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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거버넌스는 중요한 이론 또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 특히 거버넌스는 공공문제해결이나 공공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버넌스시대에 정책결정은 정부기관 혼자서가 아니라 많은 조직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보는 것이 정책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고 있다. 공공정책은 정부주도적으

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문의 행위자(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 간이나 또는 이들

과 민간부문이나 준민간부문의 행위자(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등)의 상호관

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공식적 권한은 정부가 갖

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준민간의 행위자들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양한 행

동을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초래되기

도 한다. 1995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으로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및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은 우리나라 조직

간 관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세욱, 2000: 1). 이를테면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정부 간의 갈등발생현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49건과 지방정부간에 

153건 등 총 202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7). 이처럼 지방영

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은 대부분 이익추구에 관련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서의 조

직간 관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본 연구대상인 당진평택항의 정

책결정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로서의 조직들 간의 관계나 정책네트워크와 같은 네

트워크거버넌스는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거버넌스는 정부와 민

간부문 및 시민사회 등이 어떻게 조직간 관계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조정을 달성하는

지에 초점을 둔다(배귀희･임승후, 2010: 108). 그러나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나 개념은 통일된 관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Klijn, 1996: 90-91).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 중에서 조직간 관계이론을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사례

에 적용하여 조직간 관계가 작동하는 메카니즘과 관계패턴을 규명하는 것에 의문을 갖

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의 선행연구검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네트워크거

버넌스 차원의 조직간 관계의 작동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즉 지방정부를 초점조직으로 이와 연결되는 과업환경들 간의 관계에

서 이루어지는 행동경로나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 

거버넌스모형을 조직간 네트워크관점에서 접근한 이창길(2017)의 연구는 이론적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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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통하여 공공기관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실제 사례연구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조직간 관계이론과 정책결정을 결합한 Scharpf의 조직간 정책결정이론을 실증분석

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에서 당진군과 같은 초점조직은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과업환경조직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정부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관점에 포함되는 조직간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책의제화를 하고, 정책결정에서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대

상으로 어떠한 행동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를 연구질문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대상으로는 지역 간 명칭갈등을 성공적으로 조

정한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사례를 분석한다면 어느 한 기초

지방정부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사회문제를 정책의제화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수용되게 하는 문제해결행동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고, 문제해결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들 간에 나타나는 조직간의 관계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

하여 발견되는 결론은 국내에 서 시도되는 유사사례에 대한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미래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일정한 함의를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는 2005년 당진군에서 발간한 1064페이지분량의 

“당진항지정백서”를 이용하였다. 당진항지정백서는 1998년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2004

년 12월 30일 항만법시행령개정으로 2005년 1월 28일 당진항 지정명명식까지 추진했던 

주요 일정과 관련 조직들이 활동하였던 내용과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한 문헌이다. 여기

에는 당진항 지정과 관련된 당진군과 평택시 및 광역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행위자들의 

활동내용과 진술(면접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Ⅱ. 이론적 논의와 정책사례분석모형

1.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이론: 세 가지 연구전통(관점)

네트워크거버넌스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왔지만, 보편적으

로 수용되는 공통이론이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Stoker(2006))에 의하

면, 네트워크거버넌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공공행정의 웨버관료제모형과 신

공공관리론에 대조적인 위치에서 민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가치관리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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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조직학이나 정치학 및 공공행정에서 네크워크거버넌스의 성

장은 조직간 이론 및 정책네트워크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Bogason & Musso, 

2005: 4). 특히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가들의 1세대는 조직간 관계와 같은 네트워크의 상

이한 종류를 기술하고 그들이 거버넌스기제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

다(Marin & Mayntz, 1991; Marsh & Rhodes, 1992; Schneider & Kenis, 1998; Marsh, 

1998). 여기에 기술된 학자들은 조직간 관계와 정책네트워크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네트

워크거버넌스이론가들의 2세대는 네트워크거버넌스의 규범적, 정치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Termeer & Koppenjan, 1997; Klijn & 

Koppenjan, 2000; Leach, 2006; Klijn & Skelcher, 2007). 여기에 기술된 학자들은 네트

워크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다(Sorensen & Torfing, 2009: 234).

그동안의 네트워크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한 학자들인 Klijn & 

Koppenjan(2012: 588-590)에 의하면, 네트워크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이론들은 조직학과 

정치학 및 공공행정학의 지난 30년간의 연구역사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고 하면서, 대표

적인 세 가지 연구전통으로 조직간 관계연구, 정책네트워크연구, 그리고 네트워크관리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직간 관계연구전통은 조직이론의 조직간 관계이론에서 기원한다. 이 시각은 

조직간의 교환과 조정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시작되었는데(Levine & White, 1961; 

Tuite et al, 1972; Benson, 1975; Aldrich, 1976; Rogers & Whetten, 1982), 조직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다른 조직들로부터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네트워크는 공공서비스전달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

한 장치로 본다. 이것의 초점은 조정과 구체적인 산출과 결과의 창조이다(Hjern & 

Porter, 1981). 이 연구전통에 관련되는 것이 Scharpf의 조직간 정책결정이론이다 

둘째, 정책네트워크연구전통은 정치학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권력과 접근을 가지

는 행위자들에 초점을 두는 정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연구흐름은 1960년대 첫 번

째 연구전통인 조직간 관계이론과 정치학의 권력에 대한 논의에 기원을 하고(Dahl, 

1961), 의제형성(Cobb & Elder, 1983; Kingdon, 1984)과 하위체제나 하위정부(Freeman 

& Stevens, 1987)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왔고,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정책공동체

와 정책네트워크연구로 계승되어 왔다(Rhodes, 1988; Jordan, 1990). 

셋째, 네트워크관리연구전통은 주로 공공행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정책문제해

결에 초점을 둔다. 그것은 정책결과를 달성하는데 관련되는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강조

한다. 이 전통은 1970년대에 조직간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연구에서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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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rpf, 1978). 그것은 정책의 발의와 결정 그리고 집행에 관련되는 네트워크에 초점

을 둔다(Marin & Maynz, 1991; Kooiman, 1993). 그것은 또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할 때 발생하는 가치갈등과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는 행위자들 간의 담론과정에

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이 학문적 성장을 하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견되는 공

통점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관점은 조직간 관계나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행위

자들(주로 조직들) 간의 수평적 조정에 초점을 둔다. 그들은 정책문제에 관련되는 행위

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은 어느 한 행위자의 행동

으로부터 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가지 시각은 정책이나 정책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유지되어 온 

맥락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로 분석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가와 관료들은 현대의 

통치이슈인 정책문제를 다루는 데 국가가 어떻게 통치에 관련되는 많은 행위자들을 최

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Lewis, 2011: 1222-1223).

따라서 네트워크거버넌스는 정책과정에서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이 가지는 선호와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통하여 정책을 산출하여 집행하는 통치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특성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행위자의 상호의존성과 프레임(인지, 이익, 전략)- 

공공정책은 행위자들의 관계나 네트워크 내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문제나 해결책에 대한 자신의 프레임, 즉 인지나 이익의 기반위에

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상호작용과 관계패턴-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

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와 이익 및 전략의 다양성의 결과로서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계패턴을 가져온다. 

2.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선행연구검토와 한계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이후부터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를 하여 왔고, 네트워크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를 하여 왔다.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연구는 중앙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관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대건･오수

길, 2007: 238-240). 

국내 행정학에서 네트워크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은 2000년 이후 

점증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거버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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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모형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창길(2017)은 공공기관의 네트워크거버넌스 이론모형을 

조직간 네트워크관점에서 탐색하고 공공기관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둘째, 네트워크거버넌스의 구조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박석희･노화준･안대승(2004)

은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으로 사회네트워크와 거래비용경제학을 결합하여 재난관리의 

네트워크거버넌스 설계를 분석하였고, 이명석 외(2008)는 네트워크거버넌스 분석모형으

로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재난관리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또한 배귀희･임승

후(2010)는 네트워크거버넌스 분석모형으로 Proven & Knis(2008)의 네트워크관리모형

과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한탄강댐갈등관리사례를 분석하여 네트워크거버넌스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였다. 박치성･정창호･백수산(2017)은 네트워크거버넌스 분석모형

으로 협력거버넌스(협력네트워크)를 토대로 문화예술지원네트워크구조를 탐색적으로 분

석하여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고, 이현정(2018)은 Proven & Kenis(2008)의 네

트워크관리모형에 의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거버넌스구조 변화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크거버넌스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네트워크거버넌스의 과정(작동)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배재현(2010)은 선행연구

들이 제시한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주요 요인(조건)을 탐색하고, 이들을 Ostrom의 제도분

석틀로 그룹화한 후에 부산시 하천환경개선사업을 분석하여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운영제

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김동신(2012)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비영리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승즌･박치

성･정창호(2012)는 네트워크거버넌스 분석모형으로 O’Toole & Montjoy(1984)의 네트워

크관리유형을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및 한국의 문화예술지원거버넌스체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관계가 어떻게 조정･관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수용･
이명석(2015)은 네트워크거버넌스 분석모형으로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적용하여 홍도

유람선좌초사고에서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메카니즘을 분석하였다.

넷째, 네트워크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 및 효과를 결합한 연구이다. 김준기･이민호

(2006)는 네트워크거버넌스모형으로 조직간 관계이론을 통한 사회복지부문의 운영과 효

과성을 분석하였고. 최경희(2009)는 네트워크거버넌스의 분석모형으로 정책네트워크이

론을 통하여 대구밀라노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다. 이주헌･박치성(2010)은 네트워크거

버넌스모형으로 Proven & Kenis(2008)의 네트워크관리모형을 통해 한국의 지역사회복

지서비스전달 네트워크의 내부구조와 관리 및 유형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네트워크거버넌스를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모형을 토대로 정책사례분석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거버넌스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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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과정 중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이들을 결합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런데 국내 네트워크거버넌스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Klijn & Koppenjan(2012)

이 네트워크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연구전통으로 제시한 조직간 관계관점이나 정책네트워

크관점 및 네트워크관리관점 뿐 아니라 상이한 이론적 모형을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이론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에서는 네트워크거버넌스를 구

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정책과정에서 어떤 초점조직이 

그들의 업무에 관계가 있는 과업환경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느 조직의 환경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 대

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이다(이창길, 2017: 8). 그리고 조직간 관계이론이나 네트워크관리

이론에 연결되는 Scharpf의 조직간 정책결정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도 나타나지 않고 있

고. 특히 항명칭을 둘러싼 갈등사례는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거버넌스에 속하는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을 사례연구

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은 세 가

지 연구전통이 있는데,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조직간 관계이론과 같은 하위이론을 선정

하고 이론의 구체화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조직간 정책결정이론은 모형으로서의 개념

적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이창길, 2017; 14). 셋째, 조직간 정책결정이

론은 관련되는 조직 간에 상호작용과 조정이라는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

할 수 있다. 넷째, 아래서 논의하겠지만 조직간 정책결정이론은 아직 완성된 이론체계가 

아닌 상태이만, 정책결정에서 여러 조직 간의 교환관계구조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3.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정책사례분석모형: 조직간 정책결정모형

1) 조직간 정책결정모형

Scharpf나 Hanf 등의 구조주의자들(structuralists)은 현대복지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는 ‘통치불능의 위기’(crisis of ungovernability)로 파악하고 있는바, 이는 구

체적으로 여러 형태의 정책실패(policy failure)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실

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정부의 문제해결구조(problem-solving 

structure) 속에 내포되어 있는 조직간의 관계(inter-organizational relations)이다. 이것

은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다양한 정부조직들뿐 아니라 준공공기관 및 민간기

관들까지고 서로 관련을 맥조 잇다는 것이다(김익식, 2000: 188). 따라서 정부의 새로운 



156 ｢행정논총｣ 제57권 제3호

통치방법(new governance)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의존적인 여러 조직들 간의 네

트워크를 통하여 조정된 정책(coordinated policy)을 설계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인데, 이

들 뒷받침하는 것이 조직간 정책연구(inter-organizational policy studies)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조직간 정책연구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Scharpf의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을 들 

수가 있다.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은 정책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나 중요한 개념 및 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조직간 정책연구의 주제는 개념적,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다

양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조직간 관계(inter-organizational)란 기업간

(inter-corporate), 정부간(inter-governmental) 또는 초국가간(trans-national) 관계의 

분야를 포함한다(Tuite et al, 1972; Friend et al, 1974; Negandi, 1975; Scharpf, 1978: 

342). 그리고 이론적으로 조직간 관계의 정책과정연구는 특정한 이론모형을 적용하여 

그것의 원인과 조건, 행태, 및 결과측면에서 기술과 설명 및 해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다. 그리고 조직간 정책연구를 하는 데는 사례연구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정책연구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은 기존의 조직내 과정(intra-organizational 

process)의 결과로서 나타난 정책현상과 더불어 조직간 관계(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관심이다. 기존의 정책연구는 개인적 합리성논리에 의해 그것

의 선호와 목표가 통합된 사고를 전제하는바, 이러한 통합된 관념은 조직간 정책형성의 본

질적인 다원성과 완전히 상반된다. 조직간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한 조직, 즉 정부기관에 의

한 문제해결노력은 해당조직 뿐 아니라 다른 조직들의 선택에 의존하게 되므로 문제해결 

여부는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다원화된 조직사회에서 모

든 정책단위 들이 동의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정영역에 관여하

는 조직들의 선호와 이익은 상이하고 이들을 수렴시키는 정책을 만들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

다(Bish, 1978: 29).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사악한 또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여러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정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은 

단일의 통합된 행위자에 의한 선택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익과 목표를 갖고 상이한 전

략을 행사하는 여러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간 정

책결정의 목표는 주어진 제약조건 속에서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

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조직간 정책결정이란 정치체제에서 여러 국가의 정부들 간에 

또는 한 국가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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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제기하여 이를 정책으로 산출하는 통치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에

는 다양한 조직들의 서로 다른 목표(goals)와 이익(interests), 그리고 전략(strategies)이 

반영되는 정치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실세계에서 정책결정은 영향력 있는 

조직들의 응집력 있는 동맹에 의해 지배되거나 또는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에 의해 인도된다. 문제해결구조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문제해결에서 조직 간의 상호작용은 교환에 토대를 두고 있다(Levine 

& White, 1961; Whiter et al, 1975). 교환관계의 공리는 교환의 균등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의존성에 의해 타협될 수 있다. 이러한 교환은 Aldrich(1976)의 자원의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Scharpf, 1978: 354). 자원의존모형은 교환관계나 상호의존관

계의 틀로서,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른 조직들로 구성된 환경으로부터 희소자원을 

획득할 필요에 의해 그 동기가 부여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조직들 간의 교환관계는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의 가치있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교환관계의 의존성은 자원의 상대적 중요성(importance)과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에 의해 좌우된다. 

이처럼 조직간 정책결정에서 초점조직과 과업환경조직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견

되는 조직간 관계유형은 상호의존관계유형, 일방적 의존관계유형, 그리고 상호독립관계

유형의 세 가지로 범주화된다.

<표 1> 조직간 관계유형

A조직의 B조직에 대한 의존성 

높음 낮음

B조직의 A조직에 
대한 의존성 

높음 상호의존 일방적의존

낮음 일방적의존 상호독립

 자료: Scharpf(1978: 356)

<표 1> 의 조직간의 교환관계구조가 지는 특성은 특정한 정책형성이나 집행에서 각 

조직이 행사하는 영향력 전략에 내포된 실현가능성의 정도와 정책결과를 결정하는 요인

이 된다. 첫째, 일방적 의존관계는 두 조직 간에 이익의 비대칭성으로 열세조직에 비해 

지배조직의 영향력전략에 내포된 실현가능성이 크고, 정책조정의 강력한 촉진자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상호의존관계는 두 조직 간의 이익에 상호 대칭적인 의존성으로 다양한 

영향력전략과 정책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상호독립관계는 두 조직 간에 이익의 

비대칭적인 의존성으로 상호작용은 상호 이익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정책조정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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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가 어렵다(Scharpf, 1978: 343-356). 

2) 정책사례분석모형

본 연구대상인 당진평택항명칭정책사례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정부에서 발

생한 조직간 갈등사례이므로 조직간 정책결정연구의 적실한 사례하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기초지방정부가 과업환경으로서의 중앙정부나 광역지방

정부 또는 상대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는데 관심이 있으므로, 초점조직과 

과업환경 간의 관계분석에 해당한다. 여기서 초점조직(focal organization)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목표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를 말하고,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은 초점조직이 목표설정이나 달성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총체적인 

관리환경의 부분을 의미한다(Negandi, 1980: 8). 요컨대 조직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개방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유형 중 과업환경은 초점조직이 목표와 활동 및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환경부문으로 조직의 

활동영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의된다(윤재풍, 2014: 124-125). 

이러한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Scharpf의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은 완성된 이론체

계는 아니지만 정책결정에 관련된 조직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정책결정, 행위자(조직), 상호작용(교환), 이익(목표), 

전략, 그리고 관계유형 등이 그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의 여

러 개념들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설계한다.

첫째, 정책결정은 환경(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책을 산출하는 과정으로서, 이들 과정은 관련된 활동과 참여자(조직)들로 구성된다.

<표 2> 정책결정과정

과 정 활 동 참여자(조직)

문제확인
･사회문제의 공론화
･정부행동으로 요구표출

언론, 이익집단, 시민사회, 공공여론, 기업 

의제형성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선택 엘리트(대통령, 관료, 의회를 포함하는)

정책공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개발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씽크탱크, 이익집단 

정책선택 ･바람직한 정책대안선택 행정부, 의회

 자료: Dye(200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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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정책결정은 공공문제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주의사회에

서 문제확인(problem identification)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부에 요구를 할 때 발생한다. 

정책문제란 환경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요구나 불만족을 표출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

다. 정부가 어떤 과업을 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모두 정책의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

회의 어떤 조건이 정책이슈로 확인되고 정책의제로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원주

의사회에서 정부에 접근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어떤 사회문제는 정부정책결정의 의

제로 논의가 된다. 개인이나 집단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정의하고 정부에 접근하여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Dye, 2008: 31-33). 이러한 정책문제의 정의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며 그것은 해결책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에 대한 수많은 요구가운데 일부만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갖게 된다. 정책결정자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

거나 선택하게 하는 요구를 정책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공공문제가 정부의 공식적인 정

책의제로 선택되는 과정을 의제형성(agenda setting)이라고 한다. 

정책의제가 제기되면 정책결정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정책공식화(policy formulation)는 정부가 특정한 공공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행할 것

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공공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안된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행동경로의 개발과 관련된다. 대통령과 그의 수석보좌관, 행정부의 관료, 의회, 이익집

단, 씽크탱크 등은 정책대안의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행위자들이다. 이러한 공식화과정

이 최종대안의 선택과정으로 접어들면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일부대안

은 기각되고 다른 대안들은 수용되고 또 다른 대안들은 수정을 하면서 상호견해차이가 

좁혀지게 되어 바람직한 정책이 산출되거나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책산출이 이루어

지 않을 수도 있다(Anderson, 1984, 안대희･이종수 역, 1999: 72-100). 

둘째,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개념(변수)범주로는 행위자로서 조직, 목표와 이익, 교환 

또는 상호작용, 그리고 전략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이 정책사례분석의 핵심변수가 된다. 

<표 3> 정책결정과정의 분석변수

정책결정단계 분석변수

･문제확인
･의제형성

･행위자의 이익
･행위자의 구성(초점조직과 과업환경)

･정책공식화
･정책선택

･초점조직의 과업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영향력과 조정)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전략(정책건
의와 경계침투: 위원회, 협의 , 회의, 면담, 간담회 등) 

-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전략
   담화문, 성명서, 세미나, 토론회, 연구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시위나 파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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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조직행위자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제3부문의 조직들이 

포함되는데, 문제확인과 의제형성단계에서 구체적인 초점조직과 과업환경들이 구성된

다. 특히 특정기초지방정부를 둘러싼 과업환경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및 다른 

기초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

하거나 선호하는 목표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점조직과 과업환경들은 정책공식화와 정책선택단계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이란 어떤 행위자의 행동에 대하여 다른 행위자의 행동이 

뒤따라 일어나거나 또는 그런 행동에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것으로(Homans, 1950: 1), 

상호작용의 핵심은 조직들의 행동경로와 행동전략이다. 상호작용과정에서 어떤 기초지

방정부와 같은 초점조직의 행동경로는 중앙정부차원의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광역지방정부나 이해관계자로서의 다른 기초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초점조직의 행동은 그들의 능력과 전략뿐 아니라 그들의 활동에 권한을 지고 

있는 공식적인 정부들의 수용도와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초점조직은 영향력대상

으로서의 과업환경을 구성하는 조직들에 대하여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향력전략과 조정전략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영향력전략과 조정전략의 변

수로 Duverger(1972)가 제시한 이익집단이 정부에 사용하는 행동전략들인 권력수준의 

직접행동과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을 활용한다. 여기서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전략으로는 

초점조직이 과업환경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영향력 행사방법으로 의회나 정

부기구에 참여(위원회)나 당국자와 면담과 회의 및 간담회 등의 경계침투와 정책건의를 

통한 정보제공을 들 수 있고,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전략에는 초점조직이 과업환경에 대

하여 대중의 힘을 이용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방법으로 담화문･성명서･설

명회･캠페인･세미나와 토론회･공청회･연구조사를 통한 유리한 정보제공 등의 선전이나 

여론형성방법과 데모･시위･농성･파업 등의 폭력적 방법을 들 수 있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초점조직과 과업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는 조직간 

관계유형은 일방의존관계, 상호의존관계, 그리고 상호독립관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의 여러 개념(또는 변수)들을 토대로 사례분석

모형을 만들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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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책사례분석모형

정책결정과정단계와 분석변수

 ･문제확인과 의제형성
 - 행위자의 이익
 - 행위자의 구성(초점조직과 과업환경),
 ･정책공식화와 정책선택
 - 초점조직의 과업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전략 
 ;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전략
 ;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전략

조직간 관계유형

 ･일방적 의존관계
 ･상호의존관계
 ･상호독립관계

Ⅲ.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사례분석: 기초지방정부의 

과업환경에 대한 행동분석

1. 문제확인과 의제형성단계에서 행위자의 이익과 구성

1) 행위자의 이익표출

당진평택항명칭문제는 당진항에 부속되어 있는 항만시설이 모두 타도의 시군인 평택

항 항계에 포함되어 ‘평택항’으로 불리는 것을 시정함으로써 당진의 수역과 항만시설을 

평택항으로부터 분리하여 ‘당진항’으로 명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당진군, 2005: 51-52). 

예컨대 평택항 항계현황을 보면,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에서 화성군 우정면 고온리까

지(1986. 12. 고시) 125㎢의 수역으로 충남이 76㎢(63%), 경기가 46㎢(37%)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수역면적에서 충남지역이 경기지역보다 큰데, 당진지역이 평택항으로 표

기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1998년 7월 10일 당진군에서 해운사를 경영하는 기업인(당진

해운전무 이병성과 아산해운대표 신철식 등)이 당진항 명칭을 지정하자는 문제제기를 

한 후에, 1998년 9월 당진군수가 평택항 내에 있는 당진수역과 항만시설에 대한 당진항 

분리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하는 계획수립을 지시하여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

택함으로써 정책활동은 출발하였다. 당진군 기획감사실 심의수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

면, 당진항 지정을 정책의제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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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땅만 빌려주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신세인데, 당진항을 유치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해양경찰서 등과 관련업체

(하역업체 등)이 입주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당진군의 당진항 지정문제의 공식의제화는 평택항을 관할하는 평택시와 갈등을 초래

하였다. 이러한 갈등발생은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당진군과 평택시의 이익차이에서 

나타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이익표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진군이 주장하는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당진(당나루)은 삼한시대 이후 

대중교역의 중심지다. 둘째, 지방자치의 정체성측면에서 당진의 수역과 항만시설에 대

한 당진항 명칭사용은 당연하다. 셋째, 형평성측면에서 국내 28개 무역항 중 유일하게 

당진항만이 타도의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측면에서 당진항이라는 브

랜드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도모가 요구된다. 다섯째, 국가정책측면에서 국토의 균형발

전과 수도권 물류집중의 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명칭은 속성을 내포할 수 있어야 하

나, 평택항이라는 명칭은 당진지역의 항만시설과 당진지역이라는 속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당진항 분리지정을 반대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발초

기단계인 평택항을 분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둘째, 항만의 제휴와 통합이

라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 셋째 분리 시 하역능력 확보가 곤란하다. 넷째, 평택항이 

이미 홍보되어 분리 시 대외적 위신과 신용도가 하락하고 외자유치가 곤란하다. 다섯째, 

불법어로와 해난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선박충돌 위험이 있다. 여섯째, 당

진항 분리지정 선례로 다른 지역항 분리요구가 촉발될 수 있다. 일곱째, 동일배후 경제

권하의 개발과 화물확보경쟁 및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분리 시 당진과 

평택 및 충남과 경기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당진군, 2005: 25-26). 

이처럼 당진군과 평택시의 갈등과정에서 표출된 정책목표와 이익을 정리하면, 당진군

은 당진항 분리지정을, 그리고 평택시는 당진항 분리지정반대로 나타났다. 

2) 행위자의 구성(초점조직과 과업환경)

당진군이 당진항 분리지정을 정책의제화한 후에, 이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과업환경

들이 나타난다. 우선, 당진평택항명칭 의제형성과정에서 발견되는 초점조직은 기초지방

정부인 당진군이다. 당진군은 당진항 지정문제를 사회쟁점과 공중의제로 확산시키고 정

부의제화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다. 당진군행위자에는 당진군집행부와 군의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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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시민사회단체인 당진항지정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천환 군의회 부의장)와 

당진군개발위원회(위원장, 이길조) 및 당진군민 등이 포함된다. 당진군집행부는 당진항 

지정 및 항만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항만개발팀(총괄: 부군수, 팀장: 기획감사실장, 총 9

명)을 발족시키고 당진항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과 자료수집 및 홍보, 항만관련 기관과 

단체와 지원협의, 당진항 지정에 따른 항만건설관리방안마련 등의 기능을 수기로 하였

다. 당진군의회도 당진항지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연 의원, 총 6인)를 구성하였다. 또

한 당진군내 100여개 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사파트너십조직으로 당진항지정범

국민추진위원회(이하 당진항추진위)가 출범하였다. 당진항추진위는 상임위원장으로 당

진군의회 김천환 부의장을 선출하고 9명의 공동위원장체제하에 집행부조직을 구성하였

고, 당진항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초지방정부의 목표와 이익에 관련되는 과업환경에는 광역지방정

부인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기초지방정부도 포함될 수 있다. 

당진군과의 대립하는 이해당자자인 평택시와 두 기초지방정부의 상급광역정부인 충청

남도와 경기도가 있다. 예컨대 당진군에 대응하는 평택시행위자에는 평택시집행부와 시

의회 및 평택시민사회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회장, 유천형)과 평택항분리반대범시민

투쟁위원회(위원장, 유천형)와 평택시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앙정부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지방해양산청)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초점조직
당진군

과업환경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충청남도

 인천,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건설교통부

 국회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장실

<그림 2> 당진평택항명칭문제에서 초점조직과 과업환경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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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감사원이 있으며, 국회에는 관할위원회인 농림해

양수산위원회와 국회의장실이 있다. 이들 조직들은 당진군과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는 

당진평택항명칭문제의 목표와 이익의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공식적인 과업환경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공식화와 정책선택단계에서 초점조직의 과업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영향력과 

조정)

1) 정책공식화단계에서 초점조직의 과업환경에 대한 영향력전략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공식화과정에서 당진군조직들(집행부와 당진군의회 및 당진군시

민사회단체)은 당진군의 목표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과업

환경들에게 권력수준이나 대중수준의 다양한 영향력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1)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전략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전략은 초점조직이 자신의 이익(목표)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관련

된 과업환경조직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영향력전략으로는 정

책건의나 경계침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정책건의- 당진군의 집행부와 당진군의회 및 당진시민사회단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옹호연합을 통하여 자신들이 정책문제화시킨 당진항 분리지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국

회 등 과업환경행위자들에게 진정서나 탄원서 및 의견서 등을 포함하는 정책건의를 지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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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당진군조직(집행부와 당진군의회 및 당진군시민사회단체)의 정책건의
(1998.1.1.- 2003.7.31.)

초점조직 건의내용 과업환경조직(횟수) 답변내용

당진군집행부

･항명칭 일원화
･당진항 분리지정의 자료와 
의견 제출 

･당진항 분리지정 청원서와 
서한문 제출

･평택당진항 명칭조정관련 
의견서 제출(2003.6.7.)

･대산지방해양수산청(1)
･해양수산부(7)

･당진군 건의사항을 해수부장관
에게 전달(1998.11.)

･평택시 의견서가 제출되면 당진
항 지정문제를 중앙항만정책심
의회에 상정예정

  (2001.11.18.) 
･당진군과 당추위의 의견수용-
평택당진항 수용의견제시

  (2003.4.29.) 

당진항 지정촉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1)

당진항 지정건의와 협조요구 ･충청남도(2)

･당진군의 건의를 해수부에 전달
-> 해수부는 관리운영의 효율
성을 내세워 분리불가의견통보
(1999.2.)

･국무총리, 건교부, 해수부에 당
진항 지정촉구건의 

당진군의회

･당진항 지정요구
･당진항 지정 군민청원서 
제출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수용
의견 제출(2003.6.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1)
･인천해양수산청(2)
･해양수산부(5)

･당진항 지정불가입장통보
  (1999.4.7.: 9.4.) 

･당진항 지정청원
･평택항 건설중단 청원서 

･국회(2)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예
산처(2)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 당진항 
안건상정(2001.2.20.) 

당진항추진위
･당진항 지정촉구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수용
의견 제출(2003.6.13.)

･해양수산부(2)
･평택당진항 수용의견제시
  (2003.4.29.) 

당진항 지정촉구
･청와(대1), 국무총리(1),
  국회(1)

 당진항 지정촉구 ･충청남도(2)
･해수부에 당진항 지정의견전달
-> 해수부는 분리지정불가통보
(2000.10.6.)

당진항개발위 당진항 지정탄원서 ･해양수산부(1)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진군집행부는 대산지방해양산청에 항명칭 일원화

를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당진항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당진항 지정 촉구를 건의하였다. 당진군의회도 중앙정부부처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당진이 국내나 국제 무역항과 대비하여 봐도 규모･시설･산업･환경･물류량에서 손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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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항만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당진항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 평택시가 당진항 분리지정을 반대하는 국회청원 

등 정치와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이려는 작태는 옳지 않다며 행정적 절차에 의해 당진항 

조기지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당진항추진위는 충청남도를 경유하거나 직접 중앙정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

출하여 당진항 지정을 요구하였는데, 5개 기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은 첫째 대부분 당

진수역과 항만들이 차지하고 있는 평택항계를 분리해 당진항으로 지정해 줄 것, 둘째 

현재 인천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할권을 행정구역과 일치하도

록 이관시켜 줄 것, 셋째 과거 불합리하게 확정됐거나 설정된 해상도계 및 항계를 현실

에 맞게 재조정해 줄 것, 넷째 국가소유 항만의 전용 및 운영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할 

것 등이다. 

이후 당진군과 당진군의회 및 당진항추진위는 당진항 지정관련 군내기관과 단체장워

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통합한 후, 해양수산부에 평택당진항 명칭조정에 대한 의견서, 

즉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당진항 지정이지만 양지자체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

하다면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부여에 동의한다는 것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당진군의 상

급지방정부인 충청남도는 당진군의 정책건의를 수용하여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하거나 

협조를 의뢰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당진군조직들의 과업환경에 대한 정책건의에 대하여 관할부처인 해양수산부

는 처음에 불가입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수용방향으로 행태가 변하고 있

다. 그러나 당진항 지정문제에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은 문

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나, 당진군의 상급지방정부인 충청남도는 당

진군의 요구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중재 또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경계침투(방문면담과 협의회의)- 당진군조직은 당진항 지정 정책문제를 논의･조

정하기 위한 접촉통로로 방문면담과 협의회의 등을 통한 직접적인 활동을 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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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당진군조직의 과업환경과의 방문면담과 협의회의
(1999.5.10.- 2004.8.31.)

하위변수 초점조직 과업환경조직(횟수) 의견교환내용

방문면담
(1999.5.10.-2004.8.31.)

당진군집행부
당진군의회
당진항추진위
(개별 또는 연합)

해양수산부(7)

･당진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정촉구건의

  -> 해수부, 원론입장견지하며 
불가입장고수(1999.5.10.-200
1.1.19.)

･당진항 지정요구와 군민정서전달
  -> 해수부장관, 시기를 확답할 
수 없지만, 긍정적 
약속(2001.4.19.), 당진항 
분리지정문제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상정약속(2001.10.4.)

･통합명칭 협의(2003.6.18.)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건의서전달(2004.8.31.)

국회농림해양수산위(2) ･당진항 지정촉구와 협조요청

충청남도(3)

･충남도, 당진항 지저의 당위성과 
당진군민과

충남도민의 전달
  -> 해수부, 당진항 지정이 
국회에 청원계류중이므로 
청원처리결과수용(2003.3.20.)

･당진항 지정조기촉구
  -> 해수부, 지방선거후 결정확신 
      (2003.3.28.)

협의회의
(2000.6.27.-2004.5.28.)

당진군집행부
 당진군의회
당진항추진위
(개별 또는 연합)

해양수산부(5)

･당진항 지정요구
  -> 해수부 기존입장고수 
(2001.1.19.)

･당진항 지정실무협의-> 당진항 
분리지정에 긍정적 
암시(2001.4.16.)

국회농림해양수산위(1)
당진항 지정건의-> 위원장, 
당진항 지정협조약속

충청남도(3) 당진항 지정실무협의

평택시(3)
･당진항 지정 의견협의
･항명칭 부여와 항개발 및 
기능재배치 등 협의

위의 <표 6>에서 당진군행위자들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방문 면담결과는 2001년 1월 

까지는 처음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 항만의 지정은 지방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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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위주보다는 국가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둘째 당진항의 분리지정과 관할청이

관은 동일수역과 동일항로를 이용하는 항만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항만관리를 위

한 기구와 인원 및 예산의 수반으로 작은 정부구현에 위배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진시대 김태숙 기자가 한 달여 만의 교섭 끝에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을 면

담한 결과는 당진항 지정이 가능하고 항만명칭과 관리문제는 분리추진이 가능하다는 입

장을 제시하여 당진항 지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였다(당진군, 2005: 141-145).

“･노무현 해수부장관- 당진항의 명칭개칭문제와 항만관리운영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때, 당진한 지정은 가능하다고 보며, 해수부의 입장은 어로권문제 등 해상경계가 있

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해수부 담당사무관- 처음에 항만을 분리하면 인력이나 조직관리 등에 변화조정이 수

반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특

히 같이 공유하는 경우는 명칭시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당진항 지정에 대한 정책입장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당진항추진

위 관계자들이 해양수산부의 신임 정우택장관과 홍승남차관을 면담하였을 때, 정장관은 

당진항 분리지정이 어렵지만 실무진에 검토를 지시하여 당진항 지정검토결과를 통보하

겠다고 하였으며, 홍차관은 당진항 분리지정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이를 신중

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당진군수와 군의회의장이 해양

수산부장관을 만났을 때에도 다시 확약을 받았다(당진군, 2005: 159-160).

“･정우택 해수부장관- 당진항 분리와 관련해서는 당진항 분리지정과 평택당진항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황규호 당진항추진위집행위원장- 당진항 분리지정을 원한다. 당진항 분리지정이 된

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

･해수부장관- 당진항 분리지정은 담당국과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하여 주겠다.

･홍승남 해수부차관- 항만은 브랜드가 중요하고 역사성으로 봐도 당진항 분리지정은 

논리가 선다. 평택과 당진은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와 비슷하다. 당진항 분리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또한 당진군행위자들은 주무부처에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국회를 동원하여 해양수산부의 관할국회상임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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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행동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001년 4월 9일 당진항추진위가 국회농립해양수산

위원회를 방문하여 함석재 위원장을 면담한 결과. 해양수산부 차관과 담당국장을 불러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협조를 약속하였다. 

한편,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당진군의 정책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촉

구하고 있고, 김낙성 국회의원당선자와 권갑순 당진군수권한대행 및 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을 방문 면담하는 자리에서 당진항 지정과 항만개발지원을 건의

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남 해수부차관은 당진과 평택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고 하면서 양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항개발과 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

고 바람직한 것이며 평택시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여론을 들어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당진군대표단(지역국회의원, 당진군수, 군의회의장, 도의

회의원, 당진항추진위와 당진군개발위 관계자)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평택당진

항’명칭 지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이상만 항만국장은 지난 6월 평택

시에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였고 마무리 하는데 약간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장승우 장관은 당진 측 주장이 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당진군의 실무자들은 해양수산부나 국회 그리고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당진항 

지정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당진군의 기획감사실장이 해양수산부

와 협의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촉구 및 평택항 기본계획 변경 시 당진군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해양수산부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인 만큼 평택시와 협의이후 당진

항 지정은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당진군

실무자(기획감사실장과 기획팀장)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을 만나 항명칭 부여와 항

개발 및 기능재배치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당진군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보궐

선거이전에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항계확장과 기능재배치 및 항만개발 등을 

처리하여 주기를 요구하자, 해양수산부는 당진과 평택 양지자제 보궐선거이후 6월중에 

중앙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항만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

고와 부처협의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0월이나 12월 중에 명칭부여와 항계확정 및 항

만개발과 기능재배치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4월까지 당진군행위자들이 해양수산부의 담당자들을 접촉한 결과 당

진항분리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행동이 과거의 부정적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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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행동

직위 긍정적 부정적 입장보류 비고

유상남 장관 ○

유정석 차관 ○

김영남 국장 ○

이용기 과장 ○ 부정적에서 입장선회

이희영 담당 ○

이종현 담당 ○

물류정책과 관계자 ○ 부정적에서 입장선회

 자료: 당진군(2005: 276).

(2)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전략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전략은 초점조직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권력수준의 직접

행동전략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서명운

동, 그리고 시위나 집회 등의 활동을 하였다. 

첫째, 세미나와 토론회- 당진군조직은 당진항 지정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표 7>. 

<표 7> 당진군조직의 세미나와 토론회

당진군조직 세미나와 토론회 내용

1999.8.27. 당진군개발위 당진항 지정 해양선상 세미나

2001.2.15. 당진항추진위 당진항 지정 군민토론회 개최

2000.9.15. 충청남도 당진항 지정과 도계관련 토론회

2001.3.23. 충청남도 당진군민과 현안사항 주민토론회

2003.4.22. 해양수산부 합동조사단 당진항 지정 관련 워크샵

2003.4.28. 당진항추진위 당진항 지정 범국민토론회

2003.6.3. 당진군 당진항 지정 관련 군내기관과 단체장 워크샵 개최

위의 <표 7>에서 당진군의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보면, 당진군개

발위는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및 개발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

항 지정 선상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당진항추진위는 군청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군민토론회를 개회하였는데, 여기서 당진항추진위가 용역을 의뢰한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의 용역중간보고형식으로 당진항 지정의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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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명이 당진항 지정에 필요한 각 계층의 지원방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진항 

지정군민토론회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진군, 2005: 133-136).

“･황규호 당진항추진위 집행위원장- 당진항 지정을 위한 정치인과 행정 및 군민의 역

할이 필요하다.

･권갑순 당진부군수- 해수부를 방문했을 때 당진군의 역사적 배경과 군민정서를 이해

하고 있었다. 문제는 항을 분리할 경우 불편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과 평택항에 

치우친 개발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문제는 논리

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이다. 

･이철환 충남도 농림수산국장- 도는 당진항의 분리지정을 위한 항만구역의 범위를 긴

밀히 협의 중이다. 

･신철식 아산해운대표- 우리의 과제는 당진항을 지정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충남도, 

당진군, 실국과 간의 가시적인 협의가 자주 열려 관점을 같이해야 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당진항추진위는 수협회의실에서 당진군의 사회단체장과 리장회장단 및 당진군

개발위원장 등 30명이 참서한 가운데 범국민토론회를 열어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등을 

협의하였다. 당진항추진위 황규호 집행위원장은 분리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평

택시의 반대와 대통령과 해양수산부가 분리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지정만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을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후 토론이 있었고 당진항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각 

사회단체와 읍면리장단 회장단에서도 당진항추진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통

합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도와 군 및 당진항추진위 간에 모임을 자주 갖으며 다만 평

택당진항 통합명칭으로 갈 경우 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군에서 만들기로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이후 민간단체의 토론회와 유사한 워크샵이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 및 당진군에 의하

여 개최되었다. 예컨대, 충청남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등 항만권위자들을 초

빙하여 당진항 지정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진항 지정문제에 대한 

논리를 재정립하였고, 해양수산부의 합동조사단주관으로 당진군청회의실에서 합동조사

단 5인, 해양수산부 1인, 충남도와 당진군 10인, 충남도와 군의회 2인, 당진항추진위 5

인, 기타 10인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지정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

서 합동조사단 방희석 위원장은 당진군 요구인 분리지정이 최적안이나 평택시의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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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을 채택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당진항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안이 나오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이후 당진군은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 8인(군수, 부군수, 기획감사

실장, 자치행정과장, 충남도 2), 의회 15인(국회의원, 도의원과 군의원 12), 사회단체 25

인(당진항추진위 6, 당진군개발위 6, 기업인협회, 참여연대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재향

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JC, 이장단협의회장, 한보철강, 동국제강, 항운노조) 등 총 59인

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지정 등에 대한 총체적 논의를 한 결과,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수용으로 정책대안을 선택하였다. 

둘째, 연구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당진군과 당진항추진위는 당진항 지정의 타당성논

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국책연구워너 등 전문가집단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를 사출하여 정책결정의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8> 당진군조직의 연구조사 용역내용

당진군조직 연구조사 용역내용

2000.10.4. 당진군 충남발전연구원에 당진항 지정 타당성 및 연구용역 의뢰

2001.3.20. 당진항추진위 인하대에 의뢰한 당진항 분리지정과 발전방향 용역출판기념회 개최 

2001.7.25. 당진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당진항 항만개발구상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체결 

2001.9.25. 당진군 당진항 항만개발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차 공청회 개최

2002.3.6. 당진군 당진항 항만개발구상 및 발전방향 최종보고회 

이를테면, 당진항추진위는 연구영역보고서를 산출하여 과업환경행위자들인 해양수산

부와 충청남도 등 관련기관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당진군은 당진

군청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2인, 당진군 8인, 당진군의회 2인, 대산지방항만청 2인, 관련

업체 9인, 사회단체 7인, 지역언론 2인, 기타 3인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영역

기관인 인하대의 당진항만 개발구상 및 개발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토

론이 있었고, 보고회시 제시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항만개발 정부예산 확보와 개

발촉진을 위한 정책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서명운동- 서명운동은 주로 당진군 시민사회단체에 의하여 당진항 지정을 옹호

하도록 행해졌다. 당진군개발위와 청년회의소는 국민 5만명 서명계획을 세워 8,963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당진항추진

위는 당진읍 등 12개 읍면에서 당진항 지정 5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넷째, 시위와 집회- 시위와 집회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당진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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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 독자적으로 또는 당진군민간단체와 당진군이 연합하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앞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대응하여 평택시와 시민단체는 해수부 앞에서 맞불시위를 하

였다. 평택항분리반대범시민투쟁위(수석대표: 유천형)은 당진항 분리지정반대 및 중앙항

만정책심의회에 상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단시위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

산부 앞에서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당진항추진위는 당진군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당

진항지정범국민결의대회에 따른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출정식을 가졌고, 당진항 지정을 

위한 당진군민범국민결의대회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과 민주당사 앞에서 600여명 참

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당진항 지정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응해 

평택시는 평택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분리지정문제를 중앙항만정책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단시위를 해양수산부 앞에서 열었고, 여기서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당진항 지정문제를 상정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양지자체의 맏불 집회와 시위는 2002년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예컨대, 당진항추

진위는 해양수산부 앞에서 당진항지정범국민결의대회를 열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연내

에 할 것을 촉구하였다. 평택시는 해양수산부 앞에서 평택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평택항 분리반대 집단시위를 벌였다. 여기서 해양수산부는 당진항 분리지정여부를 

중앙항망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분리문제는 양시군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

변을 하였다. 

2) 정책채택단계에서 초점조직과 과업환경의 정책조정전략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점조직인 당진군조직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옹호연합을 

통하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을 중심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상급지방정부인 충청

남도 그리고 대립하는 지방정부인 평택시를 상대로 정책건의나 경계침투와 같은 권력수

준의 직접행동전략과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서명운동, 시위나 집

회 등의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전략을 통하여 전방위적인 영향력행사가 시도되어 왔고 여

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들인 당진군과 평택시 및 관할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전략으로 

간담회나 위원회와 같은 경계침투장치를 작동하여 정책조정을 시도하였다.

첫째, 간담회- 당진군과 과업환경조직들은 당진항 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조

정전략으로 간담회를 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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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당진군과 과업환경의 정책조정(간담회)
(2001.3.19.- 2004.10.8.)

하위변수 초점조직 과업환경조직(횟수) 의견교환내용

간담회

당진군집행부
당진군의회
당진항추진위
(개별 또는 연합)

･평택해양망만청(1)
･해양수산부(1)

･당진항 지정관련논의
･해수부의 합동조사단 조사내용경청
  (2003.3.20.)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1)
･당진항 지정관련 국회계류중인 청원 조기처리
요청(2002.7.20.)

충청남도(1)

･당진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핸 항의와 도차원
의 지원요구

  -> 도지사,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면 경기도지
사가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정치쟁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후방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2001.3.19.) 

･평택시집행부
･평택시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과 기능재배치 등을 
논의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진군행위자들은 다양한 과업환경행위자들과 간담

회를 갖고 당진항 지정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당진군은 충청남도

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도차원의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도는 후방

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당진군과 당진항추진위는 해양수산부의 합동

조사단과의 간담회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내용을 경청하였다. 당진군수와 평택시장 권

한대행(부군수와 부시장)은 평택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항명칭 부여와 항개발 및 

부두기능 재배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이후 의회의장과 시민단체 사이의 간담

회를 연결되는 기폭제를 마련하였다. 당진군의회의장과 평택시의회의장은 평택시의회

의장실에서 군수와 시장 권한대행 간 간담회에서 당진군의회의장이 적극협조를 요청하

자 평택시의회의장은 분위기가 성숙되었는데, 평택당진항보다는 분리 쪽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당진항추진위와 평택시발전협의회 간에 협의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진군 김낙성 국회의원과 평택시 정장선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상만 항만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식당에서 회동하여 평택･당진항 분리지정을 기본원칙으로 한 4

개 조항에 전격 합의하였다. 합의사항은 첫째 평택항과 당진항은 분리한다, 둘째 명칭은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하고 통합관할은 평택항만청에서 맡는다, 셋째 양항 간 경계는 양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넷째 해양수산부는 양지자체 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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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다는 등이다. 이후 민종기 당진군수와 송명호 평택시장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

기서 평택시장은 평택시민의 정서가 나쁘다고 결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해

양수산부주관으로 당진군과 평택시의 부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는데, 해양수산부 이상만 

항만국장은 해수부가 제시한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에 대해 당진군과 평택시의 의견을 물

었고, 당진군은 동의를 평택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평택정서상 시기조정을 요구하였

다. 이에 이상만 국장은 해수부안대로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을 사용하고 항운영은 현재

와 같이 평택항만청에서 운영하겠다고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당진군의 민간단체는 평택시의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의 상생발

전과 당진항 지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당진항추진위와 평택항발전협의회는 평택

시 정장선 국회의원의 ‘평택항종합개발기본계획’의 중간보고회에서 우연하게 처음 만나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항만개발문제로 두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털어 놓고 상

호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로 합의하였고, 동년 4.24. 모임에서는 양 지역발전을 위해 상

호대화 및 협력을 다짐하고, 다음 간담회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 양 시민단체대표들이 처음 만남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진군, 

2005; 156-158).

“･당진항지정범국민추진위 표기풍 사무국장- 당진을 볼모로 평택항의 규모를 불리고 

항만개발의 모든 것이 평택지역에만 편중된 현재의 개발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당

진주민들이 이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평택항발전협의회 유택형 회장- 평택항의 발전과정을 보며 당진항의 분리를 반대해

온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산만권역에 있는 공동항만의 발전과 다른 경쟁항(인천항 

등) 등과의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당진군과 평택시의 시민단체대표들(당진항추진위 임원 5인, 평택항발전협의회 5인)은 

송산면 성구미 동해가든에서 양지자체 권한대행 및 의장 간의 간담회 연장선상에서 항

명칭 부여와 항개발 및 기능재배 등과 같은 그동안의 갈등쟁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는

데, 참석자 모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간 입장을 대변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고 다음번에는 평택시에서 당진군과 평택시의 민

간단체 간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다. 당진항추진위와 평택항발전협의회는 평택시 만호리 

길송횟집에서 다시 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쟁점을 논의한 결과, 항명칭 부여와 항개발 

및 기능재배문제에 대해 당진군은 해수부에 전권위임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

법이라고 한 반면에 평택시는 해수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아직 입장정리가 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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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참석하였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 김성수 항무과장은 양지

자체 간 갈등으로 평택항 개발전체가 중단상태라고 하면서 양지자체 간 윈윈전략이 필

요한 시기이므로 모든 사항을 해수부에 위임해준다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

하였다. 

둘째, 위원회- 해양수산부는 당진항 지정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조정전략으로 당진군과 

평택시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나 심의회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표 10>.

<표 10> 당진군조직과 과업환경의 정책조정(위원회)

날짜 주관기관 참석자 위원회 내용

2001.8.16. 해양수산부
참석 12명(해수부 5, 당진군 3, 평택
시 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당진항 분리지정 업무협의회

2001.10.11. 해양수산부
참석 11명(해수부 4, 인천청 1, 당진
군 3, 평택시 3) 

당진항 지정 3자 실무협의회

2001.12.18. 해양수산부
위원장(해수부차관),
심의위원 20명중 15명 참석 

제17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최

2002.2.12.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전문가(3), 충남도(3),경기
도(3), 행정자치부(1), 해양수산부(3)

당진항 지정 소위원회위원 위촉

2002.3.15. 해양수산부 상동
당진항 명칭부여를 위한 1차 소위위원
회 개최 

2002.6.4. 해양수산부 상동 당진항 지정관련 2차 소위원회 개최

2002.10.12. 해양수산부 해수부, 당진군, 평택시 양지자체 실무협의회

002.12.26. 해양수산부
위원장(해수부차관),
심의위원 20명 참석

제1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최

예컨대, 해양수산부주관으로 해양수산부, 충남도와 당진군, 경기도와 평택시가 참여

한 가운데 당진항 지정관련 해양수산부의 검토안 설명과 의견청취가 있었다. 해양수산

부는 정책대안으로 네 가지 대안(1안- 현행대로 평택항을 유지하는 안, 2안- 당진항 분

리지정안, 3안- 평택당진항과 같이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 4안- 법 개정을 통해 

지역항만개념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고, 4안을 바람직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

하고 있었다. 반면 당진군은 2안을, 평택시는 1안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주관

으로 홀리데인서울에서 해수부 4인, 당진군 4인, 평택시 4인이 참여한 가운데 양 지자체

장 및 의회의장 연석회의가 열려 당진항 분리지정 및 지역항만제도에 대한 수용협의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해양수산부는 지역항만제도 도입을 당진항 분리지정의 차선책으로 

설명하면서 양지자체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당진군은 년내 분리지정을 요구한 반면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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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리불가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당진군에서 요구한 분리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에, 해수부와 당진군 및 평택시의 3자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진 협의 및 대화내

용은 다음과 같다(당진군, 2005; 200-2014).

“･당진군입장- 역사적, 지방자치적, 항만개발 측면에서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 

평택을 뗴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땅, 내 집 앞에 문패를 달겠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종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평택시입장- 개발초기단계인 평택항은 분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명칭

은 국가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당진항 분리지정은 항 분리지정에 

선례가 될 것이다(진해, 광양, 창원 등). 결정권이 없어 평택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의

견을 들어 통보하겠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 입장- 회의목적은 양측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당진항문제는 타 지역 항만분리문제와 달리 도계를 달리

하고 있고, 군산과 장항항의 선례가 있어 충분한 검토대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항만정책과 정만화 과장). 당진항 분리지정문제는 관리운영

적 측면과 균형개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고 상호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인천지방

해양수산청 김성수 사무관).” 

당진군은 빠른 시일 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당진항 분리지정문제를 부의할 것

을 요청하였고, 평택시는 결정권이 없어 평택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통보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며, 해수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문서로 제출하기

를 바라며 검토 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후에, 해양수산부는 당진항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

였다. 제17회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수부가 제시한 3가지 정책대안(1안- 당

진항 별도지정, 2안- 평택항의 명칭변경, 3안- 현행유지)을 논의한 결과, 당진항 분리와 

명칭부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만 항계설정과 항만관리체계 및 항만개발계획 등 관

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심의회에서 결정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위촉한 당진항 지정 소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이, 해운항만전문가 3인, 경기도와 충청남도 각 3인, 행정자치부 1인, 해양수산부 3인 

등 총 1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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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당진항 지정 소위원회의 구성현황

해운항만전문가(3인) 박희석 중앙대교수, 박만현 도선사(인천지회장), 김영무(선주협회이사) 

지방정부
경기도(3인)

박재향 경기도 경제항만과장, 이상기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김찬규 평택시발전협의
회 회장 

충남도(3인) 이상선 충청남도 해양수산과장,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 김추윤 신흥대 교수

행정자치부(1인) 박재영 자치제도과장

해양수산부(3인) 이용기 항만정책과장, 원창재 물류기획과장, 장황호 인청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자료: 당진군(2005: 249).

해양수산부는 제1차 당진항 지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당진항 명칭부여방식과 시기, 항계설정, 항만운영과 개발계획 중에서 가장 선결

되어야 할 사안으로 당진항 명칭부여방식을 선정하고, 해양수산부는 1안(평택항에서 당

진지역을 분리하여 별도항만으로 지정)과 2안(기존의 평택항 명칭에 당진명칭을 반영)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해수부의 이용기 항만정책과장이 제2안으로 결론을 내놓

고 회의를 하려고 함에 따라 충청남도와 당진군의 강한 반발로 회의는 일찍 종료되었다. 

여기서 당진항 분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진항 명칭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해양수산

부의 기본입장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진군(군수, 군의장, 당진항추진위 관계자)은 해양

수산부 항만국장을 면담하여 당진항 분리지정촉구 및 1차 협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

할 것을 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는 2차 협의회에서 항만정책과장이 1차 협의회에서 밝

힌 내용(2안이 해수부의 입장임을 밝힘)이 해수부 입장이 아님을 밝히고 회의를 진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당진항 지정관련 2차 소위원회의 결과는 첫째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충청남도와 당진군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며, 

둘째 평택측의 명칭변경안이 상당부분 설득력을 상실하고 최소한 당진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셋째 그동안 당진 측에 부정적이었던 이용기 

항만정책과장과 물류기획과장 및 선주협회 김영무 상무의 입장변화로 당진 측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넷째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명칭변경의 논

란소지를 제거할 것 등이다. 해양수산부주관으로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외 1인, 당진

군 기획감사실장 외 2인, 평택시 항만물류과장 외 2인 등 총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양지자체의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진군은 

지역항만개념을 반대하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였으며, 평택시는 명칭변경이나 지

역항만 도입에 반대하면서 분리지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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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당진항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공식화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제1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심의

위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항만법 제3조와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항의 항계를 변경하고 당진군 측 항만시설을 당진항으로 명칭변

경하는 안과 가능한 대안의 타당성을 심의하였다. 심의회 결론은 1안(당진항 분리지정), 

2안(지역항만제) 3안(현행유지)안은 물론 다른 안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특히 양지자체의 제반여건과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당진항 명칭

부여와 관련하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하

였다. 합동조사단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회의이후 10일 이내에 구성하고 3개월의 활동

기간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내에 항만정책심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합동

조사단은 현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방희석 중앙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항만전문가 3명(KMI. KORDI, 국토개발연구원), 양지자체가 추천하는 항만전

문가 2명(경기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이용자대표 추천전문가 3명(선주협회, 화주

협회, 도선사협회) 등 총 8인으로 구성하여 국내외 사례조사･이용자설문조사･양지자체

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현지실태조사･공청회 등의 활동을 하였다.

<표 12> 합동조사단 구성현황

구분 성명과 소속 

위원장 방희석 중앙대교수 

위원
길영 대전대교수, 정봉민 KMI(해운물류항만연구센터)연구위원, 류재영 국토연구원수석연구원, 박
우선 KORDI책임연구원, 유정복 교통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김영무 한국선주협회상무이사, 윤병원 한국도선사협회해무이사, 김길석 한국화주협회사무국장 

수부 오운열 항만정책과서기관, 이종현 항만정책과사무관

 자료: 당진군(2005: 391).

합동조사단 12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와 평택시 및 당진군을 방문하여 

현지조사와 함께 당진군청에서 준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논의를 하였고, 합동조사단 

8명은 미국 유사항만을 견학하고, 당진군청회의실에서 합동조사단 연구결과에 대한 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합동조사단의 연구결과는 기본원칙으로 명칭과 

운영관리의 통합을 위하여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계는 석문단지까지 확

장하고 항내구역은 공동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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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정책선택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진군의 정책요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수정은 당진

군행위자들의 과업환경행위자들에 대한 다양한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이나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당진군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에 

정책건의를 관철시키려는 다양한 영향력활동을 시도하자, 처음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난

색을 표하던 해양수산부는 불가입장에서 수용 쪽으로 서서히 정책변화를 하고 있다. 이

는 <표 13>의 해양수산부의 정책결정변화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 

<표 13> 해양수산부의 정책결정변화

날짜 해양수산부의 정책내용

2001.3.19. 해양수산부, 당진항 분리지정 불가입장정리

2001.9.18. 해양수산부, 항만법시행령입법예고(당진항 분리지정 개정사항 불삽입)

003.4.29. 해양수산부,평택당진항이라는 통합명칭안 제시

2004.11.19.
해양수산부, 항만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한다)

2004.12.21. 국무회의, 항만법시행령개정안 의결 

2014.12.30. 양수산부, 항만법시행령개정안 공포(평택당진항의 통합명칭사용)

처음에 해양수산부의 정책대안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당진항 지정 업무공조에 따

른 자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분리지정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후, 해양수산부는 합동조사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진군에 ‘평택당진항’이라는 통합명

칭안에 대한 수용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진항 지정과 관련한 당진군과 평택시의 부단체

장 간담회를 열어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양 지자체가 동의를 하

자, 항만법시행령개정안(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하

였고, 국무회의의 항만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 항만법시행령개정안을 공포

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당진군과 평택시는 평택당진항으로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평택과 당진 간의 상

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당진군, 2005: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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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당진군과 평택시의 상생발전협약내용

･‘평택당진항’을 세계 속의 허브항으로 발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화예술 등 각 방면의 교류
･기타 양 시군이 제반 공동발전을 위해 평택당진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 

Ⅳ. 결론: 요약과 정책함의

본 연구는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 중에서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여 당진평택

항명칭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기초지방정부의 과업환경에 대한 행동을 분석한 것으로

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사례분석결과 

● 정책결정과정 분석내용

- 문제확인 당진군의 당진항 지정문제 공론화(당진기업인)

- 의제형성
당진군의 정책의제화(당진군수)
- 당진군과 평택시의 이익대립발생
- 초점조직(당진군)과 과업환경의 구성 

- 정책공식화 초점조직 과업환경

상호작용
(영향력과 정책조정)

행동경로 행동전략

당진군조직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단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권력수준,
대중수준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약 권력수준

관련 중앙행정기관 약
권력수준,
대중수준

충청남도 약
권력수준,
대중수준 

경기도 권력수준

평택시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단체) 

중
권력수준,
대중수준

- 정책선택 당진군 평택시, 해양수산부 강 력수준

- 최종정책도출 조정된 정책(당진평택항으로 명칭변경) 

● 조직간 관계유형 상호의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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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명칭문제는 1995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당진군과 평택시가 

아산만을 경계로 인접한 상황에서 평택항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기

업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당진군수가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표출하면서 정책결정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첫째, 당진항 지정 사회문제는 당진지역에서 해운사를 운영하

는 민간기업인에 의해 점화되었다. 둘째, 당진군에서 당진항 지정 문제제기는 인근 평택

항을 관할하는 평택시와의 갈등으로 사회쟁점으로 등장한다. 셋째, 당진항 지정 사회쟁

점은 당진군수가 집행부에 당진항 지정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제로 공식화되

었고,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의제로 확산되었다. 

이후, 정책공식화와 정책선택단계에서 초점조직과 과업환경은 다양한 상호작용(영향

력과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진군조직들은 여러 과업환경조직들에게 다양한 

영향력전략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고 시도하고 있다. 첫째, 당진항 지정 정책의제를 결

정하는 조직은 단일주체로서의 정부나 하위조직으로서의 부처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지

방정부와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이나 준민간부문의 조직들이 관여하고 있다. 둘째, 당진

군조직들은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등의 다양한 

과업환경조직들을 상대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당진군조직들은 정부 등 과업환경

과의 관계에서 정책건의나 방문면담, 회의와 간담회 및 위원회 등 권력수준의 직접행동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서명운동이나 시위

와 집회 등 대중수준의 간접행동은 권력수준의 직접행동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전략은 마침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어 초점조직(당진군)과 

과업환경(평택시와 해양수산부)은 정책조정을 시도하여 상생적인 정책선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되는 조직간 관

계유형은 상호의존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당진항 지정문제는 지방정부가 발의

하였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악한 또는 난해한 문

제로서 문제해결이 초점조직과 과업환경의 영향력행사와 정책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진평택항명칭 정책결정과정연구의 함의는 그동안 국내연구에서 이론모형으

로 적용되지 않았던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을 가지고 최초로 사례분석을 한 논문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례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에서 체계화한 조직간 정책결정모형의 분

석틀은 가설적 모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례분석은 초점조직인 당진군이 

문제확인과 의제형성을 한 후에, 정책공식화와 정책선택단계에서 당진군조직들(당진군

집행부, 당진군의회, 당진군시민사회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을 통하여 여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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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조직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하고 관련이해당사자들이 정책조정을 통하여 합의적

이고 상생적인 정책결론을 도출한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성공사례임을 보여준다. 당진평

택항 정책결정과정은 어느 한 조직 뿐 아니라 다른 조직들의 선택에 의존하므로 서로 

다른 목표와 이익을 갖고 영향력과 조정을 하는 네트워크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

증한다. 특히 항명칭 정책결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당진군조직들의 이른바, 옹

호동맹이라는 단합된 행동을 통한 이익대변과 상급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중개역할 그

리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정책조정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사례의 성공적인 정책결정행태는 아산온천역명칭갈등이나 부산신항명칭갈등

과 같은 유사사례와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두 지역이상이 포함되는 명칭결정을 위한 정책설계에 하나의 표준사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이후 2003년까지 진행된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

역갈등사례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천안시와 아산시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속철도역명

칭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아산역’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례는 이미 진행된 사례로

서 본 연구와 비교를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2019년에 추진된 부산신항명칭갈

등사례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창원시를 배제하고 상급지방정부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상

생협력을 체결하여 ‘부산2신항’으로 명칭을 선정함으로써 창원시와 창원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당진평택항명칭선정사례

는 항명칭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당진군과 평택시 그리고 주무부처인 해

양수산부가 참여와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경우이다. 이러한 당진평택항사례와 

아산온천역사례 및 부산신항사례에서 암시하는 바는 민주화와 지방화와 같은 환경맥락

에서 정부의 정책결정행태가 변화할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

한 소용돌이환경에서 정부 혼자서는 사회의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악한 문제

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모형으로 

네트워크거버넌스가를 실무에 적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항명칭 정책결정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는 하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련 행위자들의 진술(면담내용)은 간접적인 자

료로서 직접적인 면접을 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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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ehavioral Study of Local Government in Network Governance:
The Case of Policy Making Deciding the Port Name between Dangjin 

and Pyungtaek

Bong-Jun Bae

This study is analyzing various behaviors in the task environment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Dangjin-Pyungtaek Port designation, with an interorganizational 

policy making model among network governance theo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is policy became a social problem due to private businessmen in Dangjin 

County, and appeared as a social issue through a conflict between Dangjin County and Pyungtaek 

City, and was put on the government agenda of Dangjin Coun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problem solving was an output through political bargaining and compromise among 

various behavioral channels and strategies between Dangjin County and task environment 

organizations. Third, the type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showed this policy making process 

appeared as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cause the Dangjin-Pyungtaek Port problem 

makes a choice about a wicked problem with complex interests among several stakeholders such 

as conflict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is case study represents a 

successful example of network governance that resulted in win-win cooperation among 

participating actors.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increasing the necessity of network 

governance between the formal government and task environment organizations,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make choices about wicked social problems by itself. The successful 

policy making behavior in this case can provide the base of comparative study contrasting 

with similar examples, and be used as a standard case for solving conflict between two areas 

in the future.

【Keywords: network governance, interorganizational policy making, policy cas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