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7권 제3호(2019. 9): 1~31  http://dx.doi.org/10.24145/KJPA.57.3.1

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선희**

1)    

<目     次>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기부식품제공사업 선행연구 및 사례개요

Ⅳ. 기부식품제공사업 정책변화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Ⅴ.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요    약>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는 구체적

인 모형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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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뱅크 등을 중심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사업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대체적 제도변화가 나타났다. 성장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본 사업 도입으로 제도적 층화가 발생하

였으며, 도약기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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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내실화 방안들이 시행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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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정책혼합

(policy mixes) 개념을 적용하여 제도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푸드뱅크(Food 

Bank)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잉

여식품을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

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및 복지시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지원 

복지서비스이다. 푸드뱅크 사업은 1967년 미국의 “Second Harvest운동”에서 시작된 이

래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 1986년 독일 등 사회복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다.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 저소

득층 및 결식계층 급증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부식품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1998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푸드뱅크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

지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사업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 소외

계층의 결식문제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복지 물적 자원 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이용자의 생계비 지출 감소를 통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증진, 국가의 복지재정 보충,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사

각지대 완화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권태진･김하은, 

2018: 2). 향후 양적 성장을 넘어 내실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한 질적 발전방안

이 필요하다(정기혜, 2008; 김선희･주경희, 2012; 이경애･김보람, 2012; 김흥주･이현진, 

2013; 이화정, 2013; 이미라 외, 2016). 

민간 중심의 자발적 복지사업인 기부식품제공사업은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푸드뱅크

와 푸드마켓의 기관수와 기탁 및 배분실적의 확대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시작된 지 20여 년 정도가 흐르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변동 과정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다. 기부식품제공사업 정책변동의 과정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와 메커니

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설명될 수 있

다.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푸드뱅크 사

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부식품제공사

업의 발전 경로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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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서는 제도 복합체(complexes)를 전제로 정책과 제도의 

내생적(endogenous)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Thelen(2003), 

Hacker(2004), Streek and Thelen(2005), Mahoney and Thelen(2010) 등이 제시한 이론

적 모형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제도 자체의 모순과 균열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모순과 

균열의 원인을 행위자의 특성과 상황적 조건에서 찾거나 변화 과정 및 결과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도 변화의 구체적인 기제와 과정을 정책과 제도 자체 특성

의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Kern과 Howlett(2009)이 제시한 정책혼합(policy mixes)모형은 정책 목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제도의 경로진화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내생적 제도변화 설

명모형으로 적합하다.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의 조합 방식에 따라 제

도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내생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정책목표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정책수단으로 민

간주도와 정부 주도의 조합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합 

양상을 바탕으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정책혼합모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혼합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경로 진화 과정의 특

성을 분석하여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내생적 제도변화의 설명모형으로 정책혼합모형의 이론적 유용성을 확

인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상위에 있는 맥락과 구조, 하위에 

있는 행위자에 주목한다. 제도변화를 제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 및 제

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가 가지는 내재적 속성과 특성에 기반하여 제도변화모형을 구성하려는 연구

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내생적 제도변화모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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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변화를 제도 자체에 내재한 원인에 의해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내생적 변화모형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를 단일체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양한 하위구성요소들

이 결합된 복합체(complexes)로 본다. 대표적으로, Thelen(2003, 2004)은 정책 시스템이 

수많은 상호연계적 요소로 구성되는 제도복합체라는 전제하에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

가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가 재생산과 변화의 메커니즘이 동

시에 작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제도가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이 결

합된 복합체라는 전제하에 제도적 층화(layering)나 제도적 전환(conversion)과 같은 개념

을 바탕으로 제도변화의 내생적(endogenous) 원인과 과정을 규명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

기에서 제도적 층화는 기존 제도의 일부 요소가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이며, 전환은 기존 

제도가 새로운 목적을 위해 역할과 기능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층화 개념을 구체화 하고 사례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Van der Heijden(2011, 2014), 

Daugbjerg and Swinbank(2015), Moe(2015) 등이 있다.

Hacker(2004)와 Mahoney and Thelen(2010)은 정책과 제도의 내･외부 장벽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맥락을 주요 변수로 하여 제도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Hacker(2004)는 경로

변화에 대한 핵심행위자인 거부권자들의 다소(多少)와 경로운영자들의 재량 대소(大小)

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표류(drift), 재정향(redirection), 층화(layering), 수정

(revision)으로 제도변화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Mahoney and Thelen(2010)은 경로운영

자의 재량 정도를 제도의 특성으로, 거부권자의 많고 적음을 정치적 맥락으로 파악하고 

각 조합에 따라 층화(layering), 표류(drift),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Beland(2007)과 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변화 연구에서 제도 

전환, 층화, 표류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으며, Pierson(2010)은 1978년 이후 미국 사회

의 불평등 증가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정책 표류를 제시하였다.

제도과정의 결과물로서 제도변화 유형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 이들 연구들은 경로

의존적 메커니즘을 과정 중심의 서술을 바탕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과정론과 관

련된다. 대표적으로 Streeck and Thelen(2005)은 제도변화의 유형을 변화의 과정이 점

진적(incremental)/ 급격한지(abrupt)의 여부와 변화의 결과가 연속적(continual)/불연속

적(discontinual)인지에 따라 적응을 통한 재생산, 점진적 변형, 생존과 복귀, 해체와 대

체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도 복합체로서의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내생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도 내 강화요인과 약화요인, 제도의 속성(예: 모호

성), 힘과 압력, 제도 내 모순과 갈등 등이 내생적 제도 변화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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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제도 내 강화/약화요인과 관련해 김태은(2011)는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사례분석에서 

제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피해집단과 지지집단의 부정적/긍정적 환류가 제도의 내생

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제도의 이질성과 관련해 김태은(2012)은 경

로의존적인 내생적 제도 압력의 크기가 제도의 유사성과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 갈등에 의해서 제도변화가 발생한

다(하연섭, 2002, 2008). 김태은(2009), 하태수(2010), 김보은･정의창･노승용(2011), 박용

성･박춘섭(2011), 남재걸(2012), 채성준･박용성(2014), 서호준･남기정(2015), 김보은･노

승용(2016) 등은 경로진화 관점에서 제도적 중층성 및 층화를 제도변화의 내생적 변수로 

도출하고 정책사례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표 1> 제도변화 유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 정리

해당 연구 분류 기준 제도변화 유형

Thelen(2003) - 변화결과의 정도 층화(layering), 전환(conversion)

Hacker(2004)
- 경로변화에 대한 거부권자들의 

다소(多少)
- 경로운영자들의 재량 대소(大小)

표류(drift), 재정향(redirection), 
층화(layering), 수정(revision)

Streeck and 
Thelen(2005)

- 변화과정의 속도
- 변화결과의 연속성

적응을 통한 재생산(reproduction by adaptation), 
점진적 변형(gradual transformation), 
생존과 복귀(survival and return), 
해체와 대체(break and replacement)

Mahoney and 
Thelen(2010)

- 운영자 재량의 대소
- 거부권자들의 다소

층화(layering), 표류(drift),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 

내생적 변화모형의 제도변화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

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제도가 가지는 자체의 속성과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내적 요인들 내에서 논리적 설명모형이 부족하다. 제도가 복합체로서 자기모순적인 힘

이나 갈등요인들이 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나 

정책 내부의 어떠한 요인들이 어떤 기제와 과정을 통해 제도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모형이 필요하다. 즉, 갈등과 모순의 내재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Hacker(2004)와 Mahoney and Thelen(2010)은 

운영자 재량과 거부권자의 다소에 근거하여 제도변화의 양상이 결정된다고 보지만, 이

는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보기 보다는 제도를 구성하는 행위자의 역량과 상황적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변수로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내부기제와 과정에 대한 부재는 사후적이고 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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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설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Thelen(2003)은 변화결과의 정도에, Streeck 

and Thelen(2005)은 변화 과정의 속도와 변화 결과의 연속성에 각각 초점을 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사후적 결과론적 분석을 하고 있다. 내생적 변화모형에서는 제도 내 존재하

는 요인들간 관계에 따라 다양한 제도변화의 유형이 도출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제도

의 변화원인과 제도변화의 결과물인 변화유형간 관계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

구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한계를 인식하고, Kern과 Howlett(2009)가 제시한 정책혼합 

모형을 토대로 내생적 제도변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혼합과 제도변화

기존 제도변화 연구들은 제도 변화의 구체적인 기제와 과정을 제도 특성의 변수를 중

심으로 모형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복합체를 전제로 정책 설계

(policy design)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혼합

모형에 주목한다. 정책혼합모형에서는 목적과 수단간 일치와 불일치라는 정책혼합이 제

도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대표적 연구로 Kern과 Howlett(2009)은 정책 수단과 목적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책수단의 계속성

(consistency)과 목적의 일관성(coherence)을 기준으로 정책혼합의 유형을 층화(layering), 

표류(drift), 전환(conversion), 대체(replacement)로 제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로의

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계속성은 정책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 간의 강화 정도를, 일관성은 정책 목적과 정책수단의 논리적 공존 정도를 의미한

다. ‘층화’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폐기 없이 새로운 정책 목적과 수단이 기존 정책 혼합에 

부가되는 경우이며, 정책 목적의 비일관성과 정책수단의 비계속성의 문제가 나타난다. ‘표

류’는 정책집행 수단에 대한 변경 없이 새로운 목적이 기존 목적을 대체한 경우로, 새롭게 

설정된 정책목적과 수단이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정책결과가 비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환’은 정책목적은 유지된 채 정책 수단만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경우로, 정책목적과 연계

되지 않는 수단의 집행으로 인해 정책목적의 비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대

체’는 정책목적과 수단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로, 이전 정책을 폐기하

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ern & Howlett, 2009: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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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책 설계 및 혼합 유형

수단

계속적(consistent) 비계속적(inconsistent)

목표
일관적(coherent) 대체(Replacement) 전환(Conversion)

비일관적(incoherent) 표류(Drift) 층화(Layering)

 자료: Kern & Howlett(2009). p. 396

Kern과 Howlett(2009)의 정책 설계 및 혼합 유형 분석틀은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인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기준으로 정책 변화의 유형을 범주화하고, 제도의 경로진화 

사례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Howlett과 

Rayner(2013)에서는 Kern과 Howlett(2009)의 정책 설계 유형을 크게 정책 묶음(policy 

packaging)과 정책 덧붙임(policy patching)으로 구분하고, 정책 혼합 개념과 연계하여 

개념적 확장을 시도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책 묶음은 목적과 수단이 유사한 새로운 정

책 패키지가 도입되는 경우로, 대체의 과정과 유사하다. 정책 덧붙임은 상황 변화에 적

응하고 정책 오류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층화, 표류, 전환의 과정을 통해 정책 진화가 나

타난다. 

최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책혼합 개념을 적용하여 여러 개의 정책이 병렬

적･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주목한다. Howlett(2005)는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반

드시 복수 도구의 결합을 연구해야 하며, 복수 도구의 조합과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사

회적 도구선택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박정수･김준기, 2018: 179). 정책혼합 모형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혼합 개념을 구체화하거나(Howlett

과 Rayner, 2013; Howlett and Mukherjee, 2014, Howlett et al, 2015), 에너지 체제나 

연구개발(R&D) 혁신 사례에 적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다(Kern and 

Howlett, 2009; Flanagan et al, 2011; Rogge and Reichardt, 2016; Kern et al; 2017).

3. 본 연구의 분석틀

정책혼합모형의 핵심적 주장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의 조합에 근

거하여 제도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책 목표는 주어진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정책수단에 비해 추상적이지만 변화를 유도한다. 정책 수단은 정

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또는 공적 행위자에 의해 활용되어 정책목표 또

는 집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전영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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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가 목표와 수단간 불일치성이 존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

라 일치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더라도 동형성

이 가지는 내적 모순과 취약성이 존재하며 이는 변화를 유도한다. 즉, 민간중심의 자율

성 체제는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본원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 중

심의 정책수단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정부중심의 효율화는 다양성의 간과, 자발성에 기

인한 생산성 등과 같이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가지는 강점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효율적 정부라는 수단도 민간의 자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합되는 방식

으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기부식품제공사업은 민간에서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자발적 

조직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민간주도형 복지사업이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역사적 전통

과 뿌리가 민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상자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

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민간의 자

율성과 수혜자의 접근성에 있으며, 수단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원형이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목표가 자율성/접근성이고 수단이 민간주도라면, 이의 대척점에 있

는 목표의 효율성과 수단로서의 정부주도는 정책의 내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

다. 따라서 자율성이라는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일관성으로, 민간 중심

의 수단이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정책수단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계속성

의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목적의 일관성은 민간 주도의 자율성과 접근성의 차원

에서, 비일관성은 정부 주도의 효율성의 차원을 설정한다. 정책수단의 계속성은 자율성



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9

을 지속시키기 위해 민간주도가 유지되는 경우, 비계속성은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와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

준으로 하여 각 시기별 제도의 특성을 정책혼합 유형으로 규명하고, 정책혼합의 결과 나

타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제도화 과정을 경로진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Ⅲ. 기부식품제공사업 선행연구 및 사례개요

1.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98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우 소수이

며, 제도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심층적인 분석 없이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에 그치고 있다.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기부식품제공사업 평가나 사업의 전

개과정에 대한 포괄적･체계적 분석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적은 수로 

한정된다. 또한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푸드뱅크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한 실

태조사가 대부분이다. 

푸드뱅크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연구기관 및 광역푸드뱅크에서 전

반적 실태조사를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

기혜 외(2000, 2008, 20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경혜 외(2003), 경기도광역푸드뱅

크(2005) 서울광역푸드뱅크(2006, 2009), 충남광역푸드뱅크(2009),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의 조인형(2009), 경기복지재단의 유정원(2009)과 이석환･김진(2017)이 대표적이다. 둘

째, 사회복지학 학위논문으로 김예숙(2004), 오기호(2002), 이정대(2005), 정환(2005), 박

효양(2008), 홍민아(2003)를 들 수 있다. 셋째, 해외 사례연구로 정기혜(2000), 박준섭

(2010), 임성은(2011), 이경애･김보람(2012)의 연구가 있다. 이 밖에 학술논문으로 기탁

자 특성을 분석한 박재용(2004)과 정무성･박대섭(2005)의 연구 및 이용자 실태분석을 수

행한 강혜승 외(2005)와 이용재･김양옥(2014), 물류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김영민(2008)

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실태조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기부식

품제공사업의 운영 형태 및 특성 분석, 기탁 특성 분석, 기탁식품의 안정성 확보, 기탁요

인, 이용자 실태 및 이용특성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심층적인 분석 없이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에 그치고 있으며, 커뮤니티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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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라는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단순히 인프라 확충이나 기탁품 확대를 통한 푸드뱅

크 사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국한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거나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초점을 두고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김선희･주경희(2012)의 연구와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여 효과성 평가를 진행한 이화정

(2013)의 연구, 푸드뱅크와 먹거리 사업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 김흥주･이현진(2013), 

Gilbert, Specht & Terrell(1992)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체계

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한 이미라 외(2016), 사회적 가치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기부식

품 제공사업의 사회적 효과에 분석을 시도한 권태진･김하은(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밖에 한국과 미국의 푸드뱅크 운영시스템을 비교분석한 Kim(2015)과 한국ㆍ홍콩ㆍ일

본의 푸드뱅크 사업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Kobayashi(2016)가 있으며, Kobayashi et 

al(2018)은 한국 푸드뱅크 사업 발달과정의 핵심 변수로 정부의 공적 원조(forma 

assistance)에 주목하여 사업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여전히 제도적 측면에서 기부식품제공사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푸드뱅크의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사

회과학적 연구가 미흡한 연구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특성

을 규명하고,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과 전개과정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개념 및 운영현황

기부식품제공사업인 푸드뱅크(Food Bank)는 잉여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이를 필

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분하는 식품을 매개로 한 저소득층 지원 복지제도이다. 

즉, 이용가능한 식품의 나눔을 통해 기탁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어 결식자에게 식량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푸드뱅크 사업은 미국에서 1967년 자원봉사자인 John Van Hengel에 의해 처음 시작

된 이래 현재는 캐나다(1981년), 프랑스(1984년), 독일(1986년) 등 주로 사회복지 선진국

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아시아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필리핀, 아프리카 

지역까지 운영되고 있다. 단순히 식품의 기탁, 배분,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등의 위기발생 시 긴급식량지원, 아동 및 노인을 포함한 결식구제 및 결식인식개선 등으

로 활동영역이 넓혀지고 있다(정기혜 외, 2000): 160-161).1)



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11

우리나라의 푸드뱅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전국푸드뱅크(전국기부

식품등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시･도 광역푸드뱅크(광역기부식품등지

원센터)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시･군･구 단위의 기초푸드뱅

크와 푸드마켓(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사업장에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중앙물류센터 

1개소가 있다. 전국푸드뱅크는 사업수행을 위한 총괄조정 및 기반구축 업무를 주로 담당

하며, 실질적인 기탁 및 배분업무는 광역이나 기초푸드뱅크에서 실시된다. 광역푸드뱅크

는 기초사업장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기탁업체를 발굴하고 이를 기

초사업장으로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한다. 기초푸드뱅크는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탁 받은 식품과 전국 또는 광역푸드뱅크로부터 분배받은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나 법인, 단체, 재가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기초 사업장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푸

드뱅크 사업장은 2018년 12월 현재 470개소가 운영중이며, 그동안 배분 및 기탁실적 측

면에서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전국지원센터와 17개 광역지원센터, 기초푸드뱅

크 323개소와 기초푸드마켓 129개소가 운영중이며, 지역별 시설 개소의 편차가 큰 편이

다. 푸드뱅크사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등장하면서 다원화되었다. 다양한 운영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법인이며, 다음이 사단법인, 종교단체 순이다. 운영주체 중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

하는 곳도 9개소가 있다. 

Ⅳ. 기부식품제공사업 정책변화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서울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빈곤 및 결식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먹

1) 서구선진국의 푸드뱅크 사업은 초기에 민간의 자선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

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중앙본부(보스턴)와 America’s 

Second Harvest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지원자선단체에 식품을 

배분하여 수혜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최대의 비정부조직적인 식사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이후 America’s Second Harvest는 혁신 차원에서 2008년 Feeding America로 변경되어 보다 

체계적인 식품기부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임성은, 2011: 63-64). GFN(Global Network of 

Food Banks)와 연계된 3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기관이 연간 2천만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에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Meji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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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지원 대책의 한 방식으로, 이전의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

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였다.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은 태동기(1998-2000년), 성장기

(2001-2007년), 도약기(2008-2015년), 성숙기(2016년 이후- 2019년 현재)로 진화되어 

왔다.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전제로 각 시기에 나타난 기부식품제공사

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목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태동기: 제도형성기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사업은 외국과 달리 잉여 식품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

적의 환경사업으로 출발했다. 한상차림의 음식 문화로 음식물 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

고 있어 음식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식품분야에서는 절실한 상황이

었다. 식품학자들 간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과 팔고 남은 조리된 식품 등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폐기에 따른 음식자원의 낭비를 막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정기혜, 2000: 3). 

외환위기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으로 사업의 성

격이 전환되었다. 푸드뱅크 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사회에 대폭 증가한 노숙

자 등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 완화를 위해 식품 제조회사, 식품유통기업, 개별 식품제조

자 등으로부터 활용가능한 식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사업으로 도입되었다(권태진･김하은, 2018: 11).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직 등 비자발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국가차원의 복지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정기

혜, 2011: 2). 당시 식품나눔운동으로 성공회, 부스러기선교회, YMCA 등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먹거리나누기운동와 별도로 정부 지원을 받는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듯 초기 사업은 민간주도로 자율성에 기반하여 사업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정부

의 역할은 푸드뱅크 사업의 도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치중하였다. 1998년 1월 보건복

지부는 서울, 부산, 대구, 과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 12월에 

‘푸드뱅크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국,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를 지정하여 공인 기관화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푸드뱅크 정착화 방안>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00년 3월에 

보건복지부 주도로 ‘푸드뱅크의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푸드뱅크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정책 및 연구보

2)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연구 진행 시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목적과 수단의 조합에 따라 구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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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로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발간되었

다. 2000년 5월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하였다. 이렇듯, 태동기

에는 기부식품 등에 관한 법령 및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중심의 자발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성장기: 제도변화기(1) 

2000년 이전까지 민간주도의 자율성에 기반한 제도확산은 민간이 가지는 내적 한계

로 인해 사업 확산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지역단위로 푸드뱅크사업이 이루어

지기는 하였지만 전국적 확대과 사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효율성을 강

조하는 정부주도의 사업으로 방향이 선회하게 된다. 

2001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푸드뱅크사업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3년 동안 

추진한 사업 추진 성과를 토대로 사업목표와 전망, 사업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사업 추진 방향과 관

련하여 정부주도로 활성화 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7).3)

정부 주도로 진행된 푸드뱅크 활성화 사업 운영의 핵심은 예산 지원에 있었다. 2002

년도에는 현재 설치된 푸드뱅크에 냉동차량 및 냉장고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2003년 이후 시･군･구 단위로 푸드뱅크 전부 설치를 전제로 냉동차

량 및 냉장고를 전부 지급하고, 푸드뱅크별로 관리인과 운전원을 각 1명씩 배치할 경우 

예산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보건복지부, 2001: 12).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법

적 근거 마련으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등 제도화의 미비로 인해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재도약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면책 조항이 없어 식품기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

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01: 4-5). 기탁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상당수 

기업이 기탁을 꺼리고 있으므로, 선량한 기탁자 보호를 위한 법규정으로 식품기탁촉진

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3)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초기에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식품기탁자 발굴

도 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직접 사업의 기초를 닦았으나, 점차 민간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함. (2) 푸드

뱅크 사업의 기본인 연락망 구성, 냉동차량 및 냉장고 비치, 운반도구 준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은 초기에 정부주도로 지원함. (3) 사업의 성패는 푸드뱅크에 배치된 담당인력의 열의와 사업능력이

므로 전담인력 배치와 훈련에 역점을 둠. (4) 푸드뱅크 조직은 지방 행정조직과 파트너가 되도록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지원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역단위 사업을 기본으로 추진함. (5)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기탁자를 보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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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1년 8월에는 광역푸드뱅크를 설치하고,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푸드뱅크의 인지도 제고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1377 특수전화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에

서나 국번없이 1377만 누르면 푸드뱅크와 연결되어 식품기탁 및 배분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보시스템과 관련해 2002년 7월에는 기부식품관리시스템(Food Management 

System; 이하 FMS)을 구축하였다. FMS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기부

물품의 입･출고 및 기부자, 대상자 정보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편리

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7월에 구축하였다. 전국푸드뱅크의 FMS를 사용하기 이전에 

자체 구입한 POS4)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POS와 FMS를 구분하여 활용

하고 있었으며, 수기장부 작성을 병행하는 곳도 있었다. 현장관리자들의 FMS의 도입 필

요성에 대한 동의와 활용능력은 높았지만, FMS의 시스템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이미라 외, 2016: 54). 기부물품 접수부터 이용자에게 기부물품이 전달될 때까지

의 이력 추적을 가능하도록 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권태진･김하은, 2018: 17) 

정부는 핵심적인 정책도구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였다. 2006년 3월에 식

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푸드뱅크 사업의 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및 이용자 등에 관한 의미 

규정, 시･군･구 기초사업자의 설치 기준 및 절차,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국가 및 지

자체의 지원 범위 및 지도･감독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01도에 입법이 추진되다가 제정되지 못했던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의 기탁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안전한 식품(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내 제품)을 기부하

였을 시,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기부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

는 것을 명문화하여 기부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4월에 동법 양벌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처벌을 예외로 하였

다. 또한 정부는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식품기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식품기부

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 되기 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식품제조업체의 물

품 기부시 세제지원을 하고 있었다(정기혜, 2011: 5-6). 세제 혜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조세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기탁식품 기부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성장기에는 정부 주도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구축을 

4) POS(Point of Sale System)는 상품 판매점 매장에 설치된 POS 단말기와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해 판

매와 동시에 각 상품별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입력시킨 후, 이 정보를 활용해 상품의 구입과 생산

에 반영하거나 세세한 판매관리에 응용하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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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양적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기존 자율성 중심의 민간 주도 

사업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효율적 사업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도약기: 제도변화기(2)

효율성에 기반한 정부 중심의 정책수단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2009

년 금융위기로 인해 104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푸드마켓 확대, 중앙물류센터 개소, 

식품기부함 설치 등을 중심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당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전광판, 지역신문, 케이블TV, 반상회보 등의 다양한 언론매체

를 통한 식품기부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밖에 식품 외에 비누, 치약, 화장

지 등의 생활용품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되었다.

효율화를 위해서 물류체계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2009년 9월에는 대전에 300평 규모

의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가 개소되었다.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는 설치 이전에 경

기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6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서울광역푸드뱅크 물류센

터도 2009년에 30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었다(경기광역푸드뱅크 내부자료, 2018년 6월). 

보건복지부는 주요 식품기부처인 식품제조･유통기업의 물류창고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기부식품이 수도권 푸드뱅크 위주로 배분되는 상황에서 기부품목의 지역적 균형배

분을 위해 중앙물류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중앙물류센터가 식품기부량이 감소하고 

기부량이 지역적･계절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식품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식품을 전국적으로 균형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년 9월 22일). 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은 기탁식품 물량 

조절을 통해 푸드뱅크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 확보를 통해 긴급구호를 할 수 있고, 기초푸드뱅크에 물품을 

지원할 때 이동거리를 줄여 간접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이다(이미라 외, 2016: 53).

성장기와 도약기 동안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정부 주도로 관련 시설을 확장하고, 기탁

자나 업체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며, 기부대상 품목의 범위를 식품에서 생활용품까

지 확대해가면서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Kobayashi et al(2016)은 한국의 푸드뱅

크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리시스템으로 단기간 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푸드뱅크가 대부분 민간 주도의 시스템인데 반해, 한국 푸드뱅크 시스

템은 정부주도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 개입의 구체적인 성과로 

2001년 세제혜택 지원과 2006년 기부식품활성화에대한 법률 제정 이후 기탁식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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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김흥주･이현진(2013) 역시 한

국의 푸드뱅크 사업은 해외 국가에 비해 그 시행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

하에 조직체계의 정비로 빠르게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2002년 대비 2012년 10년 동안 

시설 수는 2.5배, 이용자와 기부자는 약 3배, 기부액은 무려 13배나 증가하였다는 데이

터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2009년 7월

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식품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기부량은 감소하고 있

는 현실에서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풀뿌리 식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아파트단지 등 일반인의 왕래가 많고 접근이 쉬운 곳에 식품기부함 35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7월 16일 보도자료).5)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중심

의 방식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푸드뱅크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재가 대상자 개개인

에 대한 배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이용시설이나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물품 배분보다는 공급자 중심

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박효양, 2008). ‘2008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안내’ 중점추진사항으로 개인이용대상의 확대 및 단체이용대상(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 축소를 명시하였다. 중앙정부의 푸드마켓 전국 설치에 따라 ‘푸

드마켓에 한정되었던 개인이용대상에 대한 규정을 2012년부터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로 

확대하며 개인이용대상자 중심의 지원대상을 명료화하였다. 

따라서 민간의 자율성 제고와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하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을 추구

하는 제도적 전환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전달체계로 이용자가 직접 매장에 

들러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형의 푸드마켓 45개소가 이 정부 

주도로 설치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7월 16일 보도자료). 2010년에는 국비 45억

원 투입으로 신규 푸드마켓 25개소가 설치되는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계속되었다. 푸드

마켓은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결식계층이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푸드뱅크의 인프라 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김흥

주･이현진, 2013: 38). 푸드마켓은 기탁식품의 일괄수령 및 일괄배분에서 오는 푸드뱅크

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6) 

5) 식품기부함은 대형할인점, 대단위 아파트단지, 종교시설 등에 설치되어, 주식류(쌀, 라면, 국수 등),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양념류(조미료, 고춧가루 등), 건조식품 등의 품목을 주로 기부받게 된다

고 밝혔다. 

6) 푸드뱅크가 기부식품 등을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라면, 푸드

마켓은 기부식품 등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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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민간의 자율성 확대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경기도에서 민

간자원을 활용하여 2000년 11월에 푸드마켓 2개소를 설치하고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에는 기탁받은 식품을 실비 판매하여 무로배분으로 인한 공짜심리를 줄이고 자립의

지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판매대상자와 판매금액 등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후 푸드마켓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

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푸드마켓에서 선정하고, 월 1회 2만원 상당하는 수준에서 무

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푸드마켓 설치 이후 푸드뱅크는 신선식품, 빵류, 학교급식

소･대형식당의 여유식품 등 신속한 소비가 필요한 식품을 주로 제공하고, 푸드마켓에서

는 캔류, 장류, 라면 등의 공산품 위주의 식품을 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였다. 이

후 푸드마켓 설치는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전체 시.군.구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2012년에

는 농산어촌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푸드마켓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이동푸드마켓 29개소가 확대･운영되었다. 아래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 푸드뱅

크에 비해 푸드마켓의 신규 설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푸드마켓 설치 추이

연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총계
전국 광역 기초

2010년 1월 1 16 268 82 367

2011년 1월 1 16 278 112 407

2011년 12월 1 16 279 127 423

2012년 12월 1 17 280 127 425

2014년 12월 1 17 291 126 435

2016년 12월 1 17 295 128 441

2018년 12월 1 17 323 129 470

 자료: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각 년도. 

정부주도의 사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형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층위가 나타났

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커피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나눔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즉, 푸드마켓이란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해놓으면 

이용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마켓 형태의 나눔 서비스

를 의미하는 것으로, 푸드뱅크의 또 다른 운영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푸드뱅크가 사업장을 중심으

로 일괄적으로 기부 받아 이를 배분하는 ‘공급자 중심’의 방식이라면, 푸드마켓은 이용자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선택가능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용자 중심’

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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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회공헌기업과 연계하여 임직원들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직접 찾아가 식품이

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이동푸드마켓’, 서울시내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을 지원하는 ‘희망마차’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

서는 ‘친환경푸드마켓’사업 검토와 ‘G-푸드드림’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푸드뱅

크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밖에 지자체별 푸드뱅크 나눔 행사(예: 제천 대

회)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푸드뱅크 사업은 각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성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

다.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하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자치법규(조례) 제정을 

통해 푸드뱅크 운영 관리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식품기부 활성

화에 관한 조례’(2009. 8. 17. 제정)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표 4>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지역 및 제정일자

시･도

광주광역시(2009. 8. 17.), 경기도(2012. 1. 5), 인천광역시(2012. 1. 16),
서울특별시(2013. 8. 1), 전라남도(2013. 10. 4), 경상남도(2013. 10. 31), 
부산광역시(2014. 1. 6). 전라북도(2014. 1. 6), 경상북도(2014. 10. 27),
울산광역시(2015. 6. 30). 충청남도(2015. 7. 20), 대전광역시(2015. 8. 14),
제주특별자치도(2015. 10. 6)

시･군･구

보령시(2010. 12. 20), 하남시(2011. 8. 10), 증평군(2013. 1. 4), 
김포시(2013. 10. 31), 파주시(2014. 4. 18), 안양시(2014. 10. 31),
익산시(2014. 10. 3), 영광군(2015. 12. 31), 광주시(2016. 9. 28),
양주시(2016. 11. 7), 용인시(2017. 5. 4), 계룡시(2017. 7. 10)

 자료: 경기광역푸드뱅크 내부자료(2018년 10월)

정부와 민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2015년 8월에는 푸드뱅크 누적 기부액 1조원 달성이

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사업 확대와 더불어 기존 FMS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에는 성공하였지만, 기부식품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

다. 시스템의 잦은 다운 및 오류를 해결하는 시스템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였고, 기부물

품 관리와 이용자 관리에 있어 기부물품의 세분화 및 정보 입력방법의 단순화 등을 통하

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투명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이력과 

추적관리 기반을 통한 상시 공개체제의 대국민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FMS 개편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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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과에 기반하여 정부는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성과관리를 위한 전수평가를 

계획하고,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사업장 전수평가를 진행하였다. 푸드뱅크 사업장에 대

한 평가는 2006년 서울시 푸드뱅크에서 시작되었다. 전국푸드뱅크에서 2012년부터 전

수평가를 실시하였고, 경기도에서도 자체 평가모델에 기반한 전수평가를 실시하였다. 3

년 단위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푸드뱅크는 법적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중심

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 및 운영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2018년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내부자료). 경기도에서는 2012년도에 푸드뱅

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과 평가지표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경기복지재단, 

2012). 이 밖에 전국푸드뱅크와 광역푸드뱅크에서 진행하는 매년 실무자간담회와 보수

교육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등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루

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약기에는 민간 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사업관

리시스템을 정부주도로 구축하는 한편, 사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도입

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

책수단으로 민간 주도 방식이 도입되는 한편, 자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부 

주도 방식이 활용되면서 제도적 표류와 전환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 성숙기: 제도변화기(3)

성숙기에는 정부주도의 효율적인 정책도구들이 경로의존을 가지면서 사업의 목적성 

차원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되는 제도적 전환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주

도의 성장이 구조적 한계점(예산투입, 인력투입)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본 사업이 가지는 본원적인 속성인 민간의 자율성이 다시 사업발전에 핵심적 목표

로 등장한다. 이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전개

된다. 푸드뱅크 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에 대한 사업장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사후컨설

팅도 진행되었다. 경기도에서는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사후 컨설팅(2015년, 2016년, 

2017년)을 진행하고, 경기복지재단에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 

보고서에서는 2018년도에 진행될 보건복지부 종합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74개 사업장에 대한 예비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다(이석환, 2017). 아울러 2013년도

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자체사업인 G-푸드드림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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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부식품 등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

진다. 2006년에 제정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전면 개정되었는

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외 일부 생활용품(위생용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의 지정근거 및 지정기준 등 마련, 기부식품 제공 

시 무상 제공 강제화(기존에는 이용자에게 차량비 및 포장비의 범위에 한하여 실비 수령 

가능),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의 평가 명문화를 통한 근거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동 법에 

근거하여 현재도 푸드뱅크사업의 기본계획과 전달체계 구축, 예산지원, 사업평가 등이 

수행되고 있다.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동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부식품 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한계가 있어 식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이었다. 기존 기부식품제공사업이라 불리던 사업의 명칭이 기부식품등 제공사

업으로 변경되었다.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생활용품에 대한 기탁은 이루어지고 있

었다. 아래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 기부물품의 규모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부물품 중에서 비식품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8년 

이후 2017년가지 20여년간 누적 기부액이 1조 4,000억에 달한다(권태진･김하은, 2018: 

15). 식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의 내실화

를 도모하고 있다. 

<표 5> 기부물품 증가 추이 비교

연도
식품 생활용품 합계

(백만원)금액(백만원) 비율(%) 금액(백만원) 비율(%)

2011 93,588 89.6 10,868 10.4 104,456

2012 101,847 86.2 16,388 13.8 118,235

2013 128,284 89.0 15,749 11.0 144,033

2014 136,966 86.8 20,764 13.2 157,720

2015 139,271 86.6 21,530 13.4 160,901

2016 152,067 85.3 26,249 14.7 178,316

2017 164,819 81.3 37,984 18.7 202,803

 주: 상기금액은 장부가액(기부자 공급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장부가격에 비해 20% 이
상 높음

 자료: 보건복지부, 사랑의 푸드뱅크, 권태진･김하은(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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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효율성 수단들은 민간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푸드

뱅크･마켓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기탁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부식품 등의 

안전한 보관과 저장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청되었다. 물류비용 절감과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대전 유성구에 위치

하고 있던 기존 중앙물류센터를 세종시 중부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로 확대 

이전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별도의 물류창고를 설치 준비중이다.7) 

또한 2018년 12월부터는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공데

이터 제공 책임관제(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으로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 정보 오

픈API와 파일데이터를 공표하였다. 전국푸드뱅크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푸드뱅

크정보 8종에 대한 데이터를 오픈 API서비스 및 파일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

터 개방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숙기에는 성장기와 도약기를 거쳐 사업 운영의 안정적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업 본연의 목적인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들이 나타

나게 되었다. 아직은 민간 주도로 자율적 운영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민간의 자율성과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5. 종합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시기별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화 과정을 Kern과 Howlett(2009)

가 제시한 정책혼합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자발적 민

간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구호 복지사업임을 고려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목적을 자

율성과 접근성에 두고, 수단은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자율성 및 접근성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목적이 일관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자율성과 접근성

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단이 계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시기별로 볼 때 태동기에는 성공회푸드뱅크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민간 

주도 사업을 푸드뱅크 사업을 환경부에서 일부 사업으로 도입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시

7) 경기도에는 남부지역 화성 한 곳에 광역물류센터가 소재한다. 그러나 많은 인구와 광범위한 면적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상 운영 효율성을 위해 경기북부에도 기부식품 물류창고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북부물류창고가 설치되면 북부지역 시･군 지원센터 21

개소와 연계돼 더 효율적인 기부식품 기탁과 보관 및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데일리,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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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제도가 형성되었다. 정부에서 도입하면서 시작된 사업 초기에는 

민간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정부사업이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자율성 증진을 위

한 민간 주도의 목적과 수단이 일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체라는 형태

로 기부식품제공사업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중심의 사업전개는 사업

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목적과 수

단 측면에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성장기에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을 확대시행하면서 세제혜택 제도를 활용하거

나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부 주도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양상으로 사업이 진행되

었다.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FMS 운영 등을 통한 정부 역할의 확대는 기존 제도와는 또 

다른 제도적 층위를 만들어낸다. 자율성이라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본질적 목표 대신 

효율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목적의 비일관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정책수단에 있

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성을 위한 민간주도 대신 정부 주도의 수단이 지배적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비계속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정책목적의 비일관

성과 정책수단의 비계속성의 결합은 층화적 특성의 제도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층화적 제도변화는 기존 정책에 새로운 정책목적과 수단이 덧붙여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내 모순과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 

도약기에는 층화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제도적 변화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목적의 변동

보다는 수단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제도변화 유형이 표

류이다.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서도, 민간의 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식품기부함 설치 가 대표적 사례이다. 

아울러 제도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을 넘어 목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 민간주도의 사업구조에 변화, 목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시

기에는 제도적 표류와 전환의 성격이 혼재된 제도적 특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성숙기에 접어들어 정부 중심의 효율성 추구를 통해 사업의 확대라는 목적 달성이 어

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자율적 사업이라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내실

화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효율성을 넘어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 및 지자체의 자체 발전모델 발굴 등 제도적 전환의 특성을 보이

는 제도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와 수단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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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정책혼합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화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 진

화 양상은 대체, 층화, 층화･표류･전환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제도적 전환의 단계로 발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8)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와 수단의 혼합 양상에 따라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책목표와 수단간 불일치로 인한 갈

등 뿐만 아니라 목표와 수단의 일치 상황에서도 내재하는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의 

결과 제도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그림 2>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 변동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결과

8)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각 단계별로 지배적 제도변화 유형 외에 다른 변화 유형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단계별 제도변화의 유형이 지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지 배타적으

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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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적과 수단의 혼합에 따른 제도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적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제도변화에 대한 

내생적 변화모형들이 가지는 내생적 설명 요인 부재라는 한계를 정책혼합모형을 적용하

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은 민간주도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으

로 시작되었으며, 대체적 형태로 제도가 형성되었다. 성장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본사업 

도입으로 민간주도의 자율성과 정부주도의 효율성간 제도적 층화가 발생하였으며, 도약

기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목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제도의 표류와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도약기를 넘어 성숙기에는 정부 주

도로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내실화 방안들이 시행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사업이 가지는 목표와 수단간 불일치로 인한 구조

적 모순뿐만 아니라 목표와 수단의 일치 속에 내재하는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약하면,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변화는 정책목표와 

수단간 조합에 의거하여 대체, 층화, 표류･전환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제도적 전환의 단계

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정책혼합을 중심으로 제도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정책혼합 개념을 통해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

고, 기존 설명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에 적합함을 설명하였다. 기부

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미흡한 연구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다양성과 제도적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기부식

품제공사업의 운영에 있어 각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생적 거버넌스 모델 발굴이 필요

하다는 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발

전경로를 정책혼합 개념을 중심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한국 푸드뱅크 시스템 개선방

향을 설계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푸드뱅크를 넘어 다양한 사회

복지 정책 및 제도 사례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변동 사례에 적용가능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을 찾을 수 있다.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내 존재하는 모

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인 자율성과 효율성, 수단인 민간주도와 정부 

주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규명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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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변동은 크게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만족도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푸드뱅크 관련 관계 법령 제･개정 이외에도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푸드

마켓 사업 추진, 이동식 푸드마켓 추진, 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 기부식품제공사업자 

평가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사후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푸드뱅크 사업 내용의 변화

가 이루어졌다. 푸드뱅크 사업이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 복지지원 대책으로 기능하기 위

한 보완책으로 서비스 수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푸드마켓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 이용대상자 중심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다.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FMS 구축 및 개편, 기부식품제공사업자 평가제도 

등을 실시하고, 고정식 푸드마켓 이외에 이동식 푸드마켓의 도입이나 시설보다 개인 이

용대상자 중심의 배분 모두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

다. 자율성과 효율성 모두 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

서 자율성과 효율성의 동시적 강화가 필요하며 각각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아직 정책혼합의 개념과 정책혼합을 통한 제도변화의 설명가능성

이 명확하게 정립된 상황이 아니므로, 분석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혼합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목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

성의 내용이 사례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모형으로 활용되기 위해 

정책목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에 대한 변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정책설계(policy 

design)의 관점에서 정책도구(policy tool)를 중심으로 정책혼합모형의 이론적 확장이 진

행되고 있는데(Howlett and Rayner, 2013; Howlett and Mukherjee, 2014; Howlett et 

al, 2015), 정책혼합모형의 타당성 제고와 이론적 진화를 위해 이를 고려하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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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Policy Mix Model:
A Case Study of the Food Bank Program

Sunhee Ki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despite its various theoretical developments, still has its 

limitations in the absence of frameworks for explaining endogenous changes in institutions.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mixe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at 

explains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s. The policy mix model explains institutional 

changes based on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policy goals and instruments. This study 

analyzed institutional changes to the food bank program in Korea as a case for verifying that 

the policy mix model is suitable for explaining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ystem change in the food bank program in Korea has developed into the 

stage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processes of replacement, layering, drift, 

and conversion.

【Keywords: policy mix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food bank, food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