실제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고용주
들은 노동자들이 농성을 할 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폭력적인 방법은
자산을 파괴하고 사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게 한다. 그리고 조직관
리자는 그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의 합법성과 대중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비폭력적 방법으
로 대중저항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비폭력적 대중저항운동은 현
재 상황이 이데올로기, 정책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어떻게 모순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조직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1980
년대에 인종차별 금지 운동은 대학과 기업체에 압력을 가해, 인종차별이
인정되는 남아프리카에 투자한 회사들과 업무관계를 끊도록 했다. 그리
고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는 여성들에게 투표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이 원리에 모순된다는 것을 대중에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 등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집회 같은 사회운동 방법이 여론
을 직접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환경운동의 경우 벌목행위는 환경을 파괴
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대중에서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사회
운동이 벌목행위에 대한 대중여론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로 하여
금 벌목행위 관련 산업 규제를 신설하거나 관련 산업의 벌목행위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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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기도 한다.
Rojas(2006)는 시위(protest)가 효과적인 대중저항운동 방법이라고 보
았다. 왜냐면 시위는 기존의 정책을 탈법화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
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아프리카 미국계 학생의 시
위와 아프리카-미국 연구에 관한 학과 신설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설
을 증명하였는데, 집회나 시위 같은 비폭력적 시위는 대학에서 아프리카
-미국 연구에 관한 학과를 신설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보았
다. 반면에 농성이나 공공기물 파손 같은 폭력적 시위는 학과신설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는 비폭력적 시위
는 정치 운동가를 대신하여 행정가들이 행동하게끔 함으로써, 성공적으
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폭력적 시위는 행정가
들이 변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입법행위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시위목표
를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논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8년 초 미국에서 아
프리카-미국인 학생 및 집단은 관련학과 신설을 요구하는 행진·시위·농
성을 했다. 이에 대학당국은 아프리카-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했고 2005년에서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9%정도가 아
프리카-미국 연구 학위를 제공하는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흑
인학생 운동가들이 여러 대학에서 아프리카-미국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를 전혀 설립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운동이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
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변화에 있어서 대중저항운동 전략의 효과성을 살
펴보고 있다. 아프리카-미국 연구 운동에 대한 대학당국의 반응은 학생
들이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
서 논문에서는 종속변수로 대학내 아프리카-아메리카 연구 프로그램의
존재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흑인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농성, 행진,
시위, 집회, 폭동 등과 같은 행위들의 매년 발생정도로 보았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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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는 the New York Times, the Los Angeles Times에서 흑인학생
(black students) 혹은 아프리카-미국계 학생(African-American), 그리
고 폭동(riots), 농성(sit-ins), 행진(marches)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서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조직의 내적 구조와 자원, 고객의 인구학적
특징, 제도적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조직의 업무 방해를 목적을 하는 농
성, 폭등 등과 같은 폭력적 대중저항운동은 조직 변화 가능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조직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집회, 시위, 단식
등과 같은 비폭력적 대중저항운동은 조직 변화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3. 대중저항운동에 반응하여 특정기간 내에 정책변동
을 채택한 국가적·지역적·동료집단 조직의 수는, 다른 조직이 그 이후의
시간에 변화된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
설4. 시위, 항의 같은 사건의 수와 모방변수 혹은 크기 같은 구조적 변수
의 상호작용은 조직이 대중저항운동에 의해 추진된 조직 형태를 채택할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조직의 구조적·제도적 특징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조직관련 연구에서 조직의 사이즈는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고 보았다. 여기서는 조직의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 다시 말해
학생의 수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조직이 업무에 대해 구체적
이고 세밀한 구분을 가진다면 혁신적인 변화를 더 쉽게 채택하다고 보았
다. 다시 말해 전문직을 가진 조직은 전문화된 기술과 지식이 없는 조직
보다 변화에 더 쉽게 동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직에서의 업무의 구
분은 대학에서 받는 다른 학위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는 비축된 자원이 변화를 촉진한다고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분의
자원으로써 대학 기부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직이 변화로부터 혜택
을 받게 될 때 변화가 더 쉽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분석결과 비폭력적 시위만이 아프리카-아메리카 연구 프로그램 개설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확산의 과
정으로써 아프리카-아메리카 연구 프로그램의 확산은 시위에 의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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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졌고, 대학의 규모, 내적 복잡성 그리고 조직내 동료 그룹의 모방적
확산에 의해 전파되고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
직변화는 다른 요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위 및 집회 같
은 저항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시위 집회같
은 저항의 효과가 모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대학에
서 아프리카-아메리카 연구 프로그램의 설치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
(taken-for-granted)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위는 모방효과 때문
에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산
은 정치적·모방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2-1 정책변동에 있어서 집회방법의 효과

최근의 대중저항운동에서는 새로운 방법 등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대
표적인 방법이 온라인상의 대중저항운동이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와 디지털 커뮤티케이션(digital communucation)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
와 의견이 빠르게 전달되고, 이로써 대중저항운동에도 어떻게 형성되고
(shaped), 유지되고(maintained), 성장하는지(grown) 등과 같은 동적변
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동적 변화는 온라인 청원(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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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s), 이메일(email),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스탭챕
(snapchat), 인스타그램(Instagram) 그리고 다른 사회적 미디어 플랫폼
(social media platform) 등을 통해서 주도되고 있다(Knabb, 2006). 이때
미디어 플랫폼은 플래시몹(flash mobs)과 유사하게 이슈에 대해서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채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공간을 설치하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행진이나 농성 등과 같은 대중저항운동 방법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반해, 블리츠(blitzes)는
대중저항운동과 관련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위자들이 해산하고
재집결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블리츠 전략(blitz strategy)은 시위자들
에게 법집행이나 구속 등과 같은 제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동시에 정상
적인 정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상의 미디어는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공론
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
주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공론의 장이란 사회구성원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담론적 공간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
간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시간과 공간, 오프라인에서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많은 제약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훨
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다(박성호, 2005).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특정 사안에 대
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보다 뛰어난 기능
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토의를 거쳐 여론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
히 계속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미디어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여론 생성기능에 더하여 여론의 화간과 생산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에 보
다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보다 깊은 사고 능력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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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적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되었던 생각과 관념이 실제 행동으로까
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뉴미디어는 의제 생성과 전달에 가장 큰 기여
를 하였다. 여기에서 의제라 함은 매스미디어의 헤게모니에 따른 프레이
밍과 프라이밍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정
보이다. 인터넷 시대의 의제설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
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메시지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이
재신·이민영, 2010).

표2-2-1 대중저항운동의 방법
선행연구

기준

지지
형태

1)폭력적 방법
-파업, 농성, 불법점유, 법규 위반, 폭동

Germain,
Robertson &
Minnis(2019)

2)비폭력적 방법
-행진, 집회, 탄원서, 강연 및 연설, 기부금 모금,
캠페인

-

3)온라인
-온라인청원,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스탭챕,
인스타그램, 블리츠
1)폭력적 방법: 농성, 폭동 등

Rojas(2006)

-조직의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함.
2)비폭력적 방법: 집회, 시위, 단식 등
-조직이 합법성을 부인함.
1)비폭력적 방법

Della Porta &
Diani(1999)

-단식, 캠퍼스 교습(campus teach-in)
-변화믿음에 대한 동기부여
-추상적 도덕적 원칙에 호소

Cress &
Snow(2000)
Gamson(1990)

비폭
력적
방법

비폭
력적
방법
폭력

1)폭력적 방법과 사회운동의 인과성 존재

적
방법

1)폭력적 방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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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농성 등
-많은 관심을 유도, 정치부문에 비용을 부과함.

적
방법

1)폭력적 방법
-농성

Schumaker(19
78)

-조직에 실제적인 비용을 부담시킴.
2)비폭력적 방법: 대규모 집회, 행진
-현재 상황이 이데올로기, 정책, 사회적 관습과 모
순

비폭
력적
방법

됨을 대중에게 설득시킴.

1)합법적 방법
-많은 사람들의 참여
-공직자에게 도덕적 압박

한상익(2019)

2)불법적 방법

-

-공권력의 진압행사 동반
-공직자들이 압박을 받지만 항의자들의 요구를 받
아

들이기 어려움.

3. 대중저항운동의 구성요소
대중저항운동은 집회, 시위, 폭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이후 촛불집회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대중저항운동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중저항운동은 정
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본다(Jackson & Stein,
1971; 윤시영 2007에서 재인용). 먼저 정치적 상황은 ①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존재, ②독재정권,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
민들의 불신이나 불만, 부정부패의 만연, ③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쿠데

타 발생, ④기본권을 제한하는 특정정책의 채택, ⑤외국과의 군사동맹 참
여결정, 타국과의 방위조약 체결, 참전, 타국과의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파기 등이 있다. 경제적 상황은 ①장기적인 경제침체, ②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③사회에 만연한 소득불공평, ④고율의 조세, 교육·의료·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삭감,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부여 등의 정부정책
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상황으로는 ①사회적 불안정, ②산업화,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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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의 신장으로 오랫동안 지탱해 온 규범과 행동유형의 파괴, ③새
로운 사회계급의 등장과 기득권자간의 갈등 등이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이 형성된다고 해서 반드시 대
중저항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이들 상황조건들
은 대중저항운동 유발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요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적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집단의 요
구강도, 집단의 성격, 집단행동에서 이용되는 수단, 집단의 규모, 집단 참
여자 구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다양한 대중저항운동의 발현을 촉진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저항운동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강압적인 국가권력 때
문에 지역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집단행동을 할 수 없었다(권해
수, 1992). 그러다 1970년대 들어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운
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전개되었고, 1980년-1990대는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맞물려 혐오시설물 건설반대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등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에 발생했던 미국장갑차 여중
생 사고를 계기로 촛불집회운동이라는 새로운 대중저항운동이 나타났다.
촛불집회는 이전에 우리사회에 존재하였던 대중저항운동과는 몇 가지 측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촛불집회를 비롯한 대중저항운동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
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정책집행에 대한 분노와 비판 행
위이고, 둘째,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단으로 표현하는 행
위이고, 셋째, 이런 사항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이고, 넷째, 목표집단에 의해 개선된 방안이 제시되도록 하는 행위이며,
다섯째, 공감과 위협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목표집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이다(김용기·임동희, 2017;
이현우, 2008).
이렇게 볼 때, 촛불집회, 민주화 집회, 건설반대 집회, 여성인권 집회
등은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 대중저항운동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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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다수에 의한 집단적·집합적 행동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촛불집회가 여
타의 다른 대중저항운동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촛불집회의
정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앞서 논문에서는 촛불집회를 다양한 사회계
층에 속하는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정부와 대중에게 영향을 줄 의도
로 주로 저녁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비폭력
적·집합적 행동을 하는 대중저항운동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정부와 대중에게
영향을 줄 의도로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윤시영, 2007)한다고 볼 때, 촛불집회는 보편적인 집회 및
시위와 비교해서 다양한 사회계층, 저녁시간, 자발적, 촛불, 비폭력적이라
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와 기존의 대중저항운동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촛불
집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촛불집회의 정의에서, 촛불집회는
참가자, 집회목적, 영향집단, 시간, 장소, 참가의도, 폭력성, 집합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발생하였던 집회 및 시위와 같은 대중저항운동
은 주로 정치·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획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권 또는 노동조합원 등의 운동원들이 집단적으로 동원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87
년 6월 항쟁이후 거의 모든 대중저항운동은 조직된 대중에 의한 집합운
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거리에는 항상 운동조직의 깃발이 가득했다
(김형주, 2017; 장시연·오세정, 2017). 그러나 촛불집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촛불집회의 제안자나 참여자는 모두 개인이었다.
이때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참여가 아닌 개인으로서 참여자이며, 자신이
무슨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각각의 개인이 참여의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라는 단일 이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한 많은 일반인들은 명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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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지향과 입장을 가진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이 주도한 국민대책회의
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소위 촛불 대 깃발 논쟁으로까지 발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집회참여 행위자의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촛불집회마다 수십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힘은 조직의 동원력이 아니
라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지이며, 그 매개체는 인터넷과 개인화된 미디어
였다. 이때 자발적 참여의 범위는 청소년, 여학생과 주부를 비롯한 비정
치적 집단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개인들의 참여도 정치집단이 아닌
82Cook, MLB Park, 엽혹진 등과 같은 비정치적 동호회를 중심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주로 학교친구 등 친밀집단과 휴대폰 문
자메시지를 통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를 확대시켜
갔다. 이처럼 촛불집회가 연령·성별·계층·집회주체 단체 등의 구분없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최됨으로써 촛불집회를 조직하고 계획하는
의도적 집회주도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6년-2017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촛불집회의 경우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집행조직이 꾸려져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집회를
조직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일반적인 집회에서 보이
는 집회주도집단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났다(윤성이, 2009; 장시연·
오세정, 2017; 최재훈, 2017).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문화는 목적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민주화시대 접어들면서 시작된 사회특정 집단
에 의한 특수 이익 추구형 시위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02년부터 시작된
20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위한 시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익이란 시위참여자에 이해 정의된 것이
다. 미국에 항의하고 대통령탄핵에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위한 시위는 흔히 촛불집회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욱, 2010).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운동이 기존
의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연속적이고
조직화된 집합적 행동인데 반해, 촛불집회는 고착화된 정치적·사회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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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다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개최되는 집합적 저
항행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도묘연, 2017a).
촛불집회는 보편적인 집회 및 시위와 달리 장소적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집회 및 시위는 시위목적 및 내용, 시위대상자들과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장소 예를 들어, 회사본사 앞이나, 사건 발생 장소
등과 같은 곳에서 개최한다. 그렇지만 촛불집회는 비록 집회내용이 서울
시와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광화문광
장에서 이루어졌다. 이곳 광장은 축제의 공간인 동시에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의 표출공간, 노동자·사회 약자들의 발언 공간, 추모 공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낸 역동적이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촛불집회가 발생했던 광장은 단순히 시민들을 위한 배경막
이 아니라, 광장을 통해 시민들을 모이게 하고 운동의 동력을 약화 또는
심화시키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황진태, 2011; 장시연·오세정, 2017).
지역적 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에서 촛불집회를 개
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로 상경해서 바로 이곳 서울광장 혹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렇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
회가 개최되면 지역적 문제가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전국 각지에
서 소규모 촛불집회를 생성해내기도 했다. 그러하기에 촛불집회와 서울
시청 앞 광장과는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공간의
특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의 확산과 재생
산이 개개인을 직결시키고 동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촛불집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 동원과
조직화의 기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
할 때마다 아고라와 같은 온라인 공론장이 집단지성을 발현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신속하게 여론을 확산하거나 시민을 동원하고, 1인 매
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장
시연·오세정, 2017).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이를 기반으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토론했으며, 댓글과 퍼나르기, 이미지와 영상 제작 등
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최근 점점 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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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되어가는 사이버 공간은 오히려 사람들의 집단적 참여를 더욱 가속
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인터넷이 사람 간 소통의 대표 공간으로
떠오른 이후 사이버 공간의 성격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동호회 등의
집단에서 점차로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점점 더 개
인화되어 왔고, 동시에 네트워크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참여와 확산의 속도도 집단의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더욱 빨라져왔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활동은 2002년 촛불집회라는 대중저항운동에서 네티
즌이라는 ‘새로운 군중’을 생성하였다(김형주, 2017; 최재훈, 2017).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 같은 대중저항운동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역사상 대다수의 집회 및 시위 주체는 그들
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폭력적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왔
다(신명순, 1986; 경찰백수, 2009; 동아시아연구원, 2008). 따라서 오늘날
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보다는
집단적인 점거와 농성 그리고 폭력을 동반하여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모
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회 및 시위는 대내적으로는 사회통
합의 저해 및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국가적 손실을 초
래하고 대외적으로는 시위공화국이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실추시키게 되
었다. 따라서 민주화이후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가 더 이상 대
중의 지지와 옹호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지향하고 여론을 이끌어낼 다양한 집회 및 시위유형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러다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촛불집
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촛불은 폭력시위에 대한 거부와 평화시위로의 전
환을 의미했다. 촛불이라는 저항수단이 등장한데에는 무엇보다 촛불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큰 역할을 했다. 촛불은 저항의 거리에서 기존 대
중저항운동의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무언가 의미있
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가시켜 사람들에게 뿌듯함을 불러일으
켰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사용된 촛불이라는 도구는 희생, 집결과 단결,
꿈과 기원, 추모, 반전, 평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야간에도 행해질 수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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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상징적 의미로 작동하였다(김형주, 2017; 한기덕, 2012). 이러
한 평화적 의미의 촛불집회는 비폭력성(nonviolence)을 가진다. 비폭력성
은 폭력이 아니거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폭력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폭력(anti-violence)과는 그 의미가 구별된다. 이렇게 볼 때 비폭
력 저항이란 폭력이 아니거나 없는 상태로 어떤 힘에 맞서거나 반대한다
는 것으로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무저항(nonresistance)과는 조금
다르다. 저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을 한다는
뜻이다. 불의하거나 부정한 힘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는
불복종(disobedience)은 비폭력 저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이재봉,
2018).

표2-2-2 촛불집회와 일반집회 비교
구분

촛불집회

일반집회

참가자/주체

자발적 개인

동원된 운동원

목적

사회적 정의와 공익

특수이익

서울시청 앞

시위내용 관련 장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예) 회사 본사 앞

온라인

네티즌 있음

네티즌 없음

방법

비폭력적

폭력적

시간

야간

낮시간

상징적 도구

촛불

깃발

장소

4. 대중저항운동의 성격
오늘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대중저항운동은 촛불집회라고 볼 수 있
다.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에서 등장된 촛불집회는 부안방폐장
건설 반대(2003년), 과천기무사 이전 반대(2004년) 등과 같은 혐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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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반대운동에도, 천성산 원효터널 건설 반대(2005년), 명지대교 건설
반대(2005년) 등과 같은 환경보호 운동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촉
구(2017년), 위험의 외주화 개선 촉구(2018)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운동 등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촛
불집회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집회를 통해서 추
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통로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시위, 집
회, 행진 등과 같은 대중저항운동은 변화에 대한 명확한 단계에서 허용
되는

변동기관(change

agents)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Germain, Robertson & Minnis, 2019).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선행연구
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촛불집회를 비폭력적 저항
의 대표적 사회운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밖에도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보거나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문화적·사회적 공연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규정하거나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되지 못해 발생하는 혁명적·관심
집중적 사건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1) 사회운동 성격의 촛불집회

Germain, Robertson & Minnis(2019)은 논문에서 Tilly(1999)의 사회
운동(social movement)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사회운동이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가치, 단결, 숫자 그리고 헌신과 같은 반복적인
공개적 표현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권력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a
sustained challenge to power holders in the name of a population
liv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ose power holders by means of
repeated public displays of that popuation's worthiness, unity, numbers
and commitment). 이러한 사회운동은 의식 상승(consciousness 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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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형성과 연대(identity formation and solidarity),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의제에 대한 확인(identification of an agenda for affecting
policies), 법률의 집행에 대한 저항(resisting enforcement of laws), 이슈
에 대한 정보를 공유(sharing information about an issue) 등과 같은 다
양한 접근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을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정책투입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시민의 요
구를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이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
회 각 계층, 각 집단의 의사가 불균형하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 행정현실
이며, 정치·경제·사회적 열세에 있는 집단들인 도시빈민층, 저소득층, 농
민들의 요구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이익표출 기회가 제한된 계층이나 집단의 요구를 정
부계획이나 정채결정에 투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뿐 아니
라 정치적 지지세력의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된다(권해수,
1992). 역사적으로 볼 때, 시위, 집회, 행진 등은 집합적 불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이라고 보았다. 조직적 의미에서,
이러한 집회 및 시위 등과 같은 행동들은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저
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 시위, 집회, 행진의 참석자들은 그들이 제안
하였던 이슈나 정책적 안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에 대한 대표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Germain, Robertson & Minnis, 2019).
사회운동 관점에서 사회운동의 성공 혹은 결과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운동의 성공을 경제적인 추구목표의 달성정도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더 상위수준에서의 정책변동 또는 정치적 목적까
지 평가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항 또는 협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것
은 사회운동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변화를 통해서만 경제적인 목표달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정책변동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권해수, 1992). 이때 사회운동이 창조적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잠재적 사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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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제약(th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둘째, 동원
(mobilization)을 위한 장소로써 배아 이동(embryonic movements)에 이
용할 수 있는 조직적 차량들(the organizational vehicles), 셋째, 기회
(opportunity)와

행동(action)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해석

(interpretation), 속성·권능(attribution),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에 대한 집합적 과정(the collective processes)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McAdam, 2017). 한편에서는 사회운동의 성과는 운동의 직접적인 목표
인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이고 가시적이 차원에서 뿐만 아
니라, 사회운동 참여자의 정치적 주체화와 같은 미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차원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해진, 2017). 이하에서는 사회운
동과 정책변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미국에서는 과거부터 사회적·조직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보편적으
로 사회운동을 활용해 왔다.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집합적 에너지와 행동
을 동원하여 법, 정책, 관행 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법과 정책 등을 형
성해

왔다.

다음은

2017년도

Women's

March

Global(womensmarchglobal.org.)의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면, 미국 여성
들이 행진(March) 등과 같은 사회운동을 통해서 미국사회에 어떠한 정
책적·조직적 변동을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Germain, Robertson &
Minnis, 2019).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사회 운동(행진)을 통해서 많
은 분야의 정책변동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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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3 여성 사회운동(행진)과 정책변동 사례
여성
사회운동(행진
)
폭력
종결(성적·
인종적 불공정,
인종주의)

근거

여성들은

조직적 적용 내용

모든

자유로워야

폭력에서

NASA에서 직장내에서 폭력이

건강한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을 노

하며

삶을 누려야함.

동 정책 매뉴얼을 재작성함.

양질의 출산 건강보험 서
출산 권리

비스에 대한 어떠한 제한

의료보험에 피임약 값을 포함

이나

시킴.

삭감도

받아들이지

않음.
LGBTQIA+
권리

LGBTQIA+ 권리는 인간

LGBT 노동자 집단을 형성.

의 권리임.

직장내 다양성 교육 실시.

모든
노동자의 권리

여성들은

자녀양육

비, 병가, 건강보험, 유급
휴가, 건강한 근무환경 등
을 보장받아야 함.
시민권리는 태생적 권리이

시민의 권리

며, 선거권, 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됨.

장애자 권리

이민자 권리

장애를 가진 여성은 방해
물 제거.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평
등
기도를 위한 휴식, 차별정책
반대, 고용조건 수정.
장애를 가진 노동자 고용 강
조. 모든 건물과 사업부문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짐.

이민은 인간의 권리이며,
인간은 불법적일 수 없음.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깨

환경 정의

유급휴가,

끗한 물과 공기에 대한 권
리를 가짐.

DACA 고용 보호.
Paris Agreement지지.
Green week

*Women's March Global(womensmarchglobal.org.)(2017년) 자료 재구성.

Germain, Robertson & Minnis(2019)는 논문에서 정책영역에서의 변
동과정을 조명하면서 사회운동이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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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운동이 조직적 변화를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시위(protests), 집회(rallies), 행진(marches)이 조직
정책(organizational policies)과 관행(practices)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사회운동이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섯 가지 사례를 통
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Schurman & Munro(2010)는 유럽과 미국에서 유전자변형 물질
(GMO)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운동이 이들을 둘러싼 산업 및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사회운동
은 공청회, 법·제도 제·개정 등과 같은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 연방
검사법(federal inspection laws)은 사람이나 동물을 위한 생산물의 의도
적 사용과는 상관없이, GMO 같은 새로운 생산물인 경우 자발적 협의
(voluntary consultation)로부터 사전승인(pre-market approval)이 필요
로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산업체에서는 GMO 제품들이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
르지만, Schurman & Munro(2010)는 본 사례연구를 통해서 사회운동이
산업의 자기 정의(industries' self-definition)를 어떻게 재형성하는지, 문
화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어떻게 좁히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확실한
조건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회운동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고 하였다.
둘째,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the Paris
Agreement)에서 탈퇴하였다. 트럼트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결정
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 도시, 연방들은 미국 온실가스배출 목표(the
U.S. greenhouse gas emission target)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30명의 시장들, 3명
의 주지사, 82명의 대학총장 그리고 1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온실가스 배
출 목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2017년 블룸버그는 미국은 기후변화
에 대한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많은 측면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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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리더십이
연방정부로부터 더 낮은 수준의 정부, 학계, 산업체, 시민사회로 전환되
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사회에서 LGBTQIA+는 LGBTQIA+ 개인으로 동등하게
인정받기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LGBTQIA+ 사
람들과 단체들은 LGBTQIA+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여
왔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LGBTQIA+ 포비아, 동성애 혐오증, 트랜스
포비아

등을

주장하며

그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

LGBTQIA+ 사회운동은 로비, 거리행진, 사회단체, 미디어 그리고 예술
등을

포함한

정치적·문화적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LGBTQIA+은 구인광고에 있어서 동성애 집단의 가치를 인정하고, 채용
을 강제하는 LGBTQIA+ 집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LGBTQIA+
가 2016년 미국 연방정부에 재정적 지지와 투자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화장실 요금(bathroon bill)과 LGBTQIA+권리에 관한 주정부
와 연방정부의 규제논의에서 LGBTQIA+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하였다. 주정부가 직접적으로 LGBTQIA+ 권리에 긍정적 결정
을 하였다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LGBTQIA+의 사회운
동은 주정부의 직원 채용 있어, LGBTQIA+ 등과 같이 개인 혹은 집단
으로서 차별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본다. 1970년부터 오늘까지 노동집단은 조직내부에서 사회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직장내에서 LGBTQIA+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
을 주는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비영리단체 같은
외부집단은 사회운동 통해 주정부나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변화를 유도해
왔으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단적이고, 차별적인 정책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노동조직 안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2017년 9월 헐리우드 하비 웨인슈타인(Harvey Weinstein)에 대
한 수십건의 혐의가 적용되면서, 세상 모든 산업에서 고용되었던 여성들
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성폭행과 성희롱 대한 해시
태그#MeToo 집회가 시작되었다. 미투운동은 알리사 밀라노(Aly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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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no)가 만약 성폭행과 성희롱을 겪은 모든 여성이 미투(나 역시 당
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몇일내에 수백만의 여성들이
사회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일전에 겪었던 성폭력에 대해서 폭로하
였다. 이러한 내용은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행동과 권력의 불균형에 대
한 공공의 대화가 되었다. 페스북은 전세계에 만들어진 #MeToo 주제에
대해 24시간 내에 1200만개 이상의 게시물이 올려졌다고 보고 했다. 소
셜 미디어 사용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범죄자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경고하
는데 사용하기 위한 비공적인 채널인 “whisper networks"도 만들었다.
인터넷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다.
소셜미디어가 페미니즘을 민주화하고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연대를 형성시켜 주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사
회운동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사임하게 했고, 여성
노동자들을 성폭력과 성희롱에서 보호해주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
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2018년 2월 14일 the Marjory Douglas High School에서 총
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17명이 죽었다. 이때 생존자들은 총기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NeverAgain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서 법개정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때 한 학
생이 “총기 관련 법개정을 계속 미루다가는 결코 변화를 이끌지 못할 것
이다. 우리는 변화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the
Atlantic(www.theatlactic.com)에 소개됨으로써 총기관련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위, 행진, 집회를 열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370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연설하고 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무기 옹호자 및 정치가들과 논쟁을 벌
였다. 2018년 3월 # NeverAgain은 오리건주에서 총기규제 강화 정책을
채택하게 하고 플로리다주에서 반자동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더 높은
연령 제한과 더 오랜 대기기간을 부과하는 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NRA와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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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Dick's Sporting Goods에서는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Walmart에서
는 화기구입 나이를 21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교사들과 학교 직원들에게 무기소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미래 결과
와 상관없이 the Marjory Douglas High School 학생들의 집회, 시위 같
은 사회운동은 대중과 정치가들에게 총기규제 법안에 대해서 논쟁하도록
했다. 일반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조직되고,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확장하
고, 집합적이고 표적화된 메시지를 생산함으로써 총기규제에 대한 이러
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된 5개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은 정치적
환경에서의 자원과 기회에 의존하게 된다. 공식화된 조직처럼 사회운동
집단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내적·외적 자원에서 기인된 기술
과 내부 사람들에 의존하게 된다. 시위, 집회, 행진 등과 같은 사회운동
은 자원과 기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인 방
법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사회운동에 있어 경제적·조직
적·정치적 제약은 변화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운동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Giugni(2004)는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
운동이 정치적 동맹 혹은 여론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단계로
정치적 동맹 혹은 여론 변수 등이 매개 변수로 작동하여 사회운동의 요
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변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
서는 이를 간접효과 모델(Indircet-effect model)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복합효과 모델(the joint-effect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수 등과 같은 외적변수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운동이 권력자(집권층)로 하여
금 정책변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의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가지고 있거나 우호적 여론을 복합적 또는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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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운동과 정치적 동맹 같
은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수와의 결합이 단계적 결합이 아닌 복합적·동
시적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책에서 사회운동,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
서 정책변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정책변동에 있어 정치적 동맹의 중요성
을 설명하기 위해서 Tarrow의 프랑스 대학 정책 사례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당시, 시위(protest)가 프랑스 행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대학 시스템
을 개혁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학생운동은 대학시스템을 개혁하고
자 하는 급진적 엘리트들 사이에서 핵심적 정치적 동맹을 찾았다. 그러
나 Tarrow는 개혁의 기간은 시위의 기간처럼 매우 짧다고 판단했다. 일
단 시위의 동원력이 약해지고 시위에 대한 행정부 등과 같은 정부의 두
려움이 약화됨에 따라, 시위의 동맹들이 대학시스템을 개혁할 동력을 상
실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개혁주의자 엘리트들은 그들의 주요한 정치적
동맹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의 시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위에서
제안되었던 대학시스템의 개혁 내용들은 폐기되었다. 이 사례에서 정책
변동은 제도권 안팎에서 지속가능한 행동, 예를 들어 제도밖에서는 시위
등과 같은 집합적 행동이, 제도안에서는 정치적 연합 등의 활동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론 변수도 위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Cobb & Elder(1972)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설정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문제를 공공
문제로 의제화 하는데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집회·시위같은 집합적 행동이 공공 의제화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평등고용법 입법 과정 연구에서 시위 같
은 시민권 운동이 여론의 장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의회 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Burstein, 1998). 그
는 논문에서 집회 및 시위활동과 대중관심 증가라는 복합적 효과가 없었
다면 법은 제·개정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간은 정보를
사회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Jones, 1994). 즉 많은 이슈에 대해서 동시
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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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간 동안에 집회 및 시위활동이 강하게 동원되지 않았다면, 여론은
다른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이슈와 관련된 정책변동이 이
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된 복합효과 모델과 기존의 간접효과 모델의 차
이점은 정치적 동맹 변수와 여론 변수의 개입 시점에 있다고 보았다. 즉
간접효과 모델은 두 단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복합효과 모델
은 이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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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그림 사회운동 결과에 대한 Giugni(2004)의 세 가지 모델

1. 직접효과 모델(Direct-effect model)

사회운동
t0

정책변동
t1

2. 간접효과 모델(Indirect-effect model)

A. 사회운동
t0

B. 사회운동
t0

정치적 동맹
t1

여론 변수
t1

정책변동
t2

정책변동
t2

3. 결합효과 모델(Joint-effect model)

A. 사회운동과 정치적 동맹

정책변동

t0

t1

B. 사회운동과 여론 변수

정책변동

t0

t1

C. 사회운동과 정치적 동맹과 여론 변수
t0

정책변동
t1

* Giugni(2004)의 Tree Models of Social Movement Outcomes을 참고하여 재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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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resi(2007)는

논문

The

benefit

of

the

doubt:

Testing

an

informational theory of the rally effect에서 대중들의 집회는 위협에 대
한 감정적·자동적 성질의 시민반응이라는 선행연구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모델을

사용하여(the

information model), 분열된 정부의 존재(the presences of divided
government),

선거시즌(election

years),

제한된

임기(active

term

limits), 정치적 불안정(political insecurity), 정보자유법의 변화(changes
in

freedom

of

information

laws),

정부에

대한

신뢰(trust

in

government) 등이 미국에서의 집회 크기(the size of the rally)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대중들의 집회는 수많은
국제적 위기 환경에 대한 감정적·비합리적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반응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집회효과의 전통적 해석과 외
교정책 절차가 이론적 실증적 변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통적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집회효과의 정보 모델을 제안하였
고, 이전에는 간과했던 지도자와 시민들간의 국가 안전에 관한 정보 비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정치참여 성격의 촛불집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정치 참여의 유형은 항의나 시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에서 촛불집회는 항의형 정치 참여를 대
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정치참여는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
다. 정치참여를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
반 시민들의 행동(Milbrath & Goel, 1977),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Kasse &
Marsch, 1979),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행동
(Brady, 1999),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들의 공동적·
집단적 행동(Opp, 2009)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정의에 따르면 정치
참여의 주체는 정치 지도자 또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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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2017). Dalton(2008)은 기술과 시대변화에 따른 유형 확장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그는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의해 확장되는 개인 네트워
크의 정치 참여에 주목하여, 투표나 후보자 지원 등 선거활동(electoral
activity), 기부나 캠프 활동 같은 직접 행동(direct action), 시위나 보이
코트 같은 항의(protest)에 덧붙여 웹사이트 방문이나 이메일링, 인터넷
정치활동 등을 인터넷 행동주의로 범주화하여 정치 참여의 또 다른 유형
으로 제안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촛불집회의 정치적 참여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조진만(2017)은 촛불집회를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다양한 노
력을 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각종 단체 등을 조직하여 자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추적한다. 그리고 시민들
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정책을 취할 경우 광장에 모여 규탄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보유한 자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도록 하게 한다. 도묘연(2017a)은 촛불집회는 비제도적인 정치참
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로서 집합적 저항행위라고 하였다. 촛불
집회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방식 중 하나인 항의집회(protest)이며, 시민
불복종의 일부인 정치적 저항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정치참여는 정부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투표 및 유세활동은 제도적 참여로, 그리고
거리의 시위나 집회, 서명운동, 파업 및 점거 활동,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가입, 불매운동 등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된다. 장우영(2018)은 국정농
단 문제를 박근혜탄핵 촛불집회라는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제도적 해결
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촛불집회가 지속된데 힘입어 대의정치
의 공간에서 국회 청문회와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 부당한 권력을 퇴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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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권력교체가 이루어졌다. 촛불집회는 항
의행동으로서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전형이다. 촛불집회는 일회성 운동으
로 소멸되지 않고 역사적 과정으로 진화하며, 촛불이라는 정치적 기표를
매개로 시민의 정치참여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중대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항의 행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
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참여는 주체적 자각에
서 비롯된 합목적적이며 공익적인 행동이다. 이재철(2017)은 촛불집회의
참여는 집회와 시위라는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인 항의의 일종으로써 시민
불복종을 표시하는 적극적인 참여라고 보았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사회
정치적 이의제기 양식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한국사회 구
성원들이 그간 쌓아온 민주적, 다원주의적 역량을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통로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불합리한 음식품
수입정책과 국가권력의 실책을 시정하려는 국민들의 사회적 응집과 공동
체 지향성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형면, 2009).
이러한 촛불집회는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지금까지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시위가 있었으며, 1987년 6·10항쟁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으며,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국정농단의 정권을 탄핵으로 멈추게 하
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하게 했다. 이러한 시위는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김욱, 2010). 그리고,
집회 및 시위 등과 같은 정치적 항의는 목표(정부, 정당 또는 정치적 반
대세력)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입법부나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촛불집회 같은 정치적 참여행위는 정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치적 항의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태에 대한 불만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에 의해 촉발되므로 정부의 대응이나 참
여자의 구성 등 일정한 환경에서는 폭력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한상익, 2019). 그래서, 정치적 항의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따
라 그 참여자의 구성과 진행과정, 영향력의 정도와 결과 등이 달라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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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 합법적 행동은 공권력의 지원이나 보장을 받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공직자들에게
현실적, 도덕적 압박을 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대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여야 하고 참여자들의 분노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이에
비해 불법적 항의는 공권력의 진압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폭
이 좁아지고 집회도 토론이나 행진보다는 경찰과의 대치를 중심으로 운
영된다. 이 경우 공직자들은 문제 해결의 압박은 크게 받지만 항의자들
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것이 불법 행위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을 의미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이런 차이점들이 크기 때문에
탈대의적 정치참여에서 합법적 참여와 불법적 참여를 나누는 유형 분류
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경우 집회를 통해 공직
자에게 압력을 가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선택을 강제하였다. 즉,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시민이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 엘리트 그리고 결정
권을 가진 사법 엘리트의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
려 했던 정치현상으로 전형적인 정치 참여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된다. 전
자는 주로 선거와 관련된 투표 및 유세활동을, 후자는 합법적이거나 혹
은 비합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리의 시위나 항의집회, 서명운동
파업 및 점거 활동,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가입, 불매운동 등의 각종 활동
을 포함한다. 제도적인 정치참여는 비제도적인 방식에 비해 참여 비용이
적고, 자발성이 적으며, 수동적이며,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특성을
가진다. 촛불집회는 다양한 비제도적 정치참여 방식 중의 하나인 항의집
회이며, 항의집회는 시민불복종의 일부인 정치적 저항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도묘연, 2017b).
일반적으로 정치참여 성격의 촛불집회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치참여 성격의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재철(2017)의 연구에서는 촛불집회를 한국사회의 항의형 정치참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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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참여를 결정한 요인이 무엇인
지 분석하고 있다. 이현우(2008)는 정치참여 유형으로 촛불집회를 정의
하고, 개인이 항의에 참여하게 유도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
적으로 기존의 질서에서 자신의 이해를 거의 얻을 수 없는 개인들이 항
의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분노수준과 항의수준 사이
에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가 주된 입장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항의
참여자들은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추동되는 전략적 행위자라고
보고 있다, 이대 개인들은 비행동, 제도화된 정치, 항의라는 크게 3가지
행위유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왜 어떤 사람들
은 비행동보다 항의방식을 택하는지 또는 제도화된 방식의 참여가 아니
라 하의 방식을 택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3) 관심사건 성격의 촛불집회
우리는 특정사건이 얼마나 관심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사건이 경쟁력 있는 사건 혹은 이슈들 사이에서 보다 중요하고 분별력
있는 안건으로서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사건이 정책변동에 확연한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답을
분석함으로써 예측해 볼 수 있다.
Kingdon(1995)은 관심사건(focusing event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하였는데, 관심사건을 세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 주
의를 불러일으키는 위기 혹은 재난, 둘째, 포착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a
powerful symbol), 셋째,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경험이 그것이다. 킹던
(2003)은 the 1963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같은
정치적 사건도 관심사건에 포함하고 있는데, 적절성을 가진 정치적 흐름
에서의 정치적 동원의 역할과 문제의 흐름 속에서 문제의 묘사를 융합시
키고 있다. Birkland(1997)는 기존의 관심사건 정의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한 임시 혹은 사후 특성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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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정의된 속성을 가진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주목을 받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잠재적 관심사건(a potential focusing event)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이것은 갑작스럽고 비교적 드문 사건으로 해로
움으로 정의되거나 잠재적으로 더 큰 미래 위해에 대한 가능성을 드러내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위해를 가하거나 현재의 잠재적 위해
를 암시하거나 한정된 지역 혹은 이익단체에 집중되거나 의사결정자와
대중이 실제적으로 동시에 사건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력
(potential)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건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대중의 관심
을 받는 사건의 속성은 학자들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고 보았다. 그러한 결정은 잠재적으로 다른 가정을 가진 활동가들에게
일련의 가정을 부과하게 되고, 어떠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
한 합리성에 대해 가정을 하게 된다. 게다가 미리 정해진 일련의 사건의
속성들은 관심집중사건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활동가들의 역할을 경시하
게 한다. 이들 역사적인 기관들은 기관 활동가와 사회운동 활동가뿐만
아니라 주류 및 사회운동 기반의 미디어에 있어서의 언론인과 편집인,
이들 모두는 논쟁의 역동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
기서는 관심집중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전
의 정의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요소를 통합하고 반면에 개념화와 이론화
를 왜곡하는 요소들을 생략하면서 다시 말해, 사건의 특성에 의해 사건
을 정의하고, 사건이 관심을 얻는 방법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심집중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격렬(intensive)하게, 실질적
(substantive)으로, 그리고 상대적로 지속적(relatively sustained)으로 받
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대중 관심의 격렬함(intensity)은 대중의 관심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을 의미하고, 가시성(visibility)과
현저함(prominence)으로 포착할 수 있다.
가시성(visibility)은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지역의 위치를 의미하고
(Koopmans & Olzak, 2004), 현저함은 사건이 발생 빈도를 말한다
(Gamson & Modigliani, 1989). 대중 관심의 실질성(substance)은 사건

- 93 -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공문제 혹은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지함(gravitas)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진지함(Gravitas)
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이상으로 공간과 시간을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 보고의 일부로써 혹은 논평이나 사설에서 사건의 의
미와 의의를 해석하는 데에서 발생한다(Kiousis, 2004). 그리고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sustained attention)(extent or duration)은 사건에 집중
되는 관심이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
며, 관심 기간(attention span)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기간
(attention span)은 사건이 보도되는 시간의 기간을 말한다(Boydstun,
Hardy & Walgrave, 2014: Downs, 1972). 그리고, Chilton(1987)과
Gamson(1992)은 사건을 비판적 담론 순간(critical discourse moment)이
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특별히 가시적인 이슈에 대해 담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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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4 관심사건에 대한 정의
선행연구

구체적 내용

대중의

관심을

격렬(intensive)하게,

실질적

(substantive)으로, 그리고 상대적로 지속적(relatively
sustained)으로 받는 사건
Alimi &
Maney(2018)

-격렬함(intensity):

가시성(visibility),

현저함

(prominence)
-실질성(substance): 진지함(gravitas)
-지속적인

관심(sustained

attention):

관심

기간

(attention span)
잠재적 관심사건(a potential focusing event): 갑작스
럽고 비교적 드문 사건으로 해로움으로 정의되거나 잠
Birkland
(1997)

재적으로 미래에 더 큰 위해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
-일반적 의미의 관심사건
-새로운 의미의 관심사건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심사
건
관심사건(focusing events) 용어 처음 사용.

Kingdon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위기 혹은 재난

(1995)

-포착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a powerful symbol)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경험

Chilton(1987)
Gamson
(1992)

사건을 비판적 담론 순간(critical discourse moment)
:특별히 가시적인 이슈에 대한 담론을 만드는 것

일부 연구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들이 관심사건이 될 것이라
고 선언한다. 이러한 주장이 9·11테러공격처럼 관심사건으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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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있는 단독 사건들(single events)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
러나 논쟁이 대상이 되는 복합적인 사건(multiple events)이 복합적인 관
심사건(multiple focusing events)을 포함할 것이라는 상황속에서 선택된
경우라면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Wagner(2007)는 복합적인 관
심사건으로 캐나다의 고형 쓰레기 처리 분쟁을 선정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디어 연구를 인용하였다. Morris(2000)는 미국시민운동의 궤적과
결과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건이 중요
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McAdam & Sewell(2001)의 의견
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 두 연구에서 the Montgomery bus boycott에
대해서는

관심사건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Morris는

McAdam

&

Sewell이 선택한 the 1963 march on Washington이 관심사건이라는 것
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신 the Birmingham confrontation of 1963 사건을
관심사건으로 선택했다.

Alimi & Maney(2018)는 기존 연구에서 논쟁

적인 사건이 대중의 관심과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보편적인 가정에도 불
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
고, 보도속성에 기반한 방법(a coverage attribute-based method)을 적용
하여 관심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인티
파다(intifada) 동안에 이스라엘-유대인, 유대인 정착민, 팔레스타인에 의
한 발생된 논쟁적인 신문 사건보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사건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과 소수 집
단 내부의 동원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에 있어서 이론적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이론적·정치적 성향은 대중 관심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한 사건들은 역사적 활동가들이 실제로 논쟁
적인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중요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어떠한 이유를
위해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앞서 언
급했듯이 역사적 기관들(agents)은 제도적 활동가 및 사회운동가뿐만 아
니라 논쟁적인 의미 결정의 역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
인과 편집자들도 포함된다(Alimi & Maney, 2018).
Kingdon(2003) 안건변동은(agenda change) 크게 두 가지 현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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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첫째, 문제의 존재유무와 정도에 대해서, 행동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논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표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둘째, 관심과 잠재적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관심사건
또는 정책시스템의 갑작스러운 쇼크(sudden shocks) 등이 발생했을 때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관심사건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결
정가와 대중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하
시키는 것처럼 복잡한 의사결정 조직에 있어서 의제설정과정을 구조화하
는데 도움을 준다. 관심사건은 많은 논쟁이 제시되는 긴급하고 상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 실패를 보여주고, 변화지향적 권력을 논의
할 필요한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당면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빠른 정
책변동을 제시해 준다. 관심사건 역시 전형적 사건일뿐이며, 현재 시스템
통제하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변동이 필요없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건은 정책변
동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사건에 관심있는 대중들 사이에 아이디어
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 관심사건은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영향력있고 권력있는 활동가들이
사건을 통해서 정책변동의 갈등속으로 들어가는 경향성이 증가되기 때문
이다. Kingdon에게 있어 관심사건은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작은 압력
(little push)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사건은 하나의 장소와 하
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때 의제설정의 힘이 보다 증가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예를 들어, 200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하나의 비행기 사고가 각각 한
명에게서 발생하는 200개의 사건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한 장
소에서 일어나는 큰 테러공격이 수백개의 조그만 테러사건보다 더 큰 관
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Kingdon은 갑작스런 사건
(sudden events)은 의제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기간에 단순히 모든 것을
대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Kingdon(2003)은
관심사건은 다양하고 미묘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권력 상징의 발생과 확
산(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a powerful symbol)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강화된 행동이라고 보았다. 이때 상징이 사건 그 자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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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면 상징은 힘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상징은 그 자체만으
로도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공유된 해석은 사건 그 자체와
그와 관련된 담론들로 인해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의 전
달은 상징이 특별히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관심정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irkland & Lawrnece, 2002).
Yeo & Knox(2019)은 어떤 정책영역은 관심사건으로 더 적절하게 설
명할 수 있는데,

9·11 테러사건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재난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재난사건들은 상당한 기간 동
안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다양한 정책의 창을 열리게 했으며, 정책
실패의 증거를 보여주고, 미국의 위기관리제도 및 정책을 극적으로 변화
시켰다. 결국 정책변동은 인재 혹은 자연적 재해에 대한 의회의 반응을
재구조화시켰고, 위기관리 방식을 명령과 통제시스템에서 모든 위해요소
에 대한 접근시스템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모든 정부수준에서 전반적
인 위험 완화, 비상관리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재난 사
건들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때 매스
미디어는 위기관리 분야에 관한 비판적 담론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디어는 시민과 정부가 위험과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인지해야 할지, 그리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Santos & Aguirre, 2007). 학자들은 대중매체
(국가·지방 매체)의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Hurricane Katrina,
the Japanese earthquake and tsunami 같은 인재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보도를 연구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관심사건에 대한 프레임 구조, 국
가·지방 매체의 보도 내용 차이, 지방 매체의 보도들간의 차이를 분석하
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대중 관심의 흐름에 대
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재해 관리와 재해 관련 정책의 적절성에 있어 대
중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대중의 관심은 구글 트랜드의
타임 시리즈인 Search Volume Index(SVI)를 가지고 측정하였는데,
2016년 루이지애나 홍수에 대한 SVI 트렌드를 미국내 다양한 크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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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그리고 범위를 가지 다른 재해들의 트렌드와 비교하였다. 2016년 루
이지애나 홍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다른 국가적 재난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더 빨리 형성되었고 성숙하였다. 그러나 홍수라는 재난 자체는 국
가적 수준에서 시민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일반적으로 정책변동은 일
반적으로 점증적으로 일어나지만, 재해를 포함한 관심사건은 정책을 단
절시키고 정책에 큰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재난이 관심사건일 수 있지만 모든 재난이 관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난의 정도가 극단적일수록, 정책학습과 정책변동을 촉진
시키는데, 관심사건이 체계적 결함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심지
어 관심사건으로써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극단적인 재난들조차도 정책변
동 혹은 정부 프로그램 변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즉각적인 영향
력을 받는 지역 밖으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Yeo & Knox, 2019)
Birkland & Warnement(2017)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9·11테러 사건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세계 재정위기 사
태 등도 대중의 관심을 강하게 유발하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로부터 어
떻게 피해를 경감시키고 반응하고 회복할지에 대해서 혹은 금융위기로부
터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의미하는 관심사건(focusing events)의
의제설정(agenda-setting)

특징과

이들이

입법적·규제적

정책변동

(legislative and regulatory policy change)에 있어서의 잠재적 효과를 살
펴보려고 한다. 논문에서는 민간항공 규제(civil aviation regulation) 사례
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관심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정책
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구조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민간항공
규제에 있어 관심사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증적으로 적용시키고, 그리
고 관심사건에 위험 기반적 설명(risk-based explanation)을 부가한다.
관심사건은 어떠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어떤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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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정과정은 관심사건 이전에 묵시적으로 내포된 이슈, 문제, 아이디어
등을 가려내는 제도적 필터(institutional filter)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김향미·이삼열(2015)은 야간옥회집회를 초점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
을 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따라서 야간옥외 집회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초점사건으로서

특별한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된다면,

Birkland가 제시한 유형 중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건유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Birkland(1997)는 정책과정에 초점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면서 초점사건의 세 가지 유형
을 제시했다. 첫째로 일반적인 의미의 초점사건이 있다. 기술이 복잡한
탓에, 또는 일상에 허용되는 위험영역(risk area)인 탓에 언젠가는 큰 위
험이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경우이다. 기름유출이나 원전사고 같은 인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이 해당된다. 둘째, 새로운 의미의 초점사건이
있다. 기술과 사회의 변하로 인해 이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던 사건
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새로 개발된 약이 부작용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수학여행 버스라 어린 학생들이 다수 사망하면서 이슈화되는
경우, 클린턴의 성추문 같은 정치적 스캔들, 그리고 조두순 사건 같은 잔
혹범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집회라는 점에서는 일상적이나 ‘야
간’에 열린다는 점에서 당시의 집시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어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두번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주제 또는
양식으로 연달아 다수의 야간옥외집회가 열린다면, 이 야간옥외집회는
그 자체로 사회의 하위 집단, 예컨대 법조계와 같은 집단이 지닌 문화인
지에 보다 강한 영향을 끼치는 초점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

고 Walker & Waterman(2008)은 선거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심사건(focusing events)으로써 작동하며, Kessel(1980)은
투표 행위에 대한 세 가지 특징으로 돌출(salience), 열혈지지자(partisan
valence), 중요도(important)를 가지는 투표행위가 관심사건으로써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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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았다.
이밖에 선행연구에서 관심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단독사건들
(single

events)에는

대표적으로

9·11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the

deepwater horizon 오일 유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2016년 루이지애나
홍수, 2008년 세계 재정위기 등을 있다. 그밖에도 선거(Walker &
Waterman, 2008), 캐나다의 고형 쓰레기 처리 분쟁(Wagner, 2007), 미
국 시민운동(Morris, 2000), the Montgomery bus boycott(Morris, 2000;
Mcadam & Swell, 2001), the 1963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Kingdon, 2003; Mcadam & Swell, 2001), the Birmingham
confrontation of 1963(Mcadam & Swell, 2001; Morris, 2000), the
Three Mile Island of 1979, the sulfanilamide of 1938, the civil aviation
regulation(Birkland & Warnement, 2017), the Rodney King(Kingdon,
1995), 클린턴의 성추문 같은 정치적 스캔들, 조두순 사건 같은 잔혹범
죄, 수학버스 대형사고(김향미·이삼열, 2015) 등을 관심사건으로 판단하
고, 이러한 관심사건이 어떠한 정책변동이라는 산출물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중저항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는 집회라는 점
에서는 일상적이나 ‘촛불’을 가지고 집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평화적 상징
이 되어 이슈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한두번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주제 또는 양식으로 예를 들어, 서울광장 혹은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 주
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촛불집회가 열
린다면, 이 촛불집회는 그 자체로 사회전체, 예컨대 정부, 국회, 시민 등
과 같은 집단에 보다 강한 영향을 끼치는 관심사건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촛불집회를 격렬함(intensity), 실질성(substance),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sustained attention)(extent or duration) 측면에서 살펴보면, 촛불
집회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장소적 가시성과 촛불이
라는 도구적 가시성을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격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앙일간지에서 논평이나 사설, 기
획보도 등으로 촛불집회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실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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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촛불집회의 경우 대중매체에서 일회성의 기
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의 시작,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상
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으
로써 관심사건이 될 수 있다.

표2-2-5 관심집중사건의 사례
사례명

선행연구

the civil aviation regulation
he Three Mile Island of 1979

Birkland & Warnement, 2017

the sulfanilamide of 1938
선거

Walker & Waterman(2008)

고형 쓰레기 처리 분쟁

Wagner(2007)

시민운동

Morris(2000)
Morris(2000)

the Montgomery bus boycott

Mcadam & Swell(2001)

the 1963 march on Washington Kingdon(2003)
for Jobs and Freedom

Mcadam & Swell(2001)

the Birmingham confrontation of Mcadam & Swell(2001)
1963

Morris(2000)

클린턴의 성추문 같은 정치적 스
캔들
조두순 사건 같은 잔혹범죄

김향미·이삼열(2015)

수학버스 대형사고

- 102 -

제 3 장 분석모형의 설정
제 1 절 이 논문의 관점
정부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거
쳐 정책이라는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때 정책은 정책의제를 형성하
고 정책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정책은 현장에서
집행되고 이후 정책평가과정을 통해 마무리 되거나 새로운 정책변동으로
피드백 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스스로 혹은 시민들이 정책문제를 새
로운 관점으로 인식하거나 이전에 없었던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지금껏
작동하고 있던 기존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
변동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상황적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껏 정책변동의 영역은 정부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의 변
화에 따라 정책목표나 정책수단 등을 변화시켜 정책 자체의 목표 실현정
도와 문제 해결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정책변동은 정
부에 의해 혹은 국회의원 등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주
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시민들이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 등과
같은 제도적 주민참여 방법을 통해서 또는 촛불집회 같은 비제도적 대중
저항운동을 통해서 기존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무산시키거나 혹은 변동
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왜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에 실패하는
가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이다. 지금껏 정책변동 분야의 연구는 정책변동 성공사례 혹은 실패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을 정책변동이론에서 말하는 변수들로 설명함으로
써 정책변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정책변동을 이론모형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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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개념과 구조에 맞춰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책변동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역추적하는 작업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책변동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왜 정책변동이 일어
나는지, 왜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특히
나라마다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이 다른 상황에서 한국적
맥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책변동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는 대중저항운동의 또 다른 행태로 촛불집
회라는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통해서 정부
의 기존정책에 저항하고, 현실적 필요에 대한 요구를 한다. 그리고 기존
의 정부정책이 부적절하기에 국민적 요구에 맞춰 새로운 정책으로 변경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국민들의 요구에 나름대로
의 국가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적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대중저
항운동인 촛불집회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적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새
로운 정책으로의 변동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사회에
있어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을 이끄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 다시 말해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가
한국적 맥락의 정책변동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우리사회의 정책변동 요
인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현상적인 측면에서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을 초래한다고 말하
고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
고,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인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떠한 요인들이 정
책변동을 초래하는지, 시민들은 정책변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가 정책변동 요
인으로 작동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촛불집회의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
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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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틀의 주요 측면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은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책학습과 외적 사건
에 대해 정책적 신념을 공유하는 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Meijerink, 2005). 옹호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의 환경적 맥락에 해당하는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안정적인 외적변수: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자연자원의 기본적 분포, 근본적인 사회문화가치 및 사회구조, 기
본적 법적 구조, 역동적인 외적변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
화, 지배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와 정책
하위체계인 정책옹호집단(policy advocacy coalition), 신념체계(belief
systems),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정책학습(policy learning)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옹호집단은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이익집단의 지도
자,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정책과정에 더 큰 영향력
을 획득을 위한 자원동원을 위해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Nohrstedt &
Weible, 2010). 옹호연합모형에 따르면 정책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적 위기 같은 외적 사건(external shock)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지적 공동체적 접근(the epistemic community approach)에서
정책변동은 문제의 불확실성에서 촉발된다고 보았다(Meijerink, 2005).
Giugni(2004)는 책에서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저항운동, 정치적 동맹,
여론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책변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촛불집
회가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단계로 정
치적 변수 혹은 여론 변수 등이 매개변수로 작동하여 촛불집회의 요구사
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변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간접효과 모델(Indircet-effect model)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안적 관점으로 Giugni(2004)는 복합효과 모델(the joint-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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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저항운동
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수 등과 같
은 외적변수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중저항운
동인 촛불집회가 권력자(집권층)로 하여금 정책변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
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의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가지고 있거나 우호적
여론을 복합적 또는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와 정치적 동맹 같은 정치적 변수
와 여론 변수와의 결합이 단계적 결합이 아닌 복합적·동시적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3-2-1 정책변동에 있어 대중저항운동의 영향에 대한 단순모형
t0

대중저항운동
(촛불집회)

여론
t1
새로운 정책

정치적 동맹
문제유형

* Giugni(2004)의 A Simple Model for impact of Social Movements on Public
Policy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그리고 책에서는 정책변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유형
(예를 들어, 요구사항의 실행 가능성 요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Giugni, 2004). 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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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요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교정책과
같은 정책은 당국자들이 덜 자율적이고 행동의 여지도 매우 좁다. 외교
정책의 경우 국제적 요인이 내부 결정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
째, 특정 이슈 및 정책을 목표로 하는 도전들은 당국자들에 좀 더 심각
한 위협을 제공한다. 특히 집회 및 시위활동이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와
관련 있을 때는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이슈 유형들을
각각 “정부핵심(high profile)”, “정부일반(low profile)”로 표현할 수 있
다(Kriesi, 1995). 이슈 혹은 정책 위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련
된 자원의 양(the amount of material resources involved), 걸려있는 권
력의

정도(the

power

at

stake),

선거와의

관련성(the

electoral

relevance), 국익에 도전하는 정도(the extent to which the "national
interest" is challenged(Duyvendark, 1995; Kriesi, 1995) 등이다.
따라서 이슈 유형(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는 자율성(autonomy) 측면
에서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으로, 위협(threat) 측면에서 정부핵심(high
profile)과 정부일반(low profil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운동 집회(국내정책 & 정부일반(low profile))는 여론에 영향을 강력하
게 미칠 수 있는 있는 결합이슈(valence issue: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성질의 이슈 및 사회문제)이고, 평화운동 집회(외교정책 & 정부핵
심(high profile))는 가장 변동이 어려운 정책분야이다. 그리고 반핵운동
집회는 국내정책이면서 정부핵심(high profile) 이슈이며,

공동체운동 집

회는 외교정책이면서 정부일반(low profile) 이슈이다. 이들 사례들 중에
서 환경운동 집회는 정책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그 다음이 반핵운동 집회, 그 다음이 평화운동 집회 순서이다.
집회 및 시위활동가들과 이슈의 유형(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한 결과, 정치적 동맹과 여
론 변수는 국내정책/정부일반 이슈에서 외교정책/정부핵심 이슈로 옮겨
감에 따라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해, 외교정책/정부핵심 이슈에서 정치적 동맹과 여론 변수가 정책변동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평화운동 집회처럼 외교정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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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핵심 이슈일수록 정치적, 대중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해서 정책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권내의 정치적 동맹뿐만 아니라 우호적 여론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환경운동 집회같이 국내정책/정부일
반에 가까운 이슈일수록 이러한 강력한 정치적·대중적 지지가 없더라도
집회 및 시위활동만으로도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그림3-2-2 이슈의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
위협(Treat) 4)
정부핵심이슈5)

정부일반이슈

(High- profile issue)

(Low profile issue)

국내정책
반핵운동 집회

환경운동 집회

평화운동 집회

(공동체운동 집회)

자율성 6)
(Autonomy)
외교정책
4) 여기서 의미하는 위협이라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활동으로
부터 받는 압박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 등과 같이 특정
이슈나 정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회 및 시위활동은 정부입장에서는 큰 위협으
로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과 같은 정부핵심 사업과
관련한 촛불집회는 정부입장에서 큰 위협으로 작동하게 된다.
5) High profile issue에 대한 번역은 높은 관심 이슈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수 있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관심 이슈라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되는
높은 관심이슈가 아니라, 정부입장에서 판단하는 높은 관심 이슈를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정부입장에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는 정부차원
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슈이며 이는 곧 정부입장에서 볼 때 큰 압박이
자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높은 관심이슈라는 표현은 정부입장과
시민입장에 따라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집회 및 시위에서 다루어
지는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 다시 말해, 정부핵심이슈, 정부일반이슈로 표현하고
자 한다.
6) 여기서 의미하는 자율성은 정부가 대중저항운동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
존정책을 변동하는데 있어 국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국내적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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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ugni(2004)의 The Varying Viability of Claims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제 3 절 분석틀의 설정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기존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새로운 정책
으로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명하면, 그 구성요
소는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 외부환경,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촛불집회,
정책문제의 유형, 정책방어기제, 정책변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기존정책
본 논문에서 기존정책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책맥락이 달라지면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이 떨어진, 현재 문제가 되면서 집행되고 있는 정책내용을 의미한다(강
은숙, 2000). 둘째, 정부의 특정정책, 사업, 법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시행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공식적 발표행위를 동반된 최초의 정책내용
을 말한다. 기존정책은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 그리고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 변수와 복합적·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으로의 변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정책이 정책대상 집단에게 경제적·사회적
으로 큰 손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정책대상 집단에게 기존정책으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여된 정책방어기제를 작동
시켜 정책변동을 발생시킨다. 정부발표 등과 같은 최초의 정책내용에 해
당하는 기존정책에는 과천 주암동 기무사이전 결정, 평택 미군재배치 결
정, 내신등급제 실시, 일제고사 실시 등과 같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현
재 문제가 되면서 집행되는 기존정책에는 SSM규제정책, 의사상자정책,
국민연금관리정책, 산업안전정책, 특성화고 현장실습정책 등이 있다.

2. 외부환경
외부환경이란 외부의 맥락변수로서 정책이 결정되는 환경적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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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여기서는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에서 말하는 외적변수
중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외적변수에 해당하는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역동적인 외적변수에 해당하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
책결정 및 영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때 안정적인 외적변수들은 변화
의 속도가 매우 늦고 변화의 범위 또한 제한적인 반면, 역동적인 외적변
수는 정책하위체제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장지호, 2004; 양
승일 2004에서 재인용).

3. 정치적 변수
정치적 변수에는 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중
개자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적 행위자에는 일정한 정책영역 내에서 신
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끼리 서로 뭉치는 이해당사자를 의미하며, 기존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과 기존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인 가치, 정책에 대한 인과적 인식, 정책수단
에의 동의와 같은 중요한 신념체계를 공유한다(양승일, 2004). 이때 정책
대상집단 사이에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함께 이해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가짐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이해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신념집단을 형성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더 강한 신념체계를 형성한 집단이 상대
적으로 힘이 약한 신념체계집단을 제압함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신념을 가진 집단이 서로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
을 가진다면, 정책은 좀처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정책
중개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정부기관 및 그 안에 포함된 구성
원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제도 및 정책의 규칙,
예산, 인사 등을 조정하려는 행위자이다. 정책중개자에 관한 메타분석 연
구에서는 정책중개자로 정책결정관계자, NGO뿐만 아니라 시민, 전문가,
협의체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서인석·조일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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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론변수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변수에 해
당하는 여론(public opinion)변수는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잠재적 변수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Burstein, 2010; Soroka & Wlezien, 2009). 이때, 여
론변수는 특정 정책 제안(specific policy proposals)에 대한 대중의 의견
으로 측정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이슈(issues related to policies)에 대한
대중의 의견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적인 이슈(a multi-issue
index)에 대한 대중의 의견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론변수는 언
론매체의 주도 하에 변화정도가 나타난다. 정책변동과정에 있어 초기단
계부터 이후 진행과정 사이에 나타나는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의 견해를
소개하거나 정책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성 및 반대의 비율, 찬성집단
및 반대집단 등의 입장 변화 등을 보도하고, 때로는 고발적 성격의 부정
적 언론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을 형성하게 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개선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책변동을 이끌게 된다.

5. 촛불집회
Giugni(2004)는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저항운동,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책변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
는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
수 등과 같은 외적변수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촛불집회가 권력자(집권층)로 하여금 정책변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
해서는 제도권 내의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가지고 있거나 우호적 여론을
복합적 또는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
다. 이는 촛불집회와 정치적 동맹 같은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수와의 결
합이 단계적 결합이 아닌 복합적·동시적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결합효과 모델(the joint-effect model)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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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경우 촛불
집회가 가진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지도
분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촛불집회는 세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촛불집회 발생시점, 촛불집회의 계속성과 반복성, 촛불집회의 자발적
참여성이 그것이다. 촛불집회가 정부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시작한다면 정
책변동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반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현실적
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는 결정일 될 수 있다. 촛불집회의 계속
성과 반복성은 촛불집회가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열리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촛불집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기존정책의 변동을 유도하려는 정책
대상 집단의 꾸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지속적
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변동이 좀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촛불집회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정책변동에 좀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난다
면 이는 기존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장기간의 촛불집회는 정부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기존정책의 변동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자발적 참여자의 개념은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자발적
참여자의 규정을 애매하게 하여, 어떤 참가자들이 자발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조직적으로 동원된
집회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자발적 참가자로 규정하였다. 오
늘날까지도 우리사회의 많은 집회 및 시위는 깃발과 조끼 그리고 머리띠
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특정정책과 관련된 주민들을 이해관
계를 해결하기 보다는 기존정책으로부터 파생되는 이념적 투쟁에 좀 더
주안점을 두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사회가 소박한 촛불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강력한 깃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
서 촛불집회에서 현실적 요구와 이념적 요구와의 차이로 인해 결국 두
노선이 분리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평택 미군재배치 촛불집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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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자발적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주
도세력이 이후에 각각 별도의 집회를 마련하기도 하고, 때론 처음부터
기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경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예, 대한
항공 갑질반대 촛불집회, 아시아나 부실경영 촛불집회), 만약 시민사회단
체와 함께 한다하더라도 그들이 집회의 주도자가 아니라 단지 질서 유지
인으로만 존재하였다(예, 2016년-2017년 박근혜 탄핵집회). 그래서 촛불
집회에서 가장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참가자가 누구인가라는 부
분이다.

6. 정책문제의 유형
정책문제의 유형은 요구사항의 실행 가능성을 말한다(Giugni, 2004).
이슈 유형(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은 자율성(autonomy) 측면에서 외교
정책과 국내정책으로, 위협(threat) 측면에서 정부핵심(high profile)과
정부일반(low profil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책문제 유형을 매트릭스
형태로 구분하면 국내정책/정부일반 이슈, 국내정책/정부핵심 이슈, 외교
정책/정부일반 이슈, 외교정책/정부핵심 이슈 등과 같이 총 4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여기서 국내정책 & 정부일반 이슈에 해당하는 환경운동 집회유형은
여론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있는 결합이슈(valence issue: 사
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성질의 이슈 및 사회문제)이고, 외교정책
& 정부핵심 이슈에 해당하는 평화운동 집회유형은 가장 변동이 어려운
정책 분야이다. 그리고 반핵운동 집회유형은 국내정책이면서 정부핵심
이슈이며, 공동체운동 집회유형은 외교정책이면서 정부일반 이슈이다. 이
들 사례들 중에서 환경운동 집회유형이 정책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가
장 높은 분야이다. 그 다음이 반핵운동 집회유형, 그 다음이 평화운동 집
회유형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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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 이슈유형에 따른 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 구조
위협(Treat)
정부핵심이슈

정부일반이슈

(High- profile issue)

(Low profile issue)

국내정책

-

+

---

--

자율성
(Autonomy)

외교정책
* Giugni(2004)의 The Varying Viability of Claims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 (+), (-)의 표현은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부호화한 것임. (+)은 정책변동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은 정책변동이 쉽지 않음을
의미함. 음의 숫자가 많을수록 정책변동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
타냄.

7. 정책방어기제
정책방어기제는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대
상 집단의 제도적 행위전략이다. 일반시민들이 청원, 주민투표, 직접청구,
주민소환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변동을 촉구하거나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화장장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정부가 주도하려는 시도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
이 반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주도하는 자치단체장의 소환절차를
밟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부안방폐장 건립 반대 사례에서의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건립이라는 기존정책을 무산시키기도 하였다. 미국의 주정

- 114 -

부에서도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변동을 저지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
에 회부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결되어
캘리포니아의 재정적자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시민에 의한 정책
변동 저지의 사례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과 같
은 제도적 행위전략은 정부의 기존정책이 국가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특정집단 또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때 주로 작동하게 된다.

8. 정책변동

기존정책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정치적변수·여론변수·촛불집회변
수가 복합적·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하고, 이후 정책문제유형과 정책
방어기제 과정을 거쳐 변화를 가진 정책을 말한다. 정책변동의 내용은
정책변동 방법과 정책변동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책변동 유형은
정책주체자의 입장과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책변동을 정책주체자의 입장에서 정책변동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정책변동의 수준은 정책변동 없음, 정책내용 변동, 정책 패
러다임 변동으로 구분한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과 제도 등이 채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법의 제정 혹은 기존
법령에 있다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
히 법 제정 및 새로운 규정 신설이 기존의 법과 제도를 단순히 강화하는
수준인 경우에는 패러다임 변동이 아니라 정책내용의 변동으로 판단하였
다. 그리고 정책변동에 있어서 단순히 공사착공 시기의 연기, 중단, 지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정책변동의 판단 시점은 정책 순환적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기존정
책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변화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정책은 집행 중인 당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간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동일 성격의 유사사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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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정책주체자는 정책 순환적 과정에서 기존정책에
서 정책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정책변동을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의 실현 및 목표달
성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정책변동의 수준은 목표완전달성, 목표
부분달성, 목표미달성으로 구분한다. 이때, 완전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종
결, 정책취소로 구분하였다. 정책혁신은 새로운 제도 및 정책으로 변화한
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책종결은 지금까지 집행했던 기존정책이 없어진
다는 것을 말한다. 정책취소는 정부정책이 결정단계에 있어서 결정되었
다 하더라고 아직 실행되기 전에 백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변동
은 정책성격 및 집행내용 등과 관계없이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변
동없음은 공사지연 및 중단 등과 같은 단순히 시간적 지연 등이 발생하
였을 뿐 기존정책 내용이 변함없이 그대로 집행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여기서 정책변동의 판단기간은 당일 사례의 시작과 종료시점까지로 본
다. 예를 들어, 기존정책이 정책집행 과정 중에 여러 요인들에 의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변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당해 사례에
적용되지 않고 이후에 동일 성격의 사례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였다. 이를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여 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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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2 정책주체자/정책대상자를 고려한 정책변동 유형

결국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요인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가
를 밝히는데 있는 것이기에 선정된 정책변동 사례에서 기존 정책변동 연
구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외부환경(문제영역이 기본적 속성, 하위체
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 등), 정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중개자), 여론변수 등과 같은 정책변동 요인이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적 맥
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촛불집회(촛불집회 발생시점, 촛불집회의 지속성
과 반복성, 촛불집회의 자발적 참가성), 정책방어기제(주민투표, 주민소
환 등) 등과 같은 요인이 정책변동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하
고자 한다. 그리고 Giugni( 2004)가 강조한 정책문제의 유형 등이 실제
정책변동 사례분석에서 정책변동 요인으로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요인 작동하는
경우 촛불집회가 가진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동력으로 작
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틀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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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3 연구 분석틀

*이때 실선으로 표시된 정책방어기제는 분석대상에 따라 존재여부 및 작동여부
가 가변적일 수 있음.

제 4 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는데 반해, 어떤 정책은 정
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정책변동 사례에서 정책변동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기존정
책이 정책대상 집단과 갈등관계를 유발하여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때 기존정책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구체화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변동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기존정책이 새로운 정책으로 정책변동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떠한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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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정책과 정책대상 집
단 사이의 갈등관계에서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를 통해서 기존정책의
변동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책변동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29년 동안 우리나라에
서 발생한 전체 촛불집회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1990년부터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우리나라 촛불
집회의 시작이 무엇이냐고 언급할 경우 1992년 하이텔 유료화 정책에 대
한 반대로 일어난 촛불집회를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기에 가능하면 연
구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시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초기 촛불집회 사례
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언론재단 및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
선일보 등의 중앙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 1990년부터 제공되기에 관련자료 확보의 용이성을 높이려
하였다.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www.bigkinds.or.kr)에서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검색방법은
검색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사 제목에 대
해서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어로 촛불시위, 촛불집회, 촛불문화제, 촛불항
쟁, 촛불혁명 각각을 설정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대상 언론사는 11
개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
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언론재단에 신문기사 정보 공유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그 이전 신문
기자에 대해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아일보
(www.donga.com),

조선일보(www.chosun.com),

중앙일보

(joongang.joins.com)에서 보도된 촛불집회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은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인 빅카인즈에서 했던 동일한 검색조건으로 각각
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검색된 신문
기사는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지면 신문기사만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 119 -

1차적으로 수집된 신문기사들 중 국제뉴스 항목에 소개된 외국에서 일어
난 촛불집회, 촛불집회를 계획하였다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개최되지 않는 촛불집회, 다른 사건에서 명칭만 단순 언급된 촛불집회,
그리고 중복된 기사내용의 촛불집회 등을 제거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사를 위한 정제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신문기사 수는 총 2,374개
이며, 이들을 촛불집회의 개최목적 및 요구사항 등을 기준으로 총 91개
신문기사 사례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91개 사례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할 표본을 다시 선정하였다. 이때의 선정기준
은 ① 기존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주체가 모두 정부 및 공공부문에 해당
할 것, ② 기존정책의 변동과 관련한 이해관계 집단이 정책주체자에 해
당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과 정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주민과의 관계일 것,
③ 촛불집회의 개최 목적 및 요구사항 등이 정부정책과 관련성을 가질
것, ④ 특정사안에 대한 단순 추모적이거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례는
제외할 것, ⑤ 촛불집회를 통한 요구사항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등이며, 이러한 조
건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할 표본 12개를 다시 선정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정책변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군 91개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촛불집회의 기본
적인 요소인 발생시기, 사례의 성격, 언론사, 촛불집회의 참여성에 해당
하는 항목인 시민참여 자발성, 정부 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촛불집회의 사건성에 해당하는 위기사건의 존재, 참여자의 보편성, 규모
성, 장기성, 전국성, 외적환경에 해당하는 정치적 변수 및 여론 변수 등
에 대해 코딩작업을 하였다.

2. 연구방법

일반적으로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는 단일사례 혹은 2-3개 정도의 사
례를 정책변동 이론모형에 대입하여, 이론모형에서 언급된 정책변동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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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정책변동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연
구방법은 기존의 이론모형에서 언급한 개념과 구조를 가지고 정책변동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기존정책의 변동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한국적 맥
락의 기본구조 및 개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비교
적 짧은 시간범위의 제한 속에서 특정시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함으
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양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변동 요인들을 이론모형 혹은 문헌자료에만 의존함으로
써, 정책변동 현상에 대한 현실적·동태적 설명이 부족하고, 각각의 정책
변동 요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을 실행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개별사례마다의 특수성에 기반한 분석결과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반면에 개별사례에서 나타나는
정책변동 현상을 비교적 심도 깊게 분석 가능함으로써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는데 반해, 어떤 정책은
정책변동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정책변동 사례에서 정책변동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정
책이 정책대상 집단과 갈등관계를 유발하여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를
발생시키는 경우, 촛불집회를 비롯한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변동 요인으
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기존의 이론모형에서 언급된 이
론변수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요인들의 존재도 확
인하고자 한다. 끝으로,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요인으로 작동한다면, 촛불
집회가 가진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91개 사례집단에서 선정된 12개의 사례에 대해서 사례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사례분석의 기준은 기존 정책변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외부환경(문제영역이 기본적 속성, 하위체제로부터
의 정책결정 및 영향 등), 정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
의 상호작용, 정책중개자), 여론변수 등과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
는 촛불집회(참여성, 사건성), 정책방어기제(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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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촛불집회같은 대중저항운동을 동반한 정책
변동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촛불
집회 변수가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와 복합적·동시적 결합을 통해 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Giugni( 2004)가 강조
한 정책문제의 유형과 정책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문제 유형과
다른 변동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한다. 끝으로 촛불집회가 정책
변동요인 작동하는 경우 촛불집회가 가진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을 초
래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책변동 사례의 정책
변동 요인을 이론적 변수와 한국적 맥락변수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특히 기존정책과 정책대상 집단간에 갈등관계가 발생하여 촛
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변동
요인으로 작동하고, 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을 의미하는 새로운 정책이
어떠한 정책변동 유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논리를 도
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정책문제의 유형에 따른 정책변동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정책문제의 유형이 그 성질로 인해 정책변
동이 방해받게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등과 같은 다른 변
동변수와 결합함으로써 정책변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 199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정책변동 사
례의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단위를 기사제목에 촛불집회
(촛불시위, 촛불문화제, 촛불항쟁, 촛불혁명을 모두를 포함함.)라는 단어
를 포함한 신문기사 각각을 사례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변동
사례는 기존정책과 정책대상 집단사이에 갈등관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
해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주
체자인 정부의 의해 정책변동의 시도가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사례란 특정시기에 특정장소에 발생한 촛불집회에 대해서 11개 중앙일간
지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한 기사 한 건으로서의 촛불집회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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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더 큰 규모의 사례군의 일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례와 관련
되지 않은 완전히 독자적인 것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신문기사의 총 수는 2,374건이다.
둘째, 정책변동 과정에서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한 사례
에서 정책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군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
였다. 사례군이란 공통된 목적을 갖고 발생한 일련의 연관된 신문기사들
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촛불집회의 사례군을 다음과 같이 조작
화하였다. 먼저, 촛불집회가 일정 기간동안 여러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집
회의 주도집단의 성격과 집회의 요구내용이 동일한 때, 둘째, 촛불집회의
주도집단은 같지 않으나 집회의 요구내용과 요구방법이 같을 때, 셋째,
오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만 주도집단, 집회의 요구내용 등이 동일할
때, 넷째, 집회의 요구내용, 요구방법 등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기사일 경우 이들 촛불집회 기사는 하나의 사례군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374건의 신문기사 사례는 91개의 촛불집회 사례군으로 재
분류되었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앞서 언급된 기준(①
기존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주체가 모두 정부 및 공공부문에 해당할 것,
② 기존정책의 변동과 관련한 이해관계 집단이 정책주체자에 해당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과 정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주민과의 관계일 것, ③ 촛
불집회의 개최 목적 및 요구사항 등이 정부정책과 관련성을 가질 것, ④
특정사안에 대한 단순 추모적 성격인 경우를 제외할 것, ⑤ 촛불집회를
통한 요구사항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에 따라 12개의 사례군으로 다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2개 사례군에 대해서 기존 정책변동 연구에서 일반적으
로 언급되는 외부환경(문제영역이 기본적 속성,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
결정 및 영향 등), 정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
작용, 정책중개자), 여론변수 등과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촛불
집회(참여성, 사건성), 정책방어기제(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등을 기준
으로 정책변동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Giugni(2004)가 강조한 정책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변동의 결과, 예를 들어 쉽게 정책변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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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는지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였다. 끝으로,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경우 촛불집회가 가지는 어떠한 성
격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동력으로 작용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촛불집회의 성격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구분하고, 정책변동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때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설정하
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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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중저항운동과 정책변동 사례분석
제 1 절 대중저항운동에 관한 일반 현황
본 연구를 위해 정책변동 사례를 수집하였다. 최근 대중저항운동인 촛
불집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변동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정책변
동과정에서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한 정책사례가 우리사회
의 중요한 정책변동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기존정책과 정책대상 집단
간에 갈등상황이 발생하면서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된 정책
변동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에
서 11개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
보, 서울신문, 세계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기사
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신문사 홈페이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검
색어는 신문기사에 대한 형태소 분석으로 제목에 한정하여 촛불시위, 촛
불집회, 촛불항쟁, 촛불혁명, 촛불문화제로, 검색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
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29년간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
색된 결과내용에 대해서 중복기사 및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 비유적 표
현을 위해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는 등의 정제된 작업을 통해서 총
2,374개의 신문기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개별 신문
기사 2,374개의 대한 일반적인 현황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저항운동 사례에 관한 일반 현황
정부의 기존정책과 정책대상 집단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대중
저항운동에 관해서, 특히 ‘촛불’이라는 상징적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 중
앙일간지에서는 이러한 대중저항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칭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에 대해서 신문기사 제목에서는 촛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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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촛불집회, 촛불항쟁, 촛불혁명, 촛불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저항운동에 대해서 촛불집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가 1,754건으로 분석대상인 신문기사의 73.9%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촛불’이라는 상징적 도
구를 사용하는 대중저항운동에 대한 대표적 명칭으로 촛불집회를 사용하
기로 한다.

표4-1-1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이 명칭사용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촛불시위

414

17.4

촛불집회

1,754

73.9

촛불항쟁

57

2.4

촛불혁명

90

3.8

촛불문화제

59

2.5

2,374

100.0

전체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의 연도별로 사용된 명칭에 대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1개 중앙일간지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촛불시위 명칭
은 2008년도에 가장 많은 사용빈도가 나타났고, 촛불집회 명칭은 2016년
도 가장 높은 사용빈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촛불항쟁은 2008년도, 촛불혁
명은 2017년도에, 촛불문화제 각각의 명칭은 2008년도에 가장 높은 빈도
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2008년도에 발생된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
운동은 촛불시위, 촛불항쟁, 촛불문화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2008년도에 대표적으로 발생한 촛불집회는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집
회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촛불’이라는 상징적
수단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에 의미있는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이라는 명칭은 2016년도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년-2017년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대중저항
운동이 발생하고 이후 정권교체가 일어났기에 신문기사의 제목은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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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발
생한 대중저항운동에 대해서는 신문기사의 제목에서는 시위, 집회, 항쟁,
혁명, 문화제라는 표현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명칭은 정권교체가 일어난 2017년
도 최고조로 사용되었고, 다음해인 2018년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1-2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 명칭의 연도별 사용현황
구분

촛불시위

촛불집회

촛불항쟁

촛불혁명

촛불문화제

1990

0

1

0

0

0

1991

1

0

0

0

0

1995

1

0

0

0

0

1997

1

0

0

0

0

2002

40

3

0

0

0

2003

67

16

0

0

0

2004

21

80

0

0

0

2005

21

29

0

0

0

2006

5

7

0

0

0

2007

3

11

0

0

0

2008

133

400

38

0

28

2009

9

38

3

0

5

2010

15

21

0

0

4

2011

17

64

0

0

2

2012

12

40

0

0

3

2013

10

79

0

0

5

2014

6

32

0

0

2

2015

1

15

0

0

2

2016

28

596

2

11

6

2017

21

265

6

49

1

2018

2

57

8

30

1

합계

414

1,754

57

9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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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저항운동의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이후의 내용에서는 대중저항운동이라는 표현과 촛불집회라는 표현은 동
일한 의미를 가지며 특별한 구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대중저항운동이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사용된 경우
가 2016년도에 643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2017년에도 342건,
2004년에 101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2017년의 경우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가 발생하였고, 2004년에도 노무현대통
령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발생하였다. 중앙일간지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문기사화 했으며, 헌정사
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해서 매일같이 신문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저항운동을 통해서 정책변동의 공
식적 참여자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수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실현되어 새로운 정책으로 변동되도록 했다.

- 128 -

표4-1-3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의 연도별 보도건수
구분

빈도(건)

비율(%)

1990

1

.0

1991

1

.0

1995

1

.0

1997

1

.0

2002

43

1.8

2003

83

3.5

2004

101

4.3

2005

50

2.1

2006

12

.5

2007

14

.6

2008

599

25.2

2009

55

2.3

2010

40

1.7

2011

83

3.5

2012

55

2.3

2013

94

4.0

2014

40

1.7

2015

18

.8

2016

643

27.1

2017

342

14.4

2018

98

4.1

합계

2,374

100.0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보도된 현황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기존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
하는 촛불집회가 노무현정권때부터 적극적으로 신문기사로 보도되기 시
작하였으며, 이후 정권에서는 촛불집회에 관한 기사가 빈번이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건수는 정권의 교
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는 결
국 시민들의 비제도적 저항행위이며, 이는 곧 기존정권에 대한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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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에 비해 정부불신에 대한 기
사가 좀 더 자유롭게 기사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표4-1-4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의 정권별 보도현황
정권(대통령)

빈도(건)

비율(%)

노태우

2

.1

김영삼

2

.1

김대중

71

3.0

노무현

233

9.8

이명박

867

36.5

박근혜

945

39.8

대행

56

2.4

문재인

198

8.3

2,374

100.0

전체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보도된 현황을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이 526건으로 촛불집회와 관
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365
건, 세계일보가 295건, 국민일보가 26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앙일간
지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촛불집
회에 관한 신문기사 수가 75건, 72건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신문기사화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신문사들이 정권에
옹호적인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
렇지만 보수언론이라고 지칭되는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촛불집회에 관한
신문기사 수가 173건으로 보수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극적으
로 촛불집회를 기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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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의 언론사별 보도현황
한겨

구분

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1990

0

0

0

0

0

0

1

0

0

0

0

1991

0

0

0

0

0

1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0

0

1

1997

1

0

0

0

0

0

0

0

0

0

0

2002

8

2

0

0

2

5

1

0

11

8

6

2003

14

10

0

0

9

15

5

0

11

12

7

2004

13

10

0

1

13

15

9

0

24

8

8

2005

4

6

3

0

4

7

8

0

7

6

5

2006

1

0

0

0

0

2

2

0

3

4

0

2007

1

0

0

0

0

2

2

0

2

4

3

2008

207

57

24

0

25

37

81

3

54

71

40

2009

13

5

1

0

1

3

9

0

4

14

5

2010

7

5

1

3

1

0

5

6

4

5

3

2011

32

8

1

7

0

1

6

5

1

12

10

2012

17

1

1

4

5

1

5

4

2

12

3

2013

49

4

0

5

2

6

6

8

0

12

2

2014

5

3

0

2

3

16

5

2

0

2

2

2015

8

3

0

1

0

0

3

0

0

2

1

2016

71

103

17

16

4

199

89

19

20

64

41

2017

63

38

18

21

3

49

51

14

17

45

23

2018

12

13

3

12

0

6

7

14

13

10

8

합계

526

268

69

72

72

365

295

75

173

291

168

레

한국

2.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에 관한 일반 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총 2,374건의 신문기사를 사례군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례군으로 재분류하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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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촛불집회가 일정 기간동안 여러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집회의 주도
집단의 성격과 집회의 요구내용이 동일한 때, 둘째, 촛불집회의 주도집단
은 같지 않으나 집회의 요구내용과 요구방법이 같을 때, 셋째, 오랜 시간
적 간격이 존재하지만 주도집단, 집회의 요구내용 등이 동일할 때, 넷째,
집회의 요구내용, 요구방법 등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기사
일 경우 이들 촛불집회 기사를 하나의 사례군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총 91건의 사례군으로 그룹화할 수 있었다. 연구분석에 사용된 91개 사
례군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4-1-6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 사례군 목록
연도

촛불집회 사례군

1990

CBS노조 촛불집회

1991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추모 촛불시위

1995

5·18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시위

1997

상술적인 청소년명절 반대 촛불시위

2002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고 촛불시위

2003

검찰개혁 촛불시위

2003

‘신한銀 지키기’ 노조 촛불시위

2003

부안핵폐기장 반대 촛불시위

2003

故전재규대원 국립묘지 안장 요구 촛불집회

2003

2002대선자금수사 촛불집회

2003

이라크파병 반대 촛불시위

2003

강제북송 반대 촛불시위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무효 촛불시위

2004

`안티 국민연금` 촛불시위

2004

과천 기무사 이전 반대 촛불시위

2004

故정몽헌회장 추모 촛불집회

2004

국보법 폐지 촛불집회

2004

밀양 성폭행 철저수사 촉구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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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천성산 원효터널 건설 반대 촛불집회

2005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촛불집회

2005

평택 ‘미군반대’ 촛불시위

2005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

2005

명지대교 건설 반대 촛불집회

2005

재외동포법 개정안 반대 촛불시위

2005

사법제도 개혁 촉구 촛불집회

2005

행정도시법 헌재 합헌결정을 위한 촛불집회

2005

사학법 무효 촛불집회

2005

경찰폭력추방 촛불시위

2005

혁신도시 선정 반대 촛불시위

2006

황교수지지 촛불집회

2005

전교조 교원평가반대 촛불집회

2006

스크린쿼터 반대 촛불시위

2006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

2006

고이즈미총리 신사참배 반대 촛불집회

2006

북핵반대 촛불시위

2007

BBK 수사 촛불집회

2008

천영석 탁구협회장 퇴진 촉구 촛불시위

2008

일제고사 반대 촛불시위

2008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시위

2008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촛불집회

2009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처벌 촛불시위

2009

노무현전대통령 서거 촛불문화제

2009

언론악법 원천 무효 촛불문화제

2010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촛불문화제

2010

중소상인 SSM 규제 촛불문화제

2011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2011

쌍용차 해고자 촛불문화제

2011

신공항 백지화 규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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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카이스트 학생들 추모 촛불집회

2011

법원직원 추모 촛불집회

2011

루원시티 예정지 촛불시위

2011

전주 버스파업해결 촛불문화제

2011

한진중공업 노사합의안 반대 촛불집회

2012

프로야구선수협 ‘제9구단 승인’ 요구 촛불집회

2012

아동성폭력 추방 촛불시위

2012

PD수첩 정상화 촉구 촛불집회

2012

정수장학회 촛불집회

2012

거액 횡령에 대한 여수시민 촛불집회

2012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 촛불집회

2013

대선 개표 재검토 촉구 촛불집회

2013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촛불집회

2013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

2013

탈북 청소년 안전 보장 촉구 촛불집회

2013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

2013

전교조 법외노조 항의 촛불집회

2013

‘안녕’ 촛불집회

2013

현대차 비정규직 촛불문화제

201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촛불문화제

2014

국민파업 촉구 촛불집회

2014

‘세월호 촛불집회

2014

외환銀 노조 촛불집회

2014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수요 촛불집회

2015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

2016

사드 반대 촛불집회

2016

한진해운 회생촉구 촛불집회

2016

박근혜-최순실 농단 촛불시위

2016

백남기농민 추모 촛불문화제

2017

고 박종철열사 추모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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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히딩크 모셔와라 촛불집회

2017

현장실습 중 숨진 이군 추모 촛불집회

2017

트럼프 반대 촛불문화제

2018

간호사 태움반대 촛불집회

2018

북핵반대 촛불집회

2018

셀트리온 삼성증권 항의 촛불집회

2018

조양호 퇴진 대한항공 촛불집회

2018

갑질 교수 파면 서울대 촛불집회

2018

박삼구 OUT 아시아나 촛불집회

2018

시험지 유출 사건 촛불집회

2018

위험의 외주화 반대 김용균씨 추모 촛불집회

2018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촛불집회

2018

명성교회 세습반대 촛불문화제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를 살
펴보면, 2005년도에 12건의 가장 많은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이 발생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8년에 10건, 2013년에 9건, 2011년도에 8건 등
으로 비교적 많은 빈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도에 발생
한 사례군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천성산 원효터널 건설 반대, 평택 미군
부대 이전 반대, 명지대교 건설 반대, 내신등급제 반대 등과 같이 정부가
정책주체자로서 시행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 집단인 시민들이
저항하는 행위로 촛불집회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에 2018
년도에 발생한 사례군은 간호사 태움반대, 삼성증권 항의, 조양호 퇴진,
박삼구 아웃 등과 같이 정부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집단 안에서 이해관례를 가지는 집단들간의 갈등관계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된 경우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과
거 촛불집회가 정부와 정책대상 집단사이의 직접적인 갈등현상에서 발생
하는 대중저항운동이라는 성격에서 오늘날에서 와서는 특정집단에서 이
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룹간의 갈등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집단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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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는 집단내저항운동이라는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4-1-7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연도별 보도현황
구분

빈도(건)

퍼센트(%)

1990

1

1.1

1991

1

1.1

1995

1

1.1

1997

1

1.1

2002

1

1.1

2003

7

7.7

2004

6

6.6

2005

12

13.2

2006

5

5.5

2007

1

1.1

2008

4

4.4

2009

3

3.3

2010

2

2.2

2011

8

8.8

2012

6

6.6

2013

9

9.9

2014

4

4.4

2015

1

1.1

2016

4

4.4

2017

4

4.4

2018

10

11.0

합계

91

100.0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를 살
펴보면, 노무현정권때 촛불집회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한 사례군은 32
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적으로
매년 6.4건의 사례군에 해당한다. 문재인정권의 경우에는 촛불집회가 발
생한 사례군은 13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2년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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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6건 이상의 촛불집회 사례군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촛불집회 사례군의 발
생빈도는 여타의 다른 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무현·문재인 정권이 다른 정권에 비해 국민
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진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
가받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4-1-8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정권별 발생현황
정권(대통령)

빈도(건)

비율(%)

노태우

2

2.2

김영삼

2

2.2

김대중

1

1.1

노무현

32

35.2

이명박

24

26.4

박근혜

17

18.7

문재인

13

14.3

합계

91

100.0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정책변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정책변동유형을
정책주체자의 입장에서 정책변동 없음, 정책내용 변동, 패러다임 변동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패러다임 변동은 25건으로 사례군의 27.5%에
해당한다. 오늘날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시민들의 요
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자 한다. 결국 정책변동
은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책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변동이 기존정책의 관성과
이익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기존정책을 고수하려는 경향성 역
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 과정상의 정책변동은 쉽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등을 신설하고
도입하는 등의 패러다임 변동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촛불집회 사례군의 경우, 전체 사례군 91건 중에서 25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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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러다임적 변동을 유발함으로써 촛불집회가 발생하는 사례군에서 높
은 수준의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1-9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정책변동 유형
구분
정책
주체자

빈도(건)

비율(%)

정책변동 없음

52

57.1

정책내용 변동

14

15.4

패러다임변동

25

27.5

합계

91

100.0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정책변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기존정
책에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정책적 변동을 일으키는 방법에
는 행정적 과정과 입법적 과정이 있다. 대중저항운동 발생이 동반되었던
정책변동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적 과정으로 정책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40건으로 입법적 과정으로 정책변동이 일어난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정책변동이 행정적 과정을 통해서 보
다 쉽게 일어난다는 경향과 일치한다.

표4-1-10 ‘촛불’을 동반한 대중저항운동 사례군의 정책변동 방법
구분

빈도(건)

비율(%)

변동과정 없음

31

34.1

행정적 과정

40

44.0

입법적 과정

20

22.0

합계

9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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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중저항운동과 정책변동에 관한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실시할 대상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다
시 선정하였다. 이때의 선정기준은 ① 기존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주체
가 모두 정부 및 공공부문에 해당할 것, ② 기존정책의 변동과 관련한
이해관계 집단이 정책주체자에 해당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과 정책대상자
에 해당하는 주민과의 관계일 것, ③ 촛불집회의 개최 목적 및 요구사항
등이 정부정책과 관련성을 가질 것, ④ 특정사안에 대한 단순 추모적 성
격인 경우를 제외할 것, ⑤ 촛불집회를 통한 요구사항이 미국, 중국, 일
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등이
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할 표본 22개를 다시 선정하였
다. 선정된 사례군 22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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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1 정책변동 분석 사례군 목록
구분

연도

사례명

1

2003

부안방폐장 반대

2

2003

故전재규대원 국립묘지 안장

3

2003

이라크 파병 반대

4

2003

국군포로 강제북송 반대

5

2004

안티국민연금

6

2004

과천 기무사이전 반대

7

2005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반대

8

2005

평택 미군재배치 반대

9

2005

내신등급제 반대

10

2005

명지대교 건설 반대

11

2006

스크린쿼터 반대

12

2008

일제고사 반대

13

2008

미국소 수입 반대

14

2008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15

2010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16

2010

SSM(수퍼수퍼마켓)규제 촉구

17

2011

반값등록금 촉구

18

2013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19

2013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20

2015

교과서 국정화 반대

21

2017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촉구

22

2018

위험의 외주화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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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시위(2003년)
1) 기존정책
한국수력원자력은 2003년 6월 중순 울진, 영덕, 장흥, 영광, 고창, 부안
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핵 폐기장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4월 3일 고창은 의회에 의해, 장흥은 5월 27일
군수에 의해 각각 핵 폐기장 유치 신청이 거부되었다. 부안군은 군산시
가 유치신청을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
고, 주빈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7월 10일 갑자기 군산시가 핵폐기장 유치를 철회하였고 전북도지
사가 부안군수를 방문하였다. 다음날인 7월 11일 부안군수가 핵 폐기장
유치선언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방사성폐
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7월 24일에 확정하여, 8월 3
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7
월 15일 제1차 회의 이후, 1회의 현지답사를 포함하여 총 6차에 걸쳐 회
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위도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부지로 적합하다는
종합평가’결과를 도출하였고, 특히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문·사
회환경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산자부는 부안 핵폐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경향신문 2003.7.28.; 국
민일보 2003.7.28.; 한국민족문화대백화; 김철규·조성익, 2004).
2) 정책변동과정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의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산업화’이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은 2003년 당시 18기의
원전을 가동하면서 국내 전력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
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원자력산업이 활발히 확대되었고, 그 이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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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전수거물의 안전관리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
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6년에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는 부안핵폐기장 설치 찬성의 재원
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이전의 핵폐기장 부지선
정 결정 무산’이다. 정부는 1986년 이래로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반대로 인해 세 번이나 부지선정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이후에 공모제 형식의 부지선정 방식에서도 세 번이나 어떠한 지자
체도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었다. 이러한 다른 지자체의 행동과
결과는 부안군민들에게 그들이 부지선정을 반대한다면 얼마든지 정부의
부지선정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는 부안군
의 핵폐기장 설치 반대행위의 재원으로 작동하고, 정부정책을 변동시키
는 재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사례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정권교체로 설명할 수 있
다. 1986년에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사업을 시작한
이래, 1987-88년, 1990년, 1994년 모두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선정 사업이
실패하였다. 이때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시대로 일방적인
홍보 및 유치방식에 의존하였고, 지역개발에 미치지 못한 낙후지역을 대
상으로 경제적 보상과 지역개발이라는 주민유인 정책을 갖고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에 공모제 형식으로 부지 선정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
던 중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강조하였다. 그
리고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표방했다.
따라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방폐장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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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비록 전통적인 입지과정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위험 또는 혐
오시설의 입지를 합리화시키는 DAD(Decide-Announce-Defend: 결정발표-방어 또는 옹호)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
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기조는 부안에 핵폐기장을 설치하는 정부정
책에 변동가능성을 높이고, 부안군민의 요구를 받아들어 기존의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부안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정책집단은 방폐장 유치 찬성연합
과 방폐장 유치 반대연합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전라북도, 부여군수,
정당(열린우리당), 한국수력원자력, 범부안국책사업추진연맹 등이 방폐장
유치 찬성집단을 주도하고, 핵폐기장백지화범부안군민대책위, 정당(민주
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방폐장 유치 반대집단을 주도하였
다. 유치 찬성집단과 유치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치 찬성집단은 시급한 국책사업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방폐장 설치와
관련해서 현금보상 불가 입장을 가졌다. 반면에 유치 반대집단은 위험시
설을 주민들의 여론 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방폐장 설치
와 관련해서 현금보상 입장을 고수하였다.
유치 찬성연합과 유치 반대연합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부안 핵 폐기
장 주민투표 중재단’이다. 11월 21일 15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진 ‘부안 핵 폐기장 주민투표 중재단’이 구성되었다. 부안측에서는
주민투표의 시기로 2003년 12월말을 제안하였고, 정부측에서는 2004년 4
월을 제시한 상태였다. 이들 시민사회계 및 종교계 대표로 구성된 중재
단은 정부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시기나 방법 등을 중재하고, 고
건 총리를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중재단의 활동은 이후 11월 25
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안 및 시민대표들과 직접 만날 의사를 표명과 12
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 사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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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원전 재검토, 유치신청 추가 접수, 주민투표 통한
결정이라는 변경된 정부입장을 표명하게 하였다. ‘부안 핵 폐기장 주민투
표 중재단’은 유치 찬성 및 반대를 둘러싼 옹호집단간에 주민투표의 시
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결정물을 산출하였고, 그리고
이들의 중재활동 이후 유치 찬성 옹호집단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매
개체 역할을 하게 하였다.
사례의 여론변수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부안군수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단독으로 신청하자 산자부의 최종 확
정 결정이 나기도 전부터 일부 언론은 부안군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
설을 기정사실화 하였으며, 17년 동안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설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반면,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 설치를 반대하는 부안군민들의 의견은 과격한 시위로 폄하
되어 보도되었다. 이는 부안에 핵폐기장을 설치하려는 기존정책의 재원
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에 2003년 7월 15일에 부안지역의 약사협회, 의
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등이 핵폐기장 유치 반대입장
을 표명하였다. 더불어 해병전우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변산면 이장단협
의회, 재경 부안군협의회 등 다양한 조직들도 반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위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안지역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위의 반
대에 동조하였다. 7월 20일에는 약 200여명이 참가한 부안 천주교인 집
회 및 깃발 행진이 개최되어 범부안적인 반핵운동을 하였다. 8월 21일에
는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가 발족되면서 부
안 핵 폐기장 선정의 반민주성 및 주민의사 무시, 관행화 된 정부정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반핵 환경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고 방사성 누출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볼 때, 여론변수에 있어 부안군 관련 및 반핵관련 시
민사회단체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언론 등은 국
민이 부안 핵폐기장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방해역할을 하고
부안군민의 반대활동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
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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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변수를 참여성과 사건성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촛불집회의 참여성은 자발성, 즉각성, 폭력성, 사이버성측면으로, 사건성
은 가시적 위기성, 반복성, 공공성, 보편성, 전국성, 지속성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부안군수는 2003년 7월 14일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부안 주민들은 곧바로 대책기구(핵폐기장백지
화·핵발전소추장 범부안군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유치신청 철회를 요구하
며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핵관련 문제에 관련해서
가시적 위기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2003년 7월 24일 산업자
원부에서 위도를 방폐장 관리시설 부지로 확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부안
군민들은 부안지역 부지선정 유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시작하
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항의속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부안
위도가 핵폐기장 예정지로 결정된 이틀 뒤인 7월 26일에 천주교계에 의
해 자발적으로 열렸으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어 2004년 1월 24
일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해서 잠시 중단할 때까지 183일간 열렸다. 대책
위는 2003년말 통과한 주민투표법이 투표 20일 전부터 야간옥회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 촛
불집회를 잠시 중단했을 뿐이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핵폐기장을 막아내
기 위한 평화적 시위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부안군민들
은 2003년 8월 10일 이후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도 동시에 전개하였다(한
국일보, 2003.8.11.). 강경투쟁에는 화염병, 가스통, 기물파손, 전소 및 반
소, 폭행사건 등의 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적 방법이 동원되고,
2003년 11월 19일과 20일 부안에는 최대 77개 중대, 8500여명의 경찰이
주둔해 신문기사에서 ‘경찰 계엄상황’이라고 표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경투쟁으로 인해 부안사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
르고 네티즌들의 관심도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네티즌들은 부안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부안문제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건설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부안 주민들의 시위 방법에 대해서 문제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촛불집회는 국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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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최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국책사업
추진 이래 최대 사업 처리자를 양산시켰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연인원은 22만여명에 이르며, 부안군민 인구가 7만
여명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남녀노소 불문한 전체 군민이 3차례이상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안 촛불집회는 처음에는 매일 저녁 8시 부안
수협 앞에서 진행됐으며, 일몰시간이 빨라지면서 2003년 9월 추석 이후
에는 저녁 7시 30분으로 당겨졌다. 또 11월 19일 서해안고속도로 2차 점
거와 부안예술회관 방화 등 대규모 시위 이후에는 경찰이 촛불시위를 원
천봉쇄하자 부안성당으로 옮겨 진행하기도 했다.
2004년 4·15 총선 이후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유치 백지화 입장을 밝
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항하여 2004년 4월 22일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
대책위는 부안읍 수협앞 인도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반대 촛
불집회를 재개했으며 매주 야간 촛불집회를 정례화하였다. 그리고 부안
촛불집회에는 부안군민뿐만 아니라 대책위, 시민단체, 종교단체(천주교,
기독교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독일·프랑스·대만·일본 등 4
개국 13명의 반핵운동가와 현지 주민들도 참여하였다. 부안주민들에 의
해서 단순히 자신의 생존권을 수호를 위해 시작된 촛불집회가 이후에는
종교단체

및

반핵관련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평화행진, 평화기도

(2003.8.22.), 핵없는 세상을 위한 행진(2003.9.30.)’ 등의 반핵운동의 공공
적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핵폐기장 유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43

일동안 등교거부한 초·중·고 학생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 촛불집회는 참여성에 있어서
자발성, 즉각성, 폭력성, 사이버성을 가지고, 사건성에 있어서는 반복성,
공공성, 보편성, 지속성의 성격은 가지나, 가시적 위기성, 전국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속성은 Giugni(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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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The Varying Viability of Claim) 중 국
내정책 & 정부핵심이슈에 해당한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은 2003년 당시 18기
의 원전을 가동하면서 국내 전력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원자력산업이 활발히 확대되었고, 그 이용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전수거물의 안전관리 문제가 국가적 현안
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6년에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원전수거
물 관리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사업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
전소 주도로 진행된 부지선정 작업이 1987-88년 경북 영덕, 영일, 울진,
1990년 충남 태안 안면도, 1994년 인천시 굴업도에서 주민반대로 무산되
었다. 이후 정부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2000년, 2001년, 2003년 세 번에
걸쳐 공모제 방식으로 부지 선정을 재추진하였으나,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 실패했다. 그러던 중 2003년 7월 15일 부안군수가 핵폐기물 관리시
설 유치신청을 산업자원부체 제출하면서 부안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부안에서는 부안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100여일 동안 계속되
게 되었다. 부안 핵폐기장 설치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
요한 시설입지 정책으로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시행한 정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핵폐기물 관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해당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대중
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중 의제로 확장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관련한 부안군의 문제가 전
국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경우 부안군의 문제로 생각
하고 별다른 관심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후 부안사태의 폭력성이 심각해
지고 언론에서 부안계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나서야, 부안방폐장 설
치와 관련된 직접적 사안보다는 정부의 폭력성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관
심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강영진, 2009; 김영화, 2005; 김철규·조성익,
2004). 이렇게 볼 때, 부안 핵폐기장 반대라는 요구사항이 실행되어 정부
정책이 변동될 가능성은 국내문제이면서 정부핵심 이슈에 해당함으로,
상대적으로 정책변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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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정부방어기제에는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
른 정책 대상집단의 제도적 행위전략으로 ‘주민투표’가 있다.
부안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따
라 공동협회장 회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부안 대책위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은 주민투
표법(안)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실제 투표 준비에는 행정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부안대책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정부는 12월 10일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추진 보완
방침’에서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규정하여 시설유치 여부를 주민 스스
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2004년 2월 14일 실시된 주민주표에 72%의
주민이 참여하여 5.7%만이 핵폐기장 설치에 찬성하였고, 91.8%가 핵폐
기장 설치에 반대하여 결국 부안방폐장 건설은 백지화되었다(김길수,
2005; 김도희 2006에서 재인용).
(4) 정책변동
2004년 2월 14일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립 찬반에 관한 부안군민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투표 참석률 72.04%, 유치반대가 91.83%로 부안
핵폐기장의 설립 반대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원래 해당 주민투표는 2003
년 8월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부안군민 주민투표
당시 원자력법으로 법제화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서 법적효력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한 부안군민 대다수
가 유치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5-6월쯤 주민투표법에
의한 공식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주민
투표 결과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은 공식적인 주민투표 시행을 강력히 강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2004년 9월에 정부가 부안 방폐장 설치계획
을 취소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였던 부안 방폐장 설치계획은
부안군민들이 실시한 주민투표의 압도적 반대의견에 따라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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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책대상자 측면에서 부안군민들이 촛불집회 등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인 방폐장 설치계획 취소라는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정책변동을
이룬 것이다.
이후 정부는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화
하는 과정을 제도화게 된다. 2005년 3월 31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7년 4월 21일 시행하
였는데, 특별법에는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투표가 중요한 절차로
포함되고, 상당한 재정적 유인책과 위험성의 상대적 감소라는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서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기존에 정부가 핵폐기
물처리장 부지선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정책에서 주민들의 입장
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주민참여적 결정으로 정부정책을 변동하는 패러다
임적 정책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5) 종합적 분석
부안방폐장 건설 반대 정책변동 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7월 11일 부
안군수가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고, 8월 3일 산업자원부는 부안군에 방
폐장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결과를 보도하게 된다. 결국 정부
의 공식적인 확정발표 이전에 전국은 방폐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로 하
고, 부안군에 방폐장을 설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
었다. 이러한 기조는 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기
에 부안군민들은 정부의 부안군 방폐장 건립 발표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
불집회를 시작하게 된다. 촛불집회는 7월 26일에 천주교계에 의해 자발
적으로 열렸으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어 2004년 1월 24일 공정
한 주민투표를 위해서 잠시 중단할 때까지 183일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초기로 촛불집회와
함께 추진된 폭력적 강경투쟁에 대해 ‘부안계엄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
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는 “6공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내일신문, 2003.11.24.)”라는 신문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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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는 지금껏 부안사태에
대해서 강경노선을 펼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25일 부안 주민 및 시
민대표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12월 10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안 핵폐기장 원점 재검토를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 부안군민들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이러한 주민투표의 법적
인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2004.3.12.)이 시작됨으로써,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정부의 관심에서 멀
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부안 핵폐기장 설치와 관련한 여론은 언론의 경우, 2003년 7월
당시에는 핵폐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부안군민들의 촛불집회는
제대로 기사회하기 않았으며, 촛불집회와 더불어 진행된 강경투쟁은 과
격한 시위로 폄하되어 보도되었다. 더군다나 강경투쟁으로 나타난 부안
계엄이라는 최악의 폭력 진압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며(김영화, 2005), 집회의 폭력성을 강조하
며 정부의 강경진압을 촉구하는 식으로 기존의 찬성입장을 고수하였다
(내일신문. 2003.11.25.). 반면에 2003년 7월 15일에 부안지역의 약사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등이 핵폐기장 유치 반대입
장을 표명하였다. 더불어 해병전우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변산면 이장단
협의회, 재경 부안군협의회 등 다양한 조직들도 핵폐기장 유치 반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위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안지역 사회단체들이 적극
적으로 대책위의 반대에 동조하였다. 7월 20일에는 약 200여명이 참가한
부안 천주교인 집회 및 깃발 행진이 개최되어 범부안적인 반핵운동을 하
였다. 8월 21일에는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가 발족되면서 부안 핵 폐기장 선정의 반민주성 및 주민의사 무시, 관행
화 된 정부정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반핵 환경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고 방사성 누출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
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볼 때, 언론에 의한 여론형성은 온
국민이 부안 핵폐기장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방해역할을 함
으로써, 기존정책을 변동시키는데 재원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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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민단체의 발족 및 활동은 기존정책을 변동시키는 재원으로 작동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부안 핵폐기장 유치 반대라는 대중저항운동(촛불집회와
강경투쟁) 변수가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과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변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라는 여론변수와 복합적·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재원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여론변수 중 언론의 경우에만 대중저항운동과 복합적·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부정적인 재원으로 작동하였다. 그렇지만 부안핵폐
기장 선정 문제유형은 국내문제이면서 정부핵심 이슈이기에 상대적으로
정책변동의 실현가능성이 어렵다는 정책변동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부안방페장 반대 사례에서 정책변동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정책방어제도인 주민투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에서 반
대의견이 91%이상의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깊
에 살펴볼 점은 다른 사례의 경우 동일한 정책방어제도인 주민투표제도
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
이다. 그렇다면 해당 사례가 정책변동을 가져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
인가? 부안방폐장 사례의 경우 촛불집회를 눈여겨 볼 수 있다. 여기서
촛불집회는 촛불집회가 정부계획 발표가 일어난 그날부터 시작하여, 정
부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매일 183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촛불집회의
참여자들은 단지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과 외국 반핵시
민단체 등 많은 일반인들의 참여가 있었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더불어
초중고학생들의 등원거부 운동조차 일어났었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부안
군민들의 응집력을 최대한 끌어올렸고, 주민투표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밑거름을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본 사례는 문제유형 자체가 국내문제이면서 정부핵심 이슈에
해당함으로써 정책변동의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
고 대중저항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와 강경투쟁시위가 정치적 변수와 여
론변수 중 사회시민단체 등의 활동과 복합적·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투표라는 정책방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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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력하게 발현됨으로써 방폐장 백지화 결정이라는 정책대상자 입장
에서의 목표완전달성, 주민투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저준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패러다임 변동이 되었다. 이때 촛불집회는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수와 복합적·동시적으로 작동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고, 촛불집회
를 통해서 주민들간에 형성된 강한 응집력은 정책방어기제인 주민투표
결과를 영향을 주고,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가 정책변동에 결정적인 영향
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4-2-1 부안 방폐장 사례의 정책변동

2. 기무사 과천 이전 반대 촛불시위(2004년)
1) 기존정책
기존의 기무사는 1913년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에 8,000여명
규모의 협조지역에 설치되었다. 그러다 1996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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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받고, 기존 건물의 재건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
렸다. 먼저 현 위치에서 현대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경
복궁과 연계한 문화예술 벨트의 조성에 적합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문
화계의 요구와 언론 및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대화 계획은 무산되었다.
더군다나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기무사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그리고 1993년 4월에는 기무사를 현 위
치가 아닌 교외로 이전할 것을 발표하였기에, 현 위치에서의 현대화 작
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1년 1월 12일 기무사는 재건축
방침을 철회하고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때 기
무사 이전 예정지로는 서울 외곽 3-4개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산
림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내곡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기무
사와 국가정보원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설 보안상의 문제와 정보기
관이 단지화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토론
을 거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로 하였다(매일경제, 2001.11.5.). 이후
청와대와의 근접성,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과의 협조 원활성 등을 고려
하여 과천시 주암동이 적합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2002년
1월 국방부는 기무사가 과천시 주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3
만평 부지를 선정하여 이전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4월
이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였다(김길웅, 2012; 이연욱, 2008; 경기일보
2005.11.14.;

경향신문

2004.5.20.;

경향신문

2004.7.17.;

내일신문

2005.7.12.; 문화일보 2004.5.17.; 세계일보 2004.6.1.; 한겨레 2004.6.2.; 한
겨레 2005.10.26.; 한국일보 2003.7.22.; 한국일보 2005.10.25.).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의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건물 노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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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교외 이전’이다.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에 위치한 기무
사 건물은 1913년에 세워진 것으로 1996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불가판정
을 받았으며, 건물면적이 8,000평에 불과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재건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현 위치에서 현대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예술 벨트의 조
성에 적합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문화계의 요구와 언론 및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대화 계획은 무산되었다. 2001년 1월 12일 기무사는 재건축 방
침을 철회하고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때 기무
사 이전 예정지로는 서울 외곽 3-4개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산림
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내곡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기무
사와 국가정보원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설 보안상의 문제와 정보기
관이 단지화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토론
을 거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로 하였다(매일경제, 2001.11.5.). 당시
기무사는 대테러, 대정부전복 방지 등의 임무를 띤 부대 특성상 수도권
을 벗어날 수 없어 과천을 이전지로 결정하였고, 군사시설은 군사보안대
책 및 적 공습에 대비한 생존 보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5개 중 군사시설이 없는 주암동 일대
가 최적지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무사 과천이전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도심군부대·시설 이전 사
업’이다. 정부의 군부대 교외 이전 사업은 1950-1960년대 군부대가 들어
섰던 지역이 도시의 개발·팽창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도심지가 돼버려 시
민생활에 불편을 주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작전수
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방부는 1966년부터 25년 동안 수
도방위사령부 등 127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한데 이어 1991년에는 19개
부대 이전을 계속사업으로, 18개 부대 이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1992년 이후에는 100여개의 부대를 이전하고자 하였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체제에서는 국가의 국방 및 안보적 목적으로의 군부대 이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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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주민들이 노골적인 거부 행사를 할 수 없었고, 묵지적인 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
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정부가 정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목적으로 정부결정이 취소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기무사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그리고 1993년 4월에는 기무사를
현 위치가 아닌 교외로 이전할 것을 발표하였기에, 현 위치에서의 현대
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무사 과천시
주암동 일대 이전을 찬성하는 재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과천시장
의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2002년 4월 국방부의 기무사 과천 이전 발표
이후 2002년 6월까지는 과천시로부터 드러난 반대 움직임을 찾기 어려웠
다. 그 당시 민주당 출신의 이성환 과천시장은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새로 취임한 한나라당 출
신의 여인국 과천시장은 출마 공약으로 ‘기무사 과천시 주암동 이전 백
지화’를 내걸었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지가 강렬하였고, 실제
취임 이후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004년 5
월 31일-6월 4일까지 단식투쟁을 진행하면서 기무사 과천시 주암동 이전
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표출하였다. 결국 과천시 이성환 전임시장은
기무사 과천이전이라는 국책사업에 동의하였고, 반면에 새로운 여인국
과천시장은 기무사 과천이전을 동의해 준 적이 없다며 반발하였다. 이러
한 새로운 여인국 과천시장의 반발은 기무사 과천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
을 변경하거나 무산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기무사 과천 주암동 이전과 관련한 정책찬성집단은 정부, 기무사, 국
방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이 있으며, 정책반대집단은 과천시장,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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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과천 주민,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으로 이
루어진다. 기무사 과천 주암동 찬성집단과 유치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과천 주암동 이전 찬성연합은 국가안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대연합은 군사시설 등과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저항의 정당
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찬성연합은 부대업무의 특성과 군사시설의 중
복 고려할 때 과천시 주암동이 최적의 기무사 이전장소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반대연합은 과천시 내에서도 주암동을 선택한 위치 선정과 과다하
게 넓은 이전 부지 면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과천 주암동 기무사 이전 찬성연합과 과천 주암동 기무사 이전 반대
연합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
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다자간 협의체는 국회
국방위에서 권고한데 이어 국방부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으로
써 2005년 6월 28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8일 다자간협의체 1차
본회의를 시작하였다. 다자간 협의체는 과천시, 과천시의회, 시민단체, 국
방부, 기무사, 경기도, 건교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7차례의 실무
회의와 9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다. 다자간 협의체
는 기무사 주암동 이전 찬성·반대 옹호연합간의 입장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합의된 결정물을 산출했으며, 이로 인해 옹호연합 간의 격렬한
갈등을 다소 완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여론변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과천 주암동일대
에 기무사 이전하는 문제는 2002년에 처음 불거져 나온 문제이다. 그때
당시에는 과천 환경련을 중심으로 몇몇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
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대대적인 이슈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2003년 7월 22일 기무사가 과천시 주암동 일대 그린벨트지역의 토지보상
이 현재 85% 진행되었으며, 10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함으로써
과천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에 반대
하고 나섰다. 2003년 7월 13일 과천지역 1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군
기무사 과천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무사 반대를 위
한 집단행동이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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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03년 7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
방부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근거리에 기무사령부를 포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과천 이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공약으
로 기무사 이전의 당위성이 상실됐고, 부대 이전시 20만평의 규모의 그
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하며 교통문제, 지역발전 저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
는 만큼 기무사 과천 이전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무사 과천시 주암동 이전에 반대하는 과천시민의 촛불집회는 2004
년 5월 31일 여인국 과천시장의 단식투쟁으로 촉발되었으며, 뚜렷한 가
시적 위기사건은 발생하지는 않았다. 6월 1일 시민 100여명이 기무사 과
천이전 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여인국 시장에게 힘들 실어주자는 취
지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6월
2일, 3일 밤 9시부터 과천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는 촛불집회가 촛불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따라서 기무사 이
전 반대 촛불집회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무력이 동원된
강경투쟁 집회 행위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온라인 카페나 SNS
등에서 기무사 이전에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활동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촛불음악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오후9시부터 과천시 시
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음악공연과 함께 촛
불집회가 열리는 형식을 취했다. 촛불음악회는 과천국악협회는 한뫼예술
단에서 월요일 및 금요일, 연예협회에서 화요일, 경기소리보존회에서 수
요일, 민예총에서 목요일 행사를 각각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촛
불집회가 지역 예술단체의 촛불음악회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었다. 그렇
지만 기무사 이전 반대관련 촛불집회 내용은 2004년 7월부터는 더 이상
언론에서 기사화되지 않았으며, 결국 기무사 이전 반대 촛불집회는 한달
여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촛불집회에서는 “우리도 과천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며 여인국 과천시장의 단식투쟁을 지지하였고, 이후에는
“기무사는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또는 인근 남태령 수방사 공병부대
자리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촛불집회를 통해서
요구된 사항들은 과천시 기무사 이전 사항에 한정하여 거론되었다. 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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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전 반대 촛불집회는 국방부의 과천시 주암동 이전 계획을 발표한
2002년 4월 당시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공동대책
위원회가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할 당시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
러다 과천시장의 단식투쟁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주민들이 과천시장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로서의 모습으로 촛불집회를 시작하였다. 이후의
촛불집회는 촛불음악회라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집회의 폭력성과 과격함
보다는 축제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정책에 엄중한 항의보다는 과
천시장에게 과천주민들은 과천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존재한다는 사
실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운동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속성은 Giugni(2004)
의 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The Varying Viability of Claim) 중
국내정책 & 정부핵심 이슈에 해당한다.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기무사는 2002년 4월 국방무는 기무
사를 과천시 주암동으로 이전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고, 동년 5월 국방부
장관은 과천시 주암동으로 기무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기
무사 과천이전은 기무사 건물의 노후화와 군부대 교외 이전이라는 정부
의 의도에 의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및 참여의 절차 없
이 정부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군사적 지리적 용이성의 판단근거
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천시 주암동으로의 기무사 이전문제는
국내문제로서 국민전체의 관심을 받기보다는 기무사 이전 대상 지역인
과천시 및 과천시민에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
방어기제에는 ‘주민대표 간담회’가 있다. 국방부가 전체 22만평 중 건교
부에서 GB관리승인을 받은 6만5천여평을 포기하고 위치도 중앙에서 산
골부 마을쪽으로 조정하고, 면적 역시 2만여평의 녹지를 포함해 5만2천
여평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천시는 국방부가 제시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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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2005년 10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주민대표들이 참
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민
간담회 결과 국방부의 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
고, 이에 과천시는 국방부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과
천시는 주암동 기무사 이전 예정지 22만7000평 가운데 5만 5000평만 활
용하겠다는 국방부측의 대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4) 정책변동
2005년 11월 4일 다자간 협의체 9차 본회의에서 과천 주암동 이전 찬
성 및 반대 연합들은 최종합의서를 의결하게 된다. 앞서의 협의에서 주
암동 지역의 대안으로 남태령 부지가 적극 검토되었으나 국방부의 수용
불가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합의되었다. 합의에 앞서 과천시
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0월 25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 관련 간담회’를 열
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민간담회에서 국방부의 대안을 전향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고, 과천시 의회도 국방부의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
천시는 국방부의 대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이전예정지인 주암동 300번지 일원 약
5.6만 여 평으로 함. 이전부지 내 임상이 양호한 임야 2만 평은 현 상태
로 보존함. 2. 당초 이전계획부지 2.7만 평 중 제외된 부지는 과천시에서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입. 3. 과천시 매입부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전 전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또는
군용전기통신법 등의 적용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지
않음. 4. 과천시는 기무사령부 이전사업이 초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5. 이전부터 인접마을 지원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6. 건교
부, 경기도는 과천시에서 매입하는 부지 사용 관련 협조·지원. 7.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다. 결국 기무사 과천 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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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이전사업은 주암동 지역의 부지축소 및 우측으로 위치를 조정하면서
청계산 일대의 경관을 보존하고 이전대상 부지를 22.7만평에서 5.6만평으
로 대폭 줄이게 되었다. 주민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방
부의 대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기무사 과천 주암동 이전 사업을 무산시키
지는 못했지만, 이전 면적의 규모를 1/4이하로 줄이고 위치 역시 우측으
로 조정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기존정책에 대해 정책대상자 입장에
서는 기무사 이전 위치 약간 조정 및 규모 대폭 축소라는 목표부분달성
정도의 정책변동을 초래하였고,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기존정책에 대해
정책내용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채·김광구, 2006; 서휘석,
2012; 이연욱, 2008).
(5) 종합적 분석
과천 기무사 이전 반대 사례의 경우,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기무사
위치 약간 수정 및 규모 대폭 축소라는 목표부분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고,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정책내용 변경이라는 정책변동을 초래
했다. 과천 기무사 이전 반대 사례의 경우 여인국 과천시장의 정치적 변
수와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이라는 여론변수
가 복합적·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하고, 과천시장의 단식투쟁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감정적 공감을 느낌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를 시작하
게 하고,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주민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실적 타협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비교적 수월하게 수렴하게 한다. 그리고 촛불집
회 변수는 단순히 기무사 이전 반대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민들이 여인국 과천시장의 정책투쟁에 대해서 지지하고 힘을 보탠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후 진행된 주민들의 정책방어기제에
해당하는 주민간담회에 있어 여인국 과천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만들게 된다. 다시말해 과천시장이 기무사 이전
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기에 시민대표들과의 주
민간담회에서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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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과천시 기무사 이전 반대 사례는 국내문제이면서 정부핵심 이
슈로 인해 정책변동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분야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
책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은 과천시민이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제시된 요
구사항에서 “기무사는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또는 인근 남태령 수방
사 공병부대 자리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이라고 제시한 사실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다시말해, 과천시민들은 기무사 이전 백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전체 과정에서 보면 기
존정책의 결정 이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업이 상당히 추진
된 이후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 40% 가까이 완성된 집을 부수하
고 하면 어떻게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하지만 과천시가 공식적
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국방부 방침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내일신문,
2005.7.12.)”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기무사 과천시 이전 반대 사례
라는 기존정책에 대한 부분 목표달성과 내용변동 수준으로 정책변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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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과천 주암동 기무사 이전 사례의 정책변동

3. 천성산 원효터널 반대 촛불집회(2005년)
1) 기존정책
천성산 원효터널 반대 도롱뇽 소송은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
타암,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스님)이 2003년 10월에 낸 경
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13.2킬로미터 구간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말한다.
1990년대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을 발표하고 결정하면서 대
구-부산 구간에서 천성산을 관통하는 13.3㎞의 터널(원효터널)을 뚫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 제2단계인 대구-부산 공사 단계
가 시작되면서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노무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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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하여 하였다. 이에 2003년 5월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가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결정하
였고 여기서 기존 노선을 고수하기로 결론을 내리자 2003년 11월 환경단
체와 불교계는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
(일명 도롱뇽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부터 천성산 구간
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2004년 6-8월에는 터널 발파작업이 이루어져 환경
단체와 불교계, 정부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가 2004년 10월에 고속철도건
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민단체가 공동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단독으로 2박3일간에 행한 전
문가 검토의견을 9월 16일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9월 20일 현장
감정을 실시해서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가 환경부가 9월 16일 독자
검토 결과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현장감정을 취소한 상태였다(법
원이야기, 2011; 시사상식사전; 한겨레 2005.1.19.; 한국향토문화전자대
전).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에 있어 외분환경의 요인 중 기본적 속성은 ‘환경보호와 생명권’
이다. 천성산은 고산습지를 22개나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희귀지형이
다. 천성산에는 1998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무제치늪과 2002
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화엄늪이 있고, 자기 몸의 20배의 물을 머
금고 있는 물이끼, 특정야생식물인 끈끈이주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
물과 황조롱이와 수달 등 천여기념물이 다수 생존하고 있다. 천성산의
고층습지로 인해 가뭄이 와도 내원사 계곡 등 12계곡의 물이 여전히 흐
를 수 있다(김창수, 2003). 그러나 이러한 고층습지들도 고속철도 터널로
인해 수맥이 고갈될 위험이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천성산 터널 공
사 반대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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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새만금사업 중단촉구 운
동’이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담수호로 조
성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그로 인해 1999년 5월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경제성·수질평가 등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추진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03년 6월
환경단체와 전라북도 주민 3,538명이 새만금 방조제의 공사집행정지 가
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공
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2004년 1월 농림부가 항고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 처분을 취
소했다. 이후 환경단체와 전북도민은 새만금 사업계획 무효 청구소송을
냈으나, 2005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과 2006년 3월 대법원의 항
고심에서 정부측의 승소판결이 내려지며 사업재개가 확정되었다. 천성산
터널 공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은 환경과 경제논리에서 경제논리를 좀 더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새만금개발사업, 2019). 이러한 판결결과는 터널 공사 찬성
연합에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로 설명
할 수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는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백지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
다. 지율스님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식을
2003년 2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38일간 지속하며, 노무현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천성산 공사계약을 묵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고속철의 경우 일체의 공사를 중
단하고 이를 반대하는 종교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재검토 위원회
를 구성해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공사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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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박재묵, 2005).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천성산 공사 중단
에 대한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천성산 터널 공사 찬성과 관련한 정책찬성집단은 건설교통부, 철도시
설관리공단, 부산시 등이 있으며, 공사 반대와 관련한 정책반대집단에는
지율스님, 종교단체, 환경단체, 사회단체, 도롱뇽의 친구들, 고속철도 천
성산 관통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천성산 터널 공사 찬성
집단과 유치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천성산 터널
공사 찬성집단은 경제발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공사 반대집단은 환경
보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터널공사 찬성집단은 물류 수송난과 교통난
의 해소를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천성산 터널 공
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터널공사 반대집단은 고속철
도 터널로 인해 지하수 고갈과 고층습지 등과 같은 환경파괴가 일어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
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이해찬 국무총리’이다. 2005년 2월 3일은 지율스님의 4차 단식 100일째
되는 날이며, 지율스님의 생명에 대한 의학적 한계가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2월 3일 오전 국회 건교위에서는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양측
에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날 오후 2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율
스님을 찾아가게 된다. 이때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율스님측의 요구사항
을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의 발판을 마련
하였다.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측 안을 마련하
여 지율스님과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정부와 지율스님의 타협점은
정부는 조사기간 중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물러서는
대신 공사중단은 없다는 원칙을 살렸으며 지율스님측은 정부안을 수용함
으로써 생명을 담보를 생떼를 쓰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중재행위는 천성산 터널 공사와
관련한 갈등의 수준을 완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여론은 시민단체 혹은 특정인 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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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천성산 터널공사 재개가 확정되자 환경단체 관련자 및 천성산 사찰
의 승려,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을 결성하
게 되고, 그리고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시민단체 등을 통한 공사저지 활동과 별개로 지
율스님은 단식을 통한 독자적인 저지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100일
단식투쟁을 벌린 4차 단식은 온 국민이 하루하루 날짜를 세어갈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관련 시민단체의 발족과 개인의
반복적·장기적 단식행위는 정부정책을 변동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
다.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반대 촛불집회는 2002년 6월 경부고속철도 건
설 제2단계인 대구-부산 공사 반대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기존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갑자기 촉발하게 하는 가시적 위기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2년 5월
17일 ‘생명존중·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 산중문화재’에서는 촛불집회
가 촛불행진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촛불집회 형식의 집회 모습
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지율스님의 3차 단식기간 중 50일
째에 해당하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촛불집회가 등장하게 된다. 부산지
역 도롱뇽의 친구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지율스님 살리기 촛불 기원행사’
라는 이름으로 무기한으로 촛불기원행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지율스님
의 4차 단식기간 80일째가 되는 2005년 1월 14일부터 또다시 촛불집회
가 시작된다. 이때는 도롱뇽소송단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과 부산, 광주, 청주, 원주, 인천, 대구, 대전 등 도롱뇽의 친구들이 있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율스님 살리기 위한 초록의 공명 촛불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의 촛불집회는 지율스님이 단식이 계속된 100일째까지
지속되었으며, 일정한 프로그램도 없이 지율스님과 천성산, 도롱뇽과 자
연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그리고 네티즌
들도 미디어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서 지율스님 살리기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천성산 대책위 홈페이지에도 지율 스님
을 위해 촛불집회를 열자는 제안 글을 게시하는 등의 지율스님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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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5.1.17.). 이러한 촛불집회는 단식
투쟁을 하는 지율스님을 살리기 위한 촛불집회이며 동시에 천성산 원효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촛불집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율스님의 뜻을 지
지하고 정부로 하여금 지율스님의 바람대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번이라도 해보자는 뜻을 관철하려는 지지자로서 촛불집회가 작동하
고 있다. 특히 이들 촛불집회가 단식농성이 오랫동안 진행된 상황에서
시작됨으로써 정부에게 지율스님이 이러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인데, 그래도 정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는 간접적인 압박이면서 현
정부에 대한 경고와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프레시안, 2005.1.28.).
그러므로 이때의 촛불집회는 비폭력적이고 감정 호소적이며, 전국적으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반대운동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The Varying Viability
of Claim) 중 국내정책 & 정부핵심 이슈에 해당한다.
정부는 경부 축의 교통난과 물류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
통수단으로 경부고속철사업을 시행하였다. 경부 축은 전국교통량 가운데
여객의 66%, 화물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 6월 사업계획 및 기본노선이 확정된 후 1992년 6월부터 본
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인 계획수정
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구간(412㎞)을 완공하여, 동
북아 물류 거점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2004월 4월 1단계 사업인 서
울-대구 노선이 개통되었으며, 정부는 1단계에 투입된 건설인력과 건설
장비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부산신항망 개장 시기에 맞추어 경부고속
철도를 완공하고, 고속철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2년 6월 대
구-경주-부산 노선을 조기 착공하도록 결정했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우
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거점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부산역을 시·종착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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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고속철도가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원했다(김창수, 2008). 이러한
정부주도의 고속철도 건설은 정부의 핵심이슈로서 기존정책이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
방어기제에는 ‘환경영향공동조사’가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법외절차로서
구조지질, 지하수, 생태계, 암박공학, 지구물리탐사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행되며, 정부측 인사 7명, 환경단체·시민사회단체·민간 전문가 등 민간
인사 7명으로 구성되었다. 3개월간 공동조사를 실시해 전문분야별 합의
된 조사의견을 도출하는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했다. 천성산 환경영
향공동조사단은 2005년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환경영
향 공동조사에 착수하였다. 양측에서 절반씩 선정한 14명의 전문가들이
구조지질, 지하수, 생태계, 암반공학, 지구물리탐사 등 5개 분야에 대한
최종적인 영향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의 조사기간동안 터널
발파공사도 중지됐다. 2006년 2월 28일까지 4개 분야의 조사결과에 대해
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생태계 분야는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2006년 6월 2일 대법원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4) 정책변동
2005년 2월 3일 지율스님의 4차 단식 100일째 되는 날 정부와 지율스
님은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와 지율스님은 환경영향공동조사 3개월간 실
시, 조사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이 금지 등에 내용에 합의했
다. 양측 합의에 따라 2월 22일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이 꾸려지고 3월 11
일, 12일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이 현장 답사를 했다. 7월 28일 철도시설공
단과 고속철도 천성산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조사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가지 3개월간 일정으로 공동조사
가 진행되었다.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은 철도시설공단과 환경단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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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4명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2월 28일까지 4개 분야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생태계 분야는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맡겼다. 2006년 6월 2일 대법원은 천성
산 일대 사찰과 시민단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시청 사건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김창수, 2008; 박재묵,
2005).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결과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를 계획대로
재개하게 하였다. 2002년 6월 2단계 공사가 시작된 제기된 논란은 이렇
게 마무리되었다. 결국 터널공사 반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구하
고 공사중단 및 착공기간의 연장이라는 공사과정상의 일정한 변화를 초
래하였을 뿐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라는 정부정책
은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지율스님을 포함한 정책대상자 입장에
서는 목표미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반면에 고속도로 설계단계
부터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갈등예방협의회를 2005년 12월에
발족하여 강원도 춘천-양양 고속도로 공사에 시범운영하였다. 그리고 전
국의 모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도 ‘고속도로 건설 협의체’를 출범시켰
다. 2006년 3월 7일에는 ‘고속도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도
로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고속도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사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천성산 원효터널 사태이후 도로사업 진행
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동이
발생하였다.
(5) 종합적 분석
천성산 원효터널 건설 반대 사례는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미달
성,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먼저 정치적 변수인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과 지율스님으로 대표
되는 여론변수는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이때 지율스님의 단식이
라는 여론변수는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를 시작하게 한다. 이러한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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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집회는 원효터널이 상당히 진척되고 난 후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을 응
원하는 의미에서 시작됨으로써, 촛불집회 자체가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단지, 지율스님의 요구사항인 환경영양공동조사의
실시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으로 작동하였다. 지율스님의 단식과 촛불집
회는 정책방어기제인 환경영향공동조사가 형성되고 작동하게 된다. 그런
데 정책방어제도인 환경영향공동조사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공동조사가 비록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
는 공동조사결과를 통해서 기존과 다른 정책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공동조사결과 의견합의를 보지 못했
고, 반대 및 찬성의견을 가진 조사위원이 동일한 숫자이기에 처음부터
반대 혹은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터널 공사
결정을 법원의 판단으로 맡기게 되었다. 지금껏 우리나라 법원은 경제발
전과 환경보호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
는 대부분 경제발전 논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당시 이미
원효터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법원은 기각 및 각하결정을
하였고, 원효터널 공사는 재개되었다. 결국 정책방어기제인 환경영향공동
조사는 정부의 기존정책이 적절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도출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방어
기제는 정책대상자 측면에서의 목표미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초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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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3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사례 정책변동

4. 평택 미군부대 재배치 반대 촛불시위(2005년)
1) 기존정책 및 주요경과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사업이 먼저 제기된 배경은 한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뿐만 아
니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울 외
곽으로 이전을 검토하여 되었다. 용산 미군기지 외에도 파주, 동두천, 의
정부, 부산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지들도 도심이 확장되면서 도시발전
제한, 교통 장애요인 등 민원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6·25 전쟁 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효율적인
부대 운용을 위해 미군기지 체계의 재정비와 통합 등을 목적으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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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동의했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1987년 말 노태우 대통령 후보
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1988
년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 후 1990년 6월 한미양국은 용산기
지 이전 한미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용산기지를 1996년까지 평택으로 이
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의 과다로
1993년 6월 한국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보류를 미국측에 통보했다.
2001년 이전대상지였던 용산 미군기지 안에 미군숙소 건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한·미간에 용산기지 이전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1년 11
월 제3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에 연합토지관리
계획(LPP) 의향서를 체결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전국의 주한미군 시
설을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한국측에 반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양국은 용산기지이전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였고, 2003년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3년 별도로 추진하던 미 제2사단 재배치 계획을 연합토
지관리계획협정에 통합했다. 2004년 8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
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2004년 10월 28일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기지 이전에 따라 지출될 비용이 막대함
에 따라 관련 협정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10월 29일 국회
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2월 9일 국회에서 미군기지 평택
이전협정 비준안이 가결되었고,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에 따라 평택지역에 349만평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535세대
(1,372명)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국회의 비준
동의 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을 시작하였다(시사상식사전; 위키백화; 한
겨레 2005.3.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정책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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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환경
사례에서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국가안보’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1987년 말 노
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서 시작되
었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1990년 6월부터 1996년까지 완료하
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MOU)를 체
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남북이 첨예하게 대
치하는 안보 불안상황에서 주한미국 재배치는 지연되었다. 그 후 한미양
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을 꾸준히 추진했다. 2003년 7월에 개최된 제
10차 FOTA회의에서 한국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로서
새로운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에 합의했다. 기본 합의서의 주요 핵심
내용은 용산기지의 미군과 시설물을 2008년 12월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
는 것이었다(윤영미, 2011).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은 용산기지 평택이전
을 찬성하는 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기무사 과천 이전 반대운
동’이다. 기무사는 서울시 소격동에 있는 8000평 규모의 사령부를 2001년
11월 부대이전부지로 선정된 천시 주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3만평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7울 22일 기무사가 과천
시 주암동 일대 그린벨트지역의 토지보상이 현재 85% 진행되었으며, 10
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함으로써 과천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단
체들이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2004년 6월 2일
기무사 이전에 반대해 과천시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있어 지역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촛불시위
에 나섰다. 이러한 갈등 속에 2005년 7월 8일 과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국방부, 기무사, 경기도, 건교부 관계자들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였다. 과천시는 국방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2005년 10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방부의 대안을 전향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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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방부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다. 이로
써 3여년 동안 과천시와 기무사 사이의 갈등은 국방부의 이전부지 축소
라는 조건부 찬성으로 협의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평택미군기지
재배치 찬성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거로 설명할 수 있다. 2004년 4월 12일 국회의원선거가 있었고, 평택갑에
열린우리당 우제항 후보가, 평택을에 열린우리당 정장선후보가 당선되었
다. 평택미군기지 배치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토지보상과 환경문
화 충격 선해결과 의원입법을 통한 특별법제정 등 조건부 찬성의견을 내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당해 6월 5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시장에 한나라당 송명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평택미군기지 배치문제
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지역발전대책 확보 등의 조건부 찬성의견을 가
지고 있었다. 특히 평택시장의 경우, 이전 김선기 평택시장이 17대 총선
에 출마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17일 평택시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이듬
해 6월 5일 재보선 선거가 이뤄진 6개월가량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004년도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재보선 선거를 통해 평택미군기지 재배
치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평택시장이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평택시장과 평택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소속
은 다르지만 평택미군부대 재배치에 대해서는 큰 맥락에서 조건부 찬성
이라는 입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찬성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평택미군기지 재배치를 찬성하는 정책찬성집단은 중앙정부, 경기도청,
평택시, 상인연합, 평택지역 부동산 소유자 및 지역유지 등이 있으며, 평
택 재배치를 반대하는 정책반대집단은 농민, 시민단체, 임차인 및 세입자
등이 있다. 평택미군기지 재배치 찬성집단과 재배치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재배치 찬성집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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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외국주둔군의 재배치를 이뤄낼 수 있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경우
에는 수도권 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반면 재배치 반대집단은 미군부대의 확장으로 부작용이 증가
하고, 토지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삶을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상실감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평택미군재배치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팽성
대책위원회 김진태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항의단
계에서는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구속이후 병보석이 된 2006년 12
월말 이후인 2007년 1월부터 2월 차이에 마지막 남은 세대들을 위한 최
종 협상에서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2004년 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
한 평택시장 및 국회의원들은 사안이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중앙정부에 맡기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
았다. 따라서 평택미국 재배치 사업이 공론화 되었던 사업 초기에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된 평
택시 산하 ‘미군기지이전대책위원회’와 ‘국제교류사업단’이 정부와 주민들
의 협상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론은 시민단체 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기지 평택이전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활동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미군기지 평
택이전을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단체
에는 2001년 10월 20일 평택지역 17개 진보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여
발족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와 2003년 7월 29일 팽성읍 지
역 주민들로 구성된 팽성대책위가 있다. 이후 이들 단체들은 범대위로
흡수되어 범대위 산하 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범대위는 2005년 2월 22일
에 결성된 단체로 문정현 신부를 주축으로 국내 진보적 사회단체의 총집
결 형태를 보이며 평택미군저지 확장저지를 투쟁과제로 공동투쟁을 전개
해 나갔다. 찬성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미군기지가 온다는 것을 이미 기
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대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지역의 분위기
가 찬성하는 집단도 다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반대활

- 175 -

동의 규모나 빈도가 상당히 적었다(최승범, 2009). 그렇지만 미군기지 평
택이전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이 다가오면서 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갈등상황이 심해졌다. 기지 이전 반대파 주민들은 강제수
용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는 반면, 찬성파 주민
들은 ‘일부 농민들이 기지이전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고 불만을 제기하였다(문화일보, 2006.1.3.).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
서 평택시민신문이 2003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서 평택이전 반대가 53%, 찬성이 37.8%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택 미래
사회연구소가 2003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2%가
반대, 39.3%가 찬성, 19.2%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충분한 보
상 등의 조건이 맞는다면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65.7%로 나타났다. 이후
미군기지 이전 진행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평
택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 81%가 반대하
고, 어떤 이유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가
81.4%, 외부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가 65.6%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 초기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았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37%이상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보
상과 연동하여 그 찬성비율이 절반을 상회할 수 있을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 진행과 더불어 발생한 폭력적 시위 및 진압행위의 모습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의 여론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서 상
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미국 재배치 반대 촛불집회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9
월 1일 정부가 평택대학교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
였고, 팽성지역 주민들이 저지하려는 가운데 주민 9명이 연행되었다. 이
에 팽성지역 주민들이 평택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
하는 첫 촛불시위를 하였다. 이처럼 평택 미군기지 반대 촛불집회는 평
택이 미군기지 이전 장소로 선정될 초기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
고, 그리고 촛불집회가 열리도록 하는 가시적 위기사건이 발생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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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때 9월 2일부터는 토지수용 현장인 팽성읍 본정농협으로 장소를
옮겨 매일 오후8시부터 9시반까지 마을이 수용되는 대추리와 도두리를
비롯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동창리, 내리, 신대리, 본정리 주민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초반에는 팽성대책위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는 단순히 주민의 생존권 투쟁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2005년
범대위가 결성된 이후 범대위와 대책위 주축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는
데, 반미성향을 가진 외부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으로 참여로 인해 주한미
군 철수를 위한 정치이념 투쟁 성격을 가지며, 강경투쟁 역시 동시에 진
행되었다. 특히 2006년 5월 5일 정부의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도
중 발생한 폭력적 강경투쟁 모습은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해서 네티즌 간
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전까지 주한미군 평택이전 사업은 네티즌
사이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한 폭력사
태에 대해서 정부의 강압적 행정대집행와 시위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비판 등의 혼재해서 나타났을 뿐 촛불집회의 참여나 독려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평택 촛불집회는 2004년 9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93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정부와 평택 대추리 일부 주민들이 최종합의
를 함으로써 2007년 3월 24일로 2년 6개월 지속된 촛불집회는 마감되었
다. 영원하라 대추리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촛불집회의 마지막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평택 미군반대 정책문제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가능
성 매트릭스(The Varying Viability of Claim) 중 해외정책 & 정부핵심
이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게 군사 및 안보 영역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영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
분히 반영한다거나 정부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의 안보적 필요와 이익이 우선시되
어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 특히 한미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국 재배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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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 정책의 일환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일종
의 정책방어 기제는 평택 미군부대 재배치 반대운동에서는 뚜렷한 작동
기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택시민
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중앙정부나 자치
단체, 주민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응답자의 78%가 주민투표를 실시해
이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
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할 경우 국가안보
차원에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56.7%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주민투
표로 이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
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기존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 역시 과반수 이
상 나타남으로, 미군부대 평택 이전에 대해 평택시민 전체 차원에서 작
동할 수 있는 정책방어기제가 존재하지 못했다.
(4) 정책변동
기지이전에 편입되는 팽성, 서탄지역의 가구는 모두 583가구였다. 대
부분은 협의 매수로 이주했으나 2006년 1월에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팽성지역 대추리·도두리의 100여가구는 완강히 버티었
다. 결국 200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추분교 철거를 필두로, 군
사보호구역 내 철조망을 설치하고 빈집들을 철거했다. 2007년 1월 4일
59가구가 남아 있었다. 더군다나 2006년 6월 자진출두한 팽성 대책위원
회 김진태 위원장을 정부가 구속시킴으로써 주민과 정부와의 대화가 중
단되었다. 그러다 2006년 12월 29일 정부는 팽성대책위의 김지태 이장을
병보석으로 석방함으로써 평택 주민과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되었다. 특히
대책위에서 이탈한 도두리 주민들은 강경투쟁보다는 생존권과 경제적 실
리를 중심으로 협상양상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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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의 협의를 통해 24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고, 최종적으로 주
민들이 3월말까지 자진이주, 정부측에서는 생계지원 관련 사항 추가, 이
주단지 조성을 추가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김정윤, 2017). 주민이주
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된 조건보다 좀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부여받게
되었다. 결국 미군기지 평택이전이라는 기존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
책대상 지역 및 집단에 대한 특별법 적용 및 경제적 보상의 범위 등에서
변동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정책대상자 집단 입장에서는 생존권
사수라는 목표부분달성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정책집행 내용의 변동
이라는 정책내용 변동을 가져왔다.
(5) 종합적 분석
평택 미군부대 재배치 반대 사례는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보
상 확대라는 목표부분달성,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정책집행 내용 변동
이라는 내용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본 사례에서 정치적 변수
에 해당하는 새로 선출된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소속
의 평택시장도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군 부대의 평택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
안보를 위해 정부와 미국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 여론변수는 촛불집회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촛불
집회는 2003년 구성된 팽성대책위 구성원들에 의해 생존권 사수를 목적
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05년부터는 범대위의 주도로 반미투쟁인
이념적 성격으로 확장되어 열렸다. 이때, 강경투쟁도 동반되었으며, 이는
전국적 관심을 가지는 계기도 되었지만, 강경투쟁에 대한 강한 비판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이후 집회 목적의 다름과 강경투쟁에 대한 비판 등
으로 팽성대책위는 범대위와 분리하여 촛불집회를 전개해 나가기도 하였
다. 따라서 여론변수 및 촛불집회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
하고 이는 기존정책의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평택시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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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었고, 범대위에서도 생존권 사수를 목적으로 하는 팽성 주
민들과 반미이념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시민단체가 존재하였다. 더
불어 발생된 강경투쟁은 국민들의 반감도 유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후에는
팽택주민들은 범대위에서 분리되어 생존권 사수의 촛불집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오히려 미군기지 이전 사례의 문제유형이 해외
정책이면서 국내핵심 이슈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타협적 수준의 정책변동
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
전하는 것을 협약했기에, 정책대상집단의 반발로 인해 정책집행이 지연
되는 상황과 정책대상집단의 반미투쟁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가 느끼는 정치적 압박과 팽성주민들의 독립된 생존
권 사수라는 목적은 결국 타협적 수준의 대안에 합의하는 수준으로 정책
변동을 이끌었다.
그림4-2-4 평택 미군부대 재배치사례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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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지대교 반대 부산 촛불집회(2005년)
1) 기존정책 및 주요경과
을숙도대교(준공전에는 명지대교로 불렸으나 이름을 공모하여 을숙도
대교가 되었다. 을숙도 생태공원을 지나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는
1993년 12월부터 서부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
의 일환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과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
을 잇는 길이 3.7㎞, 너비 35m(왕복8차선)의 도로로 추진되었으나, 그
일부 구간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통과하여 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어 바로 착공하지 못하였다. 명지대교 건설
이 추진중인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4개 부처 5개 관련
법에 따라 1966년 문화재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제179호 지정됐으며,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1982년), 자연환경보전지역(1988년), 자연생태계보
전지역(1983년), 습지보호지역(1999년) 등으로 중복 지정돼 있다. 부산시
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해 2002년 3월 4일 철새 도래지를 우회하는 방안
으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2차례 노선변경을 했다. 그러다 2003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통과하는 명지대교
건설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 결과를 부산시에 전격 통고하
였다. 그에 따라 부산시는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 북측 상부에 위치한
수로 경계선에서 30m가량 떨어진 당초 부산시의 우회안보다 곡선부분이
최대 70m정도 올라간 노선을 최종 확정짓고, 2004년 2월 2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했다(오마이뉴스 2005.6.8.; 오마이
뉴스 2006.12.16.; 위키백과; 한겨레 2005.5.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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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있어 외부환경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경제성장’이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발전의 양대축인 서부산권 가덕도 신항만과 동부
산권 수영정보·업무 복합단지를 잇는 명지대교를 건설하기로 1996년 3월
에 결의하였다. 그리고 1997년 3월 12일에는 명지대교 건설계획을 확정
하고 민자유치로 명지대교 건설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다(김상구·최병
대, 2003). 부산시는 명지대교를 건설하여 부산-대구간 경부고속철도와
부산 신항 등의 완공으로 비롯되는 물동량을 증가를 해소하고 시내와 공
단을 곧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송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경제의 성장동력인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의 물류와 인근 명지주거단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
설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명지대교가 건설 예정인
낙동강 하구는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문재
화보호구역이며 습지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이다. 그러므로 마지
막 남은 철새 보호구역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자연조건 자체는 명지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재원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물류수송 수단 확보는 명지대교 건설을 찬성하는 재원
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천성산 원효터널 반대운
동’이다. 200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 제2단계인 대구-부산 공사 단계가 시
작되면서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하였다. 천성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시위 및 서명운동 속에서 2003년 3월
과 2004년 8월, 2005년 8월에 각각 몇 개월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율스님은 4번에 걸린 단식투쟁에 있었다. 2006년 6월
대법원은 도롱뇽 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결정을 내렸는데, 판결은 터
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불명확한 환경문제로
대형 국책사업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지대교 건설 찬성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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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속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명지대교 건설 과정은
1998년 명지대교 설계 작업이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부산시에서는 지속적
으로 명지대교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번번히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던
중 2002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일어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라는 사실이 중앙정부가 부산시의 정책행
위에 우군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의 안
상영 부산시장이 2002년 재선되어 다시금 부산시장으로 재임하게 되었
다. 이때 민선3기 출범 1주년에 실시된 시정1년 여론조사에서 명지대교
건설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안상영 시장이 시민, 사회단체 등을 의시
기해 사업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부산시장은 명지대교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곧 명지대교 건설 찬성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명지대교 건설을 찬성하는 정책집단은 부산시, 명지대교건설 범시민추
진위원회, 공단 입주업체 및 근로자 등이 있으며, 명지대교 건설을 반대
하는 정책집단에는 명지대교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
합, 부산지역 초·중·고 교사, 낙동강유역환경청, 문화재위원회 등이 있다.
명지대교 건설 찬성집단과 건설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 찬성연합은 명지대교 건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발
생에 초점을 두었으며, 명지대교의 직선형 노선안에 반대한다면 교량노
선을 수정하더라도 명지대교를 반드시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반면에 명지대교 건설 반대연합은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가치와
자연의 복원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을숙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표명하였다(강성철·문경주, 2005).
명지대교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부산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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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001년 11월 문화재청은 명지대교 찬성 및 반대집단의 의견
을 각각 수용하여 을숙도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조건하에 교량건설
을 허가하게 된다. 이때 부산시는 반대집단이 직선형 우회로 노선을 수
용할 경우, 명지주거단지 등 낙동강 하구지역의 위해사업에 대한 재평가,
환경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보장, 낙동강 하구보존조례를 통한 종합적
보호안 등 3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였다(강성철·문경주,
2005). 이에 반대집단을 주도하던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시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명지대교 건설반대 집단내의 신념체계인 생태계의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이 수정되어 명지대교 직선형 우회로가 확정되었다.
여론은 시민단체 및 특정 집단 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명지대
교 건설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에서 이루어졌
다. 먼저 명지대교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는 명지대교건설 저
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있다. 시민연대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시
민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을숙도를 가로지르는 직선형 명지대교가 건설되
면 생태계 파괴와 해안순환도로의 난개발이 조장된다며 을숙도 우회도로
를 이용하든지 교량을 건설하려면 기존 낙동강 하구둑 옆이나 지하터널
식으로 건설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산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1,213
명의 교사들이 명지대교 건설 중단 촉구에 대한 서명에 동참하고 2001년
6월 3일 부산교사 1천명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는 을숙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며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고 주장하
면서 낙동강 하구지역에서 자연생태학습 등을 실시하였다. 명지대교 건
설을 찬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는 명지대교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다. 추진위원회는 부산지역 상공인과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 등 3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명지대교의 조기건설을 촉구하였다. 이
들은 명지대교 건설이 6년째 표류하면서 녹산산업단지와 신호공단에 근
무하는 600여개 업체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서부산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민단체들
의 활동 및 여론은 명지대교 건설에 관련한 여론은 찬성과 반대 의견 모
두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부산교사 1천인 선언문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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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교 건설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명지대교 건설 반대 운동관련 촛불집회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시의 명지대교 건설은 1993년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면서 예고되었으며, 1996년에 명지대교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다. 이후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행정적 과정을 수행해
나갔다. 2002년 3월에는 명지대교 직선형 우회안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
식적으로 승인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명지대교 건설승인을 받았다. 이
러한 10여년 동안 명지대교 건설 반대집단들은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와 관련한 뚜렷한 모습은 보이
지 않고 있다. 명지대교 건설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것은 명지대교 건설
의 마지막 행정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해당사례의
촛불집회는 가시적 위기사건, 즉각성, 자발성, 네티즌들의 활동 등의 성
격은 보이지 않는다. 2005년 5월 3일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하
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막기 위해 3일부터 무기한 촛불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
환경운동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등
부산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은 3일 저녁7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환경부의 반환경적 조처
로부터 을숙도를 지키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명지대교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100만명 청원운동과 함께 명지대교 건설 예정터 일대의
생태계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을숙도는 문화
재보호법, 습지보호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생태계 보존구역이라며 부
산시는 이곳에 명지대교를 건설해 생태계를 파괴하려하고 있고 이를 막
아야 할 환경부는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이 부산시의 계획을 허용하려
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월 13일 부산시가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
지역내 행위허가를 승인받은 것에 항의하여, 낙동강 하구 살리기 시민연
대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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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교 건설 정책문제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가능
성 매트릭스(The Varying Viability of Claim) 중 국내정책 & 정부일반
이슈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1999년 부산시 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변경안에는 명지대교 건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시는 명지대교
를 건설함으로써 부산 신항만과 녹산공단의 산업물동량의 수송이 원활해
지고 김해공항 일대의 상습 교통체증이 완화되며 서부산권 개발이 가속
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부산경제의 성장동력인 녹산국가산업
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의 물류와 인근 명지주거단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명지대교 건설의 시행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인 부산시이다. 더군다나 건설 목적 역시 국
가경제 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물류수송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의 경제와 물류활동을 위해서 고려된 사업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입장
에서 볼 때, 명지대교 건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적 사업 중의 하나인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사례는 국내정책이면서 정
부일반 이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일종
의 정책방어 제도에는 ‘천연기념물 제179호 및 보호구역 지정 관련법’이
있다. 명지대교 건설 예정지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 일대는 1966년 109㎢
가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5개
법으로 125㎢를 중복 지정해 정부가 절대 보호를 약속한 지역이었다.
1982년 환경부는 을숙도와 주변 개펄 129㎢를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으
로 정한 데 이어 1989년 이 가운데 34㎢를 자연생태보전지역과 1999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선포했으며, 1988년 건설교통부는 64㎢를 자연환경보
호구역으로 묶어 놓았다. 이처럼 낙동강 하구지역은 4개 부처 5개 관련
법으로 중복 지정돼 있어, 이러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는 경우, 문화재
및 환경관련절차 등의 이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의 관리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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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연고가 있는 특정재벌과 민선시장이 유착된 비리사건 등이 2003년 10월
에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민선시장이 재직당시(1998년 7월 1
일부터 2004년 2월 4일)인 2002년 3월 문화재청이 부산시의 직선형 우
회안을 대해서 승인을 함으로써 명지대교 건설이 본격화되게 되었다. 이
렇게 볼 때, 관련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강력한 정책
방어기제가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낙동강 하구일대의 관리 및 개발 권한
이 지방정부인 부산광역시로 이전됨으로써 정책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정책변동
1993년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1996년
부터 사업이 추진된 후 7여만에 본격화하게 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3년 2월 부산시가 제출한 명지대교 건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대해
서 1여년 동안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거쳐 2003년 12월 31일 협
의 의견을 부산시에 통보하였다. 부산시는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감안해
서 최종 노선을 확정지었다.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 북측 상부에 위치한
수로 경계선에서 30미터 가량 떨어진 당초 부산시의 우회안보다 곡선부
분이 최대 70미터정도까지 올라간 노선을 확정지었다. 이후 2004년 5월
25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서
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2005년 6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광역
시와 (주)명지대교가 신청한 낙동강 하구 을숙도 습지보호지역내 명지대
교 건설을 승인하는 습지보호지역 해제 결정을 함으로써 명지대교 건설
이 허가되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지대교 건설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사건의 재항고에 대해 2006년 10
월 27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소송을 낸 사람들이 대상지 안
에 살지 않기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게 중심 이유였고, 대법원은 1
심과 2심을 살펴보니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 이후 명지대교 건설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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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고, 2009년 10월 29일 개통식으로 하고 30일부터 차량 통행을 시
작하였다. 결국 정책대상 집단에 해당하는 환경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기
존노선 변경이라는 목표부분 달성을, 정책주체자인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정책내용 변경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5) 종합적 분석
명지대교 건설 반대 사례의 경우 정책대상 집단의 입장에서는 목표부
분달성, 정책주체자의 입장에서는 정책내용 변동이라는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왔다. 해당 사례에서는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수가 복합적·동시적으
로 작동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정권변동, 민선 3기의
재선으로 당선된 부산시장 등의 정치적 변수와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
는 집단들로 인해 형성된 여론변수가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재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와 경제성
장을 위해서 명지대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에 여론
변수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
들이 동일한 사안에 함께 공존함으로써 여론변수 자체가 정책변동의 방
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마지막 행정적 승인절차에 앞서 시작됨으로써 정책변동의 재원으로
뚜렷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촛불집회는 촛불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지만 촛불집회가 줄 수 있는 강도의 수준은 미
미한 정도였다. 반면에 정책방어기제로서의 낙동강 하구 보호에 대한 관
련법들은 정책변동 재원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조건부 건설찬성이라는
입장으로 변화를 허락했다. 명지대교 건설 예정지였던 낙동강 하구지역
에 가진 기본속성이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문재화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이다. 이러한 자연조
건과 법적·행정적 보호 자체는 명지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강력한 재원으
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낙동강 하구지역에 대한 환경파괴 행위가 있어
서는 안되고 만약 환경파괴 행위가 존재한다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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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명지대교
를 건설하려는 기존정책을 찬성하는 정치적 변수가 기존정책을 찬성하는
여론변수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촛불집회와 정책방어기제의 영
향력을 조건부로 낮춤으로써 기존정책대로 명지대교를 건설하는 것을 인
정하는 대신 노선변경이라는 타협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림4-2-5 명지대교 건설사례 정책변동

6.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촛불집회(2010년)
1) 기존정책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 제기되었고, 제주 해군기시 건설
사업은 제주도에 해군전략사령부 신설계획이 1995년에 보도되면서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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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개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
교 56기 임관식에서 대양해군 건설과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서 제주도가 전략적 후보지로 대두되었다. 이후 2001년 6월 제2차 연안
항 항만기본계획에서 원래 여객·일반화물 부두로 계획되었던 화순항 북
서쪽을 해군 보안항구로 변경한 것이 대외적으로 확인되었고, 2002년 7
월 이후 화순항 지역주민과 제주도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화순항 해군
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안덕면 대책위원회 등 반대집단이 조직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제주도내 찬반
갈등이 심화되자 제주도는 코리아리서치에 도민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2002년 10월 25일 도민 여론조사결과 반대 58.2%, 찬성 24.9%로 반대의
견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화순
항 해군부두 건설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
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2005년
9월 해군은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제기되는 화순항에서 일부 지역주민들
이 유치의사를 표명해온 위미항으로의 변경 등 부지이전 여부를 검토하
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였다. 그러다 2007년 4월 27일 서
귀포 강정마을이 주민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하였
다. 그리고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제주도민 여론조사결
과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초과하게 되자 제주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2007년 5월 14일 해군기지 유치선언을 하게 되고,
국방부는 2007년 6월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최종 결정하고
통보하였다(고종협·권용식, 2009).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의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국가안보’이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56기 임관식에서 대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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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설과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도가 전략적 후보지
로 부상하였다. 특히 주변국가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적 위험의 증
가하고 남방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998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해상봉쇄를 당했을 경
우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15일에 불과한데, 이는 수입원유의 99.8%,
철광원료 등 주요 원자재의 100%, 곡물 100%, 자동차 부품 96%가 해상
으로 운송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확보해야만 한다
고 보았다(고종협·권용식, 2009). 이는 제주지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에는 최근 중국·일본 등 주
변국들과의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 대두, 일련의 북한 핵실험과 이로 인
한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정 심화, 이에 대응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2009.5.26.)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UNESCO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제주를 지정(2007.6.27.)한 외적사건
은 기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존의 가치갈등에 환경보호라는 가치갈
등이 부가됨으로써 갈등의 폭과 수준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고종협·권용식, 2009).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7년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해군
기지 건설사업은 지역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선거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김태환(무소속) 도지사가
득표율 42.7%로, 현명관후보(한나라당, 41.1%), 진철훈 후보(열린우리당,
16.2%) 등 타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재선되었다. 그리고 2007년도
말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해군기지 추진에 긍정적이었던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38.7%)가 해군기지 건설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정동영 후보(열린우리당, 32.7%) 및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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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제시한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4.4%) 등 보다 높은 지지를 받
았다(고종협·권용식, 2009). 해군기지 건설에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
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정책집단은 해군, 제주도청, 제주해군
기지 범도민 추진협의회 등이 있으며, 건설을 반대하는 정책집단에는 제
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민노당 등이 있다. 제주해
군기지 건설 찬성집단과 건설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
다. 제주해군기시 건설 찬성집단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개념은 양립가
능하고, 제주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미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제주해군기
지 건설 반대집단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개념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제
주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
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
개자는 ‘국무총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2007년 8월 민항과
군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도
록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찬반연합간의 절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2008년 9월 11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
항을 성격을 수정 변경하였다.
여론 변수는 시민단체 및 특정 집단 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2년 7월 당시 제주 경실련이 실시한 도민긴급설문조사에 의하면 제주
해군기지 준공에 대한 찬성의견 39%, 반대의견이 29%로 나타난다. 이후
화순항 해군기지반대 도민/안덕면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반대연합에
의한 조직적 반대시위와 반대여론의 확산에 따라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계획에 대한 도민여론은 2002년 10월 25일 반대의견이 58.2%, 찬성의견
이 24.9%로 나타났다. 200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사랑범도민실천
연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7%, 반대 3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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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민일보사가 실시한 1차 여론조사(9월)에서는 찬성 47.1%, 반대
33.3%, 2차 여론조사(12월)에서는 찬성 41.3%, 반대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높았다가 시간
이 지나면서 찬성의견이 높아지고,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상승하는 등
찬성과 반대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지사
는 제주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을 거부할 것인지
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여론수렴 방법으로 1500명 정도의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찬
성여론이 많은 경우 3개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찬성비율이 높은 곳을
후보지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4일 제주시는 제주도민 1500명
을 대상하는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 8일에는 TV 공개토론회, 5
월 12일에는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여론조사 결과 찬성
60.4%, 반대 31.1%이며, 2차 여론조사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찬성의견이 과반수 넘게 나타났다. 그리고
화순, 위미, 강정 등 3개 후보지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서 화
순, 위미의 경우 반대의견 찬성의견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강정
마을의 경우 1, 2차 여론조사 모두에서 찬성의견이 56.0%, 55.1%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제주시
는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추천하게 되었다(고종협·권용식, 2009).
이러한 제주도민의 찬성 여론은 제주해군기지 준공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촛불집회는 해군기지 선정과정 초
반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27일 제주 강정마을 해
군기지 유치희망 공식선언을 진행하고, 이후 2007년 5월 4일 1차 여론조
사, 5월 8일 TV 공개토론회, 5월 12일 2차 여론조사를 실시되는 상황에
서도 반대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후보
지로 강정마을이 선정되었을 때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5월 18일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이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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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에는 강정마을 의례회관 앞에서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모여 제
주해군기지 철회를 염원하면서 ‘평화염원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한편에
서는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해군기지 철회에
대한 촛불문화제를 5월 21일 개최하였고 6월에는 반대대책위와 군사기지
반대 도민대책위 등에서 제주해군기지 결정 철회 6월 총력투쟁을 결의를
밝혔다. 그리고 종교단체 및 연대들은 6월동안 촛불집회를 통해 해군기
지 철회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촛불집회 등을 통해 해군기지 철회뿐
만 아니라 평화염원이라는 이념적 내용까지 그 내용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혹은 강정마을에서 열렸
다. 때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서
울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계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
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촛불집회는 불교, 기독교 등과 같은 종교계
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강정마을 촛불집회의 사례는 가시적 위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책위를 주도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그
리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반대 촛불집회 참여 등에
관해서 뚜렷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촛불집회와 함께 강경투쟁까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강경투쟁 관련자들과 경찰 등이 무력충돌 등의 모
습이 나타났다. 2007년 시작된 촛불집회는 2015년 8월 4일 3,000일을 맞
이하였다. 2016년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 준공식날에도 어김없이 열렸다.
그리고 2018년 4월 28일 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4000일 기념문화
제가 열렸다. 해군기지 반대 촛불집회는 강정주민,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순간부터 3000여일 이상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의 정책변동을 유발하게 하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정책문제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
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 중 국내정책 & 정부핵심이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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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정부는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준공되면 해군 기동부대를 동·서해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되며, 유사시 4시간이
면 이어도까지 함정을 출동시킬 수 있는 요충기자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종협·권용식, 2009). 국방 및 안보 정책은 중앙정부의 고유한 권한이
며, 해군기지 등은 국가적·안보적 필요에 의해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
는 핵심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일종
의 정책방어 제도에는 ‘여론조사와 주민소환투표’가 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정을 여
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해군기지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
인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만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 정책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해군
기지 유치여부 결정은 1차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TV토론 후의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2차 여론조사에서 도민전체 의
견이 찬성이 많을 경우 3개 후보지 중 가장 찬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대
상지로 결정하고 제주도민 전체 의견이 반대가 많은 경우에는 해군기지
유치를 철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주시의 공식적인 의견발표가 있었
고 2007년 5월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결국 주민
주표와 같은 작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차 여론조사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해군기지를 유치하게 되고, 1, 2차 여론조사 모두
에서 찬성의견이 56.0%, 55.1%로 과반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강정
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여론조사가 기존정책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방어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존정책
을 유지시켜 주는 근거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후에 또 다른 정책방어기
제로서 주민소환 청구제도가 작동하게 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
설을 반대하는 연합에서 제주 해군기지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민주적 절
차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제기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서 주민소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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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소환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투표율이 개표
하한선인 1/3을 넘지 못하고 투표율 11%로 투표율 미달로 자동부결됨으
로써,

이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실질적 장애가 제거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종협·권용식, 2009). 결국 주민소환제도 기존정
책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방어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정책
을 유지시켜 주는 또다른 근거로 작동하게 되었다.
(4) 정책변동
2007년 6월 정부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하고
2014년까지 1조 300억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승격시키
고,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도
지사는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
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2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되었다. 결국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존정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해군기지 성격의 군항중심에서 관광미
항을 가미한 민·군 복합항으로 정책내용의 변경으로, 정책대상자 입장에
서는 촛불집회의 요구사항인 해군기지반대라는 목표를 미달성한 정책변
동의 결과를 가져왔다.
(5) 종합적 분석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례는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정책내용 변
동을,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미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해
당 사례에서는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
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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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기존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제주도지사라는 정치적 변수가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혼란스럽게 작동하는 제주도민의 여론변수, 그리고 해군기지 건
설 예정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강정마을 주민들 일부만이 참여
한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찬반 양분된
여론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찬반 양분된 행동은 결국 정책방어기제로서
작동한 여론조사와 정책소환제도가 기존정책을 변동시키는데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
수를 넘었고,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
서도 찬성 56.0%, 반대 34.4%로 나타났기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강정마을 주민들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
민소환투표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표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제주도민 전체
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강
한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측에서 오히려 확인하게 된 계
기가 되었다. 따라서 주민소환 무산이후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본격화
하게 된다. 이때 강정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촛불집회와 종교
단체 및 환경단체 등의 강경투쟁 및 비폭력적 투쟁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행위를 일정부분 제어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해군기지 반대 촛
불집회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발표 때부터 시작하여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3000회 이상이 열렸다. 그런데 이들 촛불집회에 주민들뿐만 아
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되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이념적 투쟁은 촛불집회가 가진 정책변동의 동력을 일정부분 훼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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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6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례 정책변동

7. 밀양 송전탑 반대 촛불집회(2013년)
1) 기존정책
송전탑 사업은 2000년 1월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처음 언급되
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경과지 선정작업을 시작하여 2003년에 최
적 경과지를 확정하였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경과지를 선정하기까지 주민
들과 협의하지 않았다. 2005년 8월 송전탑 건설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였고,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
사는 2007년 3월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업을 승인하였다. 밀양시는 송전탑 계획
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지만,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을 활용하여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송전탑 건
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갈등조정위
원회가 출범하였고,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6월 25일까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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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열다섯번의 회의를 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후 한전은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밀양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밀양시
는 2010년 10월 25일 토지수용접견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고,
한전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한전은 2011년 4월 철탑부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한다(김우창·윤순진, 2018).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에 있어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효율성’이
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송전선로는 크게 154kV, 345kV, 765kV가 있고,
이들은 전력 수송능력을 증대시키고 전력손실 감소에 효과적인 송전선이
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토면적인 좁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400kV 이하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만 초고압 765kV 송전선로를 설치했
다. 송전선로의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손실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이원화된 경우 송전 전력 손실 감소를 위
해 높은 전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765kV같은 초고압 송
전선과 인체 유해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에는 전자파와 인체유해성에
대한 논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송전설비 전자파 인체 위해성 논란은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초고압 송전선과
높은 송전탑은 그 자체로 내재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송전선로는
전자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많은 과학적 논란에
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국제암연구소(IARC)와 세계보건기구(WHO)
가 전자계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윤성
복, 2018).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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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당적 변
경 등이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인 엄용
수 당시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 이상조 시장을 물리치고 밀양시장에 당선
되었다. 2009년 엄용수 밀양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에
서 수행하고 있는 송전탑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사업진행
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엄용수 밀양시장은
2008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였다.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한나라당)
의 취임초기였다. 그런 다음 2010년 6·2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입당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반려되었고 결국 선거 3개월 전 입당이 허가되어 새
누리당 당적을 갖게 되었다. 그런 다음 6·2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다
시 밀양시장으로 연임하게 되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 기간 중에 지방자
치단체 시장 선거가 있었고 엄용수 밀양시장이 재선되어 밀양시장 자체
의 변경은 없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열린우리당이었다가 재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이 되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야당의 입장을 가지 시장
이었으나 이후에는 여당의 입장을 가진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밀
양시장이 정부 여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한전의 송전탑 건설에 찬
성하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은 한국전력공사, 밀양시
등이 있으며,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에는 밀양
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밀양주민, 시민단체 등이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밀양 송전
탑 건설 찬성집단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주요하고 송전사업은 공익사업
으로 관련법의 절차를 지켜 송전선 결과지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단은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때문에 재산가치 등이 상실되었고, 송전선 건설과정이
비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윤학수, 2015).
밀양 송전탑 건설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다하는 정책중개자는 ‘제도

- 200 -

개선추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중개역할을 수행하
지는 못했다.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조정자로 하여 밀양지역 경
과지 주민대표, 한전, 지식경제부, 밀양시,경상남도, 지역구 국회의원, 경
실련갈등해소센터가 참여한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조
정위원회’가 조성되었다. 6개월간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는 최종 합의안
을 만들지 못한채 종결되었으나, 합리적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를 토대
로 2010년 11월 ‘송변전 설비관련 보상 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하
게 된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밀양 및 기타 지역 주민대표, 한전, 지식
경제부, 국토해양부, 국회의원, 전문가,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소비자단체
가 참여하였다. 201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밀양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가 발족하고, 국무총리
가 밀양을 방문하여 8월에 185억 지역특수보상비 등 3대 합의안을 발표
하였다. 얼마뒤인 2013년 12월에도 밀양주민의 음독자살 사건이 발생하
고,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농성장을 철거하고
2014년 9월 송전탑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제대로 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여론 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 변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9년 5월 4일 밀양시는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신청한 ‘공사현
장사무실 건립에 따른 도로점용하거’, ‘궤도 삭도 사업설치 허가’, ‘현장사
무실 및 자재야적장 부지조성개발 행위허가건’ 등 10여건의 사업신청에
대해 검토한 뒤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이 계속돼 민원해소가 우선돼
야 한다면 불허가 통보를 했다. 그리고 한전이 송전로가 지나갈 예정지
역 토지 소유주의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제출건에 대해 주민의 대다
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론이 안정화될 때까지 발급을 유보한다고 말
했다. 그리고 밀양시장은 아무리 정부 추진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민
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송전탑 건설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2010년 8월 18일 한전은 밀양시장, 밀양시 경제투
자과장, 창녕군수, 창녕군 경제도시과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유
는 밀양시와 창녕군이 2009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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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에 대해 공고 및 열람을 의뢰받고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않아 송전탑 건
설이 지연되고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8월 29일에
는 공사지연에 따른 선투자 금융비용 및 간접비용 증가 등으로 지금까지
19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밀양시·창녕군과 밀양시장·창녕군수, 해당
과장 등 4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전의 고소·고발
에 밀양시는 2010년 10월 25일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 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한전을 허용했다. 이후 밀양시장은 756kV 송전탑 사업은 불
가항력이고 대안도 없다고 말하면서, 밀양시가 보상이라는 고리로 정부
입장에 완전히 편승하는 모습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게 된다. 이는 송
전탑 건설 찬성 연합에 대한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밀양시 송전탑 건설 관련 촛불집회는 2012년 1월 18일 처음 시작되었
다. 2012년 1월 16일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당시74살)씨가 몸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씨를
추모하기 위해 밀양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월 28일 밀양
영남루 앞 계단에서 처음 열렸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촛불집회는 분
신자살 사건이라는 위기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밀양 송전탑 사업
계획초기에는 열리지 않았다. 이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열리다가, 같은
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열리고 있고 반핵단체, 희망버스 등을
비롯한 외부사회단체 참여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뿐만 아니라 반핵을
통한 이념적 투쟁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분신사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는 과정에서 대책위를 포함한 반대집단과 경찰사이
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밀양 송전탑 사례에 있어서 네티즌들의 활동
을 살펴보면, 무력행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찬반적인 의견교환은 있
으나 촛불집회를 지지한다거나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7월 18일 저녁7시 ‘밀양 송전탑 반대 제200회 촛불문화제’
가 밀양역 광장에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다. 200
회 촛불문화제가 개최된 당시 이미 송전탑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촛
불문화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225가구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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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과 학습공간,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회 촛불문화제 이후 촛
불집회는 한달에 두차례로 횟수를 줄여, 둘째·넷째 토요일마다 개최하였
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밀양 송전탑 건설 정책문제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
가능성 매트릭스 중 국내정책 & 정부핵심이슈에 해당한다.
밀양 송전탑 사업의 공식 사업명은 765kV 신고기-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며, 이는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국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대전력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경남북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확충하고자 정부에 의해 진행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
게 1구간과 2구간을 나뉘는데 밀양은 2구간에 포함된다. 전력공급을 위
해서는 전력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력시스템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발
전소로부터 소비지로 보내는 송전, 전압을 낮추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배전, 전력을 최종 소비자가 이용하기 위한 전력장치로 구성된다. 신고리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북경남발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전과 대규모 화력·수력 발전시설을 소수지역
에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을 비
롯한 전력 소비지로 전달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때 송전선로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765kV 송전선로를 도입하여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김우창·윤순진, 2018). 이처럼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은 에너지 관리정
책 일환으로 진행된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기존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쉽
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
방어기제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없다. 오히려 한국전력원자력
은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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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하에 밀양지역을 전원개발 설비부지로 결정하
여,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은 19개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원개발촉진법은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업이라면 어떠한 전원개발 사업도
기존정책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변동
밀양 송전탑 공사에서 한전과 밀양주민은 결국 제대로 된 합의를 이
루어내지 못했고 이들 간의 갈등 역시 해소되지 못했다. 한전은 밀양시
혹은 밀양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
기 보다는 법을 활용하거나 물리력을 기반으로 2014년 6월 11일 일방적
인 행정집행을 택하였다. 이후 한전은 2014년 9월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고, 밀양주민들은 송전탑을 설치하려는 한전의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초
래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2명의 밀양주민이 분신자살을 하고 1명의 밀양
주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송전철 건설 및 관리방법
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래서 밀양투쟁, 연대투쟁, 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국회의 노력으로 2014년 1월 송·변전설비주변지역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7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촛불집회에서 의도했던 송전탑 공사 자체를 무산
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목표미달성이 변동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이
후 유사한 송전탑 공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마련할 수 있는 송·변전설비주변지역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정책의 패러다임적 변동을 이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종합적 분석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사례는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촛불집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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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미달성,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송·변전설비주변지역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이라는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왔다.
해당 사례에서는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 그리고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
적·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밀양시장은 기존에는 밀
양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다 2010년 총
선 당시 당적으로 한나라당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한전의 고소·고발 등
에 대해서 승복하면서 밀양송전탑 건설을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가 동시에 작동하고, 그러는 가운데 2012
년 밀양주민의 분신사건이 발생하면서 촛불집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촛불집회에는 송전탑 건설 지역의 밀양주민뿐만 아니라 희망버
스, 외부의 사회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반핵이념 투쟁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때, 촛불집회는 정책변동의 재원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촛불집
회가 송전탑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주민자살 사건 이후 시작되었고, 촛
불집회에 이해당사자 이외에 자발적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
서, 그리고 외부사회단체 등에 의해 이념적 투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서 일주일에 처음에는 두 번 이후에는 한번씩 지속적으로 촛불집회가 열
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정책변동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해당 사례에서는 정책방어기제가 작동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
전에서 송전탑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법으로 작동한 전원개발촉진법에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한전에 19개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가지
고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곧 위법행위로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밀양
송전탑 공사는 근거법에 기인하여 정부정책을 변동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자살이 3건이나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갈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원개발촉진법
을 개정하여 주민의견 절차를 마련하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토지수용과 보
상절차를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정책집행대상자인 정부입장에서 송변전
설비 설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민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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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고, 법에 따른 토지수용과 보상을 실시하게 되는 패러다임 변동을
가져왔다. 결국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
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전원개발이라는 정책문제 유형변수로 인해, 정책
방어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미달성, 정
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그림4-2-7 밀양 송전탑 건설사례 정책변동

8.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2005년)
1) 기존정책
고교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1981년 대입때부터 도입된 고교 내신제도는 30여년 동안 절대평가와 상
대평가가 교체돼 왔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1981년부터
실시된 내신제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문·자연계열 간 전 과목 총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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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겨 석차에 따라 15등급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학교생활기
록부에는 각 과목의 단위 수와 수우미양가 방식의 성취도, 전 과목 총점
과 평균, 학교 석차 등이 기재됐다. 그러다 1988년에는 10등급제로 조정
했다. 그러나 총점 위주의 서열화가 지나친 경쟁 위주 입시 풍토를 만든
다는 지적(1995년 5·31 교육개혁)이 나오자, 1996년부터 전체 석차를 폐
지하고 과목별 석차와 성취도를 기록하는 절대평가가 실시됐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위해 고교들이 쉬운 문제를 내고, 동석차를 양산하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입에서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4년 10월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 제
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의 발표 당시의 내용으로는 수능 문제는
교과과정에서 출제되며,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표준점수
제와 백분위는 완전히 폐지하고 성적표에는 등급(1-9등급)만 제공하고,
내신 성적은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의 평어 표기
를 폐지하고, 원점수 석차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대학
이 전형시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특수목적고는 설립 목적에 맞
게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발표 후 6개월
뒤인 2005년 3월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경
향신문 2005.5.4.; 나무위키, 2019; 한겨레 2005.5.6.; 시사상식사전).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에 있어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신뢰성의 문제’이다. 1981년 대입때부터 도입된 고교 내신제
도는 30여년 동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교체돼 왔다. 총점위주의 서열
화가 지나친 경쟁 위주 입지 풍토를 만든다는 지적에 1996년부터 전체
석차를 폐지하고 과목별 석차와 성취도를 기록하는 절대평가가 실시됐
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위해 고교들이 쉬운 문제를 내고, 동석차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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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입에서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동일한 내신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학력
차이가 크다는 현실에서 서울의 몇몇 대학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암묵적으
로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는 2008년도 대학입시부
터 상대평가인 9등급의 내신등급제를 채택하였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고교단계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택하는 나라는 한국
이 유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제를 절대평가 체제
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모든 교과목은 2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된다. 프
랑스에서는 대체로 평균 10점이상이면 보통, 12점 이상은 보통(평균), 14
점 이상은 잘함, 16점 이상은 매우 잘함 등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개별
과목 또는 전체 성적을 일정한 급간으로 구분하는 등급제는 없으며, 모
든 과목은 20점 만점의 원점수가 성적표에 기재된다(박상완, 2016). 이러
한 외국사례는 고교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정권교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인 2004년도 8월에
발표되어 2008년 입시때 적용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정책에 있어 고
교입시 정상화 및 입시 장벽으로 인한 계층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철
학을 가지고 있었고, 내신등급제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러한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학생 등 모두에게서
반발을 샀다. 그렇지만 발표된 입시제도는 큰 수정없이 새로운 대입제도
로 실시되었다. 그러다 2008년 정권교체 이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
회에서는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던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우
선적으로 수능등급제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2010년 9월 고교내신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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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2011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발
표에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 9등급에서 절대평가 6등급으로 변경하였다.
내신등급제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상대평가 방식은 강남지역 1등급과 강북 1등급 학생에게 같은 성적(등
급)을 주자는 차원에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
이라고 보았다.
내신등급제를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은 노무현대통령, 당시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지방소재 혹은 비학군지역의 교사 등이 있으며, 내신등급제
를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에는 전교조, 학부모단체, 교육감, 대학관계자,
학부모, 학생,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이 있다. 내신등급제 시행 찬
성연합과 반대연합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내신등급제를 찬
성하는 입장에서는 고교입시 정상화 및 입시 장벽으로 인한 계층 고착화
를 막기 위해 내신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반대연합은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신등급제는 교실내 친구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게 하고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심한 학업스
트레스를 부담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신등급제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다하는 정책중개자는 ‘교육발전
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자문
기구로, 2004년 12월 16일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인사가 참
여해 교육 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발족하였다. 협의회 산하
에는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3개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였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는 학업
성적 관리의 신뢰도 제고, 성적 부풀리기 방지, 각종 시험 부정방지 등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국민일보. 2004.12.16.). 2005년 5월 2008년도 입시
제도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 이후 내신성
적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현상 실태조사에 나서
기도 하였다. 그와 동시에 교육부장관은 2005년 5월 6일 대국민 담화 발
표 및 교육정책 브리핑에서 내신강화 대입제도는 현재로선 바꿀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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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대학
에서 내신 반영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처 방안
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내신무력화는 곧 내신등급제의 본연을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각 대학이 실질 반영률과 명복 반영
률을 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기 않은 대학을 사후에 선
별해 1조 5875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준다고 결정
했다. 2008년도 입시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는 정책중재
자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었다. 결국 2008년도 입시제도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개편 등이 논의되지 못했다.
여론 변수는 2008년 입시안에 대한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된다. 정부가 2008년 8월 입시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학
생, 학부모, 교육단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는 내
신을 상대평가함으로써 3년간 대입시험 12번 치르는 셈이라고 내신부담
을 호소했다. 전교조는 파행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고, 학부모단체는 기
만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한 방안이
나 입시안의 변별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2008년도 입시제도가 적용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난 2005년 5월에는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서 ‘고교내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국민청원
이 3일만에 5500여명이 넘어서기도 했고, 5월 7일, 8일, 14일, 15일 저녁
네 차례에 걸쳐 교육부 홈페이지를 동시에 접속해 다운시키는 사이버 행
동도 하였다.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첫 당사자인 고교1학년생과 학부
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2005년 6월 1일에 발표되었다.
이때 학생 55.3%, 학부모 67.4%가 내신등급제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새
대입제도 때문에 학원수강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결국 내신등급제롤 포함한 새로운 입시제도는 계획안 발표초
기부터 교육관련 모든 단체로부터 반대의견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도 이
러한 경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는 2008년 입시제도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 학생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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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위기적 사건
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촛불집회 집단은 폭력동 원없
이 단지 내신제도 폐지만을 요구하면서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이들 고등
학교 1학년 학생들은 5단계 절대평가에서 9등급 상대평가로 내신성적을
평가받게 됨으로써, 얼마전에 끝난 중간고사에서 소위 내신전쟁 속에서
내신부담을 극도로 심하게 경험하고 난 이후였다. 2005년 5월에 ‘오는 7
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이기에 그들은 촛불집회 현장의 참여자이기도
하였으며, 촛불집회의 개최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네티즌으로서 활동도 동시에 하였다. 2005년 5월 7일 오후 7시
30분 광화문에는 일반인 50여명을 포함해 350-400명 정도의 참여자가
모였다. 행사 주최측은 집회 참가 고교생들에게 입시제도와 내신성적 등
에 관한 설문지를 돌린 뒤 이를 수거해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촛불
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경기 일대 비평준화지역 명문고교나 서울강남지역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평균 학력 수준이 높은 이
지역 학생들이 2008년도부터 도입될 내신위주 대입제도에 대해 상대적으
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날 대전, 대구 등과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학생들이 주도한 내신등급제 촛불집회가 거론됐지만 제주에
서는 참여 학생이 없어 무산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2005.5.3.; 매일신
문, 2005.5.7.). 이후의 촛불집회는 5월 21일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민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에서 ‘입시경쟁 교육반대와 내신등급제
재검토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학생 및 어른 5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후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집회를 가졌다. 비록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이 자발적으로 주체한 촛불집회가 규모가 크지 않고, 1회성으
로 거의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히 크게 나타
났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등과 같은 전국적인 확산이 시
도되었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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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등급제 정책 시행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 중 국내정책 & 정부일반이슈에 해당한다.
2004년 당시 대학들은 고교들이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를 하
고 있어 입시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특정 대
학들은 내부적으로 고교등급제를 대학입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것
으로 소위 명문학군 및 특목고를 위한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제도라
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내신 부풀리기의 현실과 고교 등급제 재발방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기존의 대학
입시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2004년 8월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교
육정책 및 입시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등과 같은 교육관련 정책결정자들의
교육적 철학과 이상이 가치이자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국정철학과 유사한 경향을 가짐으로써 교육철학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교육철학과 교육
제도는 비교적 쉽게, 그리고 전반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대부분 이전의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또 다른 교육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도입하고 실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고등학교 내신제도가 절대
평가와 상대평가로 반복적인 변동을 가져왔다는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
방어 제도가 내신등급제 반대운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신등급제는
그동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반복인 변동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때로는 상대평가의 장점을 강조하게 되고 때로는 절대평가의 장점을 강
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특정평가 방법이 다른 특정평가 방법보다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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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옳고 나
쁨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절대평가의 폐해를 방
지하고자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도 상대평가제도가 운영되었기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평가방법은 존재
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대평가제도에 대해 일
정부분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그에 대한 강한 반발감까지는 이르
지 않았다. 따라서 내신등급제 같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주민투표 등과
같은 제도적 정채방어기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4) 정책변동
내신등급제에 관해 정부당국과 학생, 학부모, 교육계는 결국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2008년 입시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고등학
교 1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신등급제에 반대 촛불집회까지 열고,
국민청원 활동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는 2008년 입시제도를
변함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입시제도의 변화는 정
권교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명박대통령인수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
보다 먼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2008년 입시제도를
변경하려는 의지가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08년 인수위시절
에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2010년도에 내신등급제를 내신절대평가로 변
경하여 교과성적을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수강생 등 4가지
로만 표기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그러다 2011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
진화 방안에 따라 고교내신제도가 9등급 상대평가에서 6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2014년 내신부터 고교내신이 A-B-C-D-E-(F)의 6
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때 학년, 과목별 단위로 석차를 매
겨 상대평가하는게 아니라 교과목별 성취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
준을 절대평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상대평
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어 목표완전달성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내
신등급의 평가방법의 변경이라는 정책내용 변경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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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5) 종합적 분석
내신등급제 반대 사례는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완전달성을, 정책
주체자 입장에서는 정책내용 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해당사례
의 경우 촛불집회 변수와 여론 변수가 복합적·동시적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종사자, 교육단체 및 학부모 등의 여론변수에서 일
관되게 반대의견의 형성되었고, 직접적인 정책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발적인 반대 촛불집회가 동시에 일어났다. 내신등급제 시행
이후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등급제가 과거에도 존재
하였고, 기성세대들에게는 서열화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학생
들을 평가해야 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을
가진 제도라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신등급제가 적용되는 고등학
교 1학년 학생들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 내신등급제 폐
지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주도했는
지 알 수도 없고, 학생들이기에 과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두번 열린
것이 전부인 촛불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만으로 자발적으로 정
부정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항의하는 모습은 정부와 국민전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권변동이 일어났고, 이명
박대통령은 내신등급 상대평가를 내신등급 절대평가로 변경하게 된다.
결국 여론변수와 촛불집회 변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변수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기존정책에 대한 변경을 가져
왔다. 이때 교육정책 등은 가치적 성격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뚜렷한 정
책방어기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적 성격 역시 국내문제이면서 정부
일반이슈에 해당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정책변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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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8 내신등급제 실시사례 정책변동

9. 일제고사 반대 촛불집회(2008년)
1) 기존정책
우리나라의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 또는 특정 지역 내의 모든 학교
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형태의 시험을 뜻한다. 초중고교 학
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문
제를 치르는 시험으로 흔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도 한다. 1960
년대부터 시행된 일제고사는 전국 학생을 점수대로 줄을 세운다든지 과
외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1998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기초학력 진단평가
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전국에서 3-5% 수준의 표
본 집단에게만 시행되었다. 2008년 3월 6일 전국연합 진단평가와 3월 11
일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시작하였는데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제고사가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
지되었다가 10년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었다. 2008년 9월 4일 당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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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장관은 일제고사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
고, 우사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2008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초등학교 6
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걸쳐 일제고사가 실시되었다(국민일보 2008.12.22.; 뉴
시스 2017.6.18.; 위키백과; 한겨레 2008.12.23.;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에서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경쟁과 평가를
통한 교육개혁’이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일제
고사가 다시 실시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던 일제고사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진단
평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총 5가지의 평가방법이 실시되었는데
이들 각각을 혹은 모두를 통칭해서 일제고사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① 전국연합 진단평
가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
가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
단평가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 ⑤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로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
로 실시한다. 이들 평가들은 평가와 경쟁이 학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고, 학업성취도가 정확하
게 공개되어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에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교육과정 평가방법이다. 실증적인 결과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개선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선에 환류하고자 하는 노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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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분야에서의 최근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의 교육분야에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지역수준, 개별학교 수준의 정책이나 교육
과정,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도 학생의 학업성취
도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를 기반으로 하려는 추세이다. 이때 교육
분야에서 산출되는 가장 중요한 실증적인 데이터는 학생의 성취도이며,
성취도 평가는 학생수준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환류시
키는 노력은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김경희, 2017). 그리고 학업성취
도평가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
득을 보장하기도 하고(Grandla & McGifttert, 2003), 학생들의 출신배경
에 따른 계층간 학력차를 줄여 하위그룹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시키
고(Resnik & Nolan, 1995), 학생의 교육목표 서위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초학력 확보
에 도움에 될 것이라도 보기도 하였다(류정목, 2005; 호사라·전재현,
2006에서 재인용).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서울교육감선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8년 7월 30일 서울교육감선거가 실시되었다. 2008년 교육감선거
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로 진행되었다. 후보에
는 보수성향의 공성택 현 서울교육감과 진보성향의 주경복 교수가 대결
하는 성격을 가졌다. 공성택 후보는 경쟁과 평가를 통한 학력향상을 주
장하면서 0교시, 유열반, 일제고사, 특수목적고, 영어교육 강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교육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성향
의 주경복 후보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일제고사 반대, 평
준화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결과 공성택 후보가 주경복 후보에 승
리하여 서울교육감 재선에 성공하였다. 공성택후보의 승리는 결국 논란
이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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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말 공성택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
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2010년 6월 선거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곽노현 서울교육감 및 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교육감의 당선으로 일
제고사 폐지에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내신등급제를 찬성하는 정책집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이 있으며,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정책집단에는 서울시
교육감, 진보성향 시·도교육감, 교사, 학부모, 전교조, 교육연대, 참교육학
부모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등이 있다. 일제고사 실시 찬
성집단과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제고사를 찬성
하는 입장에서는 각 학생의 교육목표 성취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초학력 확보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 주입식 공부, 과외활동 등을 조장함으로써 학생
들의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육성하는데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일제고사 실시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
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론 변수는 일제고사 실시와 관련한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학생들
의 입장을 살펴보면 된다. 2008년 2월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정부의 발
표에 대해서, 발표 당시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는 초·중학생을 성적
순으로 줄세우기 한다고 비판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교
총 및 교육학계 다수는 교육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 반드시 실
시해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대시 개별성적통지 및 학교정보공개에서는 반
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에서의 경쟁과 평가를
강조하면서 일제고사를 찬성하고 개별성적 및 학교정보 공개 역시 찬성
하였다. 반면에 한국교총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일제고사
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평가에 찬성했다. 그리고 2008년 3월 15일 리얼
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객관적 학력평가를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에 찬성
한다는 의견이 54.3%,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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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 10월 3일-5일 전교조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일제고사 반대가 49.5%, 찬성이 43.7%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 12월 15일 여론조사에서는 이병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50.4%가 부정평가를 했고, 17.4%가 긍정평가를 했다. 그리고 공정택 서
울교육감에 대해서는 퇴진 찬성의견이 59.7%, 퇴진 반대가 18.0%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과 같은 일제고사 평가 당일 체험학
습을 허락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게 파면·해임 등
의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52.6%, 잘된 결정이
라는 의견이 27.6%였다. 그리고 2009년 2월 19일-20일 경향닷컴에서 실
시한 여론조사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성의견은 47.4%, 반대의견
은 47.3%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9년 2월 25일 전교조가 공개한 여론조
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1년간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
고 평가한 의견이 69.1%,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의견이 19.7%로 나왔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일제고사 형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57.2%가 반대, 38.8%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교육청과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서도 반대가 59.1%, 찬성이 37.9%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
소에서 2009년 3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학교간 성루화 조장 및
성적조작 등의 폐해가 크므로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51.3%, 학생들의 학력진단 및 성적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문제를 해결
해 일제고사를 계속 실시하는게 낫다는 의견인 38.5%로 나타났다. 이처
럼 일제고사에 대해서 정책초반에는 찬성과 반대여론이 혼재되어 나타나
는 양상을 보였으며, 일제고사가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일제
고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일제고사 반대 촛불집회는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논의하는
이야기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독립적인 촛불집회를 열기보다는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함께 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는 촛불집회가 촉발되는 가시적 위기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8년 6
월 15일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일부 학생들이 ‘미친 소, 미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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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반대’하는 손팻말을 자발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8
년 9월 23일에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시민단체들이 ‘일제고사 거부 시민행동’을 구성했다. 이후에는 ‘무
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 Say, No!' 을 구성하여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촛불운동을 펼쳐나갔다. 이후에는 일제고
사 거부로 인해 학교에서 해임 혹은 파면된 교사들의 복직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갔다. 네티즌들의 활동은 초기에는 일제고사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소통을 이끌어왔으며,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일제고사로 해임·파면 당한 선생
님들 응원카페 등이 생겨나 일제고사 폐지 투쟁과 징계교사 후원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촛불집회에서 일제고사 반대로 주제
가 한정되었으나 교사들의 해임 및 파면이후에는 부당징계 철회와 일제
고사 반대로 투쟁 내용이 확장되었다.
(3) 정책문제 유형
일제고사 시행 교육정책 시행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
행가능성 매트릭스 중 국내문제 & 정부일반이슈에 해당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교육평가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기존에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전국에서 3-5% 수준의 표본집단에게만 시행되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에서는 교육분야에서의 경쟁과 평가를 강조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평가
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에 시행할 것을 강제하면
서 국가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를 신설하
여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게 한다. 이에 일
제고사가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심화시키고 성적별로 학교를 서열화
한다는 비판과 일부에서는 시험거부 행위까지 일어난다. 반면에 일제고
사가 학력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며,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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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험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특히 일제고사의 시험결과는 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전국적인 성적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
대의견이 혼재하여 존재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일제고사를 시행하기도 때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여 표본시험을 실시하
기도 하는 등 정책결정자들의 교육적 철학에 따라 정책내용이 쉽게 변동
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
방어기제에는 ‘시·도교육감의 시험거부’가 있다. 2010년 6월에 당선된 진
보성향의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교육감 등이 권한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폐지행위가 전
반적인 일제고사 시행 강도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진
보성향의 교육감,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일제고사
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의 축
소 등의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기존
방향에는 변함이 없었다. 정부의 이러한 변함없는 입장에 대응하여 2010
년도 6월에 당선된 진보성향의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교육감 등
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일제고사 거부 및 새로운 평가시스템 마
련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2010년 7월 전북교육청은
9월 15일에 예정된 중학생 일제고사의 시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8월에는
강원도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페지
하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서울시에서도 중학생 대상 전
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2011년부터는 일제고사 평가를
학교재량에 맡기기로 해 실질적으로 폐지결정을 하였다.
(4) 정책변동
2008년 이명박정부는 전국단위의 전수시험 형식의 일제고사를 부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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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지역별·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폐단
이 발생했고, 학부모 및 교육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였다. 2012년 6월에는 172개 국가 402개 교육단체가 가입한 국제
교육연맹(EI)가 한국의 일률적 학업성취도평가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
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설문조사에서 일제고사 등 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 정책은
57.9점으로 혹평을 받았다. 이에 2012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일제고사 개
선방안 등이 각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완전 폐지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는 시험과목이 5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에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수평가로 시행
되는 일제고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 2017년 6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마저도 전수평
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일제고사 사례의 경우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완전달성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정책내
용 변동이라는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왔다.
(5) 종합적 분석
일제고사 반대 사례의 경우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완전달성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정책내용 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의 결과를 가져왔
다. 사례에서는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
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변동되면 정권마다의 교육적 철학을 반영되는 정치적 변
수가 작동하고, 그 사이에 여론변수는 일제고사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
의견의 혼재에서 점차적으로 반대의견과 부당해고 철회로 여론의 범위가
모아지고 주제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고사에 대한 반
대의견의 하나의 표현으로 일제고사 반대 촛불집회가 기존의 촛불집회
주제와 함께 다루어지고, 이후에는 부당해고 철회주제도 함께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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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방어기제로 존재하는 시도교육감의 시험거
부 권한은 기존정책의 변동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고, 일제고사라
는 교육정책이 비교적 정책변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정부일반이슈라
는 정책문제의 성격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기존정책의 변동이 쉽게 일어
나게 되었다. 특히 정권변동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의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정책분야는 정권변동 이후에 대통령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가장 쉽게 변동을 가져오는 영역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부분의 교육제도들은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어떠
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목적 적합적 교육제도 선택이 달
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경쟁을 통한 교육수준 향상
을 강조와 함께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이러한 일제고사에 대해서 지속
적인 반대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표명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그때 박근혜대통령
은 초등학생 일제고사 폐지, 중고등학생 일제고사 존치를 약속했고, 취임
이후 초등학생 일제고사는 폐지하였다. 이후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일제고
사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행위가 있었고,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과거 정부
의 불합리한 모습의 하나로 일제고사를 선정하고 이를 폐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분야의 정책은 극심한 반대가 지속된다하더라도 대통
령의 교육철학이 갑자기 변화할 수 없기에 해당 정권때까지는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정권변동이후 새로운 대통령
은 본인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 과거 정권의 실패를 바로잡는다는 입장에서 기존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이 본인의 교육철학적 지
침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생각이다. 이러
한 국민들의 생각은 촛불집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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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9 일제고사사례 정책변동

10. 진주의료원 촛불집회 폐업 반대 촛불집회(2013년)
1) 기존정책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19일 진주자혜의원으로 창설되었고, 1983년
지방공사 경상남도진주의료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9월 20일 경상
남도진주의료원을 변경되었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민과 진주시민에게
건강한 노후생활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2013년 2월 26일 경남도는 과도한 적자와 부채, 인근지역 의료공급 과잉,
경영개선계획의 노조불이행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기준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원, 적자는 63억원이었
다.
2) 정책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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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환경
사례에 있어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경영적자와
공공의료’이다. 진주의료원이 2012년 7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적자규모
가 갈수록 커져 2013년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
다. 이대로 두면 회생가능성이 없는 의료원에 혈세가 끝없이 투입되거나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상태가 될꺼라는 경상
남도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2012년 말 약품과 진료재료 외상 매입금
이 28억 5100만원에 이르고, 인건비고 28억4100만원 미지급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의사들도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일부 의사는 경남도에
급여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상태이다. 병원장도 공석 상태였다. 이러한 상
황에 회생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와 부실경영은 폐업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누적된 적자상황은 진주의료
원 폐업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에는 ‘다른 지방의료원들의
운영실태’가 있다. 2010년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곳을 제외한
29곳이 적자였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
업한 곳은 없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건강보험 청구
시 원가의 70% 수준을 받고 있으며, 일반병원과 달리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내
일신문, 2013.2.27.). 경기도의 경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부천 등
6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이들 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은 88%, 누적 부채
는 2012년 기준 총 442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도민의 1%만 나오
면 지방의료원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
의료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2006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후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지방의료원 신축·리모델링 등에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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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을 투자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63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
정이다. 공공의료원 장비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만 82억원을 유치
했고, 2014년까지 적자를 절번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로 경영개선에 나서
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경영적자 상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오히려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남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경남도지사 재선거 의지 및 공약
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는 홍준표 도지사로
2012년 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진주
에 경남도청 2청사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에는 현재의 경남도청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매각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했다. 이때 지속
적인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선택되었고, 진주의료원을
폐업 및 매각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막고 매각대금으로 현재의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하는 정책집단은 경남도(홍준표지사), 경남도
의회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정책집단에
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진
주보건의료 조합원, 진주의료원 이용 환자들, 경남도 의회 야당의원, 국
회 야당의원 등이 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의 경
우에는 노골적인 반대의견 혹은 찬성의견 등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경남
도가 신중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발표하거나 지방의료원은 경남도의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고 입장표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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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결국은 간접적인 찬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진주
의료원 폐업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진
주의료원 폐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는 진주의
료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 낭비이며, 그리고 근거
리에 의료자원이 풍부한 상태에서 굳이 진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진주의료원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의료기관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주의료원 파업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의 진주의
료원 파업 결정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공식 표명하기도
하고, 직접 경남도를 찾아가 설득작업을 펴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에는 진주의료원 신축 당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의료법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
은 실시하지 않았다. 왜냐면 진주의료원의 폐업행위는 지방고유사무로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최후의 협상으로 경남도에서 제시한 500억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책중개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적·법적 행위를 동반한 중개행위는 실시하지 않고, 단지 중
앙정부기관으로서의 입장표명과 설득작업만을 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론 변수는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경남도의회 등의 입장을 살펴
보면 된다.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하였을 때,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경남도 야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보
건복지부, 청와대, 국회는 경남도의 발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
였다. 단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갈등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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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경남도를 행해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국고보
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사
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고,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개정하기도 한다. 그
리고 청와대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
다. 그리고 경남도에 소속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시민들
은 노골적인 의사표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경남도에서 여의도리서
치에 의뢰해 5월 17일부터 3일간 경남도민 2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진료의료원 폐업에 찬성하는 의견이 41.3%, 반대의견이
37.5%, 모르겠다는 반응이 2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진주시에서 폐
업찬성 40.5%, 반대 51.5%로 반대가 10.6%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창원,
양산지역에선 찬성이 더 많았다(국민일보. 2013.5.22.). 이렇게 볼 때 진
주시와 인접지역인 거창지역을 제외하는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
주민들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폐업을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촛불집회는 2012년 2월 26일 경남도에서 진료의
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이후 한달 뒤인 3월 22일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됨으로 즉각성과 가시적 위기사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
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3월 22일
부터 매일 오후6시 30분에 진주시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살리기 촛불문화
제를 열었다. 그리고 3월 28일 저녁에는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진료의
료원 폐업 철회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집회는 전국보건의료노동
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4월 6일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생명버스’ 3대는 전국보건의
료산업보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국 각지의 활동가를 태
우고 진주의료원에 도착, ‘진주의료원 지키기 희망걷기대회’와 ‘진주의료
원 지킴이 발대식’ 등에 합세했다. 그리고 4월 1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
문에서는 진주의료원 지키기·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 야당 측 국회의원, 진주의료원 직원, 시민 등 500여명
이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진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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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폐업반대 촛불집회는 진주시청에서 그리고 경남도청이 존재하는 창원
에서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서 나름 전국적인 확대해 가면서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촛불집회의 참가인원 규모는 100명에서 최대 500-600여명 수
준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촛불집회의 참가자들은 보건노조원들이 추축
이 되어 전국적인 활동가들과 합세하여 이루어져, 단순히 진주의료원만
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전체의 문제로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단식농성, 점거농성 등에서 몸싸움 등이
발생함으로써

폭력적

강경투쟁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경남도민일보

(2013.4.11.) 기고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거리 홍보를 하겠다는 것
인지 사내 노조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했다는 평가에서 나
타나듯이 진주폐업을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는 일반 대중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고, 참여한 일반대중조차도 진주시민들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진주의료원 파업 정책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 중 국내정책 & 정부일반이슈에 해당한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에 설립된 진주자혜의원의 후신으로서 1925년에
는 경상남도립진주의료원, 1983년에 지방공사 경상남도진주의료원, 2006
년 경상남도진주의료원으로 변경되어 당시 경상남도청 산하 지방의료원
이었다. 진주의료원은 경남지역의 공공의료의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해오
고 있었다. 그런데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 현재 부채 253억원,
부채 63억 수준에 이르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 2013
년 당시 진주시의 경우 진주의료원과 30분 거리에 경상대학병원, 종합병
원 2개, 병원급 12개가 있어 진주시가 의료공급 과잉상태였다. 그리고 공
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개정돼 공공의료사업을 민간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 개방된 만큼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결국 공공의료와 경제손실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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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의 방식에 대한 것이다. 공공의료를 위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주의료원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진주의료원의 적자를 메꾸어 나가는 것은 낭
비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진주의료원은 경남이 작은 도시에 있는 하나
의 공공의료기관일 뿐이다. 이런 병원이 폐업한다는 것은 당장 진주의료
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큰 불편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
장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책내용일 뿐이다. 비록 박근혜 대통
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
고 지방공공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
방고유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에 관련한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핵심이슈가 아니라 일반이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대상 집단
의 정책방어기제에는 ‘시정명령’, ‘주민투표’ 등이 있다. 먼저 중앙부처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방어기제에는 복지부의 시정명령 권한이 있다.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정명령 권한을 활용하
지 않았다.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등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국고보조금
환수, 국정조사 등과 같은 나름의 압박수단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는 원래 계획했던 폐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료원법
에 의해 규정된 지방 고유업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특정한 지시를 강제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정신에 어긋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대통령조차도
강력한 지시 및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남도의회 야당 도의
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경남도민에게 직접 물어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5%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이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
의 2이상이 찬성하면 청구할 수 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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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유권자 서명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민투표
가 여의가 않아 실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법은 진주의료원 폐
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4) 정책변동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지사는 일관되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행
하였다. 2013년 4월 12일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이 경남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는데, 당시 경남도의회 의원 57명 중
39명이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결은 별무리 없은 상황이었
다. 그러는 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라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과시켜 지방의료원 폐
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홍
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을 거침없이 진행해감에 따라 4
월 20일 경남도의회 야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경남도민
에게 직접 물어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2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만에 진주의료원은 폐업되었다. 그리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13년 6월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게
가결됨으로써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존립근거마저 사라졌다. 그리고 진주
의료원 폐업 논란 속에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이
2013년 8월 13일 개정 및 시행되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와 폐업하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개정이후의 해당사
례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렇게 볼 때, 진주의료원 사례의 경우 정책대
상자 입장에서는 정책목표미달성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
동이라는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왔다.
(5) 종합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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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사례의 경우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미달성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왔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의 경우,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그리고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남도지사의 폐
업에 관한 강행의지, 그리고 지방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에
서의 간접적인 대응이라는 정치적 변수, 그리고 진주지역과 진주지역 이
외의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차이 결국 진주의료원의 혜택은 진주
시민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경남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보충한다는 점
에서의 발생하는 상반되는 여론 변수, 그리고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관련자와 외부시민단체 등에 의해 진행된 촛불집회가 동시
적·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촛불집회의
주도집단과 참가자들의 성격의 촛불집회가 의미하는 본래적 의미를 퇴색
시키고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촛불집회 참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
게 된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에서 촛불집회는 정책변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진주의료원 사례가 국내정책이면서 정
부일반이슈이기에 비교적 손쉽게 정책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정책방어기제가 정책변동에 불리하게 작동함으로써 정책대상집
단이 원하는 정책목표를 부분적으로도 달성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지방
의료원이 지방고유사무로 정부 일반이슈에 해당하기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관련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데 오히려 업무
권한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정명령의
권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정책의 어떠한 변동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사태를 보고, 정부는 이후 동
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시킬 수 있는 법적방
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건복
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신설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과정은 지방
의료원 폐업인 지방고유사무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
에서 향후에는 지방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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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패러다임적 변동이 일어났다.
그림4-2-10 진주의료원 폐업사례 정책변동

11. 故전재규대원 국립묘지 안장 요구 촛불집회(2003년)
1) 기존정책
198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7번째로 남극 교두보인 세종기지를 완
성하고, 해양영토의 확장과 해저자원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남
극기지 예산이 한해 30억원선에 불과함으로써 세종기지의 시설과 장비는
설립당시의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필수장비로 꼽히는 쇄
빙선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남극에 상설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19개국 중 쇄빙선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루과이,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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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3개국뿐이다. 그래서 세종기지측은 하루 만8천달러, 우리돈 2천여만
원을 주고 러시아 쇄빙선을 연간 44일 한도내에서 빌려쓰고 있는 있었
다. 이러한 제한된 일정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무리한 계획을 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사고당일에도 귀국대원을 10㎞ 떨
어진 칠레 기지까지 날라야 하는데도 운송수단은 고무보트 4척뿐이었다.
그러다 사고 당일 처음 실종된 세종2호 보트를 구조하기 위해 또 다른
고무보트를 타고 구조대원으로 나갔던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소속 전재규연구원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의 남극기지 조난사
고는 열악한 장비와 예산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종기지가 유독 열악한 상황이었고, 정부가 세종기지를 만들어 놓고선
예산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쇄빙선만 있었다면 전재규 대원이 숨
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전재규
대원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동하고, 극지근무의 연구환경과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되었다. 이에 전재규 유가족들은 전재규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서 전재규연구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전국립묘
지 안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문화일보, 2003.12.13.).
그리고 전재규연구원에 대한 의사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
측은 의사·상사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는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
하고 있는데, 전재규연구원의 구조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그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서울신문.

2003.12.15.). 이후 노무현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부처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전대규 대원을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사자로 인정했고 국가유공자로 추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립묘지법
에 의하여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정이 불가능하였기에, 전재규대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정부입장 표명이 있었다(경향
신문 2003.12.15.; 눈사람클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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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에 있어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현실에 맞
는 국립묘지 안장기준의 요구’이다. 남극 조난사고가 발생한 2003년 당시
국립묘지에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
립5·18묘지규정은 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립묘지에 대한
안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순국선
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립묘지
령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망자 가운데 국방부 제청에 의해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제청기준은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람이다. 전재
규연구원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자격을 인
정받아야 하며, 한국해양연구원의 상부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
위원회 이사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안장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정
부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인위주였으
며, 전재규대원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과 관련해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군인위주
의 국립묘지 안장과 현실에 맞춰 국립묘지 안장 재검토 제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기준을 재정립할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에는 ‘국립묘지 안장 운영실
태’가 있다. 현재 국립묘지는 군인묘지에서 조금 발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 이외의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 국무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매장과 화장, 묘지의 크기도 모두 계급이
나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군인 아닌 일반인들이 국립묘지에 안정된 사례가 없다. 이러
한 국립묘지 운영은 일반인인 전재규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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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로 설명할
수 있다. 2003년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되는 시기이다. 그
러하기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국립묘지 안장은 군인들만이 가진 독점적 권리였고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연속이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묘지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곳이라는 의미로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2004년 5월에는 총선이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
난 2003년 12월 당시 이미 전국은 총선 체제에 접어든 상태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 차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본인뿐
만 아니라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선거
국면은 전재규 연구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재규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찬성하는 정책집단은 노무현대통령,
국무총리, 서울대 학생회, 전국과학기술노조, 영월고등학교 총동창회 故
전대규 연구원 국립묘지안장추진특별위원회, 전재규 연구원 유족 등이
있고,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정책집단에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군인
및 경찰 등의 단체 등이 있다. 전재규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 때 전재규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정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
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유공 군인 및 순직 경찰관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외에 의
사자나 순직 공무원, 국위선양에 기여한 과학자 등 민간인들도 묻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국립묘지 안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등과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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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없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재규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
중개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에서
전재규 연구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립묘
지 안장 대상의 기준의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립
묘지 운영기준과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
을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포괄적 재검토 지시는 법과 선례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이전 결정을 다시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론 변수는 정부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특히 대통
령의 입장표명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2003년 12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남극기지 사고 소식을 보고 받고 수색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하하고 총리
에게 지시하고, 12월 9일에는 세종기지에 위로전화를 걸었다. 그러던 중,
전재규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의사자 인정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
해 노무현대통령은 12월 14일 ‘남극에 가서 어려운 일을 감당한 것만으
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다시 국무회의 등에서 재검토하
겠다’고 밝히며 문희상비서실에게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이후 ‘세종기지
조난사고 대책반’이 설치된 국무조정실은 의사자 인정문제는 긍정 검토
하기로 했다. 12월 15일 고건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간부회의에서 국립
현충원에 의사자를 위한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
시했다. 12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난 가능성 등 어려
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을 정부가 제대로 대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립묘지 운영 기준, 향후 방침, 나아가 의사자
국립묘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노무현 대
통령의 지속적인 지시 및 관심은 전대규 연구원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고 전재규 연구원에 대한 추모 및 국립묘지 안장 촉구 촛불집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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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연구원에 대한 영결식이 거행된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촛불집회는 전재규대원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의 사건이
존재하였다. 영결식이 있는날 전재규 대원의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서는
모교인 강원 영월고 총동창회가 주도하여 영월읍 농협 앞 사거리에서 촛
불집회를 매일 1시간씩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영월군 의회, 영월군번영회
등과 같은 지역사회단체 등과 같이 군민연합을 결성하여 국립묘지 안장
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모교
인 영월고총동창회에서는 故전재규 연구원 국립묘지안장추진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촛불집회
는 1620일간 지속되었다. 이때의 촛불집회는 안장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영월군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외부사회단체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존
재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촛불집회는 전재규대원의 국립묘지 안장만을
요구했을 뿐이며, 주제의 범위를 이념적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
재규대원 사례에서는 네티즌들은 추모카페를 개설하고 국립묘지 안장서
명 운동을 진행하였고,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국립묘지를 만들어
전재규대원을 안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단순히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찬반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하였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故전재규대원 국립묘지 안장 촉구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가능성 매트릭스 중 국내문제 & 정부일반이슈에 해당한다.
2003년 당시 국립묘지에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
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은 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립묘지에 대한 안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정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대통
령령인 국립묘지령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망자 가운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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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
다. 국방부 장관 제청기준은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 사람이다. 전재규연구원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우
선 이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한국해양연구원의 상부기관인 국무총
리실 산하 공공기술위원회 이사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안장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국립묘지 등의 안장에 대상 및 절차 등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으
로 정부의 일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됨
으로써 국회의 입법적 절차없이도 비교적 손쉽게 그 내용을 수정 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사례는 국내정책이면
서 정부일반이슈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
방어 제도는 국립묘지 안장 요구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가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국무회의 혹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거부할 있는 공식적 제도는 존재하
지 않는다. 다만 국민청원, 서명활동, 촛불집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방어
적 행동만이 작동하게 된다.
(4) 정책변동
2003년 12월 남극 세종기지에서 숨진 故전재규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계기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5년 7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립묘지기본법에는 국립묘지
운영방향과 안장대상, 안장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대상은 고도
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재해예방·복구 등에서 순직하거나 부
상한 소방·교정·일반공무원,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국립묘지기본법에 의해 2006년 1월 30일 이후 사망자
부터는 의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립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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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해여 이 법을 소급적
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전재규 대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7년 7월 19일 국립묘지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의사자 및 의상자를 법률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이 제정·시행된
1970년 8월 4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2007년
10월 13일 故전재규 대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전재
규 대원 국립묘지 안장 사례의 경우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국립묘지 안
장이라는 정책목표 완전달성을,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국립묘지기본법
의 제정이라는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5) 종합적 분석
故전재규대원 국립묘지 안장 요구 사례는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국
립묘지 안장이라는 목표완전달성,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국립묘지기본
법의 제정이라는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본 사례에
서는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 그리고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
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총선기간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노무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
라는 직접적인 지시와 국립묘지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라는 여
론변수, 그리고 전재규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
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한 것
으로 알 수 있다. 故전재규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 사례에서 정책변동
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재규연구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볼 것을 지시하고, 지금껏 군인들의 전유물이 되었던 국립묘지를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전체 국민들이 일정한 상황에 되었을 때 언제든
안장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더군다나
고전재규대원의 아버지는 궁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1억은 영월고 장학기금으로, 1억은 해양연구소 발전기금으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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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하게 된다. 이러한 기부금은 영월고 총동창
회에서 정책변동이 일어나기까지 총3년 6개월동안 촛불집회를 가지게 되
는 심적인 원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해양연구소와 서울대학교에서도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재규 대원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촛불집회는 영결식이 있는 그날부터 시작
하여 법제정 및 개정이 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발적
으로 모인 영월군 동창회 및 군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결국 대통령
의 강력한 의지로 법제정을 이루었다면 이후의 개정작업은 촛불집회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국립묘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국립묘지를 국인이 아니 일정조건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게 되는 패러다임 변동을 가져왔으며, 이후 개정작업을
통해서 소급적용을 허용하여 전재규대원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전재규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라
는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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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11 고전재규 연구원 국립묘지 안장사례 정책변동

12. 탈북동포 강제송환 반대 촛불집회(2003년)
1) 기존정책
2002년말부터 2003년 1월 중순까지 100일 동안 펼쳐진 중국 공안당국
의 탈북자 색출 및 북송작전에 따라 중국을 떠돌던 탈북자 3200명이 이
미 북송됐으며, 탈북자 1300여명이 지린성 투먼, 룽징 등지에 있는 탈북
자 수용소에 분산 배치돼 당시 강제 북송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다
투먼 탈북자 수용시설내에서 수용돼 있는 90여명의 탈북자들이 최근 식
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되는데 반발하여 수용
자 일부가 단식 농성 등을 통해 항의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
월에 광시장주 자치구 주도 난닝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탈북자 수
용시설로 이송된 7명의 탈북자들이 20일 이상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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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최대한 한국 송환을
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중국 외교부 당국에 철자한 진상조사
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을 하던 7명의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말
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국민일보 2003.10.21.;
국민일보 2003.12.9.;동아일보 2012.2.25.).

2) 정책변동 분석
(1) 외부환경
사례에 있어 외부환경 요인 중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중국의 탈
북자에 대한 규정이 불법월경자’라는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으로
중국-북한 국경을 넘어온 불법월경자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1960년대
초에 북·중 양국 간 체결된 ‘조·중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의 ‘국경
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그리고
1993년의 ‘길림성 변경관리조례’를 근거로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
해왔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식량
을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주민은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공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정
지되어 있지만 일단 탈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탈북자에 대하여 자국민을 보호할 의미와 권리를 갖
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체제하게 되는 중국에서의 인권 상황
에 대해여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기본입장은 탈북자들
을 북한을 피해 나온 난민으로써 그게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천구, 2006).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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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에는 ‘미국의 탈북자 정책’이
있다. 2006년 4월 22일부터 29일가지 미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자유주
간 행사에서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김정
일 폭정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4월 27일 로스앤젤리스 이민법원
은 탈북자 출신 서재석씨에게 정치적 망명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군 장교 출신의 탈북자에게 미국법원이 사상 최초로
정치적 망명을 승인한 것이다. 서씨는 1년 뒤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5일에는 동남아를 거쳐 입국한 탈북자 6명에게 북
한인권법(2004년 10월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했다. 지
금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권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단 한명의 탈북자
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 탈북 난민 수용을 계기로 미국
안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6자회담 대신 인권문제로 대북정책의 방향
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모퉁이돌 정세분석, 2006). 미국의 이러한
탈북자 인권보호 정책은 강제송환 반대 정책의 재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2) 정치·여론·촛불집회 변수
정치적 변수 중 지배집단의 변화는 정권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김대
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중요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북한과 중국을
의식하여 조용한 외교와 비공개교섭의 원칙을 내세워 탈북자 지원에 소
극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
번영정책을 표방하였으며, 더 한층 대북화해우선정책을 폈다. 그래서 탈
북자 정책도 조용한 외교를 답습했으며, UN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차하거나 기권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반면에 이명박 정
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탈
북자 문제를 국내외 사회에 공론화하여 중국에 압박을 행사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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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범죄자가 아닌
이상 탈북자는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언급하였다(경향신문. 2012.2.22.). 이러한 대통령 및
정부의 강경한 강제북송 언급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의 재원으로 작동
하게 된다.
탈북자 강제송환에 찬성하는 정책집단에는 북한, 중국 등이 있고, 탈
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정책집단에는 우리나라, 미국, 유엔인권이사
회, UN난민고등판무관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탈북난민보호운동본
부 및 국경없는 의사회, 재향군인회 등과 같은 시민·사회·종료단체 등이
있다. 탈북자 강제송환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은 각각의 신념체계를 가지
고 있다. 탈북자 강제송환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탈북자는 북한과 중국의
문제로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이며, 탈북자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
고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처리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탈북
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탈북자들은 북한을 피해 나온 난민
이며,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자 강제송환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결함에서 오는 인
권의 억압과 유린이 탈북사태와 맞물리면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인간 이
하의 비참한 실상이 폭로되자 국제사회는 이의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하
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2004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2005
년) 결의문에서 북한시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
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2004를 제정하여
탈북자들의 보호와 인권의 개선, 민주화 및 개방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
고, 특히 미 국무부는 인권특사(제이 레코프위츠)를 임명하여 예산을 배
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탈북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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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송환하려는 중국 및 북한과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우리 정부 사이를 중
재하게 된다.
여론 변수는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된다. 2002년말부터 2003년도 초반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자 색출 및 북송정책에 따라 수천명의 탈북자들을 감금 및
북송해왔다. 그리고 강제송환을 당하는 일부 탈북자들이 수용소에서 단
식투쟁을 벌이며 한국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루드 루버스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UNHCR) 난민담당관은 2003년 6월 중국과 탈북
자들을 강제 송환하기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받았다. 그리고 2005년 1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 탈북
자 문제를 계속 제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10일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및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미 정부는 해당문제를 북핵6자 회담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권침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
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중
단하게 하고,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국내입국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데 재원으로 작동한다.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촛불집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단체와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저히 비폭력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
졌다. 이들 촛불집회는 주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는데, 특정사안이 발
생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중국정부가 탈북자 수천명을 강제송환하기 시
작했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응하여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북한인권 주간 혹은 탈북반대 기도회 등과 같은 특
정행사를 통해 매년 촛불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타의 다른 촛불집
회와 달리 강제송환 반대 촛불집회는 기본적으로 중국정부에 대한 항의
및 요구를 주장하였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전세계와
연계된 기독시민단체들과 함께 행동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여론몰이를

- 246 -

하였다. 촛불집회의 참석자 최대 규모가 몇백명 수준이며, 참여하는 단체
도 기독교 및 북한인권 단체가 대부분이며, 그리고 촛불집회가 자주 빈
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은 전세계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이들 촛불집회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적절한 압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탈북자 대규
모 강제송환 사건이 있은 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탈북난
민보호운동본부(CNKR)는 2003년 10월 20일 모임을 갖고 오는 12월 8일
오전 세계평화와 중국의 탈북동포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기로 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1999년 5월 한기총 특별위원회로
창립된 단체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북한 이탈주
민들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려 국내외에서 1180만명의 서명을 받아냈었다. 탈북난민 강제 송환 중
지 촉구대회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으며, 한국기
독교총연합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탈북난민단체 관계자,
교계 인사, 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한국기독
백주년기념관에서 광화문까지 거리행진 형태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 송환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국은 5개 구류소를 운영하면서 매주 3차례 100여명의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탈북난민을 지원하는 인권운동가
들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북민을 송환하는 중국은 인간
존엄성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올림픽 개최국의 자격이 없다며 자유를 사
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참관 거부 서명운
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전통적인 서면 서명지와 홈페
이지(www.cnkr.org)를 통한 서명운동을 2003년 8월부터 실시하면서 중
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행사하고 있었다.
(3) 정책문제 유형 및 정책방어기제
탈북동포 강제송환 반대의 속성은 Giugni(2004)의 요구사항 실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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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트릭스 중 해외정책 & 정부일반이슈에 해당한다.
탈북자에 대한 바른 문제 해결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받아들여 그 질서에 합류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이 체제
의 안전과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그들만의 가치규범을 고집하게 되고,
이는 북한 주민의 삶의 저하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탈북자를 발생시키게 된다(김인혁, 2005). 1999년 9월 우다웨
이 주한중국대사가 한국정부가 북한의 탈북자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하며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인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고 언
급함으로써 탈북자들을 불법으로 중국-북한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월경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정상현, 1999; 정천구, 2006). 이러한 중국
입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으로 이어졌다. 한 예로, 2002년 5
월 탈북자 가족이 중국 심양의 일본 총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중국 공
안에 의해 끌려나오는 장면이 전세계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중국공
안에 의해 발각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강제송환 되어 처형되거나 폭행,
고문 등 온갖 박해를 받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3년 제59
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에서 ‘북한 시민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을 구
금형, 비인도적 대우, 사형으로 처벌하는 배반행위로 취급하지 말 것’을
규정하였다.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에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권고하고 시정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탈북자의 문제
는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영향 속에 다루어
지고 있는 외교정책이면서 정부의 일반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
방어 기제는 국제협약이다. 탈북자에는 일반 탈북자와 국군포로 탈북자
로 구분할 수 있다.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제네바 제3협약)에는 포로의 탈출권이 인정되고 있다. 국제관습법을 성
문화한 이 규정은 포로가 억류국 또는 그 동맹국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
을 떠난 경우를 탈출에 성공한 사례의 하나로 꼽는데(제91조 2항), 만약
국군포로가 억류국인 북한을 탈출해 중립국인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 탈
출에 성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중립국인 중국은 그를 해방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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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계일보. 2005.2.11.). 그리고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은 일신상의 이유
로 국적국 또는 상주국에서 외국으로 탈출하여 비호를 요청하는 자를 말
하는데, 난민협약상 난민의 규정은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따
라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지 않는 한 협약준수는 의무화되지 않
는다. 이렇게 볼 때 탈북자 중 군국포로 탈북자의 경우에는 제네바협약
을 근거로 강제송환을 반대할 수 있는데 반해, 일반 탈북자의 경우에는
중국의 탈북자 규정에 의해 강제송환을 집행하는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4) 정책변동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좁게 보면 결국 북한, 중국, 우리나라와의 관
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서로 협약을 통해 탈북자
를 불법월경자로 다루기로 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러한 협약이 존
재함으로써 우리정부는 중국과 탈북자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우리정부는 탈북과 관련정책은 조용한 외교정책을
오랜시간 동안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2002-2003년 수천명의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사건, 국군포로의 강제송환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함에 따라 정부는 2007년 1월 26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 지원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 보호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제2항으로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했다. 그리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방
법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초기부
터 지속적으로 유지된 탈북자에 대한 조용한 외교정책이 2007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적극적 외교정책으로 패러
다임 변동을,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에 대한 목표
부분달성이라는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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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적 분석
탈북자 강제송환 사례의 경우,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외교정책의 명
문화를 통해 적극적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동을,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는 촛불집회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목표부분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
왔다. 본 사례에서는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
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변수와 유엔 인권선언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제정으로
인한 여론적 변수, 국내의 기독교 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개최한 촛불집
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제유형은 정책변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탈북
자 강제송환 반대 사례에서 정책방어기제에는 제네바 협정과 난민협정이
있다. 제네바 협정는 국군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로 작
동하나 난민협정에 따르면 난민규정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고 불법월경자로 규정함
으로써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
촛불집회는 중국내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
안에 맞춰 국내에서 탈북자 송환반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때 촛
불집회 참가자들은 탈북자 인권활동과 관계한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사건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관련단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촛불집회는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사례에서 정책변동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제사회 및 미국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사회는 중국과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유린 행위에
강하게 반대하고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이 남북화해정책에서 벗어나
상호주의적 입장을 가진게 된다. 다시 말해 정권변동과 함께 이명박 대
통령은 남북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는 탈북자 강제송환정책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탈북자 강제송환에 있어서도 기

- 250 -

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공식 명문화하는 패러다임적 변동을 추구하였다.
그림4-2-12 탈북자 강제송환사례 정책변동

제 3 절 사례별 정책변동 비교 및 분석
1. 일반적인 개관
정책변동 사례의 분석내용은 정책변동 요인과 정책변동 결과로 아래
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사례분석의 기준은 정책변동 이론모형에서 일
반적으로 언급되는 정책변동 요인으로 외부환경(문제영역이 기본적 속
성,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 등), 정치적 변수(지배집단의 변
화,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중개자), 여론변수 등과 한국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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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촛불집회(참여성, 사건성), 정책방어기제(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촛불집회같은 대중저항운동
을 동반한 정책변동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때 정책문제의 유형은 국내/정부일반이슈, 국내/정부핵심이슈, 외
교/정부일반이슈, 외교/정부핵심이슈로 구분하고, 정책변동 유형은 정책
주체자 입장(변동없음, 내용변동, 패러다임 변동)과 정책대상자 입장(목
표미달성, 부분달성, 완전달성)에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4-3-1 정책변동 과정 종합
사례명

정책변동 경로

핵심요소

부안방폐장

정치+여론+촛불 +방어기제(+)→변동

과천기무사

정치+여론+(촛불)+방어기제(+)→변동

천성산터널

정치+여론+(촛불)+방어기제(-)→변동

평택미군

여론+촛불

→변동
+방어기제(-) →변동

명지대교

정치+여론

제주해군

정치+여론+촛불 +방어기제(-) →변동

밀양송전탑

정치+여론+촛불

촛불+방어기
제
정치
제
여론
촛불+문제유
형
정치
여론+촛불

→변동

촛불

내신등급제

여론+(촛불)→정치

→변동

정치

일제고사

여론+(촛불)→정치

→변동

정치

정치+여론+촛불 +방어기제(-) →변동

정치

정치+여론+촛불

정치

진주의료원
국립묘지
탈북자송환

→변동

정치+여론+촛불+방어기제(-)

→변동

+방어기

정치+여론

*방어기제(+)은 정책방어기제가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하
며, 방어기제(-)는 정책방어기제가 존재함으로 불구하고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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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방어기제가 오히려 기존정책을 유지시켜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
우를 의미한다.
*촛불은 촛불집회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다른 정책변동 요인
과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촛불)의 경우는 촛불집회변
수가 다른 정책변동 요인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들 요인들에 의해 간접
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변동 사례에 대한 정책변동 경로를 정리해 보면 위의 표와 같다.
분석대상인 12개의 정책변동 사례 중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6개, 정치변수와 여론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3개, 여론변수와 촛불집회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사례에 있어서
정책방어기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7개이며, 이때 2개의 사례에서는 정책
방어기제가 기존정책 변동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나머지 5개의 사례에
서는 기존정책 변동에 부정적으로 작동하거나 정책방어기제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각각
의 사례에 있어서 정책변동의 핵심요소를 살펴보면, 정치적 변수인 경우
가 7건, 여론변수가 3건, 촛불집회 변수가 4건, 정책방어기제가 2건, 문제
유형이 1건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살펴보면, 명지대교
건설 반대 사례의 경우에만 정책변동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대교 건설 반대 사례의 경우, 명지대교 건설과 관
련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갈등상황 속에서는 촛불집회가 나타나지 않았
고, 최종적으로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문화재청과 환경청의 건설 허가가
이루어지고 행정절차상의 승인절차만을 앞둔 상황에서 촛불집회가 개최
되었기 때문이다. 분석사례 12건 중 7건 촛불집회는 다른 정책변동요인
과 동시적·복합으로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과천 주암동 기무사 이전 사례에서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촛불집회
가 촉발되고 촛불집회가 여인국 시장의 반대투쟁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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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리고 천성산 원효터널 사례에서는 지율스님의 단식이라는
여론변수가 촛불집회를 촉발하게 하고, 촛불집회 변수가 다시 지율스님
이라는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여론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가 단계적 관계 속에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신등급제 사례와 일제고사 사례의 경우, 촛불집회
변수가 여론변수와 복합적으로 결합하고 이들 복합적 결합이 정치적 변
수에 영향을 미쳐 정책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촛불집회가 단계적 관계를
거쳐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변동 분석결과
1) 정책변동 요인과 정책변동
정책변동요인과 정책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외부환경, 정치적 변수, 여론변
수, 촛불집회변수, 정책방어기제, 정책문제 모두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 촛불집회 변수는 대체적으로 동시적·복
합적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
으로 과천 기무사 이전 사례의 경우에는 촛불집회 변수가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단계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천성산 터널 건설 사례의 경우에는 촛불집회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여론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
집회가 여론변수라는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신등급제 사례와 일제고사 사례의 경우에는 촛
불집회 변수가 여론변수와 복합적으로 결합하고 이들 결합이 정치적 변
수에 영향을 주고 이들 사례의 경우, 촛불집회는 여론변수와는 동시적·
복합적으로, 정치적 변수와는 단계적인 관계속에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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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의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기존정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책대상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어기제가 대부분의 사례에서 존재하고 있다. 단지, 정책방어기제가 기
존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
동하는지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원칙적으로 정책방어기제는 기존정
책으로 인해 정책대상 집단이 피해가 발생하고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 이
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어기제는 기존정책의 철회 혹은 무산이라
는 정책변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안방폐장 사례의 경우 주
민투표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기존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물었
고, 주민투표결과 압도적 반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민들이 압도적으
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더 이상 기존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어 기존정책을 철회하게 된다. 반면에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경우,
정책방어기제로서 여론조사와 주민소환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때의 여론
조사는 주민투표제도를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흠결을 이유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였
지만,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있어서 주민투표 참여가 법적 기
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주민소환제 자체도 무산되었
다. 결국 주민들이 기존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여론조사와 주민소환제도
모두에서 기존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오히려 기존정책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상황으로 나
타나게 되었다. 결국 정책방어기제가 오히려 기존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찬성기제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넷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에는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요인인 정치
적 변수가 촛불집회 같은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정책변동 사례에서도 동
일하게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의 문제유
형이 국내정책이면서 정부일반 이슈에 해당하는 사례 모두에서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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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슈의 성격을 가진 정책문제의 유형은 근본적으로 정부정책 중에
서 정책변동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정책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국내/정부일반 이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지배집단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비교적 손쉽게
기존정책을 고수하거나 혹은 기존정책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때 기존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정책이 지배집단의 이념적
가치관과 상반되거나 이전의 지배집단의 국정운영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지배집단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촛불집회 변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 변수는 참여성과 사건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여성은 촛불집회가 일종의 대중저항운동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발성,
즉각성, 비폭력성, 사이버성이 있다. 그리고 사건성은 촛불집회 자체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관심사건이라고 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촛불집
회를 관심사건으로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다. 이러한 사건성에는 가시적
위기성, 반복성, 공공성, 주제확장성, 지속성이 있다. 이때 참여성의 요소
인 자발성, 즉각성, 사건성의 요소인 반복성, 주제확장성, 지속성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요소는 자발성과
즉각성과 주제확장성인데, 자발성과 즉각성은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주제 확장성은 정책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발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대상집단 스스
로 혹은 사회적 정의를 위해 국민들 스스로 기존정책에 항의하고자 참석
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존 시민사회집단의 주도적 참여로 인한 촛불
집회의 참석은 개인 스스로의 자발성이라기 보다는 조직의 목적에 부합
하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에
대한 참여는 촛불집회의 요구사항을 특정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반핵, 반
미, 반정부 등과 같은 이념적 주제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게 한다. 이러
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은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 표현
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이는 정책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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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례,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진주의료원
사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섯째, 촛불집회 변수는 정치적 변수 및 여론변수와 동시적·복합적으
로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촛불집회 변수가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들 정치적 혹은 여론변수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 변수가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변
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많은 사례분석에서는 촛불집회가 다른 정책변
동요인과 복합적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몇몇의 사례에서는 단계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과천
기무사 이전 사례의 경우 촛불집회가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서 정책변동을 가져오기도 하고, 천성산 터널 건설 사례의 경우에는
촛불집회 변수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여론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가 여론변수의 단계적 관계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
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내신등급제 사례와 일제고사 사례의 경우 촛불
집회가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
게 되므로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에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곱째,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근본적으로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달라
질 수 있다. 국내/정부일반 이슈가 정부/핵심이슈보다 정책변동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성격의 정책문제 유형
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정책변동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정책
변동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정부핵심 이슈
성격을 가진 정책사례의 경우에는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변동없음, 내용
변동, 패러다임 변동 모두가 나타나고 있고,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도 목표
미달성, 목표부분달성, 목표완전달성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촛불
집회변수와 정책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부안 방폐장 사례
처럼 목표완전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오고, 반면에 촛불집회 변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정책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천성산 터널공사 사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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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목표미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여덟째, 정책문제 유형의 근본적 성격이 오히려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외/정부핵심 이슈 성격의 정책문제인 경
우 원칙적으로 정책변동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오히려 이러한 정책문제의 성격이 일정범위내의 정책변동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분석대상 사례 중 평택 미군부대 재배치 사례의 경우가
이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적인 갈등상황이 겪고 있고, 이후에는 시민사회단
체의 참여로 단순히 팽성지역에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대한 반미감정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
황속에서 정부는 협상국인 미국과의 정치적 고려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
고, 갈등상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키려고 했다. 이때 원칙적으
로 팽성지역에 미군부대를 확장이전한다는 원칙하에 그로 인해 정책대상
집단이 겪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가능하면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갈등 상
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따라서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내용변동을 정
책대상자 입장에서도 현실적 보상에 대한 타협이라는 목표부분달성이라
는 정책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앞서 분석한 정책변동 요인과 정책변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외부환경,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촛불집
회변수, 정책방어기제, 정책문제 모두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 촛불집회 변수는 대체적으로 동시적·복
합적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기존정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책대상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어기제가 대부분의 사례에서 존재하고 있다. 단지, 정책방어기제가 기
존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
동하는지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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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에는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요인인 정치
적 변수가 촛불집회 같은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정책변동 사례에서도 동
일하게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촛불집회 변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촛불집회 변수는 정치적 변수 및 여론변수와 동시적·복합적으
로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촛불집회 변수가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들 정치적 혹은 여론변수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 변수가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변
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곱째,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근본적으로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달라
질 수 있다. 국내/정부일반 이슈가 정부/핵심이슈보다 정책변동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성격의 정책문제 유형
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정책변동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정책
변동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덟째, 정책문제 유형의 근본적 성격이 오히려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2) 촛불집회와 정책변동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와 정책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가 동반된 정부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책변동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대중저항운동 특히 촛불집회 같은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민적인 반발과 갈등이 발생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핵폐기장 ,
송전탑, 군시설, 부대이전 등과 같은 기간산업일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
을 배제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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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예로, 부안 방폐장 건설 반대사례 이후에 정부는 중저분위 방
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신청 이전에 반드시 주민투표절차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밀양송전탑 건
설 반대 사업이후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의견 절차와 공청회를 의무화하였
다.
둘째,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동반된 정부정책의 경우 대부분
의 사례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어
제도가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방어제도의 종
류에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직접적인 시민
참여방법 예를 들어, 주민투표, 주민대표 간담회, 주민소환 등이 있다. 그
리고 또 다른 정책방어제도에는 관련 법과 제도 등이 있고, 명문화된 규
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정부의 기존정책을 거부할 수 있고, 한편으로 정
부는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강제적 동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방어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안방폐장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 나타난 절대적 반대의견은 결국 정부
의 기존정책인 부안군의 부지지정을 취소하는 정책변동 결과를 이끌었
다. 반면에 제주해군지기 건설 반대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실시결과
가 법정 최소 수준을 넘지 못함으로써 방어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
었다. 오히려 정부의 기존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양적 숫자 및 강도
가 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되어 오히려 정부정책
을 강하게 시행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진주
의료원의 사례에서의 정책방어제도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행사
거부 및 주민투표 실시 실패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촛불집회가 다른 정책변동요인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정책변동에 간접적·단계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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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참여성과 사건성 요소 중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
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촛불집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즉각
성), 촛불집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반복
및 지속성), 촛불집회가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자발성)를 살
펴보았다. 세 가지 조건이 모든 만족된 경우는 부안방폐장 사례가 있으
며, 평택 미군부대 재배치 사례는 즉각성과 반복 및 지속성 두가지 조건
에서 만족하고 있다. 부안방폐장 사례에서는 부지선정 첫날부터 시작하
여 매일 지속적,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많은 부안군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부안군민들에게 방폐장 선정 취
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응집력을 만들었고, 이러한 응집력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의견으로 표출되었다. 결국 정부가 더 이상 부
안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평
택미군부태 재배치 반대사례에서도 부대재배치 관련 공청회가 시작된 날
부터 촛불집회가 매일같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진행되면서
사회시민단체 등의 합류와 함께 이념적 투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후에는
평택주민들은 그들과 분리해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촛
불집회 후반부에는 자발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때 평택주민들은 이념
적 투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를 원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촛불집회로 평택 미군부대 재배치 사례는 적극적
인 경제적 보상이라는 목표부분달성의 정책변동을 이루었다. 평택 미군
부대 재배치 사례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국제적인 협상에 의해 진행
되는 사업이기에 원칙적으로 사업의 무산이나 이전은 불가한 상황이었
다. 이런 문제유형의 사례이기에 그들에게 경제적 보상 및 이주조건 마
련 등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넷째, 촛불집회의 세 가지 성질이 동등한 비중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촛불집회의 세 가지 측면 중 촛불집회
에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변동에 영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발성은 주제범위의 확장성과 연계
된 것으로 정책대상자의 요구사항의 범위를 넘어 이념적 투쟁이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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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자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자발적 참여자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나머지 두 조건이 충
족되지 못하고 나머지 한가지 자발적 참여자의 조건만 충족된다 하더라
도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촛불집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지는 충분조건으로, 자발
적 참여자의 조건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발적 참여자의 조
건을 단순히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집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자발적 참여자의 규정을 애매하게 하여, 어
떤 참가자들이 자발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신문기사에서 자발적이라는 규정되었거나 언급이 없
는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동원된 집회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자발적 참가자로 규정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사회의 많은 집회 및 시
위는 깃발과 조끼 그리고 머리띠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특정
사례에 있어 사례 자체와 관련된 주민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사례로부터
파생되는 이념적 투쟁에 좀 더 주안점을 두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소박한 촛불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강력한 깃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진행하였던 촛불집회에서 현실
적 요구와 이념적 요구와의 차이로 인해 결국 두 노선이 분리되는 경우
를 발견할 수 있다. 평택 미군재배치 사례, 미국소 수입반대 사례 등에서
도 자발적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주도세력이 이후에 각각 별도의 집회
를 마련하기도 하고, 때론 처음부터 기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경
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예, 대한항공 갑질반대 촛불집회, 아시아나
부실경영 촛불집회), 만약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다하더라도 그들이 집
회의 주도자가 아니라 단지 질서 유지인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예, 2016
년-2017년 박근혜 탄핵집회)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촛불집회에서 가장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참가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다. 논문의
분석에서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
계획발표부터 시작하여 3000여일 이상 지속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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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로 인해
결국은 온전한 정책변동을 이끌지 못했다. 정책변동 사안이 해군기지 건
설이라는 국가적 사업이기에 건설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과 강정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 존재했을 터
이다. 문제는 제주의 마을주민들이 3000여일이상 동안이나 촛불집회를
통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제주시민의 마음조차 동의
를 받지 못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시장 주민소환의 투표결과
에서 최소한의 투표율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내신등급제 반대사례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두차례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고등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촛불집회 모임에 주목했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
을 모색했었다. 그리고 이후 정권변동 이후 내신상대평가제도는 정책변
동이 일어나 결국 정책종결로 되고 내신절대평가제도로 재탄생하게 되었
다.
앞서 분석한 정책변동 요인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민적인 반발과 갈등
이 발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반드
시 건설되어야 하는 기간산업일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
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대중저항운동이 동반된 정부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
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어제도가 존재하
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방어제도의 종류에는 주민투
표, 주민대표 간담회, 주민소환 같은 주민참여방법과 관련 법과 제도 등
이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방어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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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하고, 촛불집회가 다른 정책변동요인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정책변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넷째, 촛불집회의 세 가지 성질이 동등한 비중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촛불집회의 세 가지 측면 중 촛불집회
에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변동에 영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제유형과 정책변동
첫째, 문제유형은 외교정책/정부핵심이슈, 외교정책/정부일반이슈, 국
내정책/정부핵심이슈, 국내정책/정부일반이슈로 크게 4가지 구분하고 있
다.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정책일수록 정부핵심 이슈일수록 정책변동이 일
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이때 정책변동은 국내정책/정부일반이슈, 국내정
책/정부핵심이슈, 외교정책/정부일반이슈, 외교정책/정부핵심이슈 순으로
쉽게 일어난다. 이때 문제유형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문제유형별로 정
책변동 용이성이 어떠하다고 보여주기 보다는 어떤 문제유형일 경우 기
본적 속성이 정책변동이 쉽지 않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변동을 발생
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수나 여론 변수 등과 같은 다른 변수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내정책/정부일반 이슈 사례는 내신등급제, 일제고사, 국립묘지
안장 등이 있다. 이들을 정책대상 집단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촛불집
회에서 요구하였던 목표가 사례 모두에서 완전히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모두 정치적 변수 특히 대통
령의 교육철학 혹은 이념철학과 관련된 사안들로 이전 정부의 정책과오
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정책변
동을 추구할 수 있었다.
셋째, 외교정책/정부핵심 이슈사례에는 평택 미군재배치 반대 사례가
해당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달리 집회에서 요구하였던 목표
가 부분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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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외교정책/정부핵심 이슈사례일수록 정책변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 변수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의 작용이 더욱 절실
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그런데 외국과의 관계 및 협약으로 인해 정
부내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일정부분 제약이 많다. 이러한 경우
에는 오히려 여론변수를 작동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볼 수 있다. 평택 미
군재배치 반대 사례의 경우에는 촛불집회가 미군 재배치 관련 공청회가
시작한 날부터 935일 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한 부분까
지는 외부사회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반미개념의 이념적 투쟁도 함께 진
행하였다. 후반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팽성대책위가 외부단체와 분리되어
별도의 촛불집회를 가짐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평택 미군 재배치 사례의 경우에는 외부단체와 함께 하면서 반미
이념 투쟁으로서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후반에는 분리되어 반미투
쟁이 아니라 생존권적 협상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반미이념 투
쟁에 대한 촛불집회 및 여론 형성은 정부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생각하게 하였고 이는 생존권적 측면에서의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정책변동이 좀처럼 일어
나기 어려운 정책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등과 같은 강력한 대중
저항운동이 여론변수 등과 결합하여 작동함으로써 결국은 정책변동을 발
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체를 무
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볼 때, 정책대상집단이 현
실적으로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정책변동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넷째, 해외정책/정부일반 이슈의 사례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가 있
다. 해외정책일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2003년 당시 중국은 수천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
제송환시켰고,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었다. 이
에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2004년, 2005년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결
의안을 발표하고,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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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분위기에 우리 역시 탈북자를 위한 명시적인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정부로 하여금 탈북자에 대한 외교
적 노력을 명시화하게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정책변동을 만들었다. 그렇
지만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명시적 노력의 규정이 아니라 궁극
적으로 탈북자들의 강제소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있는것이지
에, 목표부분달성의 정책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내정책/정부핵심 이슈의 경우 정책변동의 결과는 정책대상
자의 입장에서 목표완전달성, 목표부분달성, 목표미달성으로, 정책주체자
의 입장에서는 변동없음, 내용변동, 패러다임 변동처럼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문제유형의 성질이외에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정책변동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국내정
책/정부핵심 이슈의 유형일 경우 정책방어제도와 촛불집회(이때 촛불집
회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자발적 참가자의 조
건을 만족한 경우)가 동시에 정책변동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목표완전달성이라는 정책변동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책방어제도와
촛불집회 둘 중에 하나만 정책변동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에는
목표부분달성이라는 정책변동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정책방어제도와 촛
불집회 모두가 정책변동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목표미달성이
라는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국내정책/정부핵심
이슈 사례의 경우 정책방어제도와 촛불집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서 정책변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정책유형과 정책변동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유형은 외교정책/정부핵심이슈, 외교정책/정부일반이슈, 국
내정책/정부핵심이슈, 국내정책/정부일반이슈로 크게 4가지 구분하고 있
다. 이때, 해외정책일수록 정부핵심 이슈일수록 정책변동이 일어나기 어
렵다고 본다.
둘째, 국내정책/정부일반 이슈 유형은 정치적 요소 특히 대통령의 정
치적 판단이 정책변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셋째, 외교정책/정부핵심 이슈사례일수록 정책변동을 실현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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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 변수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의 작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그런데 외국과의 관계 및 협약으로 인
해 정부내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일정부분 제약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변수를 작동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볼 수 있다.
넷째, 해외정책/정부일반 이슈의 사례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가 있
다. 해외정책이면서 정부일반 이슈의 문제유형인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섯째, 국내정책/정부핵심 이슈의 경우 다양한 정책변동의 결과는 다
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유형은 정책문제의 기
본 성질이외에 정책변동 요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정책변동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4) 정책변동 유형과 정책변동
정책변동 유형은 정책대상자 입장에서의 목표달성정도와 정책주체자
입장에서의 정책변동 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의 목표달성정도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요구하였던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의 정도로 목표완전달성, 목표부분달성, 목표미달성으로 구분하고, 정책
집행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변동, 정책내용변동, 정책변동없음으로 구분
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사례들을 2차원적으로 표시하고 그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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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2 정책변동 유형별 구분 종합
정책주체자
구분
변동없음
목표
미
달성
정
책 목표
대 부분
상 달성
자
목표
완전
달성

천성산

내용변동
제주해군(국내/핵심)

(국내/핵심)

패러다임변동
밀양송전탑(국내/핵심)
진주의료원(국내/일반)

과천기무사(국내/핵심)
평택미군이전(해외/핵

탈북자북송(해외/일반)

심)
명지대교(국내/일반)
내신등급제(국내/일반)
일제고사(국내/일반)

부안방폐장(국내/핵심)
국립묘지안장(국내/일
반)

먼저 정책분석 사례별로 정책변동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
로 볼 때, 왼쪽 제일 위칸에서 오른쪽 제일 아래칸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존재하는 정책변동 유형이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촛불집회의 요구사항들이 정부에 의해 받아
들여져 기존정책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패
러다임 변동을 통해서 정책대상자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게 한다. 그리
고 정책대상집단의 촛불집회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정
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정부의 기존정책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하지 된다. 그런데, 왼쪽 제일 아래칸과 오른쪽 제
일 윗칸의 경우에는 반대 경향성을 의미한다. 사례의 경우 오른쪽 제일
윗칸에는 밀양송전탑 사례와 진주의료원 사례가 있다. 이들 사례의 경우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못했으
며, 반면에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동이 일어난 정책변동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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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인다.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목표
미달성/패러다임 정책변동의 사례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정책을 갈등
상황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원안대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후에 정부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과거의 기존정책과 같
은 방법으로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
운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존정책으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존정책이 정책대상 집단으로
부터의 극심한 반발과 갈등상황을 초래했음을 의미한다.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패러다임 변동이 일어난 경우는 5가지의 사례가
있다. 목표미달성/패러다임 변동은 밀양송전탑과 진주의료원 사례가 있
고, 목표부분달성/패러다임 변동에는 탈북자강제북송 사례가 있으며, 목
표완전달성/패러다임 변동에는 부안방폐장 사례, 국립묘지 안장 사례가
있다. 이들 사례들에 있어서 정책대상자 입장에서의 목표달성도가 다르
게 나타나는 이유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미달성/패러다임
변동 사례를 다른 두 형태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밀양송전탑
사례와 부안방폐장 사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국내/정부핵심 이슈의 정
책문제 유형이다. 두 사례 모두 폭력 등이 동반된 강경투쟁이 동시에 이
루어졌으며,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촛불집회 변수가 동시에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부안군수 및 밀양시장은 모두 기
존정책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장과 주민들과는 의
견대립 상태였다. 두 사례를 촛불집회 변수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두 사례 모두에서 촛불집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부안핵폐기장 사례에서의 촛불집회는 부안군이 핵폐기장 건설 장소로 발
표된 그날부터 부안군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매일 이루어졌다. 더군
다나 부안군민 대부분이 건설반대라는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는 촛불집회 참여자의 범위를 부안군민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
렇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촛불집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의 방법
인 주민투표를 시행하게 했고, 촛불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강한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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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력은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반대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촛불집
회를 통해 형성된 주민들간의 응집력은 주민투표라는 정책방어기제를 기
존정책 변동이라는 결과로 이끌게 되었다. 반면에 밀양송전탑 사례의 경
우, 촛불집회는 송전탑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것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촛불집회는 밀양주민뿐만 아니라 외
부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때 촛불집회에서는 밀양송전
탑의 문제만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외부시민단체에 의해서 반핵이념으로
까지 목적을 확장하게 만들었다. 반핵이념으로 확장된 촛불집회는 밀양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방해하게 하고, 촛불집회를 통해서 밀양주민 스
스로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응집력을 생성하지 못하게 된다. 밀양송전
탑 사례의 경우에는 정책방어기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주민들간의 약
한 응집력은 정책방어기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존정책을 변동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밀양송전탑
사례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송전탑 건설 반대라는 요구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목표미달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밀양송
전탑 사례에서 두명의 주민이 분신자살을 하고 한명의 주민이 분신을 기
도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입자에서도 송전탑 건설과 관련
하여 갈등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
다.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패
러다임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정책변동 유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변동을 정책대상자의 목표달성도와 정책주체자의 정책변화
정도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촛불집회의 요구사항들이 정부에 의해
받아 들여져 기존정책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정책주체자 입장에
서 패러다임 변동을 통해서 정책대상자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게 한다.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의 촛불집회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써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정부의 기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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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하지 된다.
둘째,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못했으나,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동의 정책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목표미달성/패러다임 정책변동의 사례는 기존정책으로 인
해 극심한 갈등, 행정적 비효율 상황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정책을 원안대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에 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과거의 기존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을 수행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패러다임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 입장에서의 목표달성도가 목표미달성/목표부분달성/목표완전
달성으로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정책변동요인의 작동
기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정책변동 결과를 차이를 이끄는
정책변동 요인을 구별해 낼 수 있다.
표4-3-3 사례별 정책변동 구체적 내용 종합
사례

내용
정부:2003년 7월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했고, 산

부

기존

자부는 7월 24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정책

결과를 발표하고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안이 원전수거

안
방

새로운

폐

정책

물관리시설의 부지로 적합하다는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음.
정부: 2004년 9월 부안 방폐장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2005년
6월 새 방폐장 부지선정절차를 공고함. 2005년 11월 2일 경

장

주가 방폐장 부지로 확정됨.
1)정책변동기간: 2003년 7월 부안군수가 부안 방폐장 유치신

건

청을 하고, 2004년 2월 14일 부안군민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

설

정책

하였고, 2004년 9월 부안 방폐장 설치계획을 취소함. 정책변

반

변동

동이 대략 1년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대

내용

2)정책변동내용: 방폐장 부지 변경. 부지로 부안군을 선정하
였으나 부안군민 찬반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 반대결과가 나
타났고, 2005년 6월 새 방폐장 부지선정절차를 공고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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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1월 경주를 방폐장 부지로 확정함.
3)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정부가 부안 방폐장 설치계획
을 취소함.)
4)특이사항: 2005년 3월 31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하고, 2007년 4월
21일 시행되었음. 특별법에는 주민투표가 중요한 절차로 포
함되고, 상당한 재정적 유인책과 위험성의 상대적 감소라는
조건으로 인해 복수의 지자체가 절차에 부응하게 됨.
정부: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의사자 인정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 허
용.
故

기존

전

정책

-국민묘지령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망자 가운데
국방부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로 한정함. 국방부 제청기준은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

대

과 재산을 보호한 사람이다.

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의사자는 직무외의 행위로

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원

경우를 말한다.
정부: 2005년 7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국
립

새로운
정책

률(국립묘지법)을 제정 및 2006년 1월 30일 시행. 2007년 7

지

월 19일 국립묘지법 개정.
1)정책변동기간: 2003년 12월 초 남극기지 조난사고 발생.

안

2005년 7월말 국립묘지법 제정. 2007년 7월 국립묘지법 개

장

정. 대략 3년 6개월정도 소요됨.

묘

요

정책

구

변동
내용

2)정책변동내용: 국립묘지법을 제정함. 국립묘지에 의사상자
묘역을 설치하고 의사상자예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의
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됨. 2007년 7
월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의사상자 대상을 1970년대 8월 4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소급적용함.

이

기존

3)정책변동방법: 입법적 과정. 관련법률 제정 및 개정.
미국측: 2003년 9월 최소3,000-5,000명 여단급 규모의 전투병

라

정책
새로운

을 추가 파병해줄 것을 요청함.
정부: 2004년 8월 3,000명 수준의 비전투병위주의 혼성부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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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를 추가 파병함.
1)정책변동기간: 2003년 9월 요청, 2004년 6월 파병결정, 8월
에 파병. 대략11개월 소요.

파
병

정책

2)정책변동내용: 규모 축소. 최소 3,000-5,000명 규모의 요구

반

변동

에 대응해서 파병규모를 최소한인 3,000명으로 축소함. 성격

대

내용

변경. 전투병 요구에 대해서 도시 기반시설 재건과 치안유지
를 목적으로 하는 비전투병위주의 혼성부대 성격을 가짐.
3)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국무회의/국회비준).
중국: 북한과의 협정 및 조례 등에 따라 탈북자를 불법월경

기존
정책
탈
북
자

새로운
정책

자로 규정함. 2003년 1월 중국이 수천명의 탈북자를 북한으
로 강제송환함.
한국: 조용한 외교, 비공개교섭.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
혹은 기권.
중국: 북한과의 협정 및 조례 등에 따라 탈북자를 불법월경
자로 규정함.

제

한국: 외교적 노력 명문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1)정책변동기간: 2003년 1월 강제송환사건, 2007년 1월 탈북

송

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함. 대략 4년 소요. 유

환

엔인권이사회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함.

강

반

정책

2)정책변동내용: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대

변동

지원 내용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

법률 개정 및 관련규정 신설. 제4조제2항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
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정책변동방법: 입법적 과정. 개정 및 관련규정 신설.
정부: 2001년 11월 과천 주암동 일대 23만평 부지로 기무사

과

기존

천

정책

를 이전하기로 결정함.
정부: 2005년 11월 4일 다자간 협의체 9차 본회의에서 과천

새로운

시 주암동으로 기무사 이전을 합의하였음. 단 이전대상 부지

정책

는 22.7만평에서 5.6만평으로 대폭 줄이고 기존 위치에서 좀

기
무
사
이
전

정책

반

변동

대

내용

더 우측으로 위치하도록 변경하였음.
1)정책변동기간: 2003년 10월 기무사 이전 공사를 착공할 예
정이라고 발표 한 이후 반대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2005년 11월 다자간 협의체에서 기무사 이전을 합의하였음.
대략 2년간의 정책변동 기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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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변동내용: 이전 지역 규모 대폭 축소.기무사 이전지역
을 기존 주암동 부지에서 좀 더 우측으로 변경하고, 이전부
지 규모를 기존 22.7만평에서 5.6만평으로 대폭 줄였음.
3)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다자간 협의체 본회의에서 국
방부와 과천시사 협의함.) 과천시는 국방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이 참여한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대표들
이 국방부의 대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국방부의 대안
으로 협의하게 됨.
정부: 1990년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을 발표하고 결정하
기존

면서 대구-부산구간에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을 뚫기

정책

로 결정, 2004년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인 대구-부산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에 완공하려고 함.
정부: 환경단체의 반발 및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으로 2단계

천

새로운

구간 공사 중단 및 재개 등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정책

2007년 11월 원효터널 굴착이 완료되고, 2010년 11월 동대구

산

부터 부산까지 고속철이 개통되었음.
1)정책변동기간: 2002년 2단계 공사 조기착공 시작하였으며,

원

2010년에 완전개통됨. 대략적인 정책변동기간은 대략 6년정

효

도 소요됨.

터

2)정책변동내용: 공사착공 시기 및 기간 등에서 변경됨. 2단

널

계구간 공사를 1단계 투입된 건설 인력과 건설장비를 연계

공

적으로 활용하고, 고속철도 기능 회복을 위해 2년 빨리 2002

성

사

정책

년에 조기착공함.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완료시점

반

변동

이 2008년에서 2010년으로 2년정도 지연됨.

대

내용

3) 정책변동과정: 행정적 과정(2003년 노무현대통령이 대안
노선 검토지시. 환경영향 공동조사 실시) 및 사법적 과정
4) 특이사항: 법원의 결정. 환경영향공동조사에서 합의된 조
사의견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했음. 2006년 6월 대법원은
도롱뇽소송에 대한 기각 및 각하결정을 내리고 천성산 원효
터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됨.
정부: 2003년 7월 한미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합

평
택

기존

의서와 이행합의서에 합의하고, 2004년 1월 17일 미래한·미

미

정책

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

군

등을 포함한 주한미국 전체를 이르면 2007년말까지 평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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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하고자 하였음.
-한국측이 부담할 이전금액은 30-40억수준이며, 오산·평택지
역에 제공하게 될 부지는 312만평임.
정부: 2004년 7월 22일 오산·평택 제공부지 349만평, 한국측
새로운
정책

부담 104억 범위내에서 제공에 합의. 2007년 11월 평택기지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7월 미8군사령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였고, 2018년 8월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완료
되었음.
1)정책변동기간: 2003년 7월 미군재배치 합의를 하였고,
2018년 8월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완료됨으로써, 전체 정책변
동기간은 대략 15여년의 시간이 소요됨.
2)정책변동내용: 오산·평택 제공 부지 및 비용, 이전시기, 보
상내용 등이 변경됨. 2004년 6월 8일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

평

책구상회의에서 미국측이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택

용산기지에 잔류하지 않고 오산·평택기지로 합류하는 만큼

미

이들 부대시설 및 직원숙소 용도 등으로 수십만평을 요구함

군

으로써 기존 312만평에서 349만평으로 변경됨. 2004년 12월

재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2007년 1월-2월 12회

배

협의를 통해 생계지원 관련 사항 추가 및 이주단지 조성 추

치
반

정책

대

변동
내용

가 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3)정책변동과정: 행정적 과정(경제적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
등).
4)특이사항: 2014년 6월-7월 정부와 미국측의 합의각서와 양
해각서의 최종합의 과정에서 평택주민들은 제공부지에 대한
축소 등에 대한 여론조성을 할 수 있었고,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의 결합해 미국측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 이
후 정부와 미국측이 오산·평택지역 349만평 제공에 최종함
으로써 평택주민들이 정부정책을 내용 중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 보상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음. 이때 평택주민
들을 위한 평택지원법이 2014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이후
몇 차례 개정작업을 거치는데 특별법은 평택시민을 위한 법
으로 작동하고 있지, 토지 및 가옥 등을 제공해야 하는 대추
리 등의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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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새로운
정책

정부: 교육부가 2004년 10월 절대평가 방식 때문에 학교가
쉬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풀리고 있다며, 2008년도
대학입시부터 상대평가제도인 내신9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함.
정부: 2011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부터 고교 내신
이 6단계 절대평가로 전환된다고 발표함.
1) 정책변동기간: 2004년 10월 내신9등급 상대평가를 2008년

내

도부터 실시하기도 발표하고, 2011년 12월 내신6등급 절대평

신

가를 2014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변경 발표함. 전체 변동과정

등

은 대략 7년정도 소요됨.

급

2) 정책변동내용: 내신9등급 상대평가는 1등급 상위4%, 2등

제

정책

급 4-11%, 3등급 11-23%, 4등급 23-40%, 5등급 40-60%, 6

반

변동

등급

대

내용

96-100%로 나눈다. 반면에 내신6등급 절대평가는 A는 90%

60-77%,

7등급

77-89%,

8등급

89-96%,

9등급

이상, B는 90%미만-80%이상, C는 80%미만-70%이상, D는
70%미만-60%이상, E는 60%미만-40%이상, F는 40%미만이
다.
3) 정책변동과정: 행정적 과정.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중
기존정
책
새로운
정책

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부산시: 1993년 12월부터 길이3.7㎞, 폭35m(왕복8차선)의 도
로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었음.
부산시: 2002년 3월 부산시는 명지대교 직선형 우회안을 문
화재청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2005년 1월 31일 공사를

명

시작하여, 2009년 10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음.
1)정책변동기간: 1993년 낙동강 하구에 명지대교 건설 결정

지

및 지적고시 및 예고부터 시작하여 2009년 10월 명지대교가

대

완성되기까지 16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교

2)정책변동내용: 도로의 형태 및 폭, 위치 등이 변경됨. 기존

건
설

정책

반

변동

대

내용

에는 낙동강 하구에 왕복 8차선 직선형 교량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낙동강 하구에서 북쪽으로 70m
올라간 곳에 왕복6차선 곡선형 교량설치로 변경하였음.
3)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부산시는 교량노선계획을 수정
및 변경함.)
4)특이사항: 법원의 결정. (명지대교건설공사착공금지 등 가
처분 신청에 대해서 명지대교 건설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환

- 276 -

경권을 근거로 민사상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 제기: 부산시와 환
경단체의 분쟁 조정 종결.(부산시에 생태계를 훼손하는 명지
대교 건설 건립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조정건에 대해
양자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겠
기존

다고 조정 종결함.).
정부: 2008년부터 초·중·고학생들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각종

정책
새로운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실시함.
정부: 초등학교 대상 학업성취도평가가 전면 폐지. 중·고등

정책

학교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 표집평가로 전환됨.
1) 정책변동기간: 2008년 초중고등학생 대상 일제고사 전수
평가 실시 이후, 2013년도 초등학생 대상 일제고사 전면폐
지, 2017년도 중·고등학교 대상 일제고사 표집평가로 전환됨.
정책변동 과정이 대략 9년이 소요됨. 그리고 2번의 정권변동

일

이 발생함.

제

2) 정책변동내용: 일제고사 날짜, 대상, 과목, 평가방법 등에

고

서 변동이 발생함. 2008년 당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사

정책

10월14일-15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

반

변동

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에 대해서 전

대

내용

수평가를 실시함. 2010년에는 평가날짜를 7월13일-14일로 변
경하고, 초등6학년, 중학3학년, 고등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함. 2013년 초등학교 일제고사 전면폐지. 중학3, 고등2학년대
상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전수평가 실시. 2017년
중3, 고등2 대상 일제고사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 대한 표집
평가 실시.
3) 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 교육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

제
주
강

기존
정책

정

새로운

마

정책

을

도평가를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전환함.
정부: 해군은 2007년 6월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부
지로 확정하고, 2014년까지 제주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발표함.
정부: 2008년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해군기지의 성
격을 수정하고, 2010년 1월 공사착수, 2016년 2월 26일 해군
기지 준공.

해

정책

1)정책변동기간: 2007년에 해군기지 입지선정에서부터 2016

군

변동

년 해군기지 건설 완공되었음. 입지선정부터 완공까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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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여년의 시간이 소요됨.
2)정책변동내용: 해군기지건설 완공시기 및 성격변동. 2014
년 해군기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과의 갈등으로 공사중단·재개 등의 사
항으로 완공시기가 2여년 연기되었음. 그리고 기존의 해군중
심항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로 해군기지의 성격
이 변경됨.
3)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 200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주
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해군중심항에서 민군복합
형 관광미항건설로 해군기지의 성격이 수정·확정됨.
-2009년 4월 20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제시: 1심, 2심에서는 강정주민이 승소. 2012년

기

7월 5일 대법원 피고패소를 파기함. 서울고법에서 12월 13일

지
건
설

파기환송심에서 국방부가 승소함.
내용

-절대보전 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 강정주민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함. 강정주민 패소판결.

반

-법원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함.

대

4) 특이사항: 제주해군기지 완공 한달뒤인 2016년 3월 28일
해군은 공사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마을주민과 평화활동
가 등 121명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2017년
11월 30일 법원은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와 이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정부에 송달. 정부
는 12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문을 수용하기로 결정함. 2018년 10월 11일 문재인대통
령의 사과가 있었음. 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인해 결국 취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 유사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수행을 강행하고, 주민들
의 반대를 무마시킬 수 있는 정책집행 방어제도로 작동할
수 있음.
정부: 2001년 5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경유지 및 변전

밀
양
송
전
탑

기존
정책

소 부지를 선정하고, 2005년 8월 밀양해당지역에 주민설명회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3월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자

원부에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사
업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건설사업을 승인받고,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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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

부터 공사를 착공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2008년 8월 송전탑 공사를 착공한 이래, 공사 중단과
재개를 몇 차례 반복하였고,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이후 2014년 9월 공사를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하였다.
1)정책변동기간: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시점은 2005년 8월이며 송전탑 공사는 2014년 9월
완공된다. 대략 정책변동기간은 9년정도 소요됨.
2)정책변동내용: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완
공되었다. 다만 공사 중간에 갈등 사항의 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재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설

3)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 정부측에서 사업진행 중에 밀

치

양 송전탑 갈들조정위원회, 개선취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반

정책

공사 중지와 재개, 대국민 호소문 등을 발표함.

대

변동

4) 특이사항: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격렬한 갈등

내용

사항에 대해서 후행 조치적 입법행위가 동반되었음. 전원개
발촉진법 개정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제정. 전원개발촉진법 2009년 1월 개정으
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절차를 개선하고, 2016년 1월
개정으로 공청회를 의무화하였음. 2014년 1월 송주법을 제정
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토지수용과 보상절차를
법제화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관
련 규정 및 제도마련은 이후 유사사례에 있어서의 정책변동

기존
진

정책

주

새로운

의

정책

의 방어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음.
경남도:2013년 2월 26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기자회견발표를 함.
경남도: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함. 2013년 6월 11
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료

일부 개정안 가결됨.
1) 정책변동기간: 2013년 2월 26일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하

폐

정책

고, 6월 11일이 근거법을 개정해 진주의료원의 존립근거가

업

변동

사라짐. 모든 일련의 과정이 105일만에 이루어짐.

반

내용

2) 정책변동내용: 경남도의 원래 계획대로 진주의료원을 폐

대

업함. 단 진주의료원 폐업 정책 진행과정에서 경남도와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시점을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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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하기로 결정함.
3) 정책변동방법: 행정적 과정.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경남도의회 상정 및
가결. 진주보건소에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진행함.
4) 특이사항: 본 사례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행조치적 입법행위가 동반됨. 2013년 8월 13일 지방의료원
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와 폐업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
역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 이는 곧 정책변동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정된
방어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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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분석
정부의 기존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집단과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촛불집회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정책변
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정책변동요인
작동하는 경우 촛불집회가 가진 어떠한 성격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동
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사례
군 91개를 대상으로 촛불집회의 참여성 및 사건성이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정치적 변수
와 여론 변수가 매개변수 혹은 조절변수로서 작동하는지도 분석해 보았
다. 이를 통해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치적 변
수 및 여론변수라는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
는지, 정치적 변수 및 여론변수가 조절변수로서 복합적 동시적으로 정책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제 1 절 변수의 선정 및 정의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
및 조작적 정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5-1-1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구분
종
속

정책변동

조작적 정의
정부의 기존정책이 정책대상집단과 갈등관계를 가
지고 이에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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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0=정책변동 없음.

변

1=행정적 절차 변동(예, 시행시기의 변경·연기 등)

수

2=정책목표 변동/관련법률 개정
3=패러다임 변동/관련법률 제정
촛불집회의 시작에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촉발되었는지의 여부. 신문기사에서 자발성이
자발적

라고 언급되거나 집회에서 깃발, 조끼, 머리띠 등을

참여성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0=자발성 없음.
1=자발성 존재함.
촛불집회에서 요구되는 문제 및 해결책 제안 등이

정부
관련성

정부활동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0=정부관련성이 없음
1=정부관련성이 있음
촛불집회에서 요구사항이 국민전체와 이해관련성을

참
촛

여

독

불

성

립

집

변

회

수

변

공공성

가지는지, 특수집단의 이익과 관련되는지의 여부
0=국민전체와 이해관계를 가짐.
1=특정집단과 이해관계를 가짐.
촛불집회 활동에 있어서 폭력성의 존재정도

비폭력성

1=폭력성없음(집회, 시위, 행진, 단식 등)
2=질서교란행위(관련법규 위반 등)
3=폭력성 존재함(폭동, 파업, 농성 등)
촛불집회 활동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이 인터넷 카페

수

등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촛불집회 관련행위를 하는
지의 여부
사이버성

0=네티즌들의 활동이 없거나 기존정책에 대해 단
순히 찬반 논쟁만을 한 경우.
1=네티즌들의 활동이 촛불집회를 언급하거나 독려

위기의
사

존재성

건
성 참여자의
보편성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촛불집회 촉발하게 하는 위기적 사건이 존재 여부
0=위기사건이 존재하지 않음.
1=위기시건이 존재함.
촛불집회의 참여자의 구성(단체/개인/학생).
1=셋 중 한 그룹의 참여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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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셋 중 두 그룹의 참여자가 존재함.
3=모든 그룹의 참여자가 모두 존재함.
촛불집회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의 여부. 언론
반복성

기관에서 촛불집회를 기사화한 건수에 로그값을 취
함.

장기성

촛불집회가 지속된 기간. 언론기관에서 촛불집회에
관한 기사화한 시간을 기준으로 로그값을 취함.
동일한 성격의 촛불집회가 발생한 장소적 범위

전국성

1=서울 혹은 특정지역에서 1곳에서 발생한 경우
2=전국적으로 2곳이상 발생한 경우
촛불집회가 일어날 당시에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
치

대통령의
성향

정당균형

0=여소야대
1=여대야소
촛불집회를 기사화한 언론기사의 성향

여
론

언론기사의

변

성향

수

0=과거3김시대/이명박/박근혜(보수)
1=노무현/문재인(진보)
촛불집회 당시 여당과 야당의 균형정도

변
수

국정운영 성향.

1=보수(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 기사화한 경우)
2=중도(보수진보를 제외한 6개 중앙일간지의 기사)
3=진보(경향/한겨레에서 기사화 경우)

제 2 절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에 대한 관계 분석
1. 직접효과모델(회귀분석)
분석대상인 촛불집회 사례군 91건에 대해서 가설1(촛불집회의 참여성
및 사건성은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을 검증하고자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인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
이버성과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인 위기의 사건성, 참여자의 보편성, 반
복성, 장기성, 전국성이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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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적합하게 평가되었다(F=372.864, p=.000).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R2=0.61으로 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을 검정한 결과,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에 해당하는 자발성, 정
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모두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t=5.561, t=-3.850, t=-9.826, t=7.822, t=-15.866, p<.001), 촛불집회
의 사건성 변수에 해당하는 위기의 사건성, 반복성, 장기성의 유의성
(t=9.321, t=22.501, t=-28.902, p<.001) 또한 입증되어 가설은 지지되었
다. 결과에 따라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적일수록, 정부 관련성
이 적을수록, 특정단체의 이익을 추구할수록, 네티즌들의 활동이 이루어
지지 않을수록 정책변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 중, 촛불집회를 발생하게 만든 위기사건이 존재
할수록, 언론기관에서 촛불집회를 자주 기사화할수록 반면에 촛불집회의
기사화의 단기간으로 이루어질수록 정책변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5-2-1 촛불집회와 정책변동 직접효과모델(회귀분석)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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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모형

참
여
성

B

표준화
오류

(상수)

3.656

.237

자발성

.284

.053

정부
관련성

-.744

공공성

표준화
계수

t

베타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15.439

.000

.111

5.361

.000

.385

2.594

.193

-.052

-3.850

.000

.908

1.101

-.803

.082

-.270

-9.826

.000

.217

4.614

비폭력성

.249

.032

.211

7.822

.000

.227

4.414

사이버성

-1.093

.069

-.314

-15.866

.000

.418

2.390

.735

.079

.241

9.321

.000

.246

4.065

.080

.042

.057

1.891

.059

.179

5.582

사

위기의
사건성
참여자
보편성

건

반복성

.993

.044

.899

22.501

.000

.103

9.733

장기성

-.945

.033

-.897

-28.902

.000

.171

5.861

전국성

.034

.073

.013

.474

.636

.232

4.307

성

2. 간접효과 모델(매개효과 분석)
분석대상인 촛불집회 사례 91건에 대해서 가설2(촛불집회의 참여성과
사건성은 정책변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를 검증하고자 매개효과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1) 정치적 변수(정당균형)의 매개효과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변수
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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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적 변수 중 정당균형 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인 자발성(t=-6.310, p<.001), 공공성(t=11.214, p<.001), 비폭력성
(t=-6.616, p<.001), 사이버성(t=6.926, p<.001)은 정당 균형(여당이 과
반이상을 차지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인

반복성(t=-11.251)과

장기성(t=20.071)이

통계적

유의수준

p<.001수준하에서 정당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서는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정부 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은 정책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수준하(p<.001)에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발성과 비폭력성은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관련성, 공공성, 사이버성은 정책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촛불집회이
사건성 변수 중 위기의 사건성, 반복성, 장기성이 정책변동에 통계적 유
의수준하(p<.0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기의 사건성
과 반복성은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성은 정책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정치적 변수 중 정당균형이 정책변동에
9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8.369) 3
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매개효과가 완전매개
인지 부분매개인지 검증해야 한다. 3단계의 촛불집회 참여성 변수 중 자
발성(B=.227, p<.001)과 비폭력성(B=.213, p<.001), 사이버성(B=-1.012,
p<.001)은

정책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의

회귀계수

(B=.284, B=.249, B=-1.093)보다 작게 나타나, 촛불집회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피폭력성, 사이버성은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촛불집회 사건성 변수 중
규모성(B=.909, p<.001)과 반복성(B=-.834, p<.001)은 정책변동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의 회귀계수(B=.993, B=-.945)보다 작게 나
타나, 촛불집회 사건성 변수 중 반복성과 장기성은 촛불집회와 정책변동
이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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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비폭력성, 사이버성이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발성, 비폭력성, 사이버
성이 정당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균형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칠 때
정책변동의 수준이 더욱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발성이 높
을수록, 폭력성이 강해질수록, 네티즌의 활동이 적을수록 여대야소 정당
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대야소 정당이 정책변동의 수준
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 중 반복성과 장기성은 정책변동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반복성과 장기성이 정당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균형이 정당변동에 미칠 때 정책변동 수준이 더욱 강해진다
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촛불집회가 자주 일어날수록, 촛불집회가 장기
성을 가지지 않을수록 여대야소 정당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여대야소 정당이 정책변동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5-2-2 간접효과모델(매개변수: 정당균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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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모형1

참
여
성

표준화
오류

B

(상수)

.043

.192

자발성

-.271

.043

정부
관련성

-.098

공공성

t

유의확률

베타
.221

.825

-.176

-6.310

.000

.157

-.011

-.628

.530

.743

.066

.418

11.214

.000

비폭력성

-.171

.026

-.241

-6.616

.000

사이버성

.387

.056

.186

6.926

.000

.079

.064

.043

1.235

.217

.016

.034

.019

.455

.649

사

위기의
사건성
참여자
보편성

건

반복성

-.403

.036

-.609

-11.251

.000

장기성

.532

.027

.843

20.071

.000

전국성

.059

.059

.036

1.010

.313

성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모형2

표준화
오류

B

(상수)

3.656

.237

자발성

.284

.053

여

정부
관련성

-.744

성

공공성

참

사
건
성

t

베타

유의확
률

15.439

.000

.111

5.361

.000

.193

-.052

-3.850

.000

-.803

.082

-.270

-9.826

.000

비폭력성

.249

.032

.211

7.822

.000

사이버성

-1.093

.069

-.314

-15.866

.000

위기의
사건성

.735

.079

.241

9.321

.000

참여자
보편성

.080

.042

.057

1.891

.059

- 288 -

반복성

.993

.044

.899

22.501

.000

장기성

-.945

.033

-.897

-28.902

.000

전국성

.034

.073

.013

.474

.636

(상수)

3.664

.233

15.701

.000

자발성

.227

.053

.089

4.316

.000

참

정부
관련성

-.764

.190

-.053

-4.014

.000

여

공공성

-.648

.083

-.218

-7.832

.000

비폭력성

.213

.032

.180

6.734

.000

사이버성

-1.012

.069

-.291

-14.755

.000

위기의
사건성

.752

.078

.246

9.666

.000

참여자
보편성

.083

.042

.060

1.997

.046

반복성

.909

.045

.823

20.352

.000

장기성

-.834

.035

-.791

-23.908

.000

전국성

.047

.072

.017

.654

.513

정당균형

-.209

.025

-.125

-8.369

.000

모형
3

성

사
건
성

매개
변수

2) 여론변수(언론기사의 성향)의 매개효과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여론 변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인 자발성과
비폭력성이 매개변수인 언론기사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인 참여자의 보편성도 언론기사의 성향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언론기사의 성향이 종속변수인 정책변동에 유의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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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촛불집회의 변수가 여론 변수
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변수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촛불집
회의 변수가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2-3 간접효과모델(매개변수: 언론기사의 성향) 분석결과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모형1

참
여
성

표준화
오류

B

t

유의확률

베타

(상수)

2.050

.298

6.873

.000

자발성

-.272

.067

-.134

-4.060

.000

정부
관련성

.098

.238

.009

.412

.680

공공성

.192

.102

.082

1.880

.060

비폭력성

.197

.052

.149

3.762

.000

사이버성

-.159

.087

-.058

-1.832

.067

-.043

.098

-.018

-.436

.663

.127

.052

.114

2.412

.016

사

위기의
사건성
참여자
보편성

건

반복성

.090

.048

.103

1.883

.060

장기성

.007

.042

.009

.174

.862

전국성

-.120

.088

-.056

-1.373

.170

성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모형2

참
여
성

표준화
오류

B

(상수)

3.390

.244

자발성

.251

.055

정부
관련성

-.458

공공성

-.608

t

베타

유의확
률

13.922

.000

.098

4.594

.000

.194

-.032

-2.361

.018

.083

-.205

-7.28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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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성

-.118

.043

-.071

-2.760

.006

사이버성

-.952

.071

-.274

-13.396

.000

.644

.080

.211

8.023

.000

.070

.043

.050

1.640

.101

반복성

.684

.039

.620

17.604

.000

장기성

-.658

.034

-.624

-19.383

.000

전국성

.262

.071

.096

3.663

.000

(상수)

3.427

.246

13.933

.000

자발성

.246

.055

.096

4.490

.000

참

정부
관련성

-.456

.194

-.032

-2.352

.019

여

공공성

-.604

.083

-.203

-7.243

.000

성

비폭력성

-.115

.043

-.069

-2.670

.008

사이버성

-.955

.071

-.275

-13.426

.000

위기의
사건성

.643

.080

.211

8.013

.000

참여자
보편성

.072

.043

.052

1.690

.091

반복성

.686

.039

.621

17.632

.000

장기성

-.658

.034

-.624

-19.380

.000

전국성

.260

.071

.095

3.632

.000

정당균형

-.018

.017

-.014

-1.053

.292

사
건
성

모형
3

사
건
성

매개
변수

위기의
사건성
참여자
보편성

3. 복합효과 모델(조절효과 분석)
분석대상인 촛불집회 사례 91개에 대해서 가설3(촛불집회가 정책변동
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을 검증하고자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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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변수(대통령 성향)의 조절 효과
촛불집회의 참여성 및 사건성 변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
적 변수인 대통령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인 촛불집회의 참여성 및 사건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2에서는 조절변수인 대통령성향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모델3에서는 촛불집회의 변수와 대통령성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
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델3에서는 대통령 성향의 조절효과를 검
정하였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성향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공공성, 비폭력
성, 사이버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성향은 조절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 중 위기의 사건성, 반복
성, 장기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의 성향은 조절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5-2-4 복합효과모델(조절변수: 대통령 성향)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모형

1

2

B

표준화
오류

(상수)

3.656

.237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284
-.744
-.803
.249
-1.093
.735
.080
.993
-.945
.034

.053
.193
.082
.032
.069
.079
.042
.044
.033
.073

(상수)

3.503

.238

자발성

.230

.054

정부관련성

-.75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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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계수

t

베타

유의
확률

15.439

.000

5.361
-3.850
-9.826
7.822
-15.866
9.321
1.891
22.501
-28.902
.474

.000
.000
.000
.000
.000
.000
.059
.000
.000
.636

14.743

.000

.090

4.267

.000

-.053

-3.949

.000

.111
-.052
-.270
.211
-.314
.241
.057
.899
-.897
.013

3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대통령성향

-.770
.215
-1.118
.692
.163
.964
-.900
.047
.171

.082
.032
.069
.079
.045
.044
.034
.072
.035

(상수)

4.377

.302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대통령성향
자발성*대통령성향
정부관련성*대통령성향
공공성*대통령성향
비폭력성*대통령성향
사이버성*대통령성향
위기사건성*대통령성향
참여자보편성*대통령성향
반복성*대통령성향
장기성*대통령성향
전국성*대통령성향

.260
-.759
-1.771
-.197
-.754
-.966
.342
.460
-.633
.608
-.772
.509
-.037
1.276
.722
-.923
2.681
-.477
.995
-.290
-1.484

.064
.225
.136
.052
.092
.127
.069
.062
.050
.086
.459
.154
.361
.172
.068
.172
.161
.101
.091
.073
.138

-.259
.182
-.322
.227
.116
.873
-.854
.017
.079
.102
-.053
-.596
-.166
-.217
-.316
.244
.417
-.600
.223
-.357
.217
-.017
.308
.694
-.404
1.143
-.521
1.031
-.326
-1.227

-9.437
6.630
-16.273
8.764
3.585
21.740
-26.640
.653
4.93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14
.000

14.492

.000

4.101
-3.377
-13.002
-3.794
-8.184
-7.629
4.948
7.401
-12.738
7.082
-1.681
3.299
-.103
7.434
10.546
-5.360
16.610
-4.702
10.874
-3.956
-10.722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93
.001
.91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여론변수(언론기사의 성향)의 조절효과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여론 변수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분석하여 여론변수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파악하고
자 한다. 조절효과 분석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
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이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
미한 결과값으로 나타나게 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촛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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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관련 변수들을 가지고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값
이 생성된다.
먼저 모형별로 회귀식의 적합성이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촛불집
회의 기본성질 이 투입된 모형1, 조절변수인 여론변수가 투입된 모형2,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3의 유의확률이 모두 p<.000으로 나타나 회귀
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단
계로 모형1은 독립변수, 모형2는 조절변수, 모형3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것이다. 따라서 조절효과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3의 결과로 검정한다. 모형1은 독립변
수들인 촛불집회 변수가 종속변수인 정책변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R2 변
화량은 추가로 투입된 독립변수가 없기 때문에 R2과 같다. 모형2은 모형
1에 조절변수인 여론변수(언론기사의 성향)를 추가시킨 것으로 정책변동
은 촛불집회 기본성격 변수와 여론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R2변
화량은 4%로 나타났지만 유의수준상의 증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단계의 여론변수인 언론기사의 성향은 정책변
동에 유의미한 관계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조절변수인 여론변수가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표5-2-5 복합효과모델(조절변수: 언론기사의 성향)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모형

1

B

표준화
오류

(상수)

3.656

.237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284
-.744
-.803
.249
-1.093
.735
.080

.053
.193
.082
.032
.069
.079
.042

반복성

-.94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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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계수

t

베타

유의
확률

15.439

.000

.111
-.052
-.270
.211
-.314
.241
.057

5.361
-3.850
-9.826
7.822
-15.866
9.321
1.891

.000
.000
.000
.000
.000
.000
.059

-.897

-28.902

.000

2

3

장기성
전국성

.993
.034

.044
.073

(상수)

3.657

.237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언론기사의성향

.275
-.741
-.795
.249
-1.094
.735
.084
-.941
.991
.034
-.031

.053
.193
.082
.032
.069
.079
.042
.033
.044
.073
.023

(상수)

3.323

.286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언론기사성향
자발성*언론기사성향
정부관련성*언론기사성향
공공성*언론기사성향
비폭력성*언론기사성향
사이버성*언론기사성향
위기사건성*언론기사성향
참여자보편성*언론기사성향
반복성*언론기사성향
장기성*언론기사성향
전국성*언론기사성향

.472
-.753
-.644
.207
-1.134
1.091
.170
-.952
.834
.099
.904
-.367
-.218
-.382
.101
-.012
-.697
-.248
.400
-.013
-.096

.081
.239
.106
.039
.105
.103
.056
.041
.055
.097
.501
.112
.406
.167
.068
.145
.160
.086
.093
.070
.148

.899
.013
.107
-.052
-.267
.210
-.315
.241
.060
-.892
.898
.012
-.018
.184
-.052
-.217
.175
-.326
.357
.121
-.903
.755
.036
.516
-.197
-.124
-.094
.114
-.007
-.384
-.398
.604
-.023
-.104

22.501
.474

.000
.636

15.446

.000

5.154
-3.837
-9.688
7.814
-15.889
9.323
1.969
-28.642
22.449
.468
-1.335

.000
.000
.000
.000
.000
.000
.049
.000
.000
.640
.182

11.627

.000

5.821
-3.156
-6.092
5.325
-10.802
10.570
3.026
-23.492
15.097
1.019
1.803
-3.288
-.537
-2.283
1.476
-.085
-4.358
-2.875
4.315
-.190
-.647

.000
.002
.000
.000
.000
.000
.003
.000
.000
.308
.072
.001
.591
.023
.140
.932
.000
.004
.000
.849
.517

3) 정치적 변수와 여론변수의 동시적 조절효과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변수와 여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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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독립변수/조절변수(정치적변수×여론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 독립변수/조절변수(정치적변수×여론변수)/상호작용항(촛불집회
변수×정치변수×여론변수)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모형별로 회귀식의 적합성이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촛
불집회 변수가 투입된 모형1, 조절변수인 정치적변수×여론변수가 투입된
모형2, 상호작용항인 촛불집회변수×정치적변수×여론변수가 투입된 모형3
이 유의확률이 모두 p=.001으로 나타나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1은 독립변수, 모형2는 조절변수,
모형3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것이다. 따라서 조
절효과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3의 결과
로 검증한다. 모형3을 살펴보면, 유의확률 F이 변화량이 유의수준하에서
의미있는 결과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간의 관
계에 있어서 촛불집회변수×정치적변수(대통령의 성향)×여론변수(언론기
사의 성향)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이 된다.
표5-2-6 복합효과모델(조절변수: 정치적변수+여론변수) 분석결과
모형 요약
모
형
1
2
3

R

R
제곱

수정
된
R
제곱

.782a
.785b
.824c

.612
.616
.679

.610
.614
.676

추정값
의
표준오
차
.51978
.51734
.47410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
량
.612
.004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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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변화량
372.864
23.279
46.056

자
유
도1

자유
도2

유의확
률 F
변화량

10
1
10

2363
2362
2352

.000
.000
.000

ANOVAa
모형

1

2

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372.864

.000b

344.279

.000c

236.668

.000d

t

유의
확률

회귀

1007.359

10

100.736

잔차

638.407

2363

.270

전체

1645.766

2373

회귀

1013.589

11

92.144

잔차

632.177

2362

.268

전체

1645.766

2373

회귀

1117.109

21

53.196

잔차

528.657

2352

.225

전체

1645.766

2373
비표준화 계수

모형

1

2

B

표준화
오류

(상수)

3.656

.237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284
-.744
-.803
.249
-1.093
.735
.080
.993
-.945
.034

.053
.193
.082
.032
.069
.079
.042
.044
.033
.073

(상수)

3.522

.237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대통령*언론

.235
-.770
-.778
.219
-1.110
.694
.155
.967
-.908
.051
.076

.054
.192
.082
.032
.069
.079
.045
.044
.033
.072
.016

- 297 -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베타

.111
-.052
-.270
.211
-.314
.241
.057
.899
-.897
.013
.092
-.054
-.262
.185
-.319
.227
.111
.875
-.861
.019
.076

15.439

.000

5.361
-3.850
-9.826
7.822
-15.866
9.321
1.891
22.501
-28.902
.474

.000
.000
.000
.000
.000
.000
.059
.000
.000
.636

14.844

.000

4.382
-4.002
-9.538
6.767
-16.166
8.790
3.452
21.829
-27.104
.708
4.825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479
.000

3

(상수)

4.379

.290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
위기의사건성
참여자보편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
대통령*언론
자발성*대통령*언론
정부관련성*대통령*언론
공공성*대통령*언론
비폭력성*대통령*언론
사이버성*대통령*언론
위기사건성*대통령*언론
참여자보편성*대통령*언론
반복성*대통령*언론
장기성*대통령*언론
전국성*대통령*언론

.351
-.855
-1.480
-.173
-.646
-.509
.263
.433
-.658
.506
-.506
.153
.163
.417
.333
-.449
.972
-.189
.509
-.146
-.619

.061
.222
.120
.046
.087
.114
.061
.057
.044
.084
.233
.065
.202
.072
.029
.070
.068
.042
.039
.03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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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059
-.498
-.146
-.186
-.167
.188
.392
-.624
.185
-.506
.138
.163
.228
.707
-.416
.880
-.434
1.104
-.356
-1.085

15.075

.000

5.760
-3.856
-12.360
-3.759
-7.410
-4.456
4.334
7.578
-14.827
6.054
-2.172
2.340
.804
5.793
11.472
-6.378
14.324
-4.498
12.888
-4.557
-9.88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0
.019
.4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 6 절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분석대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었다.
먼저, 정책변동 요인과 정책변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외부환경,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 촛불집
회변수, 정책방어기제, 정책문제 모두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변수, 여론 변수, 촛불집회 변수는 대체적으로 동시적·복
합적 결합을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기존정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책대상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어기제가 대부분의 사례에서 존재하고 있다. 단지, 정책방어기제가 기
존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
동하는지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넷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에는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요인인 정치
적 변수가 촛불집회 같은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정책변동 사례에서도 동
일하게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정책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촛불집회 변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촛불집회 변수는 정치적 변수 및 여론변수와 동시적·복합적으
로 결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촛불집회 변수가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들 정치적 혹은 여론변수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 변수가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변
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곱째,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근본적으로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달라
질 수 있다. 국내/정부일반 이슈가 정부/핵심이슈보다 정책변동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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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성격의 정책문제 유형
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정책변동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정책
변동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덟째, 정책문제 유형의 근본적 성격이 오히려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민적인 반발과 갈등
이 발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반드
시 건설되어야 하는 기간산업일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
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대중저항운동이 동반된 정부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
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어제도가 존재하
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방어제도의 종류에는 주민투
표, 주민대표 간담회, 주민소환 같은 주민참여방법과 관련 법과 제도 등
이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방어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대중저항운동인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촛불집회가 다른 정책변동요인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정책변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넷째, 촛불집회의 세가지 성질이 동등한 비중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촛불집회의 세 가지 측면 중 촛불집회
에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변동에 영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정책변동 발생여부에는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변동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질지 혹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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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책문제 유형과 정책변동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유형은 외교정책/정부핵심이슈, 외교정책/정부일반이슈, 국
내정책/정부핵심이슈, 국내정책/정부일반이슈로 크게 4가지 구분하고 있
다. 이때, 해외정책일수록 정부핵심 이슈일수록 정책변동이 일어나기 어
렵다고 본다.
둘째, 국내정책/정부일반 이슈 유형은 정치적 요소 특히 대통령의 정
치적 판단이 정책변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셋째, 외교정책/정부핵심 이슈사례일수록 정책변동을 실현하는데 있어
서 정치적 변수 혹은 여론 변수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의 작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그런데 외국과의 관계 및 협약으로 인
해 정부내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일정부분 제약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변수를 작동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볼 수 있다.
넷째, 해외정책/정부일반 이슈의 사례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가 있
다. 해외정책이면서 정부일반 이슈의 문제유형인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섯째, 국내정책/정부핵심 이슈의 경우 다양한 정책변동의 결과는 다
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유형은 정책문제의 기
본 성질이외에 정책변동 요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정책변동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끝으로, 정책변동 유형과 정책변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변동을 정책대상자의 목표달성도와 정책주체자의 정책변화
정도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촛불집회의 요구사항들이 정부에 의해
받아 들여져 기존정책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정책주체자 입장에
서 패러다임 변동을 통해서 정책대상자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게 한다.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의 촛불집회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써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정부의 기존정
책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하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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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못했으나, 정책주체자 입장에서는 패러다임 변동의 정책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목표미달성/패러다임 정책변동의 사례는 기존정책으로 인
해 극심한 갈등, 행정적 비효율 상황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정책을 원안대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에 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과거의 기존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을 수행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책주체자 입장에서 패러다임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 입장에서의 목표달성도가 목표미달성/목표부분달성/목표완전
달성으로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정책변동요인의 작동
기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정책변동 결과를 차이를 이끄는
정책변동 요인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촛불집회의 성격(참여성과 사건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인 자발성, 정부관련성, 공공성, 비폭력
성, 사이버성과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인 위기의 사건성, 참여자의 보편
성, 반복성, 장기성, 전국성이 정책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촛불집회 참여성 및 사건성
변수가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촛불
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적일수록, 정부 관련성이 적을수록, 특정단체
의 이익을 추구할수록, 네티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정책변
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
수 중, 촛불집회를 발생하게 만든 위기사건이 존재할수록, 언론기관에서
촛불집회를 자주 기사화할수록 반면에 촛불집회의 기사화의 단기간으로
이루어질수록 정책변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변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있어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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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정당균형, 대통령 선거시즌 여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비폭력성, 사이버성이 정책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발성, 비폭력성, 사이버성이
정당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균형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칠 때 정책
변동의 수준이 더욱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발성이 높을수
록, 폭력성이 강해질수록, 네티즌의 활동이 적을수록 여대야소 정당을 이
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대야소 정당이 정책변동의 수준을 높
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 중 반복성과 장기
성은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반복성과 장기성이
정당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균형이 정당변동에 미칠 때 정책변동 수
준이 더욱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촛불집회가 자주 일어날수
록, 촛불집회가 장기성을 가지지 않을수록 여대야소 정당을 이루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대야소 정당이 정책변동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촛불집회 변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여론 변
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있어서 여론 변
수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촛불집회의 참여성 및 사건성 변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변수인 대통령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변
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의 참여성 변수 중
자발성, 공공성, 비폭력성, 사이버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성
향은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사건성 변수 중
위기의 사건성, 반복성, 장기성과 정책변동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의 성향
은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여론 변수는 조절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분석하여 여론변수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관계에 있어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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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변수와 여
론 변수가 함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독립변수/조절변수(정치적변수×여론변수)와 종
속변수의 관계, 독립변수/조절변수(정치적변수×여론변수)/상호작용항(촛
불집회변수×정치변수×여론변수)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
석결과,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촛불집회변수×정치
적변수(대통령의 성향)×여론변수(언론기사의 성향)는 조절효과가 있다
고 해석이 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사례분석과 회계분석의 결과를 통합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촛불집회는 정책변동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촛불집회는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변수가 정책변동
에 영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는 정책변동에 정치적 변수를 매개로 단계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사례분석에서 과천 기무사 이전 사례, 내신등급제 사례, 일제고사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촛불집회가 여론변수에 영향을 주고 여론변수가 정책변동에 영
향을 줌으로써,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여론변수를 매개로 단계적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사
례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례연구에서 여론변수가
매개변수로 작동하는 경우는 천성산 원효터널 사례에서만 나타나고 있
다.
넷째, 촛불집회는 정치적 변수, 여론변수와 동시적·복합적으로 결합하
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이 결과
는 대부분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
시말해 촛불집회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치적 변수와 여
론변수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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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논문의 분석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왜 정부정책에 대해서 촛불집회 같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는
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는 정부정책의 경우 대부분 국가적 필요에 의
해 반드시 우리나라 어디쯤엔가는 설치하거나 건설해야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핵폐기장, 송전탑, 해군기지, 군주둔지, 도로, 다
리 건설 등 국가필수사업과 국가기간사업일 경우가 많다. 특히 부안 핵
폐기장,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이 국가적·안보적 필요로 의
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정한 정책대상집단
에 대해서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부담하게 한다. 그런데 이들 사
례들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사례의 정부정책이 집행되는 동안에 혹은 집
행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 정책변동의 유형도 단순히 내용변동 수준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동
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기존정책을 진행하면서
정책대상집단과 무수한 갈등상황에 부딪힘으로써 기존정책을 추진하는데
행정대집행 등과 강압적 행위를 동원하고 그 가운데 기존사업이 중단 및
연기되는 등의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기존정책을 집행하면서 경험한 정부는 이후 유사사례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결
국 정책계획 및 결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집행에 대한
사전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려하고, 정책대상집단에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되는 것
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안 핵폐기장,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등이 있
다. 이렇게 볼 때, 정책주체자로서 정부는 국가적 필요라는 목적하에 지
금껏 국가주도로 진행해왔던 국책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대상집단
들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동의, 합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
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한 정부정책의 경우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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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되는가? 대중저항운동이 발생하는 정부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
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이런 분야의 정부정책이 집행될때는 정책대상집단의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관련규정 및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과 같은 시민참여 방법을 통
해서 정부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한 제도적 장치는 논문에서는 정책방어제도가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
한 정책방어제도가 많은 경우에 존재하고,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내용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책방어기
제는 기존정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는데 있어 마지막 관문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기존정책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의지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책대상집단의 입장에서는 정
책방어기제는 기존정책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책대상집단이 정책방어기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정책방어기제는 기존정책을 제어하는
방어막 역할도 하지만 역으로 기존정책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방어기제가 작동하는데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로
하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대상집단인 주민들의 일정비율이상의 지지를
필요로 하다. 만약 법적기준 이상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정책방
어기제는 기존정책의 방어막으로 작동하게 되지만, 법적기준이 미치지
못한다면 기존정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에 있어 주민소환제의 무산사례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정책방어기제를 기존정책의 변경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 일치된 의견 및 응집력이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
들의 응집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촛불집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촛불집회가 정책대상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촛불집회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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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결국 촛불집회의 응집력의 질을 좌우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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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r Protest Movement
and Policy Changes
-Focusing on Candlelight Rallies-

Jeon, Byul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wanted to explore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in the case of policy change in our country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whether some policies do not occur whiles others are
subject to policy changes. In particular, if the existing policy causes
conflict with the policy-targeted groups and causes candlelight rallies,
which are public resistance movements, we want to examine what
factors act as policy change factors. At this time, we want to
confirm not only the theoretical variables mentioned in the existing
theoretical model, but also the existence of factors that can be
derived in the Korean context. Finally, if candlelight rallies act as a
policy change factor, we want to analyze what kind of personality
candlelight rallies have to influenc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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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case analysis is to be performed
on 12 cases selected from 91 case groups. The criteria for the case
analysis include external environments commonly referred

to in

existing policy change studies (such as the nature of the problem
area, the determination and impact of policies from the subsystem),
political variables (changes in the control group,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actors, policy intermediaries), and public opinion variables.
And in the Korean context, there are candlelight vrallies (when
candlelight rallies occur,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of candlelight
rallies,
defense

voluntary

participation

mechanisms

of

(resident

candlelight

votes,

rallies),

residents'

and

recall,

policy

etc.).

We

wanted to see how these factors worked in the case of policy
changes accompanied by popular protests such as candlelight rallies.
In particular, we want to confirm whether the variables of candlelight
vigils affect policy chang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variables, public opinion variables and complex and simultaneous
combinations. And we want to look at the four types of policy issues
highlighted

by

domestic/Low-profile

Giugni

(2004)(domestic/High-profile

issues,

foreign/High-profile

issues,
issues,

foreign/Low-profile) and their relationship to policy changes, as well
as their interaction with the types of policy issues and other
variables. Finally, if candlelight rallies work as a factor of policy
change, we want to analyze what nature of candlelight rallies serves
as the driving force behind policy changes.
Through this study, we believe that we can derive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etical variables
and Korean context variables. In particular, when conflicts arise
between the existing policies and the target groups, and a popular
protest movement such as candlelight rallies, certain factors ac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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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of policy change, and I believe that the new policy, which
implies the practicability of the requirements, will be able to elicit a
more generalized logic about what type of policy change appears. You
can check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s depending on the type of
policy problem. Even if the nature of the policy problem hinders
policy change, we can also confirm that it can be combined with
other variables such as political variables and public opinion variable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policy change. I believe that this will
lead to a generalized logic about what policy changes can occur when
they operate.
In this study, we chose to select and analyze cases of changes in
policies where candlelight rallies occurred in the course of policy
changes. So, we searched for cases of candlelight rallies in our
society for 29 years from 1990 to 2018 through the homepage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the
Dong-A Ilbo. Among the cases searched, case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government policy changes were selected and the
contents of policy changes were analyzed for these case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ase of government policy accompanied by the popular
protest movement, we can see that a policy defense system exists
and works to control government-led unilateral policies. We can
confirm that candlelight rallies, a popular protest movement, affect
policy changes. One can see that who voluntarily participates in the
candlelight vigils is influencing policy change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has been shown that the popular protest movement, such as
candlelight rallies, is affecting whether or not policy changes occur,
but does not affect whether policy changes are made legally or
administratively.

Polit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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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ndlelight rallies and policy changes have both mediating and
regulating effect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opinion variable did
not produce significant results, both mediating and regulating effects.
In the end, candlelight rallies were found to affect policy changes by
working directly and as a parameter and simultaneously and in a
combination with political variables.

keywords : Policy change, Candlelight rallies, Popular protest
movement, factors of policy change, Policy defense mechanism
Student Number : 2007-30639.

- 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