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

-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

2022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한 익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

-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정  훈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 년  3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한 익 현

한익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 년  6 월

위 원 장 이 석 원

부위원장 김 병 조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최 예 나

위 원 임 현 정



- 1 -

국문초록

본고에 속한 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가 분권적 결정체제로서

갖는 실천적 의의가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체제가 분권화된 결정

체제로서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수행하여 성공가능

성이 높은 정책혁신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책혁신의 성

과를 확대하고,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대안을 소거해야 한다. 둘째,

정책혁신의 채택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실행가능하면서 이

전보다 발전된 정책내용을 입법하려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반면,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내용을 ‘복사-붙여넣기(copy-and-paste)’ 하는 방

식의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을 거쳐 채택된 청년

정책의 핵심내용이 실질적으로 집행(implementation)되어야 한다. 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채택된 정책혁신의 집행과정은 그 자체가 정책실험으로, 정

치적 결과(political outcome) 내지 정책결과(policy outcome)의 산출에 의

해 잠재적 채택자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지

식과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채택된 정책혁신의 핵심내용이 집행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에 미흡한 수준으로만 집행된다면

정책혁신의 집행은 잠재적 채택자들에게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과정에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 수행되었는가? 본고에 수록된 첫 번째 연구는 청년기본조례

채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에 의한 확산이 나

타났는지 여부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학습에 관한 대상의

선택이 어떤 논리에 입각하여 수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확인된 사회적 학습의 대상은 중앙부처 및 전문

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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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대상’ 수상이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확산

가능성이 수상이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확산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결성되어 현재까

지 활동 중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수상 이

력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

니페스토 경진대회는 청년문제 등 정책문제의 해결에 기여한 단체장의 공

약 이행 사실에 관한 평가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책에서 거둔 긍정적 성과('policy outcome')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매니페스토 평가결과가 단체장의 득표

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니페스토 경

진대회 수상실적은 정책에서 거둔 성과가 정치적 성과(political outcome)

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정책이 확산되

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사례를 우수사례로 인식하게 되

며, 특히 우수사례가 이념적, 행정적으로 유사성이 높을 경우 사회적 학습

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도 일

부 확인되었다.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복사-붙여넣기 입

법(copy-and-paste lawmaking)”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였는가? 만

약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이 지각되었다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고에 수록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의 입법 내용

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입법 내용을

모사하는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and-paste lawmaking) 현상의 원인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은 확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혁신의 내용(content)에 관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확산 연구의 하위 주

제 중에서는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 현상과 관련이 깊다. 정

책의 재발명 현상이 갖는 이론적·정책적 전망의 핵심은 정책혁신이 확산

되는 과정에서 혁신을 수용하는 단위들에 의해 혁신의 내용이 거듭 갱신

되는 정책혁신의 ‘진화(evolution)’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의 재

발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널리 합의된 정책 유형론의 부재, 방대한 분

량의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정책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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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과정에서 관측될 수 있는 정책내용 변화의 규범적 의의나 변화

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산과정에서 입법내용의 ‘용어 빌려쓰기

(text borrowing)’를 의미하는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긍정적인 재발명 현상이 아닌, 부정적인 ‘조례안 베껴쓰기’ 현상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사례로서 청년정책은 비교적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확산된 점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채택한 조례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요 정책행

위자들이 입법과정에서 자율성을 누릴수록 각자의 실정에 맞게 조율된 입

법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발생

하는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은 그 자체로 변호되거나 지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른 한편,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들 중에서도 형식 면에서는

정형화된 청년기본조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상이한 기초자치단

체들 간 입법내용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입법내용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복사-붙여넣기 현상이 관측되며,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의 차이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인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특성

과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부에 속하는 대상들 중에서는 같은 광역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입법내용이 ‘복사-붙여넣기’

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

모가 작고 입법역량이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군’ 단위에 속하는 기초자

치단체들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사-붙여넣기’가 관측되었다는 점

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입법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의 크기는 아

직까지 자원제약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채택된 청년정책의 핵심내용이 형식적으로만 집행되는 “디커플링

(decoupling)” 현상이 일어났는가? 만약 그렇다면, 청년정책에 관한 디커

플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대부분 확산이 그 자체로 혁신의 유용성을 입증한다는 전제 하

에 확산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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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사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확산 양상의 차이

를 확산기제(diffusion mechanisms)에 관한 유형론을 정립하여 접근함으

로써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산기제

에 관한 유형론의 연장선상에서, 확산기제의 차이가 확산현상에 관한 긍

정적·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Shipan and Volden(2008, 2012)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강압(coercion) 기제 내지 “강압적 동형화

(coercive isomorphism)”(DiMaggio & Powell, 1983)의 영향이 채택 이후

“디커플링(decoupling)”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제도

주의 조직이론가들이 제시한 디커플링과 확산의 관계는 이론적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의 성과가 빈약한 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중요성이 지지된다(Boxenbaum & Jonsson, 2017), 다

른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확산 단계별로 혁신을 채택하는 행위자의 동기

수준이나 특성이 다르다는 Rogers의 논의를 계승하여, 혁신성

(innovativeness)의 차이가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확산

과 디커플링의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제 분석결과, 청년정책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채택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 이후에

야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들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 정당구도

에 따른 영향(political party effect)이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견

제 및 균형관계가 채택된 정책혁신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을 높인다

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체제가 분권화된 결정체제로 기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능률성

이 높아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1991년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하다. ‘정책혁신의 확산’은 각 지방자치단

체들이 주어진 자율성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입법에

의해 채택된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앞선 채택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정책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내용을 선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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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택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상위단체가 주도하는 ‘획일적’ 확산에 뒤따

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실제

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정책혁신의

확산’으로서 연구된 바 있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정책혁신’으로 분류된

사례들 역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축적을 바탕

으로, 채택과정에서 성과나 위험에 관한 밀도있는 논의나 검토를 거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능률성에 관한 연구문

제에 관하여 본 연구의 답변이 가질 수 있는 의의 역시 확산과정이 정책

의 효과성에 관한 입증을 전제로 지방행정의 능률성에 기여하였다는 확증

을 제시했다기보다 확산과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능률성이 높아지기 위해

서는 향후 ‘정책의 효과성의 입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이 지금보다 개

선되어야 한다’는 시론적 주장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상

의 연구성과는 연구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이라기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지

속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이론적·정책적 도전을 구체화시켜나가는 과정

의 일부에 불과하며, 연구문제의 답변으로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 역시

잠정적이고 불명확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가 분

권화된 결정체제로서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 의해 해당 정책에 관한 우수사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다면, 중앙정부는 보다 양질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전

파함으로써 확산과정을 일종의 “정책실험장(policy laboratories)”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대립형 정부형태 하에서 상정한 단체장과 지방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보다 역동적으로 실현된

다면 입법과정에서 정책내용에 관한 밀도있는 검토가 수행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정책내용의 창발에 의한 “비선형적 진화

(non-linear evolution)”가 동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혁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확산된 정책혁신은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른 환경 하에서 정교하게 조정된 정책내용의 실현으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집행에 의해 정책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재생

산함으로써 정책혁신의 자체의 발전을 거쳐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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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주요어 :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정책혁신, 정책혁신의 확산, 청년정

책, 사건사분석

학 번 : 2017-3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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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혁신의 확산과 정책혁신의 채택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도입주체에게 새로운 어떤 정책이 채택

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Walker, 1969; Gray, 1973; Berry &

Berry, 1990; 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김대진·Berry, 2010).

이 정의는 혁신의 개념적 요소를 주관적인 새로움(subjective newness)으

로 규정하는 Rogers(2003)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Rogers(1962/2003)는

혁신(innovation)을 “개인이나 다른 채택의 단위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

된 어떤 아이디어, 관행(practice) 또는 물건(object)”로 정의한 바 있다.1)

객관적인 새로움이 모든 인식주체에게 새로울 것을 개념적 요건으로 하는

특성이라면, 주관적인 새로움은 혁신을 채택하고자 하는 인식주체에게만

새로울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ogers, 2003).

정책혁신의 확산은 한 단위에서 발생한 정책혁신이 같은 사회시스템에

속한 다른 단위들에 의해 따라 채택되는, 또는 전이(transfer)되는 과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Walker, 1969; Gray, 1973; Berry & Berry, 1998/2018;

이승종, 2004; Berry·김대진, 2010). 이 정의는 혁신의 확산을 혁신이 한

사회시스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되는(communicated)” 과정으로

정의한 Rogers(1962/2003)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혁신은 확산을 거쳐 실

현된다는 점에서 혁신 채택의 시간적 유형이나 한 사회시스템에서 혁신을

채택한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채택율) 자체가 혁신의 특성을 구성하기

도 한다(Rogers, 1962/2003; Gray, 1973; 이승종, 2004; 장석준·노종호·김

1) “An innovation is an idea, practice, or object that is perceived as new by an
individual or other unit of adoption."(Rog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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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20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혁신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과정을 매개로 발생하는 현상이다(남궁근, 1994; 이승종, 2004; 석호원,

2010; 최상한, 2010; 배상석, 2009; 정명은, 2012; 문승민·나태준, 2015,

2017).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에 관한 정책결정은 통상적으

로 조례(by-law)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의해 수행된다.2) 실제로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조례의 제정 여부를

근거로 확산 현상의 발생 수준을 측정하였다(남궁근, 1994; 이승종, 2004;

배상석, 2009; 최상한, 2010; 석호원, 2010; 정명은, 2012; 장석준, 2012; 이

석환, 2013, 2014; 이대웅·권기헌, 2014, 2015; 정다원, 2020; 한익현·김필,

2020). 채택된 정책혁신은 집행을 통해 실행되며, 정책혁신의 인식된 실행

수준이나 성과 역시 확산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Boehmke & Witmer, 2004; Volden, 2002, 2006, 2016;

Volden, Ting, & Capenter, 2008; Braun & Gilardi, 2006; Gilardi, 2010;

Shipan & Volden, 2014; Carley et al., 2016; 박경돈, 2018, 2021). 따라서,

정책혁신의 채택 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의 일

부를 구성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은 지방자치 이

념의 정당성을 실천적 차원에서 지지하는 핵심적인 논거를 구성한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이승종, 2004; 석호원, 2010; 윤주철·문광민, 2011; Berry·김

대진, 2010). 지방자치 이념의 정당성은 규범적 차원에서 민주성의 보장에

의해서, 실천적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체제가 분권화된 결정체제로서 갖는

능률성의 실현에 의해서 각각 지지될 수 있다(이승종 외, 2005/2021). 정

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정책혁신의 성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거쳐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정책혁

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능률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승종, 2004).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바

2) 조례의 폐지 역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한 반응(reactions)
이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폐지했다는 사실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e.g. Vold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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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s)’로서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정책혁신

의 효과성(effectiveness) 및 적합성(relevance)을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적

용함으로써 “정책실험장(policy laboratories)”(Volden, 2006; 이승종, 2004;

Berry·김대진, 2010) 내지 “민주주의의 실험장(democracy

laboratories)”(Brandeis, 1932)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일부 연구들은 확산

과정에서 각 단위가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Volden, 2006, 2016; Fuglister & Gilardi, 2008; Gilardi,

2010; Shipan & Volden, 2014; 이승종, 2004; 김대진·안빛, 2012; 김대진,

2015; 김혜정, 2017).

정책혁신은 기존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책문제에 직면하여 새로

운 정책을 채택하여 실행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동기화된다

(Walker, 1969; Mohr, 1969; Meseguer, 2005; Weyland, 2005; 이승종,

2004; 김혜정, 2006; Berry·김대진, 2010; 김대진, 2015). 반면,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채택은 반드시 정책문제의 해결에 의해서만 동

기화되지 않는다(Strang & Meyer, 1993; Boehmke & Witmer, 2004;

Weyland, 2005; Meseguer, 2005, 2006; Shipan & Volden, 2008; Gilardi,

2016; 최상한, 2010; i.e., Meyer & Rowan, 1977; DiMaggio & Powell,

1983).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초기 연구는 정책결정자가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단위에서 발생한 성

공적인 정책혁신을 따라 채택하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거쳐 정

책혁신이 확산된다고 보았다(Walker, 1969; Mohr, 1969; Gray, 1973;

Berry & Berry, 1990). 그러나 후속연구는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이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의 정책결정 또는 보다 간접적으

로 발신된 신호(signals)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Welch & Thompson,

1979; Karch, 2006; Allen et al., 2004), 정책혁신의 성공가능성이나 적합

성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은 단순 모방 또는 흉내내기(emulation or

imitation)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Meseguer, 2005, 2006; Weyland, 2005)

하였다. 주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수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복지정책의 시행수준이 인접한 다른 단위로부터의 경제적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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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economic externalities)에 관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결정될 가능성

(e.g. Volden, 2002; Boehmke & Witmer, 2004; 박경돈, 2018, 2021; 이석

환, 2019)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을

채택하여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동형화 압력

(isomorphism pressures)”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시도하기

도 하였다(DiMaggio & Powell, 1983; 유란희·김선형, 2017; 박은순·하태

수, 2018).

Weyland(2005), Braun and Gilardi(2006), Shipan and Volden(2008),

Gilardi(2016) 등은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양

상을 확산기제(diffusion mechanisms)의 유형에 관한 분석틀에 의해 포섭

하고자 하였다. 후속 실증연구들에 의해 비교적 널리 수용되고 있는

Shipan and Volden(2008)의 분류에 따르면, 확산기제의 유형은 확산의 동

기에 따라 학습(learning), 모방 또는 흉내(emulation or imitation), 강압

(coercion) 및 경쟁(competi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확산기제

는 확산의 방향에 따라 위계가 다른 단위 사이에서 작동하는 수직적

(vertical) 확산기제와 등위에 속하는 단위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수평적

(horizontal) 확산기제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소수의 국내 연구들은 ‘혁신의 확산’과 ‘정책의 확산(policy

diffusion)’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수행되기도 하였다(e.g. 최상한, 2010; 김

대진, 2015). 이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혁신적인 정책이 확산되는 현

상과 혁신의 확산에 관한 Rogers의 주장과의 차이를 강조하거나(e.g. 최

상한, 2010; i.e., 유란희·김선형, 2017; 박은순·하태수, 2018), 모든 정책이

‘정책혁신’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대상이 정책혁신으로서 갖는

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e.g. 김대진·안빛, 2012; 김대진,

2015).3) 이 차이는 당초 혁신의 정의에 관한 Rogers(2003)의 논의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논점이다. Rogers(2003)의 정의에서 혁신의 핵심적

인 요건인 ‘주관적인 새로움’은 혁신이 단지 ‘지식으로서 새로운’ 어떤 것

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채택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나 반

3) 박은순과 하태수(2018)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입증된 효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 기초자치단체들에 의해 채택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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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유발하여 채택 여부에 관한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여러 ‘인지된 속

성들(perceived attributes)’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Rogers의

관점에서는 확산 자체가 혁신의 특성이며, 잠재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혁

신의 다른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산의 유형이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된다.4) 혁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Rogers(1962/2003)

의 관점을 따르면서도 ‘정책혁신의 확산’이 아닌, ‘정책확산’, ‘정책의 확

산’, ‘제도의 확산’ 또는 ‘조례의 확산’을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한 선행연구

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나 정

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확산의 기제 또는 양상이 ‘혁신의 확산’

에 관한 Rogers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 다수의 단위에서 채택되는 확산 과정에서 다양한 확산기제

(diffusion mechanisms)가 경합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정책의 확산과정

이 반드시 ‘혁신의 확산’으로서 성공적인 정책의 성과를 확대하는 과정이

라고 전제하기 어렵게 된다. 확산과정에서 각 단위가 실정에 부합하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선별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정책일

수록 확산 과정을 거쳐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단위들에 의해 채택됨으

로써 확산 현상이 사회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산 현

상의 근본적인 의의가 지지되지 않는다(Volden, 2006, 2016; Meseguer &

4) Rogers는 지식으로서 새로우면서 확산된 어떤 실체(entities)가 이 속성들 - 상대적 이
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시험가능성(trialability), 복잡성
(complexity) 및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등 -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따라서,
혁신이 아니면서 지식으로서 새로운 어떤 것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 속성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확산의 추세나 범위가 달라
질 수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Rogers, 2003). Rogers의 논의에서 확산은 그 자체로 의
사소통을 거쳐 확산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이 유
발되어 채택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재적 채택자들
에게 지식으로서 새로운 것이기만 하면 확산되는 과정에서 혁신이 되기 위한 개념적
요건인 ‘주관적인 새로움’을 만족하게 된다. 실제로 어떤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혁신의 인식된 속성들에 초점을 맞춘 해외 실증연구들에서 역시 이
속성들은 확산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만 상정되었다(e.g. Makse &
Volden, 2011). 정책의 확산 또는 정책혁신의 확산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 일부 연구
에서 Rogers가 제시한 혁신의 인식된 속성들을 연구대상 정책이 ‘정책혁신에 속하는지’
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e.g. 김대진·안빛, 2012; 김대진,
2015), 이 속성들은 어떤 대상이 혁신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을 구
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Rogers의 논의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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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ardi, 2009; Shipan & Volden, 2008, 2012; Gilardi, 2010, 2016; i.e., 이

승종, 2004; 석호원, 2010; 김대진, 2015). 다시 말해, “정책의 확산이 언제

나 유익한 것은 아닐”(Shipan & Volden, 2012)5) 수 있다.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들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수행한 Meseguer

and Gilardi(2009), Shipan and Volden(2012), Graham et al.(2013),

Gilardi(2016) 등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확산 연구의 규범적

(normative) 또는 실천적(practical) 의의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분권화

된 결정체제가 갖는 이점을 제공할 수 없다면 확산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확산을 거친 정책결정이 확산을 거치지 않은

정책결정에 비해 유익하다는 증거는 있는가? 학습기제(learning

mechanisms)와 달리 모방기제(emulation or imitation mechanisms)나 경

쟁기제(competition mechanisms), 강압기제(coercion mechanisms)에 의해

확산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이 유익하다는 주장을 지

지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지지할 수도 있

다(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i.e., Volden, 2002; Boehmke &

Witmer, 2004; Meseguer, 2006; Braun & Gilardi, 2006). 일례로, 신제도

주의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 다수의 단위들에 의해 채택되는

현상을 “합리화된 신화(rationalized myths)”(Meyer & Rowan, 1977)의 수

용에 따른 “동형화(isomorphism)”(DiMaggio & Powell, 1983) 현상이다.

합리화된 신화를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은 불확실성 하에서 사회적으로 지

지되는 대안을 채택하는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위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행위자가 하위에 속하는 행위자

에게 가하는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로도 나타날 수 있다

(DiMaggio & Powell, 1983).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위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강제나 유인 없이도 해당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Allen et al., 2004; Karch, 2006; Shipan and

Volden, 2008; 장석준, 2012; 이석환, 201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

5) “Policy diffusion is not always beneficial.”(Shipan & Volden, 2012: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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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에 대해 상위정부로서 위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발생

한 강제적 동형화 압력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최상한, 2010; 이석환, 2013; 유란

희·김선형, 2017; 김학실, 2018; 박은순·하태수, 2018).

학습기제에 의한 확산 이외에 다른 확산기제에 의한 정책확산이 유익하

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일례로, 경쟁기제

에 의한 확산은 복지정책의 집행수준을 낮추거나(e.g. Volden, 2002), 인접

한 단위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려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된다(e.g. Boehmke & Witmer, 2004; 박경돈, 2018,

2021; 이석환, 2019). 모방기제에 의한 확산은 정책의 성공가능성이나 적

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blind)”(Meseguer, 2005) 정책결정이나,

단순히 규모가 큰 단위를 흉내내는(imitation) 정책결정을 유발할 가능성

이 문제된다(Weyland, 2005; Meseguer, 2005; Shipan & Volden, 2008).

강압기제에 의한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규

범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도

중앙집권적 결정체제에 의한 획일적 확산으로 귀결되므로 확산과정에서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 채택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또한, 강제적 동형화를 거쳐 확산된 정책은 채택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

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Meyer & Rowan, 1977; Tolbert &

Zucker, 1983; Boxenbaum & Jonsson, 2017; 이석환·김명환, 2020; 한익

현·신승윤, 2021).

2. 정책혁신의 개념적 분화

Berry and Berry(1990) 이래 정책혁신의 확산을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

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은 정책혁신이

최초로 채택된 시점(the timing of adoption)을 관심대상으로 한다.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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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은 사건의 발생시점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발생의 한계확

률(marginal propor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데,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들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정책혁신의 최초의

채택에 대응하며, 사건발생 시점은 최초의 채택이 일어난 시점에 각각 대

응한다(Box-Steffensmeier & Jones, 2004). 그 결과 사건사 분석에 의한

대부분의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들에서 이론적·정책적 의의는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채택률(the rate of adoption)”(Rogers, 2003)을 분석하고 설명하

는 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정책혁신은 최초의 채택(initial adoption)만으로 종료되는 일회적

과정이 아니라 채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의 수정 및 집행수준의 변

화를 겪는다. 실제로 ‘동일한’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단위마다 부분적

으로 다른 내용의 혁신을 채택하는 현상이 관찰되며(Savage, 1985; Clark,

1985), ‘일정한(constant)’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단위 간 집행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가 관측된다(Downs & Mohr, 1979; Rice & Rogers,

1980; Glick & Hays, 1991). 혁신의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Rogers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혁신의 내용변화, 집행수준의 차이를 혁신 개념의

하위차원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론적으로 포섭해왔다(Rogers, 1978/2003;

Downs & Mohr, 1979; Rice & Rogers, 1980; Clark, 1985; Savage, 1985;

Glick & Hays, 1991). 특히 Downs and Mohr(1979)의 논의는 혁신의 ‘확

산(diffusion)’ 단계와 ‘채택(adoption)’ 단계의 구분을 전제로, 혁신의 하위

차원을 혁신 “활용의 조기성(earliness of use)”과 “활용의 범위(the

extent of use)”로 이분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혁신의 확산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채택률 이외의 다른 차원을 이론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계기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에 관한 선행연구는 Rogers가 제시

한 혁신의 “재발명(reinvetion)” 개념을 정책혁신에 적용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산되는 정책혁신의 내용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통

상적인 사건사 분석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혁신의 다른 하위차원에 초

점을 맞춘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Mooney & Lee,

1995, 1999;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Chen & Huang,



- 9 -

2021). 확산과정에서 채택되는 정책혁신의 내용(content)은 단위마다 달라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Glick & Hays, 1991; i.e. Rice & Rogers, 1980;

Clark, 1985), 같은 단위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Glick & Hays, 1991; Hays, 1996a). 내용의 수정은 상이한 단위에서 정

책혁신이 최초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에서 채택된 정책혁신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법

령의 개정(amendment)을 수행함으로써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또한, 혁신의 “일정한(constant)”(Downs &

Mohr, 1979) 내용이 시행되는 수준(implementation level)에서 역시 단위

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Downs & Mohr, 1979; Boehmke & Witmer,

2004). 단위간 혁신의 집행수준의 차이는 Downs and Mohr(1979)의 논의

에 의해 제시된 혁신의 하위차원인 채택된 혁신의 “활용의 범위(the

extent of use)”의 차이로 정식화된 바 있으며, Glick and Hays(1991)의

논의 이래 정책내용의 변화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차원으로 정립되었다.6)

특히 Boehmke and Witmer(2004)는 확산된 정책의 집행을 정책혁신이

“반복적으로 채택되는(iteratively adopted)” 현상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일

정한(constant)’ 정책내용의 집행수준(implementation level)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Glick and Hays(1991) 이래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입법된 정책내용의 종합성이 양적으로 증가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증연구 결과는 연구대상 사례에 따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같은 연구 안에서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정책사

례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는 이와 같은

불일치를 정책내용의 유형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으

나(e.g. Mooney & Lee, 1995, 1999; Hays, 1996a) 정책에 관한 유형론의

확립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론적 기여를 남기고 있지

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다수의 연구주제들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기법의 활용은 이전까지 정책

6) Downs and Mohr(1979)에서 혁신의 내용이 갖는 다양성(variation)은 ‘같은’ 혁신의 내
용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혁신이 갖는 혁신 특성의 차이로 포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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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들(policy element)에 관한 내용분석에 의존하던 정책 재발명 연구

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진다(Garrett &

Jansa, 2015; Jansa et al., 2019). 특히 Jansa et al.(2019)은 정책혁신이 확

산되는 과정에서 상이한 단위의 입법내용에서 동일한 정책용어(policy

language)가 반복적으로 채택되는 현상을 “복사 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으로 지칭함으로써 정책내용에 관한 특정한 유형론에

의존하거나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귀납적 유형분류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외적타당성이 제약되지 않고도 정책내용의 변화가 갖는 이론적·정책적 함

의를 시도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는 정책혁신이 채택된 이후의 정책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확산 현상이 지닌 의의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경

향이 실증연구를 통해 최초로 본격화된 것은 Boehmke and Witmer(2004)

의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서다. Boehmke and Witmer(2004)는 일부 확산

기제가 정책혁신이 채택된 이후 집행수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김대진(2011) 역시 정책혁신의 확산을 거쳐 지역

축제에 관한 조례가 채택된 이후, 지역에 따라 새로운 지역축제를 기획하

여 집행하는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주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Nicholson-Crotty and Carley(2016) 역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학습의 결과가 비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따라 채택하는데 그치지

않고, 채택 이후 집행규모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Volden(2016)은 정책혁신의 확산을 거쳐 채택된 정

책이 사회적 학습을 거쳐 폐지(policy abandonment)되는 현상을 확산기제

의 작동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Arnold and Long(2019)은 'policy

expansion'이라는 용어를 정책목적을 공유하는 정책혁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의 개수(number of policies)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광역

내지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상위정부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영향이 부각되는 사례가 많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압력으로 정책혁신이 채택되는 과정은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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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orphisms)” 현상과 관련이 깊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역시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

하게 되면, 하위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강제나 유인 없이도 해당 제도

를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Allen et al., 2004; Karch, 2006;

Shipan and Volden, 2008; 장석준, 2012). 이 같은 압력은 사회학적 신제

도주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제도화된 신화(rationalized

myth)”(Meyer & Rowan, 1977)가 되었을 때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s)”(DiMaggio & Powell, 1983)이 발생하는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Boxenbaum & Jonsson, 2017).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동형화 압력에 의한 확산은 단위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순 모방이나 강압에 의한 채택을 거쳐 유사한 정책내용의 획

일적 도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DiMaggio & Powell,

1983; Glick & Hays, 1991; Hays, 1996b; Mooney & Lee, 1995;

Weyland, 2005) 확산과정에서 정책내용의 확장이나 긍정적 변용을 기대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행위자의 정책선호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의 채택을 유발함으로

써, 채택된 정책이 형식적으로만 집행되거나 핵심내용이 집행에서 누락되

는 “디커플링(decoupling)”(Meyer & Rowan, 1977) 현상을 유발할 수 있

다.

3. 정책혁신의 다른 하위차원들: 복사-붙여넣기 입법과 디커플링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정책의 채택(policy adoption)”, “정책의 재발

명(policy reinvention)” 내지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ing)”, “디커플링(decoupling)”은 공통적으로 정책혁신의 하위 차원

에 속하면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지칭

한다. “정책의 채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혁신의 “채택률(the rate of

adoption)”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이다. “정책의 재발명”과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혁신 내용

의 “범위(scope)”에 대응하며, “디커플링”은 일정한 혁신 내용이 채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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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는 “규모(extent)”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정책혁신이 확

산되는 현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확산과정에서 문제되는 정책혁신

의 세 차원은, ‘혁신의 확산’에 관한 논의를 거쳐 확인된 아래 [표 1-1]의

세 차원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혁신은 채택을 거쳐 확산된다.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초기 연구

는 정책혁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많은 국가나 정부들에 의해 채택

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혁신의 “채택

률(the rate of adoption)”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채택

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혁신의 확산에 관한 Rogers의 이론적 주장을

적용하여 정책혁신의 채택이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거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혁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될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들은 ‘혁신의 확산’ 이외에 정책이 확산되

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주장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

같은 이론적 주장들은 Rogers의 주장과 경합할 수 있는 다양한 확산기제

(diffusion mechanism)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앞서 채택된 정책의 내

용을 모두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 따라서 확산과정에

서 정책결정자들은 ‘최초의’ 정책결정자와 달리 누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

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사회적 학습을 거쳐 정책혁신의 내용을 수

혁신-차원들 정책혁신의 확산과정 문제되는 도전

혁신의 채택률
(rate of adoption)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의 채택(policy adoption)

확산기제의 경합
(diffusion mechanisms)

혁신내용의 범위
(scope of content)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

복사-붙여넣기 입법
(copy and paste
lawmaking)

혁신 채택의 규모
(extent of adoption)

정책의 집행, 또는 반복적 채택
(policy implementation or expansion)

디커플링
(decoupling)

[표 1-1] 혁신의 세 차원과 정책혁신의 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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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modification)할 수 있다. 수정된 정책내용은 수정 이전과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내용의 채택으로 이어지고, 다른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따라 채

택됨으로써 확산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확산과정에서 정책

내용의 변화는 “혁신내용의 범위(scope)”(Clark, 1985)의 변화에 대응하는

현상이다. “혁신내용의 범위”의 변화는 Rogers(1985/2003)에 의해 혁신의

“재발명(reinvention)” 현상으로 명명되었으며, Glick and Hays(1991)은

이 용어를 적용하여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반대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

은 앞서 채택된 정책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는데,

특히 입법내용에 포함된 정책용어(policy language)를 베껴쓰는 “복사-붙

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 현상이 문제되기도 한다. 정책

의 재발명은 확산과정에서 혁신내용의 범위의 변화로 귀결되며, 복사-붙

여넣기 입법은 확산과정에서 혁신내용의 범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현상

이라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 놓일 수 있는 대조적 현상들이다.

신제도주의 조직이론가들은 조직의 “공식구조(formal structure)”와 “실

제 조직 관행(organizational practices)”이 분리되는 “디커플링

(decoupling)”의 발생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은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의 채택을 압박하는 제도환경에 직면하여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

하기 위해 조직 내부로부터의 기술적 요구와 상충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정책을 집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집행함으로써 기술

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디커플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식구조

차원에서 정책의 채택과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분리되는(decoupled)’ 현상

을 지칭한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채택 역시 정책의 효

과성(effectiveness)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될 수 있다. 특히 “합리

화된 신화(rationalized myth)”를 공식구조로 수용해야 한다는 제도적 압

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환경에 직면한 복수의 단위들이 동일한

대안을 획일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구조적 유사성을 갖게 되는 “동형화

(isomorphism)”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Meyer & Rowna, 1977; Scott &

Meyer, 1991; Boxenbaum & Jonsson, 2008/2017). 따라서 동형화와 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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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의 관계는 개념 수준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동형화를 거쳐 채

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의 발생으로 인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Seidman, 1983; Tolbert & Zucker, 1983;

Weyland, 2005; Lee & Strang, 2006; Boxenbaum & Jonsson, 2008/2017;

Colyvas & Jonsson, 2009).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단위는 정책의 채택 여부 외에도 채

택된 정책혁신의 내용이나 집행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에도 확산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의 채택 여부 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내용이 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산과정에서 채

택된 정책내용이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다룬 실증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특히 확산의 양상과 집행수준을 이론적으로 연계하여 다루고자 시도한 연

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혁신의 확산’을 혁신의 세 차원을 포괄하는 논

의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확산기제의 다양성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확산기제가 경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혁신의 확산’ 논의가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입장

으로서 타당성을 갖는지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채택 여부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거쳐

지식과 정보, 경험을 활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채택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혁신의 첫 번

째 차원에 대응하는 주제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의 재발명” 및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정책의 재발명”과 “복사-붙여

넣기 입법”은 공통적으로 ‘혁신 내용의 범위’에 관한 연관된 주제이면서,

각각 확산과정에서 채택되는 혁신 내용의 범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

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 속하는 대조적인 주제이

므로 연계하여 논의될 수 있다(Jansa et al., 2019).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

체 수준에서 조례의 입법내용을 분석한 상당수 연구들은 정책 내용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발명’에 관한 연구나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관

한 연구와 연구의 대상이 유사하며, 특히 내부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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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축적한 바 있어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정책혁신이 갖는

‘내용의 범위’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혁신의 두 번째 차원에 대응하는 주제

이다.

마지막으로, “디커플링”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정책혁

신의 확산과정에서 “디커플링” 현상은 확산을 거쳐 채택된 정책의 집행

여부나 집행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의

집행수준에 관한 연구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었으며, 일부 연구는

정책의 채택과 더불어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부가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취한 바 있어(e.g. 이석환, 2013; 한익현·김필, 2020) 분석

대상으로 함께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확산과정에서 채택된 정

책의 집행수준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단위로부터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접

근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형화”와 “디커플링”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취함으로써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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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청년정책의 확산과 집행

본 연구는 청년정책이라는 단일한 정책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의 확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

(case study)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

정책의 확산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정책혁신의 확산(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사례이다.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에 의해 도입된 청년

정책은 청년을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대상중심적 성격

을 가지며(김기헌, 2017, 2020; 전경숙, 2021), 이전까지 ‘청년을 일부 대상

으로 하는’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에 속

한다. 또한, 청년정책은 2015년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이래 「청

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 이전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 및 165개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73.0% 수준)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주도된 정책의 확산(diffusion) 사례에 속한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97개(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87.2%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채택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단기간에 이처럼 다수의 광역 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목적과 내용을 공유

하는 조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채택된 것은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하면

서, 동시에 청년층을 고유한 정책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

책대응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

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2020년 2월)에 앞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초

로 기본조례 성격의 청년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2015년 1

월)이며,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청년정

책에 관한 기본조례의 제정이 이어졌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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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응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방자치단

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응의 시발점은 2006년 창원시에서 제

정된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

지 약 10년 동안 '청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제정사례는 15건에 불과하

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로드된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제·개정 사례가 1,222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2015년

1월)을 계기로 청년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표한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 정용찬·하윤상, 2019;

정다원, 2020).7) 조례는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법률을 보완하면서, 지방자

치단체 수준에서 독자적인 규범을 창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되기 이전까지 청년정책에 관한 중앙정부 수준

에서의 법적 기반은 존재하지 않았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8) 중앙

정부 수준에서 청년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들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청년기본조례들은 ‘목적’, ‘기본이념’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계획의 수립, 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청년위원회 및 정책협의체에 관한 규정, 다양한 지원사

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새로운 정책 내용의 채택과

집행을 위한 근거가 된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종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던 청년‘고

용’정책과 구분되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의 채택으로서 의미를 갖

7) 기본조례 성격을 갖는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목적과 기본이념, 목
적상 유사한 일련의 조례들을 ‘청년기본조례’로 명명하고자 한다.

8)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법령 제정이 지연된 원인은 다양하다. 일례로, 김
기헌(2017)은 과거 ‘청년’이 정책대상으로서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 대상 중심 정책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은 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는
점, 그리고 ‘청년’ 계층과 연령상 인접한 ‘청소년’ 계층의 구분이 모호하였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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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의해 도입된 청년정책은 ‘기

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기헌, 2017,

2020). ‘청년’은 기능이 아닌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청년기

본조례 제정 이전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9) ‘대상 중심’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출발점은 청

년기본조례의 제정이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 정솔, 2018). 청년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총칙으로, 대부분의 청년기본조례는 “다른 조례

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항에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

한다. 또한, ‘목적’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문언상 포함하고 있으며, 용어를 정의

하는 조항에서는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지역주민을 “청년”으로 정의하

여 청년을 하나의 계층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성문화하고 있다. 「청년기

본법」 역시 “기본이념”(제2조), “정의”(제3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제5

조)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년을 하나의 계층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나타내

고 있다.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전까지 청년 정책은 청년 문제를 고용 문제의 일

부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수립되었다. 당초 ‘청년’이 정책용어로서 등장한

계기가 된 것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청년층에 대한 실업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10)이다(김기헌, 2017; 전경숙,

2021).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청년 고용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역대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일

종의 현안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개별 사업 수준에서 대응해왔다(전경

9) 실제로 “청년”을 명칭에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은 창원시의 「창원시 청년 취업센터 설
치·운영 조례」(2006년)가 최초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2010년)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제정된
‘청년’ 관련 조례들은 2015년 이후 제정된 청년기본조례와는 목적이나 기능, 성격 측면
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례로, 정윤찬·하윤상(2019: 40)은 서울시의 청년정책네트워
크 운영 관련 법규를 분석하면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와 ‘창업지원센터 설
치’,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일자리 기본’ 등 다른 조례들과의 차별성을 명시적
으로 규정한 바 있다.

10)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03년 관계부처합동으
로 발표한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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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21). 청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되

었지만 ‘청년’을 고유한 대상으로 인식한 것 자체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최하예·황성수, 2018). 200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실업 현황과 대

책」이 발표된 이래 최근까지도 「청년일자리 대책」(관계부처합동, 2018)

이 발표되는 등 청년 문제를 고용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

되었다.11)

청년 문제에 관한 연구들 역시 상당수가 청년 문제를 고용 문제로 이해

하는 시각에서 수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접근은 청년 문제의 본질을 경

제적 조건의 악화로 규정하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88만원 세대’(우석훈·

박권일, 2007)로 대표되는 2000년대 후반의 청년 담론은 청년 문제의 본

질을 세대간 불평등한 경제적 자원배분의 결과로 인하여 청년 세대의 경

제적 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면서 심화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청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이승윤 외, 2016; 전경숙, 2021). 그러나

청년 세대의 경제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청년 담론들은 결과적으로 청

년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고용 또는 실업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한계가 있었다(정용찬·하윤상, 2019: 38).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늘날 청년 문제는 고용 문제에 국한되

어 있지 않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 청년에 관한 고용지표의 악화

역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부 대변하지만,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층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고용 뿐만 아니라, 주거, 금융,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김기헌, 2017; 전경숙, 2021). 전

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측정된 고용률에 비해 청년고용률은 현저하

게 낮은 수준이다(허필윤, 2018). 고용이 되더라도 기간제 고용 등 임시직

의 비율이 높으며, 최초의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첫 직장에서의 근

속기간 역시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허필윤, 2018).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허필윤, 2018; 최병숙 외,

11) 다만, 2019년 발표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은 청년 문제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례이다(이정봉, 2021). 특히 「청년기본법」
이 제정된 2020년에 발표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 270
개의 청년 정책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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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은영·이봉조, 2014)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평균 대비 1.5배

를 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평균 부채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여서 청년금융문제의 심각성도 부각된다(허필윤, 2018). 따라서 청년문

제는 더이상 고용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

고용문제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 고용불안이 생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

져, 청년문제의 성격이 변한 것이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 김도형,

2018).

청년 문제의 성격변화 및 그로 인한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대응하여, 청

년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전경숙, 2021; 이정봉,

2021).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청년 문제에 관한 시각들

은 청년 집단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제시되었다(이정봉, 2021). 청년 집단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결과, ‘청년 세대’의 문제를 세대 간 불평등의 관점에서 조망하거나,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시대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관점이 제시되었다.

청년 문제를 청년 집단의 밑바닥 계급화(underclass)로 이해하는 관점에

따르면, 장기화된 저성장, 노동시장 불안정성 및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으

로 인하여 청년 집단 일부가 밑바닥 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

단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상이 된다(이정봉,

2021). 이와 관련하여 청년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와 마

찬가지로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전락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허필윤, 2018; 임유진, 2020; 김수정, 2020). 우리나라 청

년층의 빈곤 수준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다(김태완·최준영, 2017).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

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청년층이 조기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보

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인 빈곤율이 청년층 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김태완·최준영, 2017: 7).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 노

인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 시기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이후

20대 후반(만 2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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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기도 했다(김태완·최준영, 2017: 8).

청년 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청년 집단 전체의 ‘밑바닥 계급

화’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청년 집단에 관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가 청년 문제의 핵심에 놓인다. 청년 집단에 관한 사회적 배제는 청년 집

단이 노동시장이 진입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청

년 집단 일부가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성인으로서 독립하여 사회적 권리

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심화된다. 이 같은 시각에서

청년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해하는 ‘이행기적 관점’이 제시되었다. 이행기적 관점에서 청년 문제의 핵

심은 청년 집단 일부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독립, 결혼, 출산 등

성인으로서 사회적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현상(‘N포세대’)으로 대표된다. 이 같은 현상을 청년 집

단의 특수성으로 이해하여, 성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이행 상태의 분화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방식 역시

청년 문제를 ‘청년 집단의’ 문제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나타난 것이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정

책에는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

된다(이정봉, 2021; 전경숙, 2021).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하여 수립된 청년 정책은 ‘이행기 관점에서

수립된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이정봉, 2021). 지방자치단

체들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의 ‘자립 지원’, ‘사회 진출’ 등을 정책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이전까지 청년 정책이 청년층을

대상의 일부로 포함하는 고용 정책의 하위 범주에 불과했다면, 청년기본

조례 제정 이후 일신된 청년 정책은 청년을 고유한 정책 대상으로 하는

‘대상 중심 정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2015년 이전의 청년정책이 청년고용지표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일자리 정책이라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의해 채

택된 청년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창업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정

책, 저렴한 가격에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정책, 보건·의료서비스나 문

화예술의 향유를 지원하는 생활정책 및 심의·자문위원회, 정책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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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 일각에서는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이후 수립된 새로운 성격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임유진, 2020; 이정봉, 2021).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연령집단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청년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이

질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전경숙,

2021; 이정봉, 2021). 그러나 정책혁신으로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이끌

어낸 청년 정책의 변화된 이념이나 성격 자체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제기

된 비판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을 관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년문제

에 관한 인식이 전환된 결과,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역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정립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과거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사고하던 흐름에서 일탈한 것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채택은 ‘주관적인 새로움’을 혁신의 핵심적인 개념

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Rogers와 Walker의 관점에서 정책혁신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일신된 청년정책의 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총칙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청년기본조례에 집약되어 있다. 청년기본조례로 분

류될 수 있는 대부분의 조례는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목

적, 기본이념, ‘청년’에 관한 연령범위, 단체장의 책무,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청년정책에 관한 총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특징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에 대한 상이한 연령규정을 가지

며,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모든 개인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연령규정의 차이는 그 자체로 ‘청년’에 관한 시각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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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되며, 연령규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청

년정책’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아래 [표 1-1]의 구분에 따

르면 2020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197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연령규

정은 하한 연령 기준 15세, 18세, 19세, 20세 등 4가지 유형으로, 상한 연

령 기준 29세, 34세, 39세, 45세, 49세 등 5가지 유형으로, 연령범위 기준

15세-29세, 15세-34세, 15세-39세, 15세-49세, 18-34세, 18-35세, 18-39세,

18-45세, 18-49세, 19-34세, 19-35세, 19-39세, 19-45세, 19-49세, 20-39세

등 15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된다.

연령 범위
지자
체
수

명단

15세 ~ 29세 21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시, 파주시, 하남시, 서구(부산), 수
영구, 연제구, 강서구(서울),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울산)

15세 ~ 34세 1 연천군

15세 ~ 39세 16
안산시, 거제시, 김해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안동
시, 영주시, 칠곡군, 포항시, 노원구,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제
천시

15세 ~ 49세 1 장수군
18세 ~ 34세 3 광명시, 유성구, 금산군
18세 ~ 35세 1 남양주시

18세 ~ 39세 39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원주시, 고양시, 양평군, 여주
시, 용인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남구(대구), 달서구, 남구
(부산), 부산진구, 중구(부산), 동구(울산), 울주군, 광양시, 목포
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태안군, 계
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18세 ~ 45세 5 정선군, 고령군, 진안군, 보령시, 청양군

18세 ~ 49세 9
태백시,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무주
군, 순창군

19세 ~ 34세 23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광산
구, 중구(대구), 대덕구, 동구(대전), 중구(대전), 기장군, 북구(부
산),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광진구, 구로구, 용산구, 중랑구,
남구(울산), 북구(울산)

19세 ~ 35세 2 구리시, 이천시

[표 1-2] 기초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 연령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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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단기간에 확산된 정책임에도 정책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최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s)’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결정

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관찰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내용을 선

별하여 청년기본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가 분권화된 결정체제로서 가질 수

있는 실천적 의의가 재차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광역자

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른 시점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는 점,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당수 청년기본조례들이 형

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

례 제정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내용을 단순모방했을 가능성,

또는 상위정부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소속 기초자치단체

의 정책결정에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s)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을 시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앞서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채택의 확산’

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정다원(2020)의 연구에서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청

년기본조례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확산기제를 거쳐 채택이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

19세 ~ 39세 49

강릉시, 고성군(강원), 춘천시, 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양
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고성군
(경남),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상주시, 동구
(광주), 북구(광주), 서구(광주), 동구(대구), 북구(대구), 서구(대
구), 수성구, 서구(대전), 금정구, 강동구(서울), 강북구(서울), 서
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인천),
동구(인천), 서구(인천), 연수구, 중구(인천), 나주시, 순천시, 여
수시, 장성군, 남원시, 청주시, 충주시

19세 ~ 45세 12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문경시, 성주군, 영덕군, 의성
군, 남구(광주), 무안군, 영광군, 영동군

19세 ~ 49세 14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청도군, 동구(부산), 강진군, 고흥군, 곡
성군, 담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단양군

20세 ~ 39세 1 강남구(서울)
합계 197

[*] 청년기본조례 최신 개정안에 규정된 연령 범위 (2020.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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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조례가 채택되었는지 여부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기초자치단

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채택가능성

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다원, 2020: 47-48).

확산과정에서 다양한 확산기제가 경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실현된다. 조례의 제·개

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지방정부의 입법활동이므

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역량이나 관계성에 따라 양상

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조례의 입법과정

은 정책혁신의 채택(adoption)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혁신이 채

택되는 ‘범위(extent)’에 관한 결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

법과정은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채택되는 내용의 범위가 변화하

는 정책의 재발명(reinvention)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례로,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and-paste

lawmaking)”(Jansa et al., 2019; Hansen & Jansa, 2021)으로 인하여 조례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재발명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될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법규의 용어를 그대로 베껴오는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정책에 관

한 아이디어(policy ideas)의 모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에 관한

관심이나 의식의 부재를 나타낸다(Jansa et al., 2019). 청년기본조례의 내

용에 관하여 비교적 초기에 수행된 허필윤(2018)의 연구에서 역시 형식적

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한 청년기

본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실천적 의의는 지방자치단체

들이 입법과정에서 각자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선별하여 채택하도록 유도함

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이승종, 2004; 이승종 외, 2021). 지방자치는 지역

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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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해당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이승종, 2004; 소순창·이진, 2011; 이승종

외, 2021; i.e., Shipan & Volden, 2008).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동

일한 조례 내용을 입법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이나 기본이념이 유사

한 정책이나 제도를 입법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조례의 중복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순창·이진, 2011; 허필윤, 2018).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관한 국내

일부 연구들 역시 상이한 단위들 간 입법내용의 중복성을 확인하고 영향

요인을 식별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e.g. 소순창·이진, 2011; 하혜정·이정진,

2011).

청년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의 축적은 미

비하다. 그럼에도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2021년 기준으로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체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효과성에 관한 입증이 미비함에도 청년정책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중앙부처나 전문가집단에 의해 우수사례

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학습기제(learning mechanism)”(Shipan &

Volden, 2008; Gilardi, 2016; Weyland, 2005)에 의한 확산과정에서 과학적

증거의 역할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불확실성 하에서 다른 지

방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을 채택하는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DiMaggio & Powell, 1983) 현상 내지 “모방 또는 흉내내

기 기제(emulation or imitation mechanism)”(Shipan & Volden, 2008;

Gilardi, 2016; Weyland, 2005)에 의한 확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위정부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DiMaggio & Powell, 1983) 현상 내지 “강압기제(coercion

mechanism)”(Shipan & Volden, 2008; Gilardi, 2016)에 의한 확산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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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Rogers(1962/2003)의 주장에 따르면,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산단

계별로 확산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 Rogers(1995/2003)의 논의에 따르

면, 혁신의 확산은 전형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수의 혁신가들

(innovators), 선도적 도입자들(early adopters)로부터 시작되어 다수의 추

종자들(early/late majority)이 뒤따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또다시 소수

의 느림보 도입자들(laggards)이 혁신을 채택하는 패턴을 보인다.

실제로 청년기본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확인된 청년정책의 확산 패턴은

위 [그림 Ⅰ-2]에서와 같이 “S-자형” 패턴(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난다. 상

대적으로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2015-16년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

지는 매년 연도별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상당히 낮은 제정 건수가 나타나며

(왼쪽 그림),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2021년 이후 청년기본조례의 제

정 건수는 2020년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2) 청년정책의 경우, 중

12)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0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
초자치단체의 수가 197개이므로, 2021년에 남은 2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청년기
본조례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 비해 제정 건수가 낮아진다.

연도별 건수 누적 추세

[그림 1-1] 기초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연도별 건수/누적 추세(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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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에 의한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이 2020년부터라는 점을 고

려하면, 2019년 이전까지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동기와 2020년 이후 청년

기본조례의 채택 동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채택으로 인하여 강압적 동형화를 촉발하는 제도적 압력이 작용

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하위 수준 정부(subnatinal government)에 해당하는 조직을 분

석단위로 하는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들에서 정책혁신을 최초로 채

택한 시점의 상대적 차이는 정책혁신을 채택하는 목적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Rogers, 1995/2003; Walker, 1969; Gray, 1973; Tolbert & Zucker,

1983; Boehmke & Skinner, 2012; 이승종, 2004; 김혜정·이승종, 2006; 김

명환·이석환, 2020). 비교적 이른 시점에 혁신을 최초로 채택한 단위일수

록 혁신성이 높고, 혁신의 동기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가까울 수 있다

(Rogers, 2003; Tolbert & Zucker, 1983; Glick & Hays, 1991). 반면, 상대

적으로 늦은 시점에 혁신을 채택한 단위는 혁신성이 낮고, 혁신을 채택하

는 동기가 정당성(legitimacy)의 획득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Tolbert

& Zucker, 1983; Glick & Hays, 1991; i.e., Rogers, 2003).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 의한 정책의 채택은 문제해결보다 정당성의 확보

를 목적으로 한다(Meyer & Rowan, 1977; Scott & Meyer, 1991). ‘합리화

된 신화’에 해당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조직에서는

외부로부터 감시와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채택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Meyer

& Rowan, 1977; Boxenbaum & Jonsson, 2017; Edelman, 1992; Seidman,

1983; 김윤호, 2016; 김동수 외, 2017). 합리화된 신화를 공식구조 차원에

서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Meyer &

Rowan, 1977).

이에 본 연구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시행에

있어 채택과 시행이 분리되는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접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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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확산기제의 유형

1.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의 검토

정책혁신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부가 정책결정자의 판단을 근거

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Berry·김대진, 2010;

Mohr, 1969; Walker, 1969). 이 관점에서 정책혁신의 확산은 혁신에 해당

하는 정책이 널리 수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Rogers, 2003; Berry·김대진,

2010).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정책혁신의 확산이 실제로 일

어나는지 여부를 실증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다(Walker, 1969; Gray,

1973; Berry & Berry, 1990). Walker(1969)는 미국 주정부들 중에서도 보

다 혁신적인 정부('early adopters')와 상대적으로 정책혁신의 도입이 늦

은 정부('late adopters')를 구분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주 정부들이 갖는

혁신적인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Walker(1969)의 구분은 보다

혁신적인 도입자들이 정책이 속하는 분야나 내용에 관계없이 보다 이른

시점에 정책혁신을 채택하는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

관점에서 혁신성(innovativeness)은 곧 혁신 채택의 조기성(earliness of

adoption)으로 정의된다. Gray(1973)는 혁신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행

위자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혁신의 누적된 채택율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S-자형 곡선(S-curve)”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Rogers(2003)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들이 갖는 주된 의의는 정책혁

신의 확산 현상이 시간적 차원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

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Berry and Berry(1990)는 조직혁신이 동기부여

(motivation), 장애요인(obstacles)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의 가용성

(resource availability for overcoming obstacles)의 함수라는 Mohr(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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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혁신을 채택(adoption)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정치체제(polity)를 기준으로 내부적 결정요인(internal determinants)

과 외부적 확산요인(regional diffusion effects)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

은 구분이 실증연구로서 갖는 주된 의의는 정치체제 내부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정치체제 외부에 속하는 다른 지방에서의 정책결정이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Berry and Berry, 1990).

이상의 주요 논의들에서 정책혁신의 확산은 어떤 정부의 정책결정이 다

른 정부의 정책결정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가질 것을 필요조건

으로 한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국가나 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어떤 단위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에 관한 결정이 다른 단

위에서 앞서 수행된 정책혁신의 채택에 관한 결정에 의해 유의미하게 달

라질 가능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Berry and

Berry(1990)가 제시한 정치체제 내부적·외부적 결정요인을 통합한 연구모

형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 의한 접근은 이후 수행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유

사하게 활용되었다(Berry, Stokes, and Berry, 1990; Volden, 2002/2006;

Shipand and Volden, 2008; Baybeck, Berry, and Siegel, 2011; Makse

and Volden, 2011; Simmons and Elkins, 2004; Simmons, Dobbins, and

Garrett, 2006; Weyland, 2007).

국내에서 수행된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 속한 정책이나 정책관련 제도의 도입현상에 관하여 유사한 접근을

채택한다. 남궁근(1994)은 청주시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행

정정보공개조례가 널리 도입되는 현상을 정책혁신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하여 수행된 국내의 연구성과는 지방자

치단체 수준에서의 다양한 정책이나, 정책 관련 제도들을 망라한다. 2010

년 이후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집계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최상한,

2010; 이정철·권혁준, 2015), 지역축제 관련 조례(석호원, 2010), 방범용

CCTV의 설치에 관한 범죄예방정책(조일형·이종구, 2012), 학교급식조례

(장석준·김두래, 2012), 출산장려정책 또는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이정철·허

만형, 2012; 이석환, 2013/2014; 조일형·권기헌·서인석, 2014; 박은순·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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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b), 사회적기업조례제정(이대웅·권기헌, 2014), 반부패 신고포상금

제도(김흥주, 2013; 이대웅·권기헌, 2015), 도심지역 버스환승제(김대진,

2015), 자살예방조례(김혜정, 2017),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예방 또는 갈등

관리 조례(장석준·허준영, 2016; 문승민·나태준, 2017), 가족계획정책(오영

란, 2019), 빅데이터 정책(김태은·이석환, 2020), 미니태양광 보조금(한진

이, 2020), 청년기본조례(정다원, 2020),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한익

현·김필, 2020), 시민감사관제도(한익현, 202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혁

신의 확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성과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

혁신의 확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가 크지 않다. 정책혁신의 확산이 지방분권적 체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기존의 접근

은 여러 이론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

2. 확산기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의 검토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채

택(adoption)하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Berry and Berry(1990)의

선도적 연구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내부적 결정

요인(internal determinants)”과 “지역적 확산 요인(regional diffusion

determinants)”으로 구분된다. 내부적 결정요인은 지역 내부의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포괄한다. 지역적 확산 요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단위로부터의 영향을 강조한다.

초기 연구에서 지역적 확산 요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확산과정에서

“지역적 군집화(regional grouping)”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Walker,

1969; Gray, 1973). Walker(1969)는 ‘지역적 군집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를 미국 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하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다른 주 정부의 정책혁신을 우선적으로 모방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혁신의 확산과정을 의사소통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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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으로 상정한 Rogers(1962/2003)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Rogers(1962/2003)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단위일수록 동질성(homophily)이

높고, 동질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Walker(1969)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

사이에서는 정책문제와 집행환경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혁신의 확

산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단위에서 채택하여 성공을 거둔 정책혁신이 정책결

정자가 직면한 정책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이고, 채택된 정책혁신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Walker, 1969; 남

궁근, 1994; 이종수, 2004; i.e., Carley et al., 2016). 다만, Walker(1969)는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된 확산 패턴과는 별개로 원거리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문가 연합체 및 중앙정부, 지역 간 연합체

의 활성화로 비교적 원거리에 속한 지역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활성화

되고 확산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Berry and Berry(1990)의 연구는 Mohr(1969)의 조직혁신에 관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내부적 결정요인과 지역적 확산 요인을 통합한 모형을 최

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업적을 인정받는다. Berry and Berry(1990)는

Walker(1969)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리적 확산 요인’을 지리적으로 인접

한 다른 단위로부터의 “이웃효과(neighboring effect)”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들은 정책혁신의 채택에 관하여 다른 지방정부들이 미

치는 영향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

일례로, Volden(2002)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복지정

책의 채택을 둘러싼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 양상을 인접한

지방정부들과의 경제적 경쟁(economic competition)에 따른 결과로 설명

했다. Boehmke and Witmer(2004)의 연구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의 영향과 정책결정자가 경제적 외부성(economic externalities)에 의한 영

향에 대해 정책혁신의 채택 및 집행을 통해 사전적·사후적으로 대응할 가

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확산기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Meseguer(2005, 2006),

Braun and Gilardi(2006) 등의 연구는 확산과정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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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문제해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Meseguer(2005,

2006)는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합리적 학습

(rational learning)”과 가용한 일부 대안만을 고려하는 “제한된 학습

(bounded learning)”을 구분하는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정책문제의 해결가

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눈먼 행위(blind action)”(Meseguer, 2006)로

서 정책의 모방(policy emul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llen et al.(2004), Karch(2006) 등은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연방정부가 상위정부로서

하위정부에 해당하는 주 정부에 대해 일종의 “관료제 통제(bureaucratic

control)”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연방정부는 하위정부인

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므로

(Gormley, 1989/2014) 확산과정에서 정책혁신의 채택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lch & Thompson, 1980; Allen et al., 2004; Karch,

2006).

정책혁신의 확산 양상의 다양성이 지각된 결과,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확산’ 연구들 안에서도 상이한 확산 양상에 관한 상이한 이론적 접

근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선행연구는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에 관

한 통합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Weyland, 2005; Braun &

Gilardi, 2006; Shipan & Volden, 2008). Weyland(2005)는 확산을 설명하

는 기존의 분석틀이 외부로부터의 압력(external pressure), 상징적 또는

규범적 모방(symbolic or normative imitation), 합리적 학습(rational

learning), 인지적 휴리스틱(cognitive heuristics)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한다고 지적하면서(Weyland, 2005: 268), 이상의 요인들이 일련의 “인과적

기제(causal mechanisms)”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Weyland, 2005: 269). Braun and Gilardi(2006)은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policy chang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대효용이론

(expected-utility theory)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

구에 따르면, 확산과정에서 정책변동은 학습에 의해 어떤 정책의 인식된

효과성이 달라짐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Braun & Gilardi, 2006:

306-308), 경제적 의존관계나 상위기관의 강압(coercion), 연결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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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는 규범(norms), 상식(taken-for-grantedness), 상징적 모방

(symbolic imitation) 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Braun & Gilardi,

2006). Braun and Gilardi(2006)의 관점에서 이상의 확산기제들은 정책결

정자의 지각된 효과성(perceived effectiveness)을 변화시키거나, 정책결정

자가 직면한 보수구조(payoff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확산과정에서 정책

변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Berry와 김대진(2010)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확산요인을 확산의

동기, 속도, 방향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확산의 동기는 사

회적 학습(social learning), 경제적 경쟁(economic competition) 및 정치적

압력(political pressures) 등으로 분류된다. 확산의 속도에 따른 구분은 채

택시점에 따른 구분이다. 실제로 Rogers(1995/2003)는 채택시점의 조기성

(earliness)을 기준으로 확산의 채택자들을 혁신가(innovators)-초기 채택

자(early adopters)-비교적 이른 시기에 혁신을 채택하는 집단(early

majority adopters)-비교적 늦은 시기에 혁신을 채택하는 집단(late

majority adopters)-느림보 채택자 또는 채택을 거부하는 집단(laggards)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확산의 속도에 초점을 맞출 때, 확산

연구는 어떤 조건 하에서 확산의 채택이 빠르거나 느리게 수행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확산의 방향에 따른 구분은 수직적(vertical) 확산과

수평적(horizontal) 확산의 구분이다. 수직적 확산은 위계가 상이한 단위

간에 발생하는 확산을, 수평적 확산은 위계가 동등한 단위 간에 발생하는

확산을 각각 가리킨다.

Shipan and Volden(2008)은 확산기제를 확산의 동기에 따라 학습

(learning), 경쟁(competition), 모방(imitation or emulation) 및 강압

(coercion) 기제로, 확산의 방향에 따라서는 위계가 다른 단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직적(vertical) 확산기제와 위계가 동등한 단위들 사이에서 확

인되는 수평적(horizontal) 확산기제로 구분하였다. Shipan and

Volden(2008)이 정립한 유형론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는 확

산기제를 조작화 가능한 수준까지 정리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

에서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Shipan and Volden(2008)이 정립한 확산기제 유형론은 실증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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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채택되고 있다(e.g. Gilardi, 2010; Fuglister & Gilardi, 2012;

Volden, 2016; Shipan & Volden, 2014; Zhu & Zhang, 2019; 장석준,

2012, 2015; 이석환, 2013, 2014; 이대웅·권기헌, 2014, 2015; 이정철·허만

형, 2016; 한익현, 2021). 비록 이 유형론은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이한 확산

기제의 경합가능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의 변화를 중심으

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 의해 접근가능한 분석틀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Shipan and

Volden(2008)의 연구를 중심으로 확산기제의 유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학습기제(learning mechanisms)에 의한 확산은 다른 단위의 성공사례에

대한 학습을 거쳐 나타나는 확산이다(Shipan & Volden, 2008;, Berry &

Baybeck, 2005). 학습기제에 의한 확산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다른 단위

의 정책과정을 관찰함으로써 “경험으로부터 배우게(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governments)” 된다. 이와 같은 학습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다른 단위에서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문제

해결과정을 “단순화시키는(simplify)”(Berry & Baybeck, 2005) 과정이다.

정책의 채택에 따른 성공은 “정치적 또는 정책의 성공(political and

policy success)”을 지칭한다(Shipan & Volden, 2008; Gilardi, 2010;

Fuglister & Gilardi, 2012). 다른 단위에서 정책의 성공은 어떤 정책대안

의 인식된 효과성(perceived effectiveness)을 변경시킴으로써 정책혁신의

채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aun & Gilardi, 2006; Meseguer,

2006; Volden, 2006, 2016; Dobbin et al., 2007; Voden et al., 2008;

Gilardi, 2010). 정치적 성공은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보수구조(payoffs)를 변

경시킴으로써 정책결정자의 기대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aun &

Gilardi, 2006). 일례로, 정책을 앞서 채택한 정책결정자의 득표율 변화는

이념적 유사성(ideological similarity)의 가정 하에 학습기제가 작용할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Gilardi, 2010).

경쟁기제(competition mechanisms)에 의한 확산은 경제적 외부성

(externalities)에 대한 반응을 매개로 한다(Shipan & Volden, 2008;

Boehmke & Witmer, 2004). 한 단위에서 정책의 채택은 다른 단위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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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관점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례로,

한 지역의 정부가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인근 지역에 거

주하던 잠재적 복지 수혜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복지자석

(welfare margent)”(Peterson & Rom, 1990)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다(Volden, 2002). 따라서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들 사이에서 다투

어 복지혜택을 줄이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Peterson &

Rom, 1990; Volden, 2002)이 나타날 수 있다. Volden(200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인한 실질적 복지수당의 감소에

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미도입이 갖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negative spillovers)를 우려하여 정책대응이 지연되는 현상을 확인하였

다. 반대로,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의 정부들끼리 수익성이 좋은 제

도(예: 복권제도, 인디언 게임의 카지노 도입)를 경쟁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부의 유출을 방지하기도 한다(Boehmke & Witmer, 2004). 전자의 경우

이웃의 정책도입에 따른 긍정적 외부성이, 후자의 경우 부정적 외부성이

각각 문제되는 사례이기도 하다(Volden, 2002). 경제적 경쟁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대응은 반응적(reactive)이라기보다 전략적(strategic)이고 예

방적(preemptive)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의존성이 반드

시 정책혁신의 광범위한 채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다(Baybeck, Berry, and Siegel, 2011; Shipan and Volden, 2012).

흉내내기 또는 모방(imitation or emulation mechanism)기제에 의한 확

산은 학습기제에 의한 확산과 대조된다(Shipan & Volden, 2008;

Meseguer, 2005; Weyland, 2005; Braun & Gilardi, 2006). 학습기제는 다

른 단위의 행위(actions)에 초점을 맞추지만, 흉내내기 또는 모방기제는

행위자(actors)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hipan & Volden,

2008). 학습기제의 작용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rational) 행위의 결과

라면, 흉내내기 또는 모방기제의 작용은 문제해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징적(symbolic)”(Meseguer, 2005; Weyland, 2005; Braun &

Gilardi, 2006) 행위에 속한다. ‘흉내내기 또는 모방’ 기제가 학습기제와 구

분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크지 않다(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Braun & Gilardi, 2006; Meseguer, 2005; Wey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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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Volden, 2006). 그러나 모방기제에 의한 확산이 왜 발생하는지에 관

한 이론적 주장들은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는다. Meseguer(2005), Braun

and Gilardi(2006), Weyland(2005)는 합리적 학습(rational learning)과 구

분되는 확산기제로 “상징적 흉내내기(symbolic imitation)”를 제시하였다.

‘상징적 흉내내기’는 학습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에 속한다(Meseguer, 2005; Weyland, 2005). 그러나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보다 나은 지식이나 이해를 추구하지는 않는다(Meseguer, 2005:

73; Weyland, 2005). 학습이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purposive) 행위

라면, 상징적 흉내내기는 문제해결을 동기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Meseguer, 2005; Weyland, 2005). 그 결과, ‘상징적 흉내내기’

는 유행(trend)을 추종하거나 정당성(legitimacy)의 획득을 위해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안을 채택하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Braun & Gilardi, 2006). Shipan and Volden(2008) 역시 “흉내내기

(imitation)”와 학습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확산과정에서 일부 정책결정자

들이 경제적 외부성이나 권력관계가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채택의 결

과(consequences)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지도적인 위

치에 있는 다른 단위가 채택한 정책을 따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Shipan & Volden, 2008: 843).

강압기제(coercion mechanism)에 의한 확산은 주로 위계적 권력관계에

있는 단위들 사이에서 나타난다(Shipan & Volden, 2008; Braun &

Gilardi, 2006; Weyland, 2005).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나 정부는 다

른 국가나 정부에 정책의 채택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기 때문이다(Allen et al., 2004; Simmons et al., 2006). 다

만 같은 국가에 속한 정부들(subnational governments) 사이에서는 압력

의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관계가 쉽게 관측되지 않는다. 반면,

중앙정부나 위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지방정부(예: 광역지방정부)는 하

위에 속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정책의 채택을 강요하거나, 정책의 채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Allen et al., 2004; Karch,

2006). Allen, Pettus, and Haider-Markel(2004)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

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national intervention)이 정책의 채택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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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13)하였다.

Karch(2006)의 연구 역시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령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혁신의 도입에 “장애요인(obstacles)”(Mohr, 1969)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시사14)하였다. 상위정부의 영향은 강행규정이나 권한위임, 재

정적 유인과 같은 명시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행사되지만, 정책선호의 현

시만으로도 하위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e.g. Allen et al., 2004; Karch, 2006). Shipan and Volden(2008) 역시 상

위정부에 속하는 주(state) 정부의 정책 채택이 하위정부(city

governments)에서 같은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확산기제들 중에서도 모방과 강압은 대등한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위

계적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Allen et al., 2004; Shipan &

Volden 2006; Karch, 2006; Berry·김대진, 2010; 장석준, 2012; 이석환,

2013). 확산과정에서 모방기제의 작동 또는 흉내내기는 강압과 개념적으

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구분하여 관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모방기제

또는 흉내내기와 달리 강압기제는 정책확산을 촉진(stimulate)할 수도 있

지만 억제할 수도 있다(Shipan & Volden, 2008). 위계적 관계에서 확산은

또다시 방향에 따라 보다 상위에 속하는 정부에서 하위에 속하는 정부로

향하는 ‘하향적(top-down)’ 확산과 하위에 속하는 정부에서 상위에 속하

는 정부로 향하는 ‘상향적(bottom-up)’ 확산으로 구분되기도 한다(Karch,

2006; Berry·김대진, 2010; 이석환, 2014; 김태은·이석환, 2020).

비교적 초기에 수행된 연구는 정책혁신이 널리 수용되는 현상을 그 자

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확산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e.g. Walker, 1969; Gray, 1973; Eveland, 1977). 그러나 상

이한 확산기제는 상이한 확산양상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확산이 어떤 확

산기제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전망되는 확산의 결과(consequence) 역시 달

13) Allen et al.(2004)의 연구에서 연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로 하므로, 정당공천제 이후 중앙정치가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부합한다.

14) 다만 이 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arch, 2006: 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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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확산

과정에서 학습기제의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우, 앞서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들에서 나타난 정책혁신 채택의 결과에 대한 관찰, 분석이 활

성화되어 성공가능성이 높은 혁신 사례일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적 학습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혁신의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책내용(policy content)에 관한 취사선택 및 변용을 유도함으로

써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채택되는 정책혁신의 내용을 증가시킬 수 있

다(Glick & Hays, 1991; Clark, 1985; Savage, 1985; Hays, 1996a;

Mooney & Lee, 1995, 1999; Carley et al., 2016). 반면, 경쟁기제를 거친

확산은 복지혜택의 경쟁적인 감소를 유발(Volden, 2002)하거나, 정책문제

의 심각성과 별개로 재정지출의 경쟁적인 증가를 야기(Boehmke &

Witmer, 2004;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박경돈, 2018, 2021)할

수 있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모방기제를 거친 확산은 학

습기제를 거친 확산과 대비된다. 모방기제에 의한 확산과정에서 정책혁신

의 채택에 관한 결정은 정책도입의 결과와 무관하게 수행되므로,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정책의 채택으로 귀결될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 Braun & Gilardi, 2006). 강압기제의 작용은 유익한 정책혁

신의 확산을 억제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의 채택을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Shipan & Volden, 2008). 확산과정에서 강압기제의 작용이

두드러지게 되면 지방자치체제가 분권화된 결정체제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채택하고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디커플링(decoupling)”(Meyer & Rowan, 1977) 현상을 유발할 가능

성도 제기될 수 있다(Tolbert & Zucker, 1983; Kostova & Roth, 2002;

Boxenbaum & Jonsson, 2008/2017; 이석환·김명환, 2020; 한익현·신승윤,

2021).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혁신의 확산에 관한 Rogers의

관점을 수용하여 사회적 학습에 의해 유익한 정책이 널리 채택되는 과정

을 상정하였다(Walker, 1969; Berry & Berry, 1990). 일례로, Berry and

Berry(1990)의 연구에서는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결정요인들

(internal determinants)과 지역적 또는 외부적 확산효과(regional·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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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effects)만을 구분하였다. 어떤 정책혁신이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현상은 ‘학습할 기회(opportunity to learn)의 확대’라는 관점(Volden,

2006; Shipan and Volden, 2008)에서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

다. 정책혁신이 광범위하게 채택될수록 잠재적 채택자들이 사회적 학습과

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선행사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산

은 확산양상에 따라 해로운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15) 확산기제는 정책의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책이 널리 채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산이 유익한 현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 모방, 경쟁, 강압 등 확산기제는

유리한 결과로도, 불리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Volden,

2002; Meseguer, 2005/2006; Shipan & Volden, 2008). 다만, 학습에 의한

확산은 통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Meseguer, 2005/2006). 학

습은 정책결정자에 의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자, 의사결정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다. 학습에 의한 확산은 학습 자체의 합리

성에 의해서도 지지되지만, 확산 자체의 합리성을 지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Strang & Meyer, 1993; Meseguer, 2005/2006). 확산과정에서 정치

적, 정책적 성공이 고려된다는 증거는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Volden,

2006; Gilardi et al., 2008; Gilardi, 2010; Shipan & Volden, 2014). 집행가

능성을 고려한 집행환경의 유사성이 확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Shipan and Volden(2008)에 의해 확립된 확산기제의 유형분류는 국내

연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내 연구들은 Shipan

and Volden(2008)의 확산기제 유형 중 일부 확산기제의 영향만을 선택적

으로 고려하거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확산기제의 영향만을 구분하여 연

구모형에 반영하였다(배상석, 2010; 장석준, 2012, 2013; 이석환, 2013,

2014; 석호원, 2010; 이정철·허만형, 2012, 2016; 김흥주, 2013; 이대웅·권기

헌, 2014, 2015; 조일형 외, 2014; 김대진, 2015; 문승민·나태준, 2015, 2017;

김진영·이석환, 2016; 김혜정, 2017; 김학실, 2018; 박나라·김정숙, 2018; 한

익현·김필, 2020; 한익현, 2021). 그 결과, 국내의 확산연구들에서는 수직적

15) 선행 도입자의 정책 채택이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을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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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기제에 속하는 강압 기제의 영향이나 같은 광역단위 행정구역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된 ‘이웃효과’의 영향만이 반

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 이웃효과와 학습기제의 구분을

시도하고는 있으나(e.g. 조일형 외, 2014; 김혜정, 2017; 한익현·김필,

2020), 아직까지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이 분권화된 결정시스템이 의도하

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확산기제에 관한 측정이 지닌 비일관성이

나 측정도구의 적절성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Shipan & Volden, 2012;

Maggetti & Gilardi, 2015; Gilardi, 2016), 중앙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국내에서 수행된 확산 연구들 다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직적 확산기제와 수평적 확산기제를

구분하여 접근하지만, 수평적 확산기제를 세분하지 않고 ‘이웃효과’ 내지

‘지역적 확산 요인’이 미치는 영향으로 조작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조

일형·이종구, 2012; 김흥주, 2013; 김진영·이석환, 2016; 문승민·나태준,

2015, 2017; 조일형 외, 2014; 박나라·김정숙, 2018; 이대웅·권기헌, 2015;

이정철·허만형, 2012, 2016). 일부 연구들에서만 수평적 확산기제를 영역에

따라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있다(배상석, 2010; 장석준, 2014; 한익현·김필,

2020; 한익현, 2021).

둘째, 대다수 연구들이 확산기제의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다양한 확산기

제의 영향에 관한 분석을 통해 확산 양상 자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최상한, 2010; 장석준, 2012, 2013, 2014; 장석준·허

준영, 2016; 정명은, 2012; 박나라·김정숙, 2018; 석호원, 2010; 이정철·허만

형, 2012, 2016; 조일형·이종구, 2012; 정다원, 2020; 한익현·김필, 2020; 한

익현, 2021). 다만,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이 확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을 고려한 소수의 연구들(조일형 외, 2014; 김대진, 2015; 김혜정, 2017)

이나, 확산의 결과가 정책내용의 수렴(convergence)으로 이어지는지 확인

하고자 시도하였던 이석환(2021)의 연구는 예외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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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기제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다수의 연구들은 미국, 스위스 등 연

방체제(federal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달된 확신

기제의 유형론을 국내 지방자치체제를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적실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는 1991년 부활 이래 30여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정부 및 거대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은 법

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속하는

각 부처나 상위정부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 하에, 사실상

임의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들이 규모가 작고 재정이 빈약하여 중앙정부나

소속 광역자치단체에 의존관계에 있다는 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전제로 확산과정에서 정책실험장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

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 확산연구들에서는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광역 내지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상위정부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영향이 부각되는 사례가 많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압력으로 정책혁신이 채택

되는 과정은 강압기제에 의한 영향으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Shipan &

Volden, 2008), DiMaggio and Powell(1983)이 제시한 “강압적 동형화

(coercive isomorphism)” 현상과도 관련이 깊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

정에서 역시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위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강제나 유인 없이

도 해당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Allen et al., 2004;

Weyland, 2005; Karch, 2006; Braun & Gilardi, 2006; Shipan and Volden,

2008; Berry·김대진, 2010; 최상한, 2010; 장석준, 2012; 정명은, 2012; 이석

16) 수직적 확산기제 중에서도 상향적 확산기제(bottom-up diffusion mechanisms)의 영향
에 초점을 맞춘 이석환(2014)의 연구, 확산기제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요인(network effect)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승민·나태준,
2015, 2017; 이대웅·권기헌, 2014, 2015; 탁성숙·권기헌, 2021)는 특정한 확산기제의 영
향을 확인함으로써, 확산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
나, 확산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확산 양상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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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13). 이 같은 압력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합리화된 신화(rationalized myth)”(Meyer & Rowan, 1977)가 되

었을 때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s)”(DiMaggio & Powell,

1983)이 발생하는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Boxenbaum & Jonsson,

2017).

국가의 하위수준에 속하는 단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수평적 강압기제’

의 영향을 제외하면, 수평적 확산기제는 학습기제, 모방기제, 경쟁기제 등

으로 세분할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 Gilardi, 2016).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 간 경쟁수준이 낮고, 주민의 이동성(mobility)이 높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경쟁기제가 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실제로 경쟁기제를 다른 수평적 확산기제들과 구분하여 측정한 연구사례

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기제의 영향을 고려한 해외 실증연구들은 경쟁

기제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단위들 중 정책을 채택한 단위의 수 또는 비

율’에 의해 조작화한 바 있다(e.g. Shipan & Volden, 2008; Volden, 2002;

Boehmke & Witmer, 2004). 이와 같은 조작화 방식은 ‘지역적 확산 요인

(regional diffusion determinants)’과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경제적 외부성의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예: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your feet)”; Tiebout, 1956), 이

러한 영향이 지리적 경계를 공유한 단위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것이라는

지나치게 강한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학습기제 내지 ‘전국적’ 확

산효과와 ‘수평적’ 모방기제 내지 ‘지역적’ 확산효과의 구분은 비교적 여러

연구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e.g. 최상한, 2010; 조일형 외, 2014; 이대웅·

권기헌, 2015; 한익현·김필, 2020).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사회적 학습에

의해 동기화되는 학습기제의 작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정책혁신의 확

산 현상이 명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기 위해서는 확산이 유익한

(beneficial) 현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은 정책혁신의 성과를 확대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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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할 수 있다(이승종, 2004; 이종수, 2004; 김혜정, 2006; 김대진, 2015).

그러나 다양한 확산기제의 경합가능성을 고려할 때, 모든 확산이 유익하

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학습기제(learning mechanism)에 의한 확산은 문

제해결에 효과적인 정책혁신의 선별적 채택을 가능하게 한다(Weyland,

2005; Meseguer, 2005;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08; 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는 점에서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모방

기제(emulation or imitation mechanism), 경쟁기제(competition

mechanism), 강압기제(coercion mechanism)에 의한 확산이 유익할 가능

성은 그보다 낮거나 불확실하다(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제2절 정책의 재발명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정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Glick & Hays,

1991; Clark, 1985; Savage, 1985; Mooney & Lee, 1995, 1999; Hays,

1996;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Jansa et al., 2019; Hansen

& Jansa, 2021; Chen & Huang, 2021; i.e. Rogers, 1995/2003; Rice &

Rogers, 1980).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채택은 다른 단위의 정책내용을 모

방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

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이 나타날 수 있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어떤 정책혁신을 채택하는 과정은 채택 여부를 결정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어떤 내용(content)을 결정할지 결정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Rice & Rogers, 1980; Carley et al., 2017). 확산과정

에서 혁신을 채택하는 단위들은 단순히 앞서 채택된 혁신의 내용을 수용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수 있다(Rogers,

1962/2003; Rice & Rogers, 1980; Glick & Hays, 1991; Hays, 1996a). 확

산과정에서 학습(learning)은 비단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별하는 과

정일 뿐만 아니라, 정책혁신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혁신의 범위(the

extent)를 넓히는 과정이기도 하다(Hays, 1996a; Mooney & Lee, 1999;

i.e., Downs & Mohr, 1979)는 것이다. 정책이 재발명되는 현상은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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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른 정책내용의 변화과정으로서 정책혁신이 진화하는 과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e.g. Glick & Hays, 1991; Hays, 1996a; Mooney & Lee,

1999).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다수의 정부나 기관들에

서 동시에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Berry &

Berry, 1990; Volden, 2002, 2006; Shipan & Volden, 2006, 2008; Gilardi,

2010; Gilardi & Fuglister, 2008, 2012; 최상한, 2010; 장석준, 2013, 2014;

이석환, 2013; 김대진, 2015). 확산과정에서 일부 정책내용이 변경될 수 있

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은 그대로 전이(transfer)되기 때문에 정책혁신의

동일성은 유지된다(Glick & Hays, 1991).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내용 일부

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책혁신의 동일성 자체는 유지된다는 입장

을 취한다(Glick & Hays, 1991; Mooney & Lee, 1995/1999; Hays, 1996a,

1996b; Carley et al., 2017; Chen & Huang, 2021). 단항적(monadic) 사건

사 분석에 의한 확산 연구들은 정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특정한 정책이 여러 단위들에 의해 채택(adoption)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

췄다. 대쌍적(dyadic) 사건사 분석에 의한 확산 연구들 역시 확산과정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이 정책의 변동(policy change)을 거쳐 서로 다른 단위들

사이에서 정책의 유사성(similarity)을 높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

다(Volden, 2006, 2016; Gilardi et al., 2009; Gilardi, 2010; Fuglister &

Gilardi, 2012).

정책혁신의 내용(content)에 대한 관심은 “피상적인(superficial)” 혁신과

“심오한(deep)” 정책혁신을 구분해야 한다는 Downs and Mohr(1976,

1979)의 주장에서 비롯하였다. Downs and Mohr(1979)는 혁신의 확산과

정에서 문제되는 혁신 개념의 하위요소로 “활용의 조기성(the earliness

of use)”과 “활용의 규모(the extent of use)”를 제안하였다. 이 개념 구분

은 혁신이 “확산(diffusion)” 단계와 “채택(adoption)” 단계를 거쳐 실현되

며, 확산 단계에서는 혁신의 채택 시점이, 채택 단계에서는 채택의 규모가

혁신에 있어 중요한 차원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만, Downs and

Mohr(1979)의 연구에서 ‘피상적인’ 혁신과 ‘심오한’ 혁신의 구분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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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정책내용이 시행되는 ‘규모(extent)’의 차이를 지칭하였다.

Downs and Mohr(1979)의 관점에서 혁신의 확산은 혁신의 일정한 내용이

다수의 단위들에 의해 채택되는 과정으로 규정되었으며, 이 관점에서 단

위마다 다른 내용의 혁신을 채택하는 현상은 혁신의 확산되는 과정이 아

니라 혁신특성(innovation attributes)이 일부, 또는 전부 상이한 ‘다른 혁

신’의 채택으로 이해되었다(Downs & Mohr, 1979).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같은’ 정책혁신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추가

로 고려하였다. Rogers(1985/2003)는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

용이 변용되는 “재발명(reinvention)” 현상과 ‘일정한’ 내용의 혁신이 단위

마다 다르게 실행되는 “채택의 규모(the extent of adoption)”(Rogers,

2003)를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Glick and Hays(1991)에 의해 채택되었다.

Glick and Hays(1991)는 확산과정에서 정책혁신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도 내용이 달라지는 현상을 혁신의 “규모(extent)” 차이가 아닌 “범위

(scope)”의 차이로 명명한 Clark(1985)의 연구성과를 계승하여, 채택된 혁

신의 범위(scope)가 단위마다 달라지는 현상을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은 Rogers(1962/2003)가 제시한 “재발명(reinvention)” 개념을

정책혁신에 적용한 것이다(Glick & Hays, 1991). ‘재발명’을 거쳐 혁신 채

택의 범위(scope)가 달라지는 현상은 확산과정에서 혁신의 채택자들에 의

해 혁신의 내용이 수정(modification)되거나 추가됨으로써 나타난다(Glick

& Hays, 1991)는 점에서 확산과정에서 일정한 혁신 내용이 정책의 집행

등을 거쳐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과는 구분된다.

정책의 재발명은 정책혁신의 확산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

정한 패턴을 지닐 것으로 가정되었다(Glick & Hays, 1991; Mooney &

Lee, 1995, 1999; Hays, 1996b). 확산과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

혁신에 관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다(Glick & Hays, 1991: 842). 이 설명

이 타당하다면, 이른 시점에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보다 늦은 시점에 정

책혁신을 채택한 단위가 정책혁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혁신의 범위에 대응하는 정책의 재발명을

활발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Glick & Hays, 1991). 반면, 이른 시점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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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혁신을 채택한 단위들에서는 정책혁신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

이다. 실제로, Glick and Hays(1991: 843)의 연구에서는 채택일자가 늦은

주 정부일수록 최초의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조항들(provisions)을

포함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정책의 재발명은 이미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에서 채택내용을 개정

(amendment)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Glick & Hays, 1991: 837-838;

Hays, 1996b; Mooney & Lee, 1999; Carley et al., 2017). 정책의 재발명

을 위한 사회적 학습은 정책혁신을 최초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혁신이 채택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Glick & Hays, 1991). 따라서, 정책의 재발명은 확산과정 전반에 걸쳐 지

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Glick & Hays, 1991).

채택 이후 개정(amendment)은 해당 단위에서 채택한 정책혁신의 내용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Carley et al., 2017). 정책결정자들은

개정에 의해 정책혁신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다른 단위에 속하

는 정책결정자들의 행위를 관찰한다(Hays, 1996a; Carley et al., 2017). 그

럼에도 개정과정에서 다른 단위로부터의 영향이 정책혁신의 내용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Carley et al., 2017). 다만,

‘개정’에 의한 재발명이 정책혁신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의 채택’에

의한 재발명이 정책혁신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만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Glick & Hays, 1991: 846-847). 실제로, Glick and Hays(1991)의

연구에서 개정에 의한 재발명이 정책혁신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개정시

점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Hays(1996b: 554)는 이 같은

경향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내용의 수렴

(convergence)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는 확산과정에서 혁신이 재발명되는 현상의 주된 원인을 사회

적 학습(social learning)에서 찾았다(Hays, 1996a; Glick and Hays, 1991;

Rogers, 1978/2003; Mooney & Lee, 1995, 1999). 다른 단위의 정치적 또

는 정책적 경험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회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Rose, 1993). 정책결정자는 사회적 학습

에 의해 선행 사례로부터 교훈(lessons)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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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요구(local needs)에 맞춰 혁신을 변용할 수 있다(Rice & Rogers,

1980). 정책과정에서 학습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대안의 효과성

에 관한 사전적 신념(prior beliefs)을 수정하는 행위이다. 다만, 정책혁신

의 효과성에 관한 사전적 신념 자체가 이상점(ideal points)의 차이로 인

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Dobbin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정책

결정자의 이념적 성향이 달라지면, 학습의 효과 역시 달라지게 된다

(Gilardi, 2010).

사회적 학습은 확산과정에서 후속 채택자(subsequent adopters)가 그보

다 앞선 채택자들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수행된다(Mooney

& Lee, 1995, 1999; Hays, 1996a; i.e. Hall, 1992; Rose, 1993). 사회적 학

습이 활발하게 수행될수록 앞선 채택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되므로, 재발명을 거쳐 채택되는 정책혁신의 범위가 확대되게

될 것이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Mooney & Lee, 1995). 정

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정책혁신의 범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Mooney & Lee, 1995). 보다 늦은 시점

에 정책혁신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단위일수록 다른 채택자로부터 활용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Hays, 1996a,

1996b). 사회적 학습에 의한 정책의 재발명 현상은 점진적인(incremental)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Hays, 1996b; Mooney & Lee, 1995).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정책혁신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

되는 것은 아니다(Mooney & Lee, 1995, 1999). 일부 연구에서는 채택 시

점과 정책내용의 포괄성에 의해 측정된 정책혁신의 범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Hays, 1996b; Mooney & Lee, 1999).

채택 시점과 정책혁신의 범위 사이에 일관성 있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

는다는 사실은 사회적 학습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재발명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시사한다(Hays, 1996a; Mooney & Lee, 1995, 1999). 정책의 재발

명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정책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거나(e.g.

Mooney & Lee, 1999), 정책의 재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외부

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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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ey & Lee, 1995; Hays, 1996a). 일례로, Mooney and Lee(1999)는

정책혁신을 내용에 따라 경제적 목적을 지닌 정책과 비경제적 목적을 지

닌 “도덕성 정책(morality policy)”(Mooney & Lee, 1995)으로 구분하는

관점에서, 정책내용이 지식이나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의 경우 채택

시점과 정책혁신의 범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ooney and Lee(1995), Hays(1996a) 등은 ‘혁신의 재발명’에

관한 Rice and Rogers(1980)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혁신에 관한 논쟁의

수준(the level of controversy), 정책결정자가 속한 단위의 고유한 정책수

요(needs)나 환경(circumstances), 유권자 및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political ideology) 등을 고려하였다. Hays(1996a), Jansa et al.(2019),

Hansen & Jansa(2021) 등은 정책의 재발명이 입법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입법기관의 전문가주의(legislative

professionalism) 수준에 따라 재발명에 의한 정책혁신 채택의 내용이 달

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재발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적 결정요인으로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에 기초하여 정의

된 인접 단위로부터의 영향을 주로 고려하였다(Hays, 1996a; Mooney &

Lee, 1995, 1999; Carley et al., 2017). 다만, 대쌍적 사건사 분석을 적용한

Carley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 외에 이념적 인접성

(ideological proximity)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재발명 과정에서 사회적 학

습은 이념적으로 유사한 단위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Dobbin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연구의 목표는 정책혁신의 확산 과정이 정책내용

의 진화(evolution)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발명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책혁신이 확산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적되는 지식

과 정보를 반영한다면, 확산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혁신은 이전보다

‘진화된(evolved)’ 내용을 갖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정책의 재발명 현상을 관찰한 초기 연구들(e.g. 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Clark, 1985; Mooney & Lee, 1995,

1999)은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재발명이 발생한다면, 채택되는 정책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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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일부 정책혁신

사례에서는 최초의 채택시점이 늦은 단위들에서 채택된 정책혁신이 보다

포괄적인(comprehensive)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e.g.

Glick & Hays, 1991; Hays, 1996a). 이 같은 시각에서 정책의 재발명을

관찰한 초기 연구들(e.g. Hays, 1996a, 1996b)에서 재발명은 정책혁신의

범위(the extent)가 확대되는 현상으로서 조작화되었다.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증연

구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택된 정책혁신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장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관되게 지지하지는 않는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정책혁신의 범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

되지 않거나(e.g. Hays, 1996b; Mooney & Lee, 1995, 1999; Clark, 1985),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기도 했다(Mooney & Lee, 1995, 1999).

Mooney and Lee(1995, 1999), Hays(1996b) 등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

고 정책혁신의 ‘진화’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제한적인 내용만을

채택되는 경향을 사회적 학습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인이 작용

한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Mooney and Lee(1995, 1999)는 이

결과를 정책혁신이 정책으로서 지닌 현저성(salience)이나 복잡성

(complexity)의 차이에 의해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Hays, 1996b;

Mooney & Lee, 1995, 1999). 현저성이 높거나 복잡성이 낮은 “도덕성

(morality)”에 관한 정책혁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 감소하고

정치이념이나 단위마다 상이한 정책수요에 따라 채택되는 정책혁신의 범

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Hays(1996a)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책혁

신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단위 내부의 결정요인이 사회적

학습의 영향과 경합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Taylor et al.(2012)의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의 요소들(components)을 세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정책 특

성의 차이에 따라 영향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

서 발전된 연구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채택된 정책혁신의 범위에

미치는 단위 외부로부터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학습에 의

한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책내용의 ‘주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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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단순히 보다

많은 정책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Carley, Nichoson-Crotty and

Miller(2017)의 연구는 대쌍적 사건사 분석에 의해 지리적 인접성 외에 이

념적 유사성(ideological similarity)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정책혁

신의 최초의 채택(initial adoption)에 의한 재발명의 결정요인과 개정

(amendment)에 의한 재발명의 결정요인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정책의 재발명은 채택된 정책혁신의 내용이 이전보다 확

장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갖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였다(e.g. 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Mooney &

Lee, 1995, 1999; Taylor, 2012; Carley et al., 2017). 포괄성의 수준은 확

산과정에서 정책혁신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 요소들(policy

elements)의 채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지를 바탕으로 측정되

었다. 이 관점에서 정책의 재발명이 갖는 의의는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

정에서 채택된 혁신의 내용적 요소가 증가함으로써 “진화(evolved)”(Glick

& Hays, 1991; Hays, 1996b; i.e., Clark, 1985) 것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접근은 확산과정이 진행될수록 앞선 채택자들에 의해 수행된 정

책실험에 의해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혁신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Rice & Rogers,

1980; Rogers, 1995/2003). 그러나 정책내용의 종합성 변화로 대표되는 정

책내용의 총량의 변화는 그 자체로는 명확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

의를 갖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정책혁신의 확산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

서 사회적 학습을 거쳐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현상

으로 해석될 수 있다(Volden, 2006; Messeguer, 2004, 2005; Gilardi,

2010). 그러나 사회적 학습의 결과가 정책내용의 총량을 증가시킬수도, 감

소시킬수도 있다면, 단순히 정책내용의 총량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만으로

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Jans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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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 현상을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Jansa et

al.(2019)는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이라는 용

어에 의해 확산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위가 입법과정에서 동일한 언어

(language)를 채택하는 현상을 지칭한 바 있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

정에서 핵심적인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는 점에

서, 확산과정에서 입법내용이 유사성을 갖는 현상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

은 아니다. 그러나 과도한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실정에 맞

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나 변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Jansa et al., 2019). 확산과정에서 모든 변화가 바람직하다

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조례 내용을 그대

로 따라 입법하는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은 변화의 방향이 적합한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지양되어야 할 현상이다.

제3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디커플링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실험장이 되기 위해서는

채택된 정책혁신이 실질적으로 집행(implementation)되어야 한다(이승종,

2004; 이승종 외, 2005/2021). 그러나 정책이 채택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

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신제도주의 조직론은 조직

이 자율성을 가질 때 정책의 채택(adoption)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분리될(decoupled)’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Meyer &

Rowan, 1977; Brunsson, 1989; Boxenbaum & Jonsson, 2017; 김윤호,

2016; 김동수 외, 2017).

Meyer and Rowan(1977)의 선구적인 논의에 따르면, 제도의 채택과 운

영의 분리가능성은 조직의 “공식구조(formal structure)”와 “실질적인 직

무수행(actual work activities)”이 괴리되는 “디커플링(decoupling)”에 의

해 실현된다.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조직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

는 반면(Thomson, 1967; Scott, 2003), 신제도주의 조직이론가들은 조직이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social expectation)에도 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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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강조한다(Meyer & Rowan, 1977; 김동수 외, 2017). 모든 조직은

사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Meyer & Rowan, 1977; Oliver, 1991). Meyer and Rowan(1977)의 주장

에 따르면 조직은 이른바 “신뢰와 선의의 논리(a logic of confidence and

good faith)”에 따라,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합리화된(rationalized myths)”

를 공식구조로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정당성(legitimacy)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Meyer & Rowan, 1977).

조직 차원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양립가능하지 않을 때, 조직은 공식구조 차원에서 합리화된 신화

를 채택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제 생산활동은 공식구조와

무관하게 운용함으로써 공식구조와 생산활동을 분리시키는 “디커플링

(decoupling)”에 의해 대응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효율성에 정향된 행위와 정당성이 정향된 행위가 상충하는 현상은 제도환

경과 기술환경의 불일치로 묘사된다(Meyer & Rowan, 1977; Scott et al.,

1994; Brunsson, 1989; 김명환, 2009; 김윤호, 2016; 김동수 외, 2017; 성민

정·원숙연, 2017). Scott et al.(1994)의 분류에 따르면 “기술환경

(technological environment)”은 시장 기제에 의해 조직의 산출물이 평가

되는 환경으로, 제도환경은 시장기제의 사각에서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바탕으로 산출물이 평가되는 환경으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 제도환경과

기술환경의 불일치는 유사한 제도환경을 공유하는 조직들에 대해 보편적

수용이 요구되는 제도화된 신화가 개별 조직이 직면하는 기술환경의 요구

와 상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Scott et al., 1994).

제도환경이 조직에 가하는 압력은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는 조직들에게

제도화된 신화로 정착된 공식구조의 보편적 수용을 압박하게 된다(Meyer

& Rowan, 1977; DiMaggio & Powell, 1983). 조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공식구조를 채택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직 외부에 속하는 행위자들은 조직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대신 조직이 제

도화된 신화를 공식구조에 수용했는지를 근거로 조직의 정당성을 판단하

게 된다(Boxenbaum & Jonsson, 2008/2017; Crilly et al., 2012, 2016). 그

결과 조직들은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의 최적대안이 아닌,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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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는 대안을 공식구조에 수용하도록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데,

DiMaggo and Powell(1983)은 이 압력을 조직들의 공식구조를 유사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으로 명명하였다.

동형화 압력에 직면한 조직은 최적대안이 아닌, 사회적으로 널리 지지되

는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지지되는 공식구조를 채택하면서 공식구조와 실제 업무수행을 분리

(decoupling)시켜 대응하는 디커플링에 의해 기술적 효율성을 보전할 수

있다(Meyer & Rowan, 1977; Brunsson, 1989).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과 조직의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제도주의 조직

이론과 구분된다(Boxenbaum & Jonsson, 2017; 김동수 외, 2017). 디커플

링 이론가들은 조직의 하위체제들이 “느슨하게 연결될(loosely coupled)”

가능성을 전제로(Weick, 1976) 공식구조의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과 채택

된 공식구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Boxenbaum & Jonsson, 2017; 김동수 외, 2017). 동형화 압력은 주로 유

사한 공식구조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므로(DiMaggio & Powell, 1983) 공

식구조의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비해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보다 자

율적이다(Boxenbaum & Jonsson, 2017). 다만, 과거에 비해 조직의 투명

성(transparency)이 강조되면서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제도적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Bromley & Powell,

2012; Wijen, 2014/2015).17)

디커플링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비해, 디커플링에 관한 실증연

구는 많지 않다(Boxenbaum & Jonsson, 2017). 디커플링에 관한 실증연구

는 주로 제도환경의 영향이 강한 공공부문 조직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거

나, 정부가 공공기관이 민간부문 조직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제

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디커플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Boxenbaum & Jonsson, 2017).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채택한 제도나 정책

17) 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빈약하다(김동수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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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간부문에 속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용을 압박하는 제도환경을 구성

하게 되므로 디커플링은 민간기업들에서 역시 관찰될 수 있다(e.g.

Edelman, 1992; Westphal & Zajac, 1994, 2001; Kostova & Roth, 2002;

Fiss & Zajac, 2006; Crilly et al., 2012; Marquis et al., 2014).

일례로, Seidman(1983)은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수범자인 교육기관들에

의해 기대했던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을 디커플링으로 규정하여 분

석하였다. Edelman(1992)은 미국에서 공정한 고용/적극적 차별시정조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채택된 개

정 시민법(Civil Right Act)의 집행수준이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을 디커플링으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Westphal and Zajac(1995, 2001)은

미국 연방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사주 매

입 허용 프로그램(stock purchase program)의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기업

간 시행수준의 차이를 디커플링으로 규정하여 접근하였다. Kostova and

Roth(2002)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을 대상으로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제도적 특성(institutional profile) 및 해당 국가와의 관계적

맥락(relational context)이 해당 국가에서 제도화된 조직 관행의 상징적

채택(ceremonial adop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ss and

Zajac(2006)은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정부나 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바람직한 것으로 프레이밍된 전략이 실제로 조

직관리 차원에서 전략의 변경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디커플링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Crilly, Zollo, and Hansen(2012)은 17개 다국적

기업의 고위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나 조

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조직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채택이 강제될 때 실제로 디커플링 전략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디커플링 현상은 국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수의 실증연구들

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연봉제, 성과주의평가보상제도 또는

성과주의 인사제도(김동배, 2010; 정장훈, 2013; 김종관·강희경, 2014),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또는 가족친화제도(정장훈·조문석·장용석, 2011; 김복

태·조경호, 2012; 성민정·원숙연, 2017, 2018),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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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09), 공공기관 정보화 감리제도(이철주·심광호, 2016), 성인지 예산제

도(박은순·하태수, 2018), 대학입학사정관제(변수연, 2018) 등의 디커플링

에 관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을 분석단위로 하여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연구는 비교적 적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제도

중에서는 성과중심 보상제도(장혜윤·최정우·박해육, 2017), 주민참여예산제

도(이석환·김명환, 2020), 원문정보공개제도(한익현·신승윤, 2021) 등에 관

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디커플링은 조직이 정당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

응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Meyer & Rowan, 1977; 정장훈 외, 2011; 김동

수 외, 2017). 조직은 디커플링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정책을

채택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직에 불리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

지는 않음으로써 제도환경의 정당성 요구와 기술환경의 능률성 요구에 동

시에 대응하여, 조직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Meyer &

Rowan, 1977; Boxenbaum & Jonsson, 2008/2017). 디커플링이 조직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국내에서 수행된 일부 실증연구에서 확인되기

도 하였다(e.g. 정장훈·조문석·장용석, 2011; 김복태·조경호, 2012; 김종관·

강희경, 2014). 정장훈 등(2011)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디커

플링 현상의 발생을 우려하면서도, 재무역량이 양호한 조직들에서 디커플

링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김복태와

조경호(2012)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부 사업에 관한 디커플링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김종관과 강희경

(2014)은 목표관리제, 연봉제 등 성과주의 평가보상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디커플링 현상의 발생을 관측하는 한편, 디커플링이 조직의 재무적·비재

무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분석결

과는 오히려 일부 디커플링 현상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관·강희경, 2014: 81-82).

반면, 디커플링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목표모호성 하에서 디커플링은 목표모호성(goal ambituity)

내지 “법률안의 모호성(legislative ambiguity)”(Edelman, 1992) 하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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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목표달성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거나(Seidman,

1983), 제도나 정책의 적용대상 중 일부 조직에서 순응(compliance)을 이

끌어내는데 실패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Edelman, 1992; Westphal &

Zajac, 2001). 디커플링을 실질(substance)과 무관한 상징적(symbolic) 행

위 내지 수사적(rhetoric) 언명으로 규정하거나(Westphal & Zajac, 1994,

2001; Marquis et al., 2016), 도입목적(ends)과 수단(means)의 차이로 재

정의함(Bromley & Powell, 2012; Wijen, 2014)으로써 채택된 제도가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Colyvas and Jonsson(2011)의 논의에서 디커플링은 이른바 ‘확산 없는 제

도화(institutionalization without diffusion)’로서 혁신이 규범적 수용

(normative acceptance)되고 재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활용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종범(2008)은 디커플링과 유사

하게 도입된 정책이 목표 대비 불충분하게 집행되거나 아예 집행되지 않

는 현상을 ‘상징적 형식주의’로 규정하여 접근한 바 있다. 이종범(2008)은

형식주의를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행동'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로 규정

하는 관점에서 법이나 제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상징적 형식주의’가

시행을 전제로 도입된 법, 제도의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비효율성과 지

연비용,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8) 정책이나 제도의 도

입은 시행을 전제로 하므로 정책이나 제도의 불충분한 시행은 비효율, 지

연비용, 불확실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이종범, 2008: 7). 혁

신적인 제도나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이종범, 2008; 김윤호, 2016)

기존관행을 고수하는 경향을 유발한다(안성민, 2009)는 점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다. 또한, 형식주의가 지속되면 도입된 규정이 사문화되어 목적 달

성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에 취약한 이원화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도 지적된다(오석홍, 2020). 또한 형식주의가 만연한 조직에서는 기존 관

행을 고수하는 퇴행이 일어난다(소형진·안성민, 2011). 또한, 김윤호(2016:

238)는 디커플링이 유발하는 제도환경에의 ‘의식적(ceremonial)’ 순응이 공

18) 이종범(2008)의 형식주의 논의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디커플링 관련 일부 연구(e.g. 김윤호, 2016)는 이종범(2008)
의 ‘상징적 형식주의’ 개념과 디커플링 개념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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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규칙 간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식적 순응이 실질적 순응으

로 이어질 경우 기술환경에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디커플링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김윤호, 2016: 241), Meyer

and Rowan(1977)의 주장과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효과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것(김윤호, 2016: 241)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디커플링을 주제로 수행된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디

커플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e.g. 김명환, 2009; 김

동배, 2010; 정장훈, 2013; 김윤호, 2016; 이철주·심광호, 2016; 성민정·원숙

연, 2017; 박은순·하태수, 2018; 이석환·김명환, 2020; 한익현·신승윤,

2021). 김명환(2009)은 공공기관이 혁신평가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

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혁신평가

제도는 규제적(regulative) 제도로서 순응을 강제 또는 유인할 수 있는 내

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직면하는 제도환경의 일부를 구성한다

(김명환, 2009: 164-165). 일부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평가결과의 예측가능

성, 일관성, 획일성,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으며, 평가지표

가 조직이 직면한 문제해결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적인

업무수행과 평가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분리하여 대응하

였다(김명환, 2009: 166-167). 김동배(2010)는 연봉제를 도입한 이후 실제

로 실행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

에서 연봉제의 디커플링 현상은 “무늬만 연봉제”(김동배, 2010: 36)라는

부정적인 표현과 결부되었다. 정장훈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

립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관측된 디커플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정장훈 외, 2011: 199-200).19)

정장훈(2013)의 연구에서 디커플링은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실질적인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의 메커니즘으로 지목되었다(정장

훈, 2013: 180). 김윤호(2016)의 연구에서 디커플링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정주의로 인한 비합리적·비윤리적 행태를 유발할

수 있어 조직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한

19) 다만 재정역량이 양호한(1인당 매출액 수준이 높은) 조직들에서는 오히려 디커플링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관측되었다(정장훈 외, 2011: 199,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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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전비리 사건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례분석 결과, 한수원의 디커플

링 전략은 집단응집력과 한수원이 지닌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으나, 결국 2012년 적발된 “원전비리”(김윤호,

2016: 255)로 귀결되었다. 이철주와 심광호(2016)는 정보화 사업 감리과정

에서 감리를 담당하는 조직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디커플링 현상을 분석하

였다. 실제 분석결과, 디커플링 현상은 감리제도의 실질적 시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철주·심광호, 2016: 85-86). 성민정과 원숙연

(2017)의 연구에서 가족친화제도의 디커플링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활용하

지 않는 현상으로 규정되었다. 박은순과 하태수(2018)는 성인지 예산제도

가 대대적인 시행에도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디커플링으로 규정

하는 관점에서 디커플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석환과 김명환(2020)의 연

구에서 디커플링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의 격차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으로 지목되었다(이석환·김명환, 2020:

2-3). 한익현과 신승윤(2021)은 정책혁신의 확산을 거쳐 도입된 정보공개

청구제도와 중앙부처 주도로 일괄도입된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적을

대비시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원문정보공개행태에서 나타나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투명성(transparency)이

약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디커플링에 관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디

커플링을 완화 또는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조직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연구들

에서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된 제도나 정책들이 개혁의 대상인 공공

조직들의 소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두드러진다. 디커플링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검

증하고자 했던 소수의 실증연구들 역시 디커플링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디커플링은 주로 어떤 정책에 관한 조례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도입목적의 달성에 실패하는 부

정적인 현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을 부정적인 현상으로 규정하여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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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상기 검토결과에 따르면 디커플링은 형식주의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사회시스템 수준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택

된 정책을 목표달성을 위해 유의미한 수준까지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종범,

2008; 김윤호, 2016). 또한, 정책혁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확산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확산과정에서 전파되어야

할 정책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학습은

앞선 채택자들의 사례로부터 확인된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

는데, 채택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성에 관한 유의

미한 정보가 산출되지 않을 수 있다. 낮은 집행수준 자체가 확산에 부정

적인 ‘신호(signals)’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e.g.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따라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발

생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실험장으로서 역

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

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소결: 연구문제의 제시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정책혁신

의 확산이 지방자치의 능률성에 기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의 관점에서 능률성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분권화된 결정체제를 구성하

는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s)”로서 정책혁신의 발생과 전파를

주도할 때 충족될 수 있다(이승종, 2004; 이종수, 2004; 김혜정, 2006;

Volden, 2002, 2006; Meseguer, 2005, 2006; 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i.e., Brandeis, 1932; Walker, 1969; Tarr, 1970). 이 주장은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행위자들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채택하고, 채택과정에서 정책내용

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나아가 채택된 정책

을 실질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지될 수 있다. 이상의 조건들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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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이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일종의 “정책실험장(policy

laboratories)”(Brandeis, 1932; Volden, 2006)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혁신의 확산이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산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에 의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 수행됭야 한다는 주장(Meseguer, 2005, 2006; Volden, 2006;

Gilardi, 2010)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혁신을 선별하여 채택하고, 기존의 정책

내용을 실정에 맞춰 변용하는 사회적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정책혁신의 성

과를 확대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Walker, 1969; Glick &

Hays, 1991; Weyland, 2005; Volden, 2006; 이승종, 2004). 사회적 학습은

학습의 일종으로, 다른 단위의 정치적 결과(political outcome) 및 정책결

과(policy outcome)를 관찰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신념을 변

화시키는 과정이므로(Walker, 1969; Weyland, 2005; Braun & Gilardi,

2006; Dobbins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i.e. Heclo,

1974; Hall, 1992). 채택된 정책혁신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위가 많아질

수록 사회적 학습에 요구되는 정보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 학습

의 기회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채택된 정책혁신의 실질적인

집행은 그 자체로 정책실험으로써 확산과정에서 각 단위가 정책실험장,

민주주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가 채택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한

청년기본조례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혁

신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내용의 수정(modification) 내지 수정을

통해 지역적 요구에 대한 적응(adaptation)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

Glick and Hays(1991)를 비롯한 일부 확산연구들은 초기 확산연구가 일

정한(constant) 내용을 갖는 정책이 채택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

지 확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내용(policy content)의 변화를 간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Clark, 1985; Savage, 1985; Mooney and Lee,

1995/1999; Hays, 1996a; Taylor, Lewis, Jacobsmeier, and DiSarr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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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 2014; Carley, Nicholson-Crotty, and Miller, 2017; Jansa,

Hansen, and Gray, 2019; Hansen & Jansa, 2021).

선행연구에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변화는 정책의

“재발명(reinvention)”(Glick and Hays, 1991; i.e., Rogers, 1978/2003)으로

명명되었다. 다만, 앞선 선행연구 검토 결과가 시사하는 바, 정책의 재발

명에 관한 연구들은 채택된 정책혁신 내용의 정량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해왔다. 그 결과, 정책 재발명에 관한 연구들은 확산과정에

서 재발명이 발생한다는 것이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산 도중 나타나는 정책내용의 변화를

정책의 재발명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부정적인 함의가 비교적 뚜렷

한(Jansa et al., 2019; Hansen and Jansa, 2021) “복사-붙여넣기 입법

(copy and paste lawmaking)”(Jansa et al., 2019, 이하 ‘복붙입법’) 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책내용의 총량변화와 달리 복붙입법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관찰하여 측정한다. 복붙입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정책의 아이디어 내지 정책용어(policy language)

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정책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가 수행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Jansa et al., 2019). 따라서 복붙입법의 발생은 정책혁신

의 확산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정책결정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회나 집행기

관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럴 필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

는 현상을 대표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면 지방분

권체제가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능률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충족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채택된 청년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었

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정책의 실질적 집행은 정책혁신이 확산되

는 과정에서 잠재적 채택자들이 사회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반면, 청년정책이 채택되고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디커플

링(decoupling)” 현상이 만연할수록 정책혁신의 확산이 가질 수 있는 이

점은 약화될 것이다. 청년정책을 채택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결과나 정책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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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발생

하는지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정책의 채택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이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부터는 사실상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에 청년정책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20) 따라서 2020년 이

후 청년정책을 채택 또는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청년정책을 채택

하고도 형식적으로만 집행되는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디커플링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신 논의를 반영하여 청년정책의

채택시점이 앞선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질적 조응

(substantive conformity)을 거쳐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2-1]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수립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20) 「청년기본법」은 제정 이래 현재까지 제4조 각 항에서 청년정책의 시행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문제: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혁신의 확산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행정의 능률성에 기여하였는가?
연구문제 1: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2: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and-paste

lawmaking)”이 발생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채택된 청년정책의 핵심내용이 형식적으로만 집행되는 “디커플링

(decoupling)” 현상이 일어났는가? 만약 그렇다면, 청년정책에 관한 디커플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표 2-1]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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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도입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활발하다. 청년기본조례는 서

울시의 최초 제정(2015년 1월) 이래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

되었으며,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8월 이후에도 활발하게 제·개정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7개 전

체 광역자치단체 및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약 87.2%에 해당하는 197개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단기간에 이처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서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는 조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채택된 것은 청년문제

의 심각성을 방증함과 동시에 청년층을 고유한 정책대상으로 하는 중앙정

부 차원에서의 정책대응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중앙정부에 앞서, 청년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

정(2020년 2월)에 앞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초로 기본조례 성격의 청년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2015년 1월)이며,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조례의 제

정이 이어졌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응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대응의 시발점은 2006년 창원시에서 제정된 「창원시 청년취업센

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에서 최초

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 약 10년 동안 “청년”

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제정사례는 15건에 불과하다. 2015년 이후 현재까

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로드된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제·개정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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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건(2021년 8월 31일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2015년 1월)을 계기로 청년정책

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청년정책들에서는 청년문

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2015년 이전의 청년정책이

청년고용에만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이라면, 이후의 청년정책은 장기적

인 관점에서 취업·창업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정책, 저렴한 가격에 주거공

간을 제공하는 주거정책, 보건·의료서비스나 문화예술의 향유를 지원하는

생활정책 및 심의·자문위원회, 정책협의체를 통해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 이상의 내용은 과거 고용문제를 중심으

로 청년정책을 사고하던 흐름에서 일탈한 것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패러

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기본

조례의 제정은 종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던 청년‘고용’정책과 구

분되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의 채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특징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에 대한 상이한 연령규정을 가지

며,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처

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차별화된 내용을

갖는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했다는 것은 적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른바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s)’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정

책결정을 수행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바탕

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관찰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내

용을 선별하여 청년기본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가 분권화된 결정체제로서

가질 수 있는 실천적 의의가 재차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른 시점에 청년기본조

례를 제정했다는 점,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당수 청년기본조례들

이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내용을 단순모방했을 가

능성, 상위정부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소속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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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정책결정에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s)으로 작용했을 가능

성을 시사하기도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의 광범위한 채택을 ‘도입주체에게 새

로운’ 정책이나 제도, 아이디어, 관행 등이 널리 퍼지는('spread') 현상을

혁신의 확산으로 규정한 Rogers(2003) 및 Walker(1969)의 관점에 따라 정

책혁신의 확산으로 규정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Shipan and

Volden(2008) 이래 대다수 확산연구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습(learning),

강압(coercion), 모방 또는 흉내(emulation or imitation), 경쟁(competition)

의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내 실정 및 분석대상인 청년정책의

특성에 맞는 확산기제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상의 구분은

확산의 동기(motive)에 따른 구분으로, 학습기제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에 의해, 강압기제는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다른 행위자의

정치적 압력(political pressure)에 의해, 경쟁기제는 경제적 경쟁(economic

competition)에 의해, 모방기제는 불확실성 하에서 자신보다 우수한 행위

자(actors)의 정책을 따라 채택하고자 하는 인지적 휴리스틱(cognitive

heuristics)의 일환으로 각각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책실험장으

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기제의 작용

을 측정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청년정책 및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연구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연구방법 및 주요

변수들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하고, 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5절에서는 분석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청년정책의 확산 양상: 확산기제의 경합가능성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은 혁신이 같은 사회시스템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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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들 사이에서 어떤 채널을 거쳐 의사소통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Rogers, 1962/2003).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조

직, 정부가 채택한 혁신을 다른 개인이나 조직, 정부가 따라 채택함으로써

혁신을 채택한 단위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관점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역시 어떤 정부나 기관에서 채택한 정책을 다른 정부나 기관에서 채택함

으로써 정책을 채택한 정부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Walker, 1969; Gray, 1973; Berry & Berry, 1990).

위 [표 3-1]은 연도별/광역자치단체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

례 채택 현황을 나타낸다. 청년기본조례는 서울시의 최초 제정(2015년 1

월) 이래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되었으며,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8월 이후에도 활발하게 제·개

정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 및 186개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비교적 빠른 시점에 완료(2018년)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중에도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청년기본조례를 제

정21)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추세는 2016년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합계
20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2016 0 4 1 0 1 0 2 2 6 0 1 5 2 1 0 25
2017 1 7 0 3 2 0 0 0 5 0 0 10 0 7 3 38
2018 2 7 4 6 1 1 1 3 4 2 2 5 2 6 2 48
2019 4 13 7 5 0 3 2 3 9 1 3 0 3 1 0 54
2020 3 0 6 5 1 3 0 4 0 2 1 1 3 0 2 31
합계 10 31 18 19 5 7 5 12 24 5 7 21 10 15 8 197
소속
기초
정부

18 31 18 23 5 8 5 16 25 5 10 22 14 15 11 226

도입
비율 55.6 100 100 82.6 100 87.5 100 75.0 96.0 100 70.0 95.5 71.4 100 72.7 87.2

* 음영처리된 칸은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 연도(예: 강원 = 2017년)
** 공포일자 기준

[표 3-1] 연도별/광역자치단체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 현황(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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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점으로 하여, 2018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015년 11월, 청주

시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수

준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 추세는 2019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9

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년기본조례는 유사한 내용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서, 비교

적 단기간에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초기에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채

택된 정책혁신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로 ‘확산된(diffused)’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들은 일부 예외

를 제외하면 명칭이 서로 유사하다(김도형, 2018; 정다원, 2020). 조례에

규정된 정책의 기본 취지나 이념을 나타내는 ‘목적’ 조항의 내용 역시 유

사성이 크다(김도형, 2018).22)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정책 분

야 역시 ‘참여’, ‘고용 및 일자리’, ‘주거’,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의 분야들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김도형,

2018). 이상의 유사성은 소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작된 정책혁신이 유

사한 정책문제(‘청년 문제’)에 직면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확산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혁신과 혁신의

확산은 기존의 시스템, 제도, 조직, 정책이 문제 해결에 성공적이지 못할

때 동기화된다(Rogers, 2003; Walker, 1969; Berry·김대진, 2010; 김대진,

2015). 또한, 정책혁신 역시 기존의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정책

문제에 직면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자 할 때 동기화

된다(Walker, 1969).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규모나 특성이 전혀 다른 지

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조차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에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을 들어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모방입법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허필윤, 2018).

21) 2018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91개에 달한다. 세종·제주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들 중 약 40.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2) 일례로, 김도형(2018)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의 ‘목적’ 조항에는
‘사회 참여’, ‘권익증진·발전’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자립기반 형성’ 문구
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2개 단체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들에
서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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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2003)는 혁신의 확산이 시간(time) 외에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

(channels)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혁신의 확산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채택자와 잠재적 채택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거쳐 나타나는 현

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현상은 이미 다수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23) 다만,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채널’은 확산양상에 따라

다르게 확인되는 확산 기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Shipan & Volden,

2008; 장석준, 2012),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

고 ‘확산되는’ 현상에 관한 관찰결과는 다음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

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확산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

정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기초

자치단체의 상위 지방정부이며(정명은, 2012), 통상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정부는 하위에 속하는 정부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

을 보유한다(Welch & Thompson, 1980; Gormley, 2014; Allen et al.,

2004). 문제되는 정책혁신의 채택 여부 뿐만 아니라 채택 여부가 문제되

기 이전의 의제설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rch, 2012). 채택

여부 외에 채택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석

환, 2013). 어떤 수단은 직접적이나, 다른 수단은 간접적이다(Gormley,

2014). 가령, 상위에 속하는 정부는 보조금(grant) 또는 권한의 위임

(policy mandate)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정부가 문제되는 정

23) 행정정보공개제도(남궁근, 1994; 이승종, 2004), 주민참여예산제도(최상한, 2010; 이정
철·권혁준, 2015), 지역축제 관련 조례(석호원, 2010), 방범용 CCTV의 설치에 관한 범
죄예방정책(조일형·이종구, 2012), 학교급식조례(장석준·김두래, 2012), 출산장려정책
또는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2014; 조일형·권기헌·서
인석, 2014; 박은순·하태수, 2018), 사회적기업조례제정(이대웅·권기헌, 2014),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김흥주, 2013; 이대웅·권기헌, 2015), 도심지역 버스환승제(김대진,
2015), 자살예방조례(김혜정, 2017),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예방 또는 갈등관리 조례(장
석준·허준영, 2016; 문승민·나태준, 2017), 가족계획정책(오영란, 2019), 빅데이터 정책
(김태은·이석환, 2020), 미니태양광 보조금(한진이, 2020), 청년기본조례(정다원, 2020),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한익현·김필, 2020), 시민감사관제도(한익현, 2021), 스마
트시티(탁성숙·권기헌, 2021)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정책 사례들에서 정책혁신의 확
산 현상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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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혁신을 채택하거나 배제하도록 할 수 있다(Walker, 1969; Welch &

Thompson, 1980; Karch, 2006; 장석준·허준영, 2016). 하위에 속하는 정부

의 입법 자체를 사전에 금지하는('preemptive')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다

(Shipan & Volden, 2008).

또한, 상위 정부는 하위에 속하는 정부의 재량권(discretion)을 직접적으

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하위에 속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rch, 2006; Shipan & Volden, 2008; 정명은, 2012; 이석환,

2013). 일례로, 상위에 속하는 정부는 문제되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

거나(Karch, 2012), 입법에 의해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하위에 속하는 정부

에서 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Karch, 2006,

2012; Shipan & Volden, 2008; 정명은, 2012; 이석환, 2013; 장석준·허준

영, 2016). 위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입법은

때때로 문제되는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장애요인

(obstacles)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Karch, 2006; Shipan & Volden, 2008).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입법은 위계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

들 사이에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석환, 2013;

장석준·허준영, 2016; 박나라·김정숙, 2018). 우리나라의 상위지방정부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는 하위지방정부인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명은, 2012; 이석환, 2013;

장석준·허준영, 2016). 상위정부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채택이

하위정부의 정책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이석환,

2013; 장석준·허준영, 2016; 박나라·김정숙, 2018). 광역자치단체가 채택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수행하는 방

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드시 재정지원을 수행하지 않더라

도, 상위정부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활동(activity)이나 정책혁신의 채

택에 의한 정책선호의 현시 자체가 하위정부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제

도적 압력(institutional pressure)으로 작용하기도 한다(DiMaggio &

Powell, 1983; Allen et al., 2004; Karch, 2006; 정명은, \2012). 청년 정책

역시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복지지원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으

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도입은 소속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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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따라 도입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명시적

인 보상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성

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허필윤, 2018).

둘째,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에 의한 확산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

적 학습은 유사한 정책문제에 직면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국가나

지방정부의 문제해결과정을 관찰하여 모방(emulation)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Walker, 1969).

[그림 3-1]에 나타난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연도별 누적도입비율은 표준

적인 “S-자형 곡선(S-Curve)”(Rogers, 2003)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 형태

는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연도별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일정 시점까지 점

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청년기

본조례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

른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조례 채택에 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거나,

채택에 따른 정책의 결과(policy outcomes)가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한

다. 정책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 결과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거

쳐 잠재적 채택자에 해당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이 청년기본조례를 채

연도별 도입비율 연도별 누적도입비율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연도별/누적채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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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공사례의 수가 많아

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확산 추세가 유지되었다는 것만이 사회적 학습의 발생가능성을 지지하

는 유일한 사실은 아니다. 청년기본조례가 활발하게 채택되는 시기에 언

론보도를 통해 청년정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각되

었다.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은 비교적 단기간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되는 정책결과(policy outcomes)는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

한 정책평가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청년 ‘고용’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통해서

전파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시상하는 ‘일자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들이 고용·노동지표상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수상실적은 청년

정책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청년정책 관련 성공사례로 빈번하게 회자되었

다. 일자리 대상은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

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에서 우수

한 실적을 남긴 기초자치단체도 시상하지만,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는 단

체장이 매년 일자리 대책과 목표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

이므로 우수사례의 선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지역일자리 사업’ 부

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춰 신청한 사업을 고용노

동부에서 심사·선정하여 지원할 목적으로 시상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지역일자리 사업’은 우수사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행위자인 단체장의 입장에서 사회적 학

습의 대상은 재선가능성과 관련된 선거 결과를 포함하는데, 2018년 지방

선거 이후에도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추세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지

방선거에서의 정치적 결과가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단체장이 거둔 성과(electoral

performance)는 이른바 ‘정치적 성과’(Gilardi, 2010; Messeguer, 2005)로서

잠재적 채택자들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같은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

이기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거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들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2016년, 2017년, 2019년 매니페스토 경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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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선정결과가 청년 정책에 관한 성과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2016년, 2017년 경진대회의 ‘청년문제해소’ 분야에서 최우

수 또는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나 2016년, 2019년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2016년) 및 ‘일자리 및 경제 분야’(2019년)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공약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혁신의 확산 관점에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청년기본조

례의 광범위한 채택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아이디어, 관행 등이 널리

퍼지는('spread') 현상을 혁신의 확산으로 규정한 Rogers(1962/2003) 및

Walker(1969)의 관점에 따라 정책혁신의 확산으로 규정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2. 사회적 학습과 정책혁신의 확산

사회적 학습은 이른바 ‘학습기제’를 거쳐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Meseguer, 2005/2006; Volden, 2006; Dobbin et

al., 2007; Shipan & Volden, 2008/2014; Gilardi et al., 2009; Gilardi, 2010;

Berry·김대진, 2010; Burtler et al., 2017; Mallinson, 2021). 학습이 신념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시적인 행태의 변화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지만(Hall, 1993),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회

적 학습은 통상적으로 정책변화(policy changes)에 의해 조작화된다.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책혁신

에 관한 사회적 학습의 대상은 다른 국가나 정부이다(Rogers, 1962/2003;

Walker, 1969; Braun & Gilardi, 2006; Lee & Strang, 2006; Dobbin et

al., 2007; 조일형 외, 2014; 한익현·김필, 2020). 학습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특히 문제되는 학습은 다른 단위의

정책혁신에 대한 관찰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의해 정책에 관한 기존의 신

념이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Hall, 1993; Meseguer,

2005/2006; Dobbin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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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제는 정책결정자의 자발적 행동(voluntary action) 내지 “단위 내

부로부터의 계획(domestic initiative)”(Weyland, 2005)에 의해 동기화된다

는 점에서 “외부적 압력(external pressure)”(Weyland, 2005) 내지 “강압

(coercion)”(Meseguer, 2005; Shipan & Volden, 2008)에 의해 동기화되는

강압적인(coercive) 확산기제들과 구분된다(Weyland, 2005; Meseguer,

2005). 정책결정자의 학습은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정보의 “목적지향

적(goal-oriented)” 탐색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모방(symbolic

imitation)”과도 구분된다(Meseguer, 2005: 73; Braun & Gilardi, 2006:

311-312). 정책결정자들은 비단 유사성에 기초해서 사회적 학습의 대상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정책혁신의 채택에 따른 결과(consequences)를 관찰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Shipan and Volden(2008)에 의해 “학습

(learning)”으로 명명된 확산기제가 “모방(emulation)”과 갖는 차이점을 부

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모방이 대상자의 특성(예: 이념적 유

사성)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나 해결책을 선택

하고자 하는 사회적 학습이라면 학습은 대상자의 특성이 아닌 성공의 입

증 여부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학습이기 때문이다(Shipan and Volden,

2008). Volden(2006)의 연구에서 역시 지역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유사

성을 통제24)한 상황에서, 선행도입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혁

신이 성공한 것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한 쌍의 지방자치단체

들이 동시에 정책을 채택하였는지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상적으로, 정책결정자는 대안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 학습(rational learning)”을 수행함으로써 정책대안의 효과성

(effectiveness) 및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관한 판단에 입각하여 확산과

정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Volden et al.,

2008; Meseguer, 2006). 정책결정자에 의한 사회적 학습이 정책변화에 미

치는 영향은 주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

24) 방향성이 있는 쌍방향 사건사 분석(directed dyadic event history analysis)을 적용하
여 선행도입자의 특성, 후행도입자의 특성 및 양자 간 변수값의 차이의 절대값
(absolute difference)을 근거로 관계적 변수(relational variables)로서 측정된 지역 간
유사성의 크기를 설명항으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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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정책대안의 인식된 효과성은 정책결정자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을 구성하므로(Meseguer, 2006: 50-51; Gilardi & Braun, 2006:

303), 기존의 대안보다 효과성 측면에서 탁월한 새로운 대안이 정보로서

인지되면 정책결정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은 “베이지언 학습(Bayesian Learning)” 모형에 의해 특정

대안에 관한 사전적 신념(prior belief)이 대안의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정

보와 결합하여 이전과 다른 내용을 갖는 사후적 신념(posterior belief)으

로 갱신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는 기존의

대안과 새로운 대안이 갖는 효과성을 비교하여 새로운 대안이 보다 효과

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대안을 채택하여 적용하게 되므로(Dobbin et

al., 2007; Meseguer, 2006; Braun & Gilardi, 2006), 정책결정의 결과는 이

전보다 효과성이 나은 대안의 채택으로 귀결될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 Volden et al., 2008).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합

리적 학습을 바탕으로 정책혁신의 채택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정책결정자의 정보

탐색은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적합한(relevant)” 정보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학습(bounded learning)”으로 귀결될 가능성

이 높다. 실제로 사회적 학습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하에

서 “만족화(satificing)”(Simon, 1947)를 위해 다른 단위의 성공적인 정책

혁신을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Walker, 1969)으로 묘사된 바 있

다.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인지적 휴리스틱

(cognitive heuristics)의 개입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Weyland, 2005).

인지적 휴리스틱의 개입은 문제되는 대안의 효과성에 관한 추론에 대해

‘체계적인’ 편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서 중대

한 도전이다(Weyland, 2005). 특히 제한된 학습과정에서 정보의 가용성

(availability)과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은 정보에 관한 편의된(biased)

판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또한, 닻 내리기(anchoring)

효과로 인하여, 정책결정자는 채택된 정책의 집행규모에 대한 판단에 있

어서도 경제적 합리성의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Weyland, 2005).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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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는 제한된 학습 과정에서 가용성이 높은 일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작은 표본에 의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한

다. 닻 내리기 효과로 인하여 채택된 대안의 적용범위가 협소해지기도 한

다. 그 결과 사회적 학습과정에서 대안 탐색은 성공의 현저성(salience)이

나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 등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Meseguer, 2006;

Weyland, 2005).

그럼에도 자신과 유사한 다른 단위에서의 탁월한 성공사례에 초점을 맞

춘 사회적 학습은 여전히 지지된다. 사회적 학습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

서 교훈(lessons)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학습 없이 다른 단위의 선택

을 흉내내는 “눈먼 행위(blind action)”나 “상징적 흉내(symbolic

imitation)”에 의해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없다(Meseguer, 2005;

Braun & Gilardi, 2006). 사회적 학습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엄밀한 과정을

거쳐 기존의 신념을 갱신하는 ‘베이지언 학습’ 모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

지만, 성공이력이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성공이력이 없는 대안을 선

택하는 것에 비해 불확실성이 낮으며, 집행환경이 유사한 단위에 집중하

는 것은 대안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 측면에서 보다 우월하므로

(Walker, 1969; Meseguer, 2006;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보다

성공적인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학습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가정 하에서도 다른 단위에서 앞서

채택한 정책혁신을 따라 채택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

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으로 보다 간단한 방법(cognitive

shortcut)”(Walker, 1969)으로서 이점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단위들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잠재적 채택자

들의 사회적 학습을 위한 기회가 활성화된다(Berry & Berry, 1990; Glick

& Hays, 1991; Hays, 1996a; Mooney & Lee, 1995). 실제로 다른 국가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관한 실증연구들에서 성공사례, 또

는 다른 단위의 우수한 성과는 정책혁신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Grossback et al., 2004; Meseguer, 2006;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4; Gilardi, 2010; Gilardi & Fuglis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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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lister, 2012; Carley et al., 2016; 김혜정, 2017).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학습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기대효

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의해 설명되었다(Meseguer, 2005/2006;

Braun & Gilardi, 2006; Dobbin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기대효

용이론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정책결정자의 기대효용함수

를 구성하는 새로운 대안의 “인식된 효과성(perceived effectiveness)”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책변동(policy change)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Gilardi & Braun, 2006; Volden et al., 2008).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대

안이 제공하는 기대효용은 그 대안이 갖는 순편익과 대안이 실현될 확률

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책혁신의 기대효용이 현상유지(status quo)에 따른

기대효용을 능가하게 될 때 새로운 정책이 채택됨으로써 정책변동이 일어

난다는 것이다(Gilardi & Braun, 2006; Volden et al., 2008). 다만, 확산과

정은 “사회적으로 매개되는(socially mediated)”(Rogers, 1962/2003;

Dobbin et al., 2007)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혁신에 관한 정보는 효과성에

관한 정보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Braun & Gilardi, 2006). 그 결과

정책혁신에 관한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 “채널화되는(channelled)”(Hall,

1992; Rogers, 2003; Dobbin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현상 역시 나타날 수 있다.

“베이지언 학습(Bayesian learning)” 이론은 새롭게 주어진 정보가 동일

하더라도 사전적 신념(prior beliefs)에 따라 새로운 정보와 결합하여 도출

되는 사후적 신념(posterior beliefs)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도 달

라진다고 설명한다(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또한, 사전적 신념

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상점(ideal points)을 갖는 행위자들 사이에

서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적 신념

외에도 이념(ideology)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Grossback et al., 2004; Volden et al., 2008). 같은 내용의 정보가 주

어지고, 정책효과성에 관한 사전적 신념이 동일하더라도 이상점의 위치에

따라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지시하는 정책과 이상점(ideal points)

과의 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Grossback et al., 2004; Dobbin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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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정책결정자의 기대효용함수는 효과성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대안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가 직면한 “보수구조(payoffs)”에 따라서도 달

라질 수 있다. 정책결정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

(political interest)을 고려하며, 특히 선거를 통해 충원되는 경우 앞서 문

제되는 정책 대안을 채택한 정책결정자들이 선거에서 거둔 성과와 같은

정치적 결과(political outcomes)에 따라 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대안의 기

대효용이 달라지게 된다.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실증연구들은

이 관점에서 ‘지표상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위에서 문제되는 정책혁신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이 확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g. Volden, 2006; Gilardi, 2010). 이 관점에서 사회적 학습이 수행되었는

지 여부는 채택된 정책혁신의 내용이 우수사례(best practices)에 근접하

였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조작화되기도 하였다(e.g. Volden, 2006; Gilardi

& Fuglister, 2008; Fuglister, 2012).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에

속하는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우수사례의 선정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경우 광범위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의 다

양한 내용으로 인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 등 비교적 장기적으

로 시행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만 정책효과성(policy effectiveness)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e.g. 이상아·이승윤, 2018; 서정욱, 2021;

윤혜린·오민홍, 2021). 따라서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

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밝혀진 ‘정책효과성’에 관한 학습이라기보다, 고용

노동부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에 의해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선정

된 우수사례’에 대한 학습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최우수 또는 우수 자치단체의 선정함에

있어 청년고용률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청년정책의 핵심적인

지표로 인식되는 정책지표들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자리 대상

수상이력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기사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정책의 확산이 활발하게 지

속되던 시기(2016-2020)의 ‘일자리대상’ 수상실적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선정된 성공사례는 아니지만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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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책혁신에 관한 관찰은 채택된 정책이 실제로 문제해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Walker, 1969; Grossback et al.,

2004; Gilardi, 2010),25)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학

습되는’ 내용은 비단 정책의 지표상 결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Gilardi,

2010; Fuglister, 2012; Volden, 2014).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의 경우 주요 정책결정자가 선거를 통해 임용되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조

직 차원에서 사회적 학습의 대상은 정책지표상 결과의 추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결과(political outcomes)로 확장될 수 있다(Braun & Gilardi,

2006; Gilardi, 2010; Fuglister, 2012; Volden, 2014; i.e., Mooney & Lee,

1995, 1999; Hays, 1996a; Carley et al., 201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단체장이 직전 선거에서 밝힌 문서화된 공약(‘매니페스토’)의 이행 수준을

중심으로 고용문제나 청년문제 관련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

체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국내 일부 실증연구에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통해 받은 평가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단체장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서재영·권영주, 2008; 김혁, 2010; 강주현,

201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청년정책이 활발하게 확산되던

2016년, 2017년, 2019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수상실적은 단체장이 거둔

‘정치적 성공’으로 평가되어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다. 특히 우수사례로 여러 차례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들은 우수사례로 인

식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

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25) 일례로, Carley et al.(2016)은 다른 단위의 집행과정에 대한 관찰(집행률 등)을 바탕으
로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는 정책혁신의 채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여 검증한 바 있다. Boehmke and Witmer(2004)
의 연구에서 역시 다른 지역에서의 집행수준이 문제되는 지역에서의 집행수준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의 집행과정에 대한 관찰이 수행될 가
능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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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은 청년정책의 확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중앙정부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

책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따라 채택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전문가집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따라 채택될 가능성이 보

다 높을 것이다.

3. 조절변수: 이념적·행정적 유사성(similarity)

혁신의 확산은 같은 사회시스템에 속한 행위자들 간 의사소통

(communication)에 의해 매개된다(Rogers, 2003; Walker, 1969). 혁신의

확산 이론을 정책혁신의 확산에 적용한 초기 확산연구들은 당사자간 동질

성(homophily)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효과적이라는 관찰(Rogers, 2003)

에 입각하여 동질성의 대리변수로 지리적 인접성(regional proximity)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Walker, 1969; Gray, 1973). 그러나 확산기제

(diffusion mechanisms)에 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접근은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다양한 차원들로 분류한

다(e.g. Dobbin et al., 2007; Shipan & Volden, 2008). 지리적 인접성은 이

념적 유사성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이웃효과(neighboring effects)와 이념적 유사성(ideological

similarity)에 따른 영향은 구분된다(Boehmke & Witmer, 2004; Volden,

2006; Mallinson, 2021). 따라서 이전보다 정교화된 접근 하에서는 어떤

유형의 동질성이, 어떤 확산기제와 맞물려서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혁신의 확산에서 문제되는 정책혁

신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socially meaning) 현상이므로, 확산이 수반하

는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들은 ‘사회적으로 매개되는(socially mediated)’

상호작용이다(Rogers, 2003).

상술한 바, 사회적 학습 과정에서 문제되는 정책혁신에 관한 정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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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성과와 정치적 결과 모두를 포함한다(Grossback et al., 2004;

Gilardi, 2010). 학습자는 사전적 신념과 이념에 따라 정책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다르게 학습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도 다르게 학습

할 수 있다(Grossback et al., 2004; Gilardi, 2010; Butler et al., 2017). 특

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책의 성공보다 정치적 성공에 보다 민감하게 반

응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Volden, 2006; Braun & Gilardi, 2006;

Berry & Baybeck, 2005). 이 주장은 기대효용 이론을 바탕으로 제기될

수도 있지만(Braun and Gilardi, 2006) 이른바 “비난회피(blame

avoiding)”(Weaver, 1986)의 관점에서도 설명된다(Volden, 2006). 비난회

피 접근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떤 정책의 성공가능성에 주목하기보다,

불확실성에 내재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미 도입된

바 있는 정책혁신을 따라서 채택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학습에 의한 확

산현상을 설명한다. Braun and Gilardi(2006)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선출

직 공직자들의 보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실업정책(unemployment policy)과 같이 정파에 따른 차이

(partisan differences)가 두드러지는 정책의 경우에는 이념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Gilardi, 2010). 현저성

(salience)이 높아서 정책도입에 따른 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큰 경우에도 이념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Mallinson, 2021). 수혜집단의 규모가 크면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수반하는 정책결정(예: 아동복지, 실업수당의 삭감)의 경우에도 정치적 결

과가 문제될 수 있다(Volden, 2006; Gilardi, 2010). 효과성에 관한 측정가

능한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정책의 성과

와 정치적 결과 모두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누락변수 편의를 예방할

수도 있다(Gilardi, 2010).

본고의 연구대상인 청년정책 역시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서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입법과정에서

이른바 ‘진보진영’에 속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른

바 ‘진보정당’ 소속 단체장 역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허필윤, 2018;

이윤주, 2019; 정용찬·하윤상, 2019 전경숙, 2021).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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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은 청년정책에 관한

‘당사자 주의’ 담론에 입각하여 정책대상으로 규정된 청년층이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규율하고

있다(전경숙, 2021). 또한 청년정책은 청년을 노인, 장애인과 같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도 복지의 확대 여부

를 둘러싼 정파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김태환, 2016; 신현두·박순종,

2018; 이선희·김미리·정순둘, 2019). 일례로, 김태환(2016), 신현두와 박순

종(2018) 등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에 속하는 집권정당과 진보 진영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령규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잠재적 수혜대상은 범위가 넓다. 이상의 특성은 정치적 양극

화(political polarization)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성과 맞물려

이념적 유사성이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Mallinson, 2021; i.e., Carley et al., 2017). 또한,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청년정책의 모든 성과를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청년정책의 성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지표(예: 청년고용률)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부계획이나 언론보

도 등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중앙정부 또한 청년정책에 관한 우수사례

를 집계하는 한편,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

두를 포괄하는 정보시스템(청년정책포털)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 학습과

정에서 활용가능한 정보의 원천이 다양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정책적 성공에 관

한 징표들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질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정책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혁신이므로 정책

혁신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과정이며, 사회적 학습 또한 ‘채널화

된 학습’ 내지 ‘편의된(biased)’ 학습으로서 학습자와 학습대상의 상대적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와 학습대상의 이념이 유사할

수록 정치적 불확실성은 감소하고(Grossback et al., 2004; Volden, 2006;

Mallinson, 2021) 같은 정보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높아진다(Dobb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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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따라서 이념의 유사성은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공

천제(2006)의 시행 및 강한 정당기율을 바탕으로 소속정당이 같은 정책행

위자들이 ‘정당네트워크(partisan network)’에 속해있다고 가정하기도 한

다(e.g. 이대웅·권기헌, 2014/2015; 한익현·김필, 2020).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자매결연·우호협약에 기초한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또는 같은 소속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당네트워크

(partisan network) 등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일

부 확인된 바 있다(이대웅·권기헌, 2014/2015).26) 그러나 정당네트워크는

반드시 성공이 입증된 사례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지는 않을 수 있다. 정

당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지배구조가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27)

학습자와 학습대상의 특성이 유사할수록 채택된 정책의 집행가능성은

커진다(Volden, 2006; Gilardi et al., 2009; Gilardi, 2010; Shipan &

Volden, 2008/2014;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정책의 집행가능

성(feasibility)은 집행환경이 유사할수록,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의 규모가

클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형화 압력으로 인해 정당성

(legitimacy)의 확보를 목적으로 정책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

상이 확인되기도 한다(Boxenbaum & Jonsson, 2017; 이석환·김명환,

2020). 다만,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규모가 잠재적 수신자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학습이 지체되기 쉽다. 규모

의 차이로 인한 집행환경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상위정부가 동일하고, 유

사한 미디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정책에 관한 집행환

26) 다만, 유사한 측정도구를 채택한 한익현·김필(2020)의 연구에서 정책네트워크와 정당
네트워크가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27) 실제로 한익현·김필(2020)의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나 정당네트워크가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급 정책의 채택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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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implementation environment)이 유사하다는 관점에서도 유사성이 높다

(e.g. Walker, 1969;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면, 집행환경이 유사한 정부들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Walker, 1969). 대쌍적 접근을 채택한 Nicholson-Crotty

and Carley(2016)의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관한 정책확산 연구

에서 규제환경(regulatory environment)의 유사성이 정책확산에 직접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하

고자 한다.

연구가설 2.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이념적·행정적 유사성에 의해 보다 강화(+)될 것

이다.

연구가설 2-1. 중앙정부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이념적 유사성에 의해 보

다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2. 중앙정부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행정적 유사성에 의해 보

다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3. 전문가집단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이념적 유사성에 의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4. 전문가집단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행정적 유사성에 의해 보다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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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설계

1. 연구방법(research method)의 선택

1) 대쌍을 분석단위로 하는 사건사분석(dyadic event history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을 대상으로 사건사 분석

(event history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건사 분석에서 ‘사건

(events)’은 되짚어볼만한(connote) ‘변화(change)’ 내지 ‘전환(transition)’

을 의미한다(Box-Steffensmeier & Jones, 2004). 사건사 분석은 변화의

내용 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점(timing)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역사

(history)를 분석하는 것과 성격이 유사하다(Box-Steffensmeier & Jones,

2004). 청년정책의 확산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장기

화된 저성장 기조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거시적 사회변화와 밀접한

현상으로서 그 과정과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상정책으로서 청

년정책의 확산은 중앙정부에 앞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과

정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상이다. 혁

신의 확산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확산은 혁신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청년정

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시행되는 현상이라

는 점에서 역사적 과정의 일종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확산은 사

건사 분석의 대상으로서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은 한 지자체가 앞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조례를 채택한 다른 지자체의 행위를 모방

(emulation)하는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어떤 단일한 국가나 조직,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정책의 확산에 관한 사건사 분석에서는 정책의 채택

(adoption)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항적

(monadic) 접근은 정의상 관계적(relational) 개념인 확산을 개별적

(individual) 행위에 의해 조작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확

산과정을 모형화하는데 있어서도 Rogers(2003)의 선구적인 논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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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된 바 있는 행위자 간 유사성(similarity)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조작

화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에 관한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활용된 바 있고, Volden(2006)이

도입한 이래 정책확산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쌍을 분석

단위로 하는 사건사분석(dyadic event history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하였다(e.g.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4; Gilardi et

al., 2008; Boehmke, 2009; Gilardi, 2010; Fuglister, 2012;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Zhu & Zhang, 2019). 대쌍을 분석단위

로 하는 사건사 분석은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을 개별 국가나 정부에 의한

정책의 ‘채택’이 아니라 한 쌍의 국가나 정부들 사이에서 ‘모방

(emulation)’이 발생하였는지를 근거로 측정한다. 채택과 달리 모방은 관

계적 개념이므로 마찬가지로 관계적 개념인 ‘확산(diffusion)’을 보다 적절

하게 조작화할 수 있다.

이 장의 연구질문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 청년정책의 기본

조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널리 채택된 원인에 관한 것이다. 다른 혁신

의 확산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책에 관한 조례가 널리 채택되는 현상 역

시 행위자 간 유·무형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나타나므로(Rogers, 2003;

Walker, 1969), 시간의 흐름을 요하는 과정이다. 과정으로서 사건사는 서

로 연관된 복수의 사건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연속적인

(continuous) 과정이다(Box-Steffensmeier & Jones, 2004). 그러나 사건들

각각의 발생시점은 미리 예측하여 특정하기 어렵고, 분석대상에 대한 관

찰이 모든 시점에 가능하지 않으며, 관측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회적 현상

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발생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Box-Steffensmeier & Jones, 2004). ‘채택’이나 ‘모방’과 같은 관심사건의

발생시점을 특정한다고 해도 채택이나 모방의 원인에 해당하는 과정이 언

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에 많은 사

건사 분석들에서는 ‘이산시간 자료(discrete-time data)’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한다. 사건사 분석 자체는 현상의 연속성(continuity)을 가정하지만,

사건발생 자체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수집

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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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는 것이다(Box-Steffensmeier & Jones, 2004).

이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의 채택과정 역시 발생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현상에 속한다. 일례로, 조례의 공포시점이나 시행시점은 특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례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

는지, 다른 지자체를 언제부터 관찰하여 모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더욱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조례의 제정과

정은 비교적 정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조례

채택의 확산과정은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어떤 지자

체의 조례 제정이 다른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관측된 자료에 의해서도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적 주장을 검증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추정방법의 선택(Methodological Issues)

단항적·대쌍적 사건사분석에서는 관측시점 간에 시차가 존재하는 이산

시간 자료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한다(Box-Steffensmeier

& Jones, 2004). 종속변수인 정책의 모방은 모방이 발생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0

의 값을 갖는 이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추정에 적합하다

(Box-Steffensmeier & Jones, 2004;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4; Gilardi et al., 2008; Fuglister, 2012). 사건사 분석에서 관심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확률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의 전통에 따르면 위

험발생률(hazard probability)에 속한다(Box-Steffensmeier & Jones,

2004). 사건의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변수에서 사건의 발생확률은 베

르누이(Bernoulli)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되므로, 어떤 단위(i)에서 종속변

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πi이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

률은 1-πi의 값을 갖게 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사건의 발생확률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되므로, 추정된 사건의 발생확률(πi)은 다

음 [수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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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

연결함수(link function)로 로지스틱 함수를 활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

은 통상적으로 다음 [수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og  


   

  




  



 - [수식 2]

(개체의 수: i=1,...,n, 설명항의 수: k=1,...,p)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은 시간의 흐름에 의존적인 현상을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의 시간의존성(time dependency)으로 인하

여 추정모형의 통계적 가정이 위배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정책의 채택

또는 모방이 일회적이지 않을 가능성 역시 문제될 수 있지만 정책의 채택

과 채택된 정책내용의 변경은 서로 유형이 다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최초로 채택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모방에만 초

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개체가 아닌 대쌍(dyad)을 분석단위로 하는

대쌍적 사건사 분석에서는 공통의 개체를 대쌍의 일방에 포함하는 관측치

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비독립성(non-independence)이 문제된다.

정책확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질 것으로 가정되므로

(Box-Steffensmeier & Jones, 2004) 정책확산 현상이 갖는 시간의존성으

로 인해 모든 시점에서 회귀계수가 동일한 분포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는

회귀모형의 가정이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확산현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시간의존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시킨다. 확산

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비선형 추세를 보일 것을 가정하여 시간

에 관한 1-3차항을 모형에 포함시키거나(Carter & Signorino, 2007), 시간

에 관한 가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28)

28) 다만 시간에 관한 가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경우, 사건발생빈도가 희소한 자료
(rare-events data)에서는 잠재변수값에 관한 맞춘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추정되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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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쌍적 자료는 단항적 사건사분석에 비해서도 관측치 간 의존성

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Gilardi et al., 2009). 대쌍 안에서 관측치들

사이에 의존성이 존재할 수 있다. 방향성이 있는 대쌍 자료에서 구성원이

동일한 대쌍은 모든 관측시점에서 두 차례씩 관측된다. 이 두 관측치는

잠재적 발신자와 수신자를 반대로 가정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측치들 사이에 독립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대쌍

의 일방당사자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대쌍들 사이에서도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존성은 같은 단위를 잠재적 수신자로서 공유하는

대쌍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단위가 잠재적 발신자로 나타나는 대

쌍과 수신자로 나타나는 대쌍 사이의 관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Gilardi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쌍 및 대쌍을 구성하는 잠재적 발신자, 잠재적

수신자 각각을 군집으로 하는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추

정하여 활용한 결과를 교차하여 제시하였다.

3) 자료의 구조(Data Structure)

이상의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기본조례 채택 여부와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는 한 쌍

의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포함하는 ‘대쌍(the dyad)’이며, 연 단위

로 측정하였다. 대쌍을 분석단위로 하는 접근은 또다시 방향성이 있는

(directive) 접근과 방향성이 없는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방향성이 있는(directive) 대쌍적 접근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모든 기

초자치단체는 매 관측시점마다 선행도입자(prior adopters)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도입자(potential adopters)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쌍적

접근을 채택한 확산 연구에서 선행도입자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말하

는 “발신자(senders)”로 가정되고, 잠재적 도입자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서 말하는 “수신자(receivers)”로 가정된다(Volden, 2006; Gilardi, 2010;

Fuglister, 2012). 방향성이 있는 대쌍적 사건사 분석에서 잠재적으로 정책

부분의 관측치에서 종속변수 값이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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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policy emulation)29)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위는 대쌍 안에서 ‘잠재

적 발신자’로, 잠재적으로 정책 모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위는 ‘잠재적

수신자’로 상정한다.

이론적으로 분석대상에 속하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들 모두가 다른 225

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을 모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므로 방향

성이 있는 대쌍적 접근에서 하나의 대쌍은 관측시점마다 두 차례씩 등장

한다.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에 의해 구성된 대쌍이라도 하나의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수신자)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관측치에서는 잠재

적 수신자(발신자)로 분류된다. 그 결과 대쌍을 분석단위로 하는 관측치의

수는 최대 226 x 225 x 5 = 508,500(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사건사 분석에 의한 접근에서는 관측시점에서 정책혁신의 채

택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정책혁신의 최초의 채택(initial

adoption) 시점에서 관측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15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최초로 채택한 청주시의 경우 분석대

상 기간인 2016년부터는 잠재적 채택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청주시가 잠재적 수신자로 가정된 관측치는 포함되지 않는

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59,934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대상으

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모형

이 장의 연구목적은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대상정책으로서 청

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학습이 청

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이념적·행정적 유사성에 의해 강화될 것

이라는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3-2]와 같다.

29) “정책모방(policy emulation)”은 확산기제의 일종인 모방기제(emulation or imitation)
의 작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은 어떤 단위에서 앞서 채택한
바 있는 정책혁신이 보다 늦은 시점에 해당 정책혁신을 채탁하고자 하는 단위에 의해
‘따라 채택’되는 과정이므로, 어떤 확산기제가 작용하든 앞선 채택자에 의해 채택된
바 있는 정책혁신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모방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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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일자리 대상 수상

이력과 전문가집단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매니패스토 경진

대회 수상 이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잠재적 발신자가 직전 시점(t-1)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지, 직전 시점까지 몇 차례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

는지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될 가

능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함으로써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확

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첫 번째 연구가설(연구가설 1)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조절변수로는 이념적(ideological), 행정적(administrative) 유사성을 측정

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로부터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

체가 잠재적 수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이념적, 행정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연구

가설 2)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잠재적 수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통

계적·재정적·정치적·행정적 특성 및 대쌍 수준에서의 관계적 변수들

[그림 3-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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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 variables)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3-2]와 같다.

구
분 변수명 단위 측정방법 자료

출처

종속
변수 정책확산 대쌍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채택한 것과 연령범위가
동일한 청년기본조례를 잠재적 수신자가
따라 채택(=1) / 채택하지 않음(=0)

국가법령
정보센터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채택한 것과 용어정의가
동일한 청년기본조례를 잠재적 수신자가
따라 채택(=1) / 채택하지 않음(=0) [*]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채택한 것과 연령범위,
용어정의가 모두 동일한
청년기본조례를 잠재적 수신자가 따라
채택(=1) / 채택하지 않음(=0) [*]

독립
변수

우수사례
에 대한
사회적
학습

잠재적
발신자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직전 시점(t-1)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공시제 부문,
2015-2019) 수상 여부(=1)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직전 시점(t-1)까지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공시제 부문,
2015-2019) 수상 횟수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직전 시점(t-1)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우수사업 부문,
2017-2019) 수상 여부(=1) [**]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직전 시점(t-1)까지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우수사업 부문,
2017-2019) 수상 횟수 [**]

잠재적
발신자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페이지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직전 시점(t-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2016,
2017, 2019) 선정 여부(선정=1)

Ÿ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표 3-2] 변수의 측정과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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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직전 시점(t-1)까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2016,
2017, 2019) 선정 횟수

조절
변수

이념적
유사성 대쌍 Ÿ 단체장 소속정당 일치 여부

(일치 = 1, 불일치 = 0) 직접산출

행정적
유사성 대쌍 Ÿ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일치 여부

(일치 = 1, 불일치 = 0) 직접산출

통제
변수

인구·재정
규모

잠재적
발신자

Ÿ ln (인구규모) [***] 국가
통계포털

Ÿ ln (총 예산) 지방재정
365

인구통계
적
특성

잠재적
수신자

Ÿ ln (인구규모) [***] 국가
통계포털

Ÿ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노령인구비율(%) 국가
통계포털

재정적
특성

잠재적
수신자

Ÿ ln (총 예산) 지방재정
365

Ÿ 재정자주도 지방재정
365

Ÿ 재정자립도 지방재정
365

정치적
특성

잠재적
수신자

Ÿ 단체장 정치 성향: 진보정당 소속 = 1,
보수정당 소속/무소속 = 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Ÿ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Ÿ 기초자치단체 정당구도
(분점정부 = 1 / 단점·지배정당 없음 = 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적
특성

잠재적
수신자

Ÿ 15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여부에 관한
가변수 (소속 = 1)

국가
통계포털

Ÿ 행정구역 유형(시,군,구) 해당 여부에 관한
가변수 (해당 = 1)

국가
통계포털

인구규모
차이 대쌍 Ÿ 인구규모 차이:

|발신자 인구 - 수신자 인구| [***] 직접산출

정책문제
차이 대쌍

Ÿ 청년고용률 차이(%p)
= |발신자 청년고용률 - 수신자
청년고용률|

직접산출

재정적
차이 대쌍

Ÿ 사회복지 예산 비중 차이(%p)
= |발신자 사회복지 예산 비중 - 수신자
사회복지 예산 비중|

직접산출

[*] 강건성 확인(robustness check)을 위해 종속변수에 관한 추가적인 조작화 수행
[**]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은 2016년까지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해서만
시상. 2017년부터 ‘공시제 부문’ 외에 ‘우수사업 부문’을 별도로 시상하기 시작하였음
[***] 관측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수에 의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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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확산 여부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측정한

것이다(e.g.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4; Gilardi et al., 2008;

Boehmke, 2009; Gilardi, 2010; Fuglister, 2012;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Zhu & Zhang, 2019). 대쌍에서 잠재적 수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연령범위가 일

치하는 청년기본조례를 시차를 두고 채택하는 경우 대쌍 안에서 잠재적

발신자로부터 잠재적 수신자에 대해 청년정책의 확산이 일어났다고 판정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는 단항적(monadic) 사건사 분석에서는

통상적으로 정책혁신의 채택(adoption)에 관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종속변

수인 ‘확산’을 조작화한다(Berry & Berry, 1990; Berry & Baybeck, 2005;

석호원, 2010; 배상석, 2009; 최상한, 2010; 이석환, 2013, 2014; 문승민·나

태준, 2015, 2017). 대쌍을 단위로 하는 사건사 분석을 채택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역시 채택에 관한 사실들에 주목하나(Gilardi et al., 2008;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Zhu & Zhang, 2019), 대부분의 연구들

에서는 정책의 채택 여부 뿐만 아니라 채택내용의 유사성이나 일치에 관

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확산 여부를 조작화하고 있다(Volden, 2006;

Gilardi et al., 2008; Gilardi, 2010; Fuglister, 2012; Shipan & Volden,

2014;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Zhu & Zhang, 2019). 일례로,

Volden(2006)의 연구에서는 정책의 채택 전후로 잠재적 수신자에 해당하

는 미국 주 정부의 복지제도 수혜율(%)이 잠재적 발신자와 유사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확산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다.30) Gilardi(2010), Shipan and

Volden(2014) 등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분석대상 정책의 주요한 요

소들이 문제되는 정책의 채택 전후로 증가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확산의 발

생 여부를 판단하였다. Fuglister(2012)는 단일한 요소만을 선정하고 있지

30) 다만 Volden(2006)은 수혜율 외에 정책의 다른 요소들(policy elements)에 관한 정책
유사성(policy similarity)의 증감을 추가로 측정하여 강건성 확인(robustness check)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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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정책의 핵심요소의 채택 여부

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실을 바탕으로 확산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대쌍을 단위로 하는 사건사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확산 여부는 관계적

(relational) 변수에 속한다(Gilardi et al., 2008). 관계 변수의 측정을 위해

서는 이상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직접

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Gilardi et al., 2008; Boehmke, 2009) 대

쌍적 접근을 채택한 정책확산 연구에서는 단순히 시차를 두고 정책의 채

택이 수행되었는지에 더하여 “증가된 유사성(increased similarity)”을 관

찰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유사성의 증가로 조작화된 정책의 ‘모방’은

관계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모방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원론적으로 같은 대

쌍에 속한 두 지방자치단체가 시차를 두고 같은 정책에 관한 조례를 채택

하는 것이 정책의 모방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시차만으로 두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정책의 모방이 일어났다고 단정

하기 어려우므로, 대쌍적 접근을 채택하는 정책확산 연구들에서는 통상적

으로 채택된 정책내용의 유사성(similarities)의 증가 여부를 근거로 정책

확산을 조작화한다(Volden, 2006; Gilardi, 2010; Fuglister, 2012; Shipan

& Volden, 2014;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이 접근의 핵심적인

논리는 ‘수신자’가 정책결정을 거쳐 ‘발신자’와 유사한 정책내용을 채택하

는 것이 모방이라는 것이다(Volden, 2006; Gilardi, 2010; Fuglister, 2012;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유사성의 증감은 정책의 주요내용을 구성하는 둘 이상의 하위차원들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Volden, 2006; Gilardi et al., 2008;

Fuglister, 2012). 주요내용의 식별은 내용분석(Volden, 2006; Fuglister,

2012)을 거치거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분석을 통해 식별된 차원들

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Volden, 2006). 다른 연구에서는 종

속변수를 모방 여부가 아닌 모방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근거로 측정한다

(Boehmke, 2009; Gilardi, 2010; Fuglister, 2012). 이 접근방식은 직접 관

측할 수 없는 현상을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약점을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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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확산 자체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여전히 갖는다. 그렇지만

모방가능성이 확산의 일어날 가능성과 정(+)적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확산의 발생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과정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핵심적

인 쟁점은 청년의 연령 범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청년

정책을 시행 중인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이나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청년의 하한 연령을 만 15세로, 상한 연령을 만 24세로 규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하한 연령을 만

19세로, 상한 연령을 만 34세로 규정하고 있어 유럽연합, 국제기구와는 다

른 연령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단서조항에서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연령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년에 관한 연령 규정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다른 연령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상한 연령에 관한 규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청년의 연령 범위는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집단의 범위를 특정한다는 점

에서 청년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김기헌, 2017; 전경숙, 2021).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는 문언상으로는 단순히 적용범

위의 경계만을 표현하지만, 연령범위 자체가 입법자의 의도나 청년 집단

에 관한 상식이나 관행을 반영하여 결정된다(김기헌 외, 2016; 김기헌,

2017).31)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기본조례에서 서로 다른 연령범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범위는 모방의 대상이 되는 ‘선행도입자’에 해

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에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들

에서는 「청년고용특별법」과 같은 법령의 연령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31) 김기헌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19~38세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설문대상
이 인식하고 있는 ‘청년’의 평균 하한연령은 19.3세로, 평균 상한 연령은 29.5세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청년기본법」 및 대다수 청년기본조례들은 상한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상식, 관행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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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지역 실정에 맞춰 연령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되는 대쌍에서 당해 연도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자가 모방대상으로 상정한 선행도입자의 범위를 연령범위에 따라 규정하

였다. 청년의 연령범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조례들이 제정되어 본격적으

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재까지도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

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내용을 참조했다면 청년

에 관한 연령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조대상이 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청년기본조례와 동일한 연령범위를 채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쌍에서 선행도입자로 상정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연령

범위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정책에 관한 핵심 쟁점에서 유사한

입장을 채택했다고 보고, 같은 대쌍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청년기본조례의 확산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추가로,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된 ‘정의’ 또는 ‘용어의 정의’, ‘용어의 뜻’과

같은 정책용어에 관한 규정이 상호 유사한지, 청년기본조례의 연령범위에

관한 규정과 정책용어에 관한 정의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실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추정하여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2. 독립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광범위하게 합의된 네 유형의 확산기제들 중에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동기로 하는 학습기제(learning

mechanism)의 작용에 초점을 맞춰 선정되었다. 학습기제는 사회적 학습

을 동기로 하는 확산과정에서 관측된다(Weyland, 2005; Meseguer, 2006;

Shipan & Volden, 2008; Berry·김대진, 2010). 다만 사회적 학습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단항적 접근을 채택한 연구들에서는 보다

앞선 시점에 정책혁신을 채택한 사례의 수가 증가할수록 학습할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조작화하였다(e.g.

Boehmke & Witmer, 2004; Shipan & Volden, 2008; 최상한, 2010; 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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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외, 2014; 김혜정, 2017). 비교적 초기 연구에해당하는 선행연구들이나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학습이 지리적 인접성

(geographical proximity)을 요건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지리적 경계를 공

유하면서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의 수나 비중에 의해 조작화되기도 하지

만(e.g. Hays, 1996a; Mooney & Lee, 1999; i.e., Taylor et al., 2012), 우

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법령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채

택하여 시행 중인 조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

자치단체들만이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Walker(1969)

역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면 확산의 패

턴이 지역적 군집화 경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단항적 사건사 분석에서는 ‘기회의 증가’가 관측시점에 앞서 문제되는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의 수나, 특정 집단 안에서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

위의 비중(%)에 의해 조작화되엇다. 반면, 대쌍적 접근을 채택한 연구들

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잠재적 발신자’에서 문제되는 정책을 채택하였는

지, 해당 단위에서 정책의 채택 전후로 어떤 정책적 또는 정치적 결과

(policy or political outcome)가 나타났는지를 측정하여 조작화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Volden, 2006, 2014; Shipan & Volden, 2014; Gilardi et

al., 2009; Gilardi, 2010; Fuglister & Gilardi, 2012;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Zhu & Zhang, 2019).

사회적 학습은 같은 제도를 앞서 도입한 다른 지자체를 일종의 정책실

험 사례로 간주하여, 성공사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선별적으로 모방하

는’ 과정이다. 사회적 학습은 가용한 지식과 정보를 새로이 습득함으로써

대안의 인식된 효과성(perceived effectiveness)에 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므로(Gilardi & Braun, 2006; Dobbin et al., 2007;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앞서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의 정책성과(policy

outcome)가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성공에 관

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책의 채택이 선거에서의 성공으

로 이어진다면 정치적 성공사례로서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Gilardi, 2010; Braun & Gilardi, 2006).32) 일례로, Gilardi(2010)는 정책혁

32) 다만 정치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학습은 유권자들이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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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채택시점 전후로 시행된 선거에서의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성공’을 조작화하였다. 따라서 정

책에 관한 혁신의 확산 과정에서 문제되는 성공은 정치적 성공과 정책의

성공으로 이분할 수 있다(Meseguer, 2006; Braun & Gilardi, 2006;

Gilardi, 2010). 발신자-지자체의 정치적·정책적 성공은 그 자체로 정책의

도입에 긍정적인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로 인

식된 지자체를 정책모방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대쌍적 접근을 채택한 모형에서는 전자의 영향으로부터 후자의 영향

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불

가능했던 단항적 모형에 비해 정교할 수 있다.

문제되는 정책혁신의 내용에 따라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Gilardi et al., 2008; Fuglister, 2012).33) 정책의 성공은 단일한 변

수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e.g. Volden, 2006), 둘 이상의 변수에 의해 측정

되기도 한다(e.g. Gilardi, 2010; Shipan & Volden, 2014). 같은 정책이라도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차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Fuglister, 2012). 국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정책의 성공을 정

책목표와 밀집한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의해 조작화하

였다(Gilardi, 2010; Fuglister, 2012; Shipan & Volden, 2014).34) 일례로,

Gilardi(2010)는 OECD 국가들의 실업수당에 관한 정책도입에 따른 정책

적 성과(policy outcomes)를 당선 직후의 측정된 실업률과 임기 종료시점

의 실업률의 차이를 근거로 측정하였다(Gilardi, 2010). Fuglister(2012)의

연구에서는 다수의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결과변수(예: 복지정책의 경우

불평등의 감소('to reduce the inequalities')에 의해 조작화하였다

(Fuglister, 2012). Shipan and Volden(2014)은 청소년 금연정책의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잠재적 발신자와 잠재적 수신자의 ‘상대적 성공(relative

해 정책이 채택되는 현상과는 구분된다(Berry & 김대진, 2010). 사회적 학습은 유권자
나 이익집단의 압력 없이도 다른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 채택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33) 유사한 내용의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두 연구들(Volden, 2006; Fuglister, 2012)
에서 정책의 성공은 각각 다르게 조작화되었다.

34) Volden(2006)은 정책대상에 속하면서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수혜자의 비
율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근거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조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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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에 의해 조작화하였다. Nicholson-Crotty and Carley(2016)의 연

구에서 역시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는 단위에서 확인된 문제되는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나타내는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정책의 경우 단일한, 혹은 소수의 정책지표에 의

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되

는 청년정책의 성과 역시 다양하다. 청년정책의 성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률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이다. 그렇지만 청년고용률은 대상정책

으로서 청년정책의 성공을 대표하는 지표라고는 볼 수 없다. 일부 지방자

치단체는 청년정책이 인구정책으로서 갖는 성격을 부각시킨다. 이 관점에

서 청년층에 속하는 인구의 증가 역시 청년정책의 성과로 규정된다. 다만

청년고용률이나 청년인구의 증감이 청년정책의 도입에 따른 결과인지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이 실제로 성공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성공사례로 여겨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청년정책의 성

공 여부는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학적 연구를 수행

한다 해도 항상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정책에 관하여 주무부처의 위상을 지닌 고용노동부가 매년 선정하는 ‘일

자리 대상’ 수상 실적은 청년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주무부처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는 정책에

관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을 통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시상하는

일자리대상은 2016년까지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우수사례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우수사업 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우

수사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집

단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여 시행

한 매니패스토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부문’(2016·2017·2019년) 및 ‘청년문

제해결 부문’(2016·2017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및 수상 이력에 해당하는 ‘수상 횟수’를 근거로 성공 여부를 측정하고

자 하였다. 이상의 수상경력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활발하게 보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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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상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들에 의해 정책적·정치적 성공

사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3.3. 조절변수의 측정

유사성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므로, 상호 유사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혁

신의 확산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Rogers, 2003). Walker(1969)는 이

주장을 미국 주 정부를 단위로 하는 정책확산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체를 분석단위로 하는 단항적 접근에서 단위 간 유

사성은 관계변수(relational variable)로서는 측정될 수 없었다. 단항적 접

근을 채택한 연구들에서 단위 간 유사성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특

성이 유사하면서 보다 이른 시점에 정책을 채택한 단위의 수에 의해 간접

적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단위 간 유사성은 유사성을 공유하는

단위에서의 정책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독립변수로 가정되었다.

대쌍적 접근을 채택한 확산 연구들에서 역시 유사성이 종속변수에 미치

는 부분효과는 고려되어야 한다. 일례로, Volden(2006)은 정치적, 인구통

계적, 재정적 유사성이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

증하였고, 정치적·재정적 유사성이 확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

였다. Gilardi(2010) 역시 이념적 분포가 유사한 정부들 사이에서 정책의

확산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속정당(partisan

affiliation) 간 유사성을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에 속해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적 유사성 역시 통제변수로 포

함하였다. Fuglister(2012)의 연구에서 역시 공동의 네트워크에 소속된 경

우 사회적 학습이 확산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에서 역시 청년정책의 특성과 밀접한 이념적 유사성을 고려하고

자 하였다. 청년정책의 특성과 밀접한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지자체 주민

들의 평균연령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특정 연령에 속하는 지역주민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선정하므

로, 평균연령이 유사한 지자체들일수록 집행환경이 유사하다. 정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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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단체장의 소속정당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정치적 입장의 유사성과

더불어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

는 정당구도의 유사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정당구도의 선정은 특히 정

당공천제의 최초 시행(2006년) 이래 강한 정당기율을 바탕으로 소속정당

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적 특성으로는 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의 고용·창업을 지원하는 ‘고용정책’ 외에도 건강검진과 같은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거·금융지원을 통해 열악한 생활조건의 개선을

의도하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의 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기 때문이다.

행정적 특성으로는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일치 여부 및 시·군·구로 대표되

는 행정적 범주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행정적 특성

이 유사한 지자체들은 유사한 집행환경을 공유하므로 이들 사이에서는 정

책확산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성은 또한 학습대상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학

습기제의 작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ardi, 2010;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단위 간 유사성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문제되는 정책에 관한 집행환경(implementation environment)

의 유사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e.g. Walker, 1969;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집행환경이

유사한 정부들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Walker, 1969). 대쌍적 접근을 채택한 Nicholson-Crotty and

Carley(2016)의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관한 정책확산 연구에서

규제환경(regulatory environment)의 유사성이 정책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Gilardi(2010)는 학습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당소속

(party affiliation)의 유사성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유사성이 정치적·정책적

결과에 관한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유사한 수준의 성공을 거둔 국가들 중에서도 자신과 정치적·정책적으로

유사한 국가를 선정하여 모방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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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ardi, 2010: 655-656). 실제로 분석결과 역시 정당소속의 유사성에 따

른 조절효과가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

된다(Gilardi, 2010: 657-660).35) Fuglister(2012)의 연구에서 역시 잠재적

발신자·수신자가 같은 연결망에 소속된 경우 학습기제의 작용이 보다 잘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3.4. 통제변수의 측정

1) 외부적 영향요인: 경합가능한 확산기제의 측정

정책혁신의 확산은 사회적 학습에 의한 학습기제 외에도 모방기제, 경

쟁기제, 강압기제의 작용을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학습기제

와 경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방, 강압기제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

다. Shipan and Volden(2008)의 분류에 따르면 경제적 외부성(economic

externalities)에 의해 동기화되는 경쟁기제 역시 수평적 확산기제에 속하

나, 경쟁기제의 영향은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청년정책의 채택만

으로 경제적 외부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기초자

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만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6)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이유로 대쌍적 사건사 분석을 채

택한 상당수의 연구들에서 경쟁기제의 작용을 연구모형에 채택하지 않고

있다(Volden, 2006, 2016; Gilardi, 2010; Nicholson-Crotty & Carley,

2016; Shipa & Volden, 2014). 국내 연구들에서도 경쟁기제의 영향과 지

역적으로 작용하는 수평적 모방기제의 영향을 구분하여 측정하기보다 ‘이

웃효과(neighboring effects)’ 내지 ‘지역적 확산 요인(regional diffusin)’

35) Gilardi(2010)는 다층모형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하지
않는 모형, 관계변수를 포함하는/하지 않는 모형, 시간변수를 포함하는/포함하지 않는
모형, 다층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활용한 모형 등을 추정하
였으며, 모든 모형에서 유사성의 조절효과는 지지되었다.

36) 실제로 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정책확산 연구들에서 경쟁기제의 영향을 고려하
는 근거로 원용되는 티부(Tiebout) 가설의 적실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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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상한, 2010; 이정철·허만

형, 2012; 정명은, 2012; 이석환, 2013; 장석준, 2014; 김진영·이석환, 2016).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국내 연구들에서 지역적 확산(regional

diffusion)은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상위단체로 공유하는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이승종, 2004; 이정철·허만형, 2012; 정명은,

2012; 장석준, 2014; 한익현·김필, 2020; 한익현, 2021). 국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지역적 확산 현상은 대체로 공통의 상위단체에 해당하는 광역자치

단체의 정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수직적(vertical) 강압기제의 영향 및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 집행환경의 유사성(similarity)을

바탕으로 같은 광역단위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을 따라 채택하는 수평적 모방기제의 영향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본 연구에 앞서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확산 요인을 분석한 바 있는 정다원(2020: 47)의 연구에서 역시 상위단체

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과 더불어 지리적으로 인접

한 기초자치단체 중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

중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

인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확산기제와 경합할 수 있

는 다른 확산기제에 관한 요인들을 측정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측정도

구의 선정에 있어서는 광역-기초의 2중 구조를 갖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체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행위에 따

른 수직적 강압기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수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가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가변수를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사회적 학습에 의한 학습기제의 영향과 경합관계에 있는

(Weyland, 2005; Braun & Gilardi, 2006; Shipan & Volden, 2008;

Meseguer, 2005) 수평적 모방기제를 동기화할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다

각적으로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서 사회적 학습의 영향에 관한 추

정량의 편의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적 학습의 영향과 경

합할 수 있는 수평적 모방기제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첫째,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관계적 변수를 측정하



- 105 -

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기초수준 지방자치단체 사

이에 광역자치단체를 두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정부이

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상위정부이다. 또한 같은 광역자치

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들은 정책환경을 공유한다고 가정된다. 상위

정부인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에 대해 관료제적 통제(bureaucratic

control)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지

자체들은 같은 광역지방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지역주의 역시 광역단위로

구분된 지역을 단위로 분석가능한 현상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

는 기초자치단체들은 같은 상위단체에 소속되며, 유사한 지역언론을 상대

하게 되므로 유사한 정책환경과 집행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대쌍 안에서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및 재

정규모를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같은 위계에 속하는 단위들 사이

에서도 인구가 많고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에 적극

적일 뿐만 아니라 모방의 대상이 되기 쉽다(Grupp & Richards, 1975;

Volden, 2006). 대쌍적 사건사 분석을 채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인구규

모나 재정규모가 큰 단위를 “혁신주도자(leader states)”(Volden, 2006,

2016; Shipan & Volden, 2014)로 상정한 바 있다. 규모가 크고 부유한 단

위는 높은 혁신성을 바탕으로(Walker, 1969; Gray, 1973; Rogers, 2003),

혁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 Volden, 2006;

Gilardi, 2010). 셋째, 대쌍에서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수신자

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인구규모, 청년고용률로 대표되는 청년

‘고용’문제의 수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으로 대표되는 재정구조의 유사성,

단체장 정치성향의 일치 여부로 대표되는 정치적 유사성 등을 추가로 측

정하여 통제하였다. 복지정책의 도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

으므로, 주요 정책행위자인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은 정책의 채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은 소속정당과 밀접하다. 소속정당이 모든 경우에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

으로서 특정한 정치이념을 대표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체장이

소속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가정은 널리 채택된다. 따라

서 서로 다른 두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같은 소속정당을 갖는다는 것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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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공동의 소속(joing membership)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국내·외 정책확산 연구에서는 단체창의 소속정당과 같은 정당에 속한 지

자체들의 정책도입은 이른바 ‘정당네트워크’에 의한 효과를 매개로 정책확

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이대웅·권기헌, 2014,

2015; 한익현·김필, 2020). 마지막으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

치단체들 사이에서도 시, 군, 구 등 행정구역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쌍에서 수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행

정구역 유형에 속하는지에 관한 가변수를 측정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켰

다.

2) 내부적 결정요인: 수신자-기초자치단체의 특성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채택이 요구된다. 정책의 채택은 그 자체로 노

력과 비용을 수반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채택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도 자원이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예산(budget)이 풍부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적극적이다(Mohr, 1969; Walker, 1969). 새로운 정책의 채

택은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실험이기 때문이다(Walker, 196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대쌍 안에서 잠재적 수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을 자연로그를 취한 예산규모 및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등으로 측

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잠재적 수신자로 가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역시

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지자체들에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은 통상적으로 소속정당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된다(이승종·강철구,

2006; 강윤호, 2011). 소속정당의 구분이 정치적 성향 차이를 대표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념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결

정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소속정당의

차이가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e.g. 이재완·정광호,

2011).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채택은 청년을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도입과 유사하다.

또한,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참여적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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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정정보공개제

도(남궁근, 1994; 이승종, 2004)나 주민참여예산제도(정명은·장용석, 2013;

장석준, 2014; 이정철·권혁준, 2015)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진보정당’에 속

하는 단체장들에 의해 입법과정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년정

책의 채택 및 시행과정에서 정당간 대립이 부각된 갈등사례 역시 ‘청년기

본소득’과 같은 복지 관련 정책내용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체

장의 소속정당을 근거로 ‘정치적 성향’ 차이를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

다.

기관대립형 정당구도 하에서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관계가 정책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될 수 있다.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의 지배정당이 불일치하는 분점정부

(divided government) 하에서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의회에 의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분점정부 하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정

책의 채택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정당구도를 측정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제4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분석대상 기간 전체(2016-2020)에 해당하는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분

석결과는 아래 [표 3-3]과 같다. 분석단위는 각각 발신자와 수신자로 가정

된 한 쌍의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대쌍(a dyad)이며,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159,934개의 대쌍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
립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사회적학습1

발신자 159934 0.352 0.813 0 5

[표 3-3] 연속형 변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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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기간 전체(2016-2020)에 해당하는 명목형 변수의 기술통계분

석결과는 아래 [표 3-4]와 같다.

변
수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공시
제부문) 수상횟수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사회적학습2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우수
사업지원부문) 수상횟수

발신자 159934 0.022 0.162 0 2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
에대한사회적학습
매니패스토 경진대회 수상 횟
수

발신자 159934 0.146 0.412 0 3

통
제
변
수

발신자인구규모
주민등록상인구수
(단위: 만명)

발신자 159934 23.380 22.497 0.908 120.263

발신자재정규모
일반회계총예산규모
(단위: 억원)

발신자 159934 6663.654 4975.286 1360.6 35081.8

인구통계적특성
주민등록상인구수
(단위: 만명)

수신자 159934 19.296 19.298 .908 120.263

인구통계적특성
65세이상노령인구비율(%)

수신자 159934 20.622 8.121 6.6 41.5

재정특성
일반회계총예산규모
(단위: 억원)

수신자 159934 5784.488 3794.562 1360.64 35081.8

재정특성
재정자립도

수신자 159934 20.14 12.707 4 68.9

재정특성
재정자주도

수신자 159934 54.377 10.552 16.5 79.3

정치적특성
단체장직전선거득표율

수신자 159934 53.703 10.531 24.7 100.0

인구규모차이
인구규모차이절대값
(단위: 만명)

대쌍 159934 21.441 20.733 0 119.265

재정구조차이
사회복지 예산비중 차이 절대
값 (%p)

대쌍 159934 16.868 13.003 0 62.58

정책문제차이
청년고용률차이(%p)의절대값

대쌍 159934 7.370 5.912 0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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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범주 빈도 비율

종속
변수

청년정책의 확산1
=1: 발신자가 수신자에 앞서
채택 AND 연령대 규정 일치

관계

확산 미발생
(=0)

155,717 97.36

확산 발생
(=1)

4,217 2.64

합계 159,934 100.00

청년정책의 확산2[*]
=1: 발신자가 수신자에 앞서
채택 AND 용어정의 일치

관계

확산 미발생
(=0)

151,082 94.47

확산 발생
(=1)

8,852 5.53

합계 159,934 100.00

청년정책의 확산3[*]
=1: 발신자가 수신자에 앞서
채택 AND 연령대
규정·용어정의 일치

관계

확산 미발생
(=0)

158,346 99.01

확산 발생
(=1)

1,588 0.99

합계 159,934 100.00

독립
변수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1
직전 연도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여부

발신자

수상 경력
없음
(=0)

126,712 79.23

수상경력
있음
(=1)

33,222 20.77

합계 159,934 100.00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2
직전 연도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여부

발신자

수상 경력
없음
(=0)

156,820 98.05

수상경력
있음
(=1)

3,114 1.95

합계 159,934 100.00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수상 여부

발신자

수상 경력
없음

152,136 95.12

수상경력
있음

7,798 4.88

합계 159,934 100.00

조절
변수

이념적 유사성
단체장 소속정당 일치 여부

관계

불일치
(=0)

88,274 55.19

일치
(=1)

71,660 44.81

합계 159,934 100.00

행정적 동질성
동일 광역자치단체 소속 여부

관계

불일치
(=0)

147,373 92.15

일치
(=1)

12,561 7.85

합계 159,934 100.00

[표 3-4] 명목형 변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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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신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

자리대상을 수상한 경우 우수사례(best practiecs)로 인식되어, 수신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의 청년기본조례를 따라 채택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는 일자리

대상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 부문은 ‘일자리 공시

제 부문’으로, 이 부문은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두 번째

부문은 ‘우수사업 지원’ 부문으로, 이 부문은 2017년에 신설되었다. 지역언

론의 보도에서는 이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두 번째 부문에서 우

수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수행되므

로 선정대상에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다.

통제
변수

행정특성
세종·제주 제외, 각각
소속 = 1, 비소속 = 0

수신자

충북 7,409 4.63
충남 11,048 6.91
대구 5,312 3.32
대전 3,812 2.38
인천 6,836 4.27
전북 9,495 5.94
전남 16,393 10.25
광주 3,619 2.26
경기 23,235 14.53
경북 15,570 9.74
경남 12,541 7.84
강원 11,560 7.23
부산 11,018 6.89
서울 18,667 11.67
울산 3,419 2.14
합계 159,934 100.00

행정특성
행정구역 유형(시,군,구)
소속 = 1, 비소속 = 0

수신자

시 46,321 28.96
군 66,498 41.58
구 47,115 29.46
합계 159,934 100.0

정치특성
정당구도

수신자

단점정부·지배
정당 부재
(=0)

131,596 82.28

분점정부
(=1)

28,338 17.72

합계 159,934 100.00

정치특성
단체장 정치성향

수신자

보수정당·
무소속
(=0)

68,761 42.99

진보정당 소속
(=1)

91,173 57.01

합계 159,934 100.00
[*] 강건성 확인(robustness check)을 위해 별도의 조작적 정의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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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5]는 청년정책의 확산이 일어난 4,217개의 표본과 확산이 일어

나지 않은 155,717개의 표본에 관하여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

는 기초자치단체에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 수상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확산의 발생 여부에 관한 집단 간 독립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표이다. 고

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상 수상실적은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부문으로 세

분하여 분석하였다. 공시제 부문의 경우,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가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확산의 기대빈도가

독립성 가정 하에서의 확산의 기대빈도에 비해 10% 미만 유의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Χ2=3.127, p<0.1)되었

다. 우수사업 부문의 경우,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수상 실적

이 있는 경우에 확산의 기대빈도가 독립성 가정 하에서의 확산의 기대 빈

청년정책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청년정책이 확산된
경우

합계[**]

일자리대상 수상
실적(공시제 부문)이

없는 경우

123,325
(79.2%)

32,392
(20.8%)

155,717
(100.0%)

일자리대상 수상
실적(공시제 부문)이

있는 경우

3,387
(80.3%)

830
(19.7%)

4,217
(100.0%)

합계
126,712
(79.2%)

33,222
(20.8%)

159,934
(100.0%)

Pearson's Chi2
test[***]

Χ2=3.127*
(p=0.077)

일자리대상 수상
실적(우수사업
부문)이 없는 경우

152,786
(98.1%)

2,931
(1.9%)

155,717
(100.0%)

일자리대상 수상
실적(우수사업
부문)이 있는 경우

4,034
(95.7%)

183
(4.3%)

4,217
(100.0%)

합계
156,820
(98.1%)

3,114
(1.9%)

159,934
(100.0%)

Pearson's Chi2
test[***]

X2=129.862***
(p=0.000)

[*] 관측 직전 시점(t-1) 기준
[**] 첫 번째 행은 빈도, 두 번째 행은 비율(%)
[***] note : *** p < 0.01, ** p < 0.05, * p < 0.1

[표 3-5] 집단 간 독립성 검정 결과: 일자리 대상 수상[*]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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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비해 1% 미만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X2=129.862, p<0.01)되었다. 실제로 대쌍에서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

초자치단체가 ‘우수사업 지원’ 부문에서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경우, 대

쌍 수준에서 확산이 발생하였다고 분류되는 관측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공시제’ 부문에서 일자리 대상

을 수상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위 [표 3-6]은 청년정책의 확산이 일어난 4,217개의 표본과 확산이 일어

나지 않은 155,717개의 표본에 관하여 대쌍에서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

는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상 수상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검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지원 부문’ 모두에서 대쌍 수준에서 확산이 발생한 표본들이 그

렇지 않은 표본들에 비해 일자리 대상 수상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한국 매니페스

토 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단

체로 선정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우수사례로 선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일자리 대상 수상 횟수[*]
관측치
수

평균 차이
표준오
차

|t|
(p-value)
[**]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일자리 대상 수상 횟수
확산이 일어난 경우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 =1)
4,217 0.499

0.151 0.013
11.932***
(0.000)확산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 =0)
155,717 0.348

우수사업 지원 부문 일자리 대상 수상 횟수
확산이 일어난 경우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 =1)
4,217 0.046

0.025 0.003
9.731***
(0.000)확산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 =0)
155,717 0.021

[*] 관측 직전 시점(t-1) 기준
[**] note : *** p < 0.01, ** p < 0.05, * p < 0.1

[표 3-6]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발신자-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수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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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7]은 청년정책의 확산이 발생한 4,217개의 표본과 확산이 일어

나지 않은 155,717개의 표본에 관하여 대쌍의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

단체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확산의 발생 여부

에 관한 집단 간 독립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검정 결과, 발신자에 해

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확산의 기대빈도가 독립

성 가정 하에서의 확산의 기대빈도에 비해 1% 미만 유의수준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Χ2=19.933, p<0.01)되었다.

청년정책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청년정책이 확산된
경우

합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실적이 없는 경우

148,063
(95.1%)

7,654
(4.9%)

155,717
(100.0%)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

4,073
(96.6%)

144
(3.4%)

4,217
(100.0%)

합계
152,136
(95.1%)

7,798
(4.9%)

159934
(100.0%)

Pearson's Chi2
test[***]

Χ2=19.933***
(0.000)

[*] 관측 직전 시점(t-1) 기준
[**] 첫 번째 행은 빈도, 두 번째 행은 비율(%)
[***] note : *** p < 0.01, ** p < 0.05, * p < 0.1

[표 3-7] 집단 간 독립성 검정 결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여부와 확산

변수명: 우수사례 선정[*] 이력
관측치
수

평균 차이
표준오
차

t-value
(p-value)
[**]

확산이 일어난 경우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 =1)

4,217 0.233
0.089 0.006

13.889***
(0.000)확산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 =0)
155,717 0.144

[*] 관측 직전 시점(t-1) 기준
[**] note : *** p < 0.01, ** p < 0.05, * p < 0.1

[표 3-8]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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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확산이 일어났다고 판정된 대쌍들에서 발신자에 해당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평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는 약 0.233회로, 확산이 일

어나지 않았다고 판정된 대쌍들에서 확인되는 평균 입상횟수(0.144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크기, 분산의 차이를 모두 고려한 독

립표본 t검정에 의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1% 미만 유

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13.889, p<0.01)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대쌍에서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선정 이력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다. 확산이 발생한 관측치에 해당하는 대쌍에서 발신자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상 수상 이력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지원’ 부

문 공통으로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관측치들에서의 수상 이력에 비해 평

균적으로 풍부하게 확인된다. 직전 시점(t-1) 기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이력은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대쌍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횟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확산이 발생한 대쌍에서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회귀모형의 추정

2.1. 기본모형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성공가설’과 ‘유사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

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1-1)과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형(1-2)을 단계

적으로 추정하였다. 이하의 추정방법은 이른바 ‘대쌍-연도 사건사분석

(dyad-year event history analysis)’에 따른 것이다.

종속변수는 확산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추정하였다. 다만, 대쌍-연도 자료는 패널데

이터로서의 특성과 더불어 대쌍의 특성으로 인하여 관측치간 비독립성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구성원이 동일한 대쌍이 관측시점마다 한쌍

씩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관측시점 안에서도 대쌍 간 비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다(Gilardi et al., 2008). 또한, 대쌍을 분석단위로 하므로 동

일한 구성원을 대쌍의 양방 또는 일방에 포함하는 관측치들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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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다(Gilardi et al., 2008).

관측치 간 의존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활용하

였다. 다만 대쌍적 사건사 분석에서 군집화(clustering)될 수 있는 단위는

다양하다(Shipan & Volden, 2014). 수준(level)이 다른 단위(대쌍 및 잠재

적 발신자·수신자에 속하는 두 개체)들 모두에 대해 군집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Volden(2006)은 대쌍을 군집으로 하여 군집에 견고한 표준오차

를 추정했다. Gilardi et al.(2008)은 대쌍과, 대쌍에 속하는 잠재적 발신자·

수신자와, 관측시점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고정효과를 상정하는 다층모

형을 구성하였다.37) Shipan and Volden(2014)은 잠재적 발신자에 해당하

는 개체를 군집으로 하여 군집에 견고한 표준오차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

했지만, 강건성 확인 차원에서 다른 군집에 대해서도 군집화를 수행하여,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가변수(year-dummy variable)를 모형에 포함시켜

시계열 의존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e.g. Beck et al., 1998;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4). 정책혁신의 확산은 통상적으로 시간의존성(time

dependence)을 갖는다고 가정된다(Rogers, 2003; Gray, 1973; Gilardi et

al., 2008; i.e., 이승종, 2004). 확산 현상의 시간의존성은 관측치 간 시계열

의존성(temporal dependence)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모수

적 확률분포를 가정하는 모형을 채택하거나, 연속형 시간변수(t, t2, t3, ...)

를 모형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정된 패턴(예: “S-자형” 곡

선)이 항상 관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방식을 채택한 것

이다.

모든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미 채택의 확산이 발생한 대쌍을 여러 차례

관측하게 되어 이른바 “모방편의(imitation bias)”(Gilardi et al., 2008)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한 차례 확산이 관측된 대쌍에

대해서는 확산이 관측된 시점 이후의 자료를 모형에서 제외시켰다

(Boehmke, 2009; Shipan & Volden, 2014). 또한, 잠재적 수신자로 가정된

개체가 잠재적 발신자로 가정된 개체에 앞서 정책을 채택한 대쌍 역시 모

37) 군집에 강건한 표준오차는 대쌍 간 독립성을 가정하나, 같은 개체를 대쌍의 일방에
포함하는 대쌍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Gilard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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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제외시켰다. 두 경우 모두 잠재적 수신자가 잠재적 발신자의 정책

을 모방할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0이 되어, 이른바 ‘위험집합(risk set)’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Boehmke, 2009).

개별 대쌍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 및 관측치 간 시간 의존성(temporal

dependence)을 고려하여 Huber/White이 제안한 강건한 표준오차를 추정

하여 검정통계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관측되지 않은 시계열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가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대쌍적 접근에

서 정책확산의 조작적 정의는 수신자가 발신자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

다. 따라서 대쌍에서 수신자로 가정된 지자체가 발신자로 가정된 지자체

보다 조기에 기본조례를 채택하였을 경우나 이미 한 차례 확산이 일어난

경우에는 정의상 ‘정책의 모방에 의한 확산’이 발생할 이론적 가능성이 사

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으로 기본조례의 채택에 의한 모방

이 발생할 수 없는 대쌍들을 ‘위험집합(risk set)’에서 제외시켰다

(Boehmke, 2009).38)

38) 사건사분석의 관점에서 사건의 발생가능성은 ‘위험발생률(hazard probability)’로 명명
된다. 사건발생가능성이 0보다 큰 관측대상은 위험집합(risk set)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건발생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상은 ‘위험집합에 속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속변수: 청년정책의 확산
(=1: 수신자-지자체가 발신자-지자체와 연령범위가 동일한 청년기본조례 채택)

변수명
모형 1-A 모형 1-B 모형 1-C

clustered by
대쌍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수신자-지자체

독립변수: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1: 수상)

-0.402*** -0.402* -0.402***

(0.088) (0.216) (0.110)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회)

0.128*** 0.128* 0.128***
(0.032) (0.070) (0.036)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1.809*** 1.809*** 1.809***

(0.377) (0.617) (0.421)

[표 3-9] 기본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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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수상 (=1:
수상)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회)

-1.732*** -1.732*** -1.732***

(0.347) (0.489) (0.363)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1: 입상)

0.662*** 0.662*** 0.662***

(0.103) (0.253) (0.112)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회)

-0.054 -0.054 -0.054**

(0.038) (0.089) (0.026)
통제변수1: 잠재적 발신자 특성

발신자
인구·재정규모

ln (인구 수)
0.540*** 0.540*** 0.540***

(0.051) (0.170) (0.043)

ln (총 예산)
-0.340*** -0.340 -0.340***

(0.083) (0.272) (0.068)

통제변수2: 잠재적 수신자 특성

수신자
인구통계 특성

ln (인구 수)
0.780*** 0.780*** 0.780*
(0.086) (0.164) (0.401)

65세 이상 인구
비율(%)

0.044*** 0.044*** 0.044*

(0.005) (0.009) (0.024)

수신자
재정적 특성

ln (총 예산)
-0.328*** -0.328** -0.328
(0.107) (0.165) (0.465)

재정자주도
0.000 0.000 0.000
(0.004) (0.006) (0.015)

재정자립도
-0.014*** -0.014*** -0.014
(0.003) (0.003) (0.012)

수신자
정치적 특성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정당 소속=1)

0.536*** 0.536*** 0.536***
(0.049) (0.062) (0.184)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0.008*** 0.008*** 0.008
(0.002) (0.003) (0.010)

정당구도
(분점정부=1)

0.115** 0.115*** 0.115
(0.047) (0.027) (0.213)

수신자
행정적 특성

행정구역 유형
(=1: 군)

-0.741*** -0.741*** -0.741**
(0.061) (0.053) (0.288)

행정구역 유형
(=1: 구)

-0.524*** -0.524*** -0.524
(0.091) (0.096) (0.383)

15개 광역자치단체
(세종·제주 제외)
소속 여부(=1)

(생략)

통제변수 3: 관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차이

|인구규모 차이|
-0.127*** -0.127*** -0.127***
(0.014) (0.0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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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확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발신자-지자체, 수신자-지자체 및

관계 특성을 포함하는 기본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3-9]와 같다. [표 3-9]

의 모형 1-A, 1-B, 1-C의 회귀계수는 일치하나, 표준오차 추정방식은 상

이하다. 1-A의 경우 대쌍(dyad)에 견고한 표준오차를, 1-B는 발신자

(sender)로 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견고한 표준오차를, 1-C의 경우 수신

자로 가정된 지방자치단체(receiver)에 견고한 표준오차를 각각 추정하여

표시하였다.

실제 분석결과, 표준오차가 가장 큰 모형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추정결

과로부터 일자리 대상 중 ‘우수사업 지원 부문’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들

의 직전 연도(t-1) 시점에서의 수상 사실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이 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coef.

= 1.809, p<0.01)된다. 또한, 직전 연도(t-1)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실

정책문제 차이 |청년고용률 차이|
-0.007** -0.007 -0.007
(0.003) (0.006) (0.007)

재정구조 차이
|사회복지예산비중
차이(%p)|

-0.018*** -0.018*** -0.018***
(0.002) (0.004) (0.004)

이념적 유사성
단체장 소속정당
일치(=1)

-0.117*** -0.117 -0.117*
(0.043) (0.072) (0.070)

행정적 유사성
소속 광역자치단체

일치(=1)
0.893*** 0.893*** 0.893***
(0.053) (0.100) (0.098)

시간
2.970*** 2.970*** 2.970***
(0.123) (0.342) (0.297)

시간^2
-0.268*** -0.268*** -0.268***
(0.016) (0.045) (0.038)

상수항
4.075 4.075 4.075
(3.322) (7.909) (11.240)

관측치 수 159,934 159,934 159,934
결정계수(pseudo R-squared) 0.226 0.226 0.226

클러스터 수 49,212 226 226
-Log Likelihood -15077.882 -15077.882 -15077.882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

Χ2(39)=6224.57**
*

(0.000)

Χ2(39)=3677.44**
*

(0.000)

Χ2(39)=3351.52**
*

(0.000)
[*] 괄호 안 숫자는 각각 대쌍(dyad),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에 견고한 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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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시 5% 미만 유의수준에서 청년정책의 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 = 0.662, p<0.01). 다만, 같

은 일자리 대상 수상 이력이라도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의 수상이

력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

었다. 반면, 정부나 전문가집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는 사실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직전 연도의 선정 사실 여부

를 통제한 추정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수사례

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확인하였

다. 특히 전문가집단이 참여하여 선정하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실

적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청년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 대상 수상 실적이 청년정책의

확산가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맥락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평적 모방기제의

영향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표준오차가 가장 큰 모형의 추정결과를 기

준으로 할 때, 발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대

쌍 안에서 확산가능성이 높아지는(coef.=0.540, p<0.05) 것은, 수평적 모방

기제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소속 광역자치단체가 일치하

는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청년정책의 확산가능성이 높아지는

(coef.=0.893, p<0.01)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계가 동등한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라도 규

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초자치단체가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보다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역시

광역단위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지역적 군집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구규모의 차이(coef.=-0.127, p<0.01)나 재정구조의 차

이(coef=-0.018, p<0.01)는 확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유사성(similarity)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청년정책의 확

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수신자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진보정당 소속

일 경우 청년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coef.=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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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되는 반면, 대쌍을 구성하는 발신자-기초자치단체와 수신자-기초

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서로 일치한다고 해서 확산가능성이 높

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coef.=-0.117, p>0.1). 따라서, 청년정책에

관한 단체장의 정책선호는 청년기본조례의 채택가능성을 높이는 ‘내부적’

결정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2. 확장모형의 추정: 이념적·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미국, 스위스 등 연방체제를 택한 국가들의 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하

여 수행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이념적 유사성(ideological similarity)은

학습기제의 영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e.g. Volden, 2006;

Gilardi, 2010).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Rogers, 2003). 이념과 소속정당을 공유하는 단체장들이 속한 지방자치단

체들 사이에서는 정당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매개로 하는 정책혁신

이 확산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하

에서 학습은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는 대상 위주로 수행되기도 한다. 같은

결과가 이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

은 정책결정자가 지지하는 이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이상점(ideal

points)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념이나 가치관을 공유

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대안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이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Grossback et al., 2004; Volde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중심으로 수행

된 논의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학습이 이념에 의해 “채널화될

(channelled)”(Meseguer, 2006; Braun & Gilardi, 2006;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i.e. Rogers, 2003)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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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청년정책의 확산
(=1: 수신자-지자체가 발신자-지자체와 연령범위가 동일한 청년기본조례 채택)

변수명

모형 2-A 모형 2-B 모형 2-C

clustered by
대쌍

clustered by
발신자-지자

체

clustered by
수신자-지자

체

독립변수: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1: 수상)

-0.182 -0.182 -0.182

(0.125) (0.240) (0.153)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회)

0.080* 0.080 0.080

(0.048) (0.079) (0.055)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1: 수상)

1.386** 1.386 1.386**

(0.583) (1.085) (0.651)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회)

-1.286** -1.286 -1.286**

(0.536) (0.982) (0.535)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1: 입상)

0.194 0.194 0.194

(0.187) (0.277) (0.265)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회)

-0.012 -0.012 -0.012
(0.062) (0.120) (0.039)

독립변수 * 이념적 유사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

이념적 유사성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x 이념적
유사성

-0.430** -0.430 -0.430**

(0.177) (0.266) (0.205)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x 이념적 유사성

0.096 0.096 0.096

(0.064) (0.081) (0.080)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x 이념적
유사성

0.655 0.655 0.655

(0.752) (1.063) (0.854)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x 이념적 유사성

-0.677 -0.677 -0.677

(0.689) (1.017) (0.727)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x 이념적
유사성

0.693*** 0.693*** 0.693**

(0.221) (0.231) (0.333)

[표 3-10] 확장된 모형 1: 이념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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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x 이념적 유사성

-0.071 -0.071 -0.071

(0.078) (0.111) (0.058)

통제변수1: 잠재적 발신자 특성

발신자
인구·재정규모

ln (인구 수)
0.535*** 0.535*** 0.535***

(0.050) (0.170) (0.042)

ln (총 예산)
-0.331*** -0.331 -0.331***

(0.083) (0.271) (0.067)

통제변수2: 잠재적 수신자 특성

수신자
인구통계 특성

ln (인구 수)
0.775*** 0.775*** 0.775*
(0.086) (0.164) (0.401)

65세 이상 인구
비율(%)

0.044*** 0.044*** 0.044*

(0.005) (0.009) (0.024)

수신자
재정적 특성

ln (총 예산)
-0.322*** -0.322* -0.322
(0.107) (0.165) (0.464)

재정자주도
0.000 0.000 0.000
(0.004) (0.006) (0.015)

재정자립도
-0.014*** -0.014*** -0.014
(0.003) (0.003) (0.012)

수신자
정치적 특성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정당 소속=1)

0.538*** 0.538*** 0.538***
(0.049) (0.062) (0.184)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0.008*** 0.008*** 0.008
(0.002) (0.003) (0.010)

정당구도
(분점정부=1)

0.115** 0.115*** 0.115
(0.047) (0.027) (0.213)

수신자
행정적 특성

행정구역 유형
(=1: 군)

-0.743*** -0.743*** -0.743***
(0.061) (0.053) (0.288)

행정구역 유형
(=1: 구)

-0.523*** -0.523*** -0.523
(0.091) (0.096) (0.383)

15개 광역자치단체
(세종·제주 제외)
소속 여부(=1)

(생략)

통제변수 3: 관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차이

|인구규모 차이|
-0.127*** -0.127*** -0.127***
(0.014) (0.027) (0.023)

정책문제 차이 |청년고용률 차이|
-0.007** -0.007 -0.007
(0.003) (0.006) (0.007)

재정구조 차이
|사회복지예산비중
차이(%p)|

-0.018*** -0.018*** -0.018***
(0.002) (0.004) (0.004)

이념적 유사성
단체장 소속정당
일치(=1)

-0.083* -0.083 -0.083
(0.048) (0.079) (0.068)

행정적 유사성
소속 광역자치단체

일치(=1)
0.890*** 0.890*** 0.890***
(0.053) (0.100) (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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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10]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념적 유사성의 조절효과는 제한

적이다. 표준오차 추정방식이 상이한 세 모형 중 표준오차가 가장 큰 추

정결과를 기준으로 해석할 때, 이념적 유사성의 조절효과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선정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이력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coef.=0.693, p<0.05)되었다. 반면, 중앙정부가 선

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이념적으로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종속변수: 청년정책의 확산
(=1: 수신자-지자체가 발신자-지자체와 연령범위가 동일한 청년기본조례 채택)

변수명
모형 3-A 모형 3-B 모형 3-C

clustered by
대쌍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수신자-지자체

독립변수: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0.436*** -0.436** -0.436***

(0.095) (0.223) (0.118)

[표 3-11] 확장된 모형 2: 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시간
2.962*** 2.962*** 2.962***
(0.122) (0.341) (0.297)

시간^2
-0.267*** -0.267*** -0.267***
(0.016) (0.045) (0.038)

상수항
3.731 3.731 3.731
(3.320) (7.881) (11.211)

관측치 수 159,934 159,934 159,934
결정계수(pseudo R-squared) 0.227 0.227 0.227

클러스터 수 49,212 226 226
-Log Likelihood -15068.775 -15068.775 -15068.775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

Χ2(45)=6261.71
***
(0.000)

Χ2(45)=4083.71
***
(0.000)

Χ2(45)=3612.27
***
(0.000)

[*] 괄호 안 숫자는 각각 대쌍(dyad),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에 견고한 표준오
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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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회적 학습

수상 (=1: 수상)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회)

0.146*** 0.146** 0.146***

(0.034) (0.074) (0.038)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1:

수상)

1.729*** 1.729*** 1.729***

(0.381) (0.620) (0.429)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회)

-1.624*** -1.624*** -1.624***

(0.347) (0.516) (0.367)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1: 입상)

0.448*** 0.448 0.448***

(0.121) (0.276) (0.133)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회)

-0.054 -0.054 -0.054*

(0.041) (0.098) (0.031)

독립변수 * 행정적 유사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

이념적
유사성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x 행정적
유사성

0.260 0.260 0.260

(0.259) (0.397) (0.222)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x 행정적 유사성

-0.145 -0.145 -0.145*

(0.098) (0.142) (0.077)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x
행정적 유사성

12.507*** 12.507*** 12.507***

(0.695) (0.817) (0.640)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x 행정적 유사성

-12.801*** -12.801*** -12.801***

(0.499) (0.779) (0.471)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x 행정적
유사성

0.897*** 0.897** 0.897***

(0.242) (0.428) (0.297)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x 행정적 유사성

-0.004 -0.004 -0.004

(0.113) (0.2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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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1: 잠재적 발신자 특성

발신자
인구·재정규

모

ln (인구 수)
0.542*** 0.542*** 0.542***

(0.051) (0.170) (0.043)

ln (총 예산)
-0.344*** -0.344 -0.344***
(0.082) (0.271) (0.067)

통제변수2: 잠재적 수신자 특성

수신자
인구통계
특성

ln (인구 수)
0.770*** 0.770*** 0.770*
(0.086) (0.163) (0.401)

65세 이상 인구
비율(%)

0.044*** 0.044*** 0.044*
(0.005) (0.009) (0.024)

수신자
재정적 특성

ln (총 예산)
-0.319*** -0.319* -0.319
(0.107) (0.164) (0.465)

재정자주도
-0.000 -0.000 -0.000
(0.004) (0.006) (0.015)

재정자립도
-0.014*** -0.014*** -0.014
(0.003) (0.003) (0.012)

수신자
정치적 특성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정당 소속=1)

0.532*** 0.532*** 0.532***
(0.049) (0.062) (0.185)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0.008*** 0.008*** 0.008
(0.002) (0.003) (0.010)

정당구도
(분점정부=1)

0.111** 0.111*** 0.111
(0.047) (0.027) (0.214)

수신자
행정적 특성

행정구역 유형
(=1: 군)

-0.744*** -0.744*** -0.744***
(0.061) (0.053) (0.288)

행정구역 유형
(=1: 구)

-0.532*** -0.532*** -0.532
(0.091) (0.097) (0.384)

15개 광역자치단체
(세종·제주 제외)
소속 여부(=1)

(생략)

통제변수 3: 관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차이

|인구규모 차이|
-0.126*** -0.126*** -0.126***
(0.014) (0.027) (0.023)

정책문제
차이

|청년고용률 차이|
-0.006** -0.006 -0.006
(0.003) (0.006) (0.007)

재정구조
차이

|사회복지예산비중
차이(%p)|

-0.018*** -0.018*** -0.018***
(0.002) (0.004) (0.004)

이념적
유사성

단체장 소속정당
일치(=1)

-0.115*** -0.115 -0.115*
(0.043) (0.072) (0.070)

행정적
유사성

소속 광역자치단체
일치(=1)

0.878*** 0.878*** 0.878***
(0.060) (0.116) (0.099)

시간
2.985*** 2.985*** 2.985***
(0.123) (0.342) (0.296)

시간^2
-0.269*** -0.269*** -0.269***
(0.016) (0.045) (0.038)

상수항 3.984 3.984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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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위의 [표

3-11]과 같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3-A, 3-B, 3-C의 회귀계수는 일

치하나, 추정된 표준오차에는 차이가 있다. 3-A의 경우 대쌍(dyad)에 견

고한 표준오차를, 3-B는 발신자로 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견고한 표준오

차를, 3-C의 경우 수신자로 가정된 지방자치단체(receiver)에 견고한 표준

오차를 각각 추정하여 표시하였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여 행정적으로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리

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상호 유사한 정책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

언론 역시 광역자치단체를 경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정책행위는 청년정책의 채택 또는 실질적 집행을 촉구하는 논거로 빈번하

게 활용되었다.

[표 3-11]의 분석결과는 대쌍에 속한 두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적 유사성

을 지니게 될 때 사회적 학습에 의한 청년정책의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

을 부분적으로 시사한다. 분석결과,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행정적 유사성

에 의해 강화(coef.=0.897, p<0.01)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청년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3.321) (7.884) (11.247)

관측치 수 159,934 159,934 159,934
결정계수(pseudo R-squared) 0.227 0.227 0.227

클러스터 수 49,212 226 226
-Log Likelihood -15065.066 -15065.066 -15065.066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

Χ2(45)=8778.99**
*

(0.000)

Χ2(45)=4329.85**
*

(0.000)

Χ2(45)=8991.66**
*

(0.000)
[*] 괄호 안 숫자는 각각 대쌍(dyad),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에 견고한 표준오
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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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가분석: 강건성의 확인(robustness check)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된 ‘연령범위’가 청년정책의 확산과

정에서 핵심적인 정책요소(policy element)라는 가정 하에, 대쌍 수준에서

청년정책의 확산을 잠재적 수신자가 잠재적 발신자와 ‘연령범위가 일치하

는’ 청년기본조례를 1기 이상의 시차를 두고 따라 채택하는 현상으로 조

작화하였다. 실제로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연령범위’에 관한 규

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미 청년정책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들도 조

례의 개정을 통해 연령범위를 수정하는 현상 역시 빈번하게 관측되었다.

그럼에도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에 있어 대쌍적 사건사 분석은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 속한다. 대쌍적 사건사 분석에 의한 확산 연

구에서 관심대상인 ‘확산’의 조작화 논리는 공통적으로 관측시점에 잠재적

수신자가 채택한 정책의 내용이 정책에 관한 주요한 차원들에서 발신자와

일치하는지, 정책혁신을 채택한 결과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정책유사

성(policy similarity)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상의 조작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된 청년정책의 내

용적 차원들이 ‘용어정의’ 규정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령범

위’에 관한 규정 역시 “청년”이라는 정책용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용어

정의’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에 관한 추정결과에 있어 가장 큰 표준오

차가 추정된 모형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

기 위한 별도의 추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 청년정책의 확산[**]

변수명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

연령범위 일치
(=1)

용어정의 일치
(=1)

연령범위 &
용어정의 일치

(=1)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표 3-12] 강건성 확인 1: 기본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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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에서 추정된 모형은 종속변수에 관한 대안적 조작화

(alternative operationalization)을 수행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앞서 [표

3-9]에서 제시한 ‘기본모형’과 일치한다. 세 모형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및 전문가집단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청년정책의

확산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독립변수: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1: 수상)

-0.402* -0.353 -0.852***

(0.216) (0.361) (0.317)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회)

0.128* 0.099 0.262**

(0.070) (0.112) (0.113)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1:

수상)

1.809*** 1.618** 2.931***

(0.617) (0.694) (1.026)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회)

-1.732*** -1.224** -2.178**

(0.489) (0.524) (0.937)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1: 입상)

0.662*** 0.577* 0.614**

(0.253) (0.347) (0.283)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회)

-0.054 -0.042 -0.061

(0.089) (0.150) (0.169)

(이하 추정결과 생략)
관측치 수 159,934 159,934 159,934

결정계수(pseudo R-squared) 0.226 0.281 0.195
클러스터 수 49,212 226 226
-Log Likelihood -15077.882 -24594.534 -7167.397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
Χ2(39)=3058.42***

(0.000)
Χ2(39)=6687.39***

(0.000)
Χ2(39)=4216.09***

(0.000)
[*] 괄호 안 숫자는 각각 대쌍(dyad),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에 견고한 표준오
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모형 4-1은 ‘연령범위의 일치 여부’에 의해 조작화된 ‘청년정책의 확산’을 종속변수
로 추정한 모형임. 모형 4-2는 ‘용어정의 일치 여부’, 모형 4-3은 ‘연령범위와 용어정의가
동시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각각 추정한 모형임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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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확인된 분석결과(모형 4-1과 일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용어정의의 일치 여부만을 근거로 종속변수를 조작화한 모형

4-2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청년

정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10% 미만 유의수준에서만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 청년정책의 확산[**]

변수명

모형 5-1 모형 5-2 모형 5-3

연령범위 일치
(=1)

용어정의 일치
(=1)

연령범위 &
용어정의 일치

(=1)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독립변수: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1: 수상)

-0.182 0.075 -0.453

(0.240) (0.439) (0.399)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회)

0.080 0.006 0.184

(0.079) (0.116) (0.125)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1:

수상)

1.386 1.388 2.383**

(1.085) (0.928) (1.003)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회)

-1.286 -0.830 -1.337

(0.982) (0.632) (0.830)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1: 입상)

0.194 0.731** 0.420

(0.277) (0.319) (0.355)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회)

-0.012 -0.200 -0.171

(0.120) (0.154) (0.218)

독립변수 * 이념적 유사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0.430 -0.816* -0.741*

(0.266) (0.467) (0.407)

[표 3-13] 강건성 확인 2: 이념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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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에서 추정된 모형은 앞서 [표 3-10]에서 제시한 이념적 유사성

의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추정결과(모형 5-1)와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집

단에 의해 선정된 우수사례의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념적 유사성의 조절효과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 모형 5-2의 추정결

과에서는 ‘직전 연도 입상 여부’가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념적 유

*
이념적
유사성

수상 x 이념적
유사성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x 이념적 유사성

0.096 0.182 0.159

(0.081) (0.130) (0.113)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x
이념적 유사성

0.655 0.365 1.166**

(1.063) (0.756) (0.561)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x 이념적 유사성

-0.677 -0.603 -1.591***

(1.017) (0.421) (0.317)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x 이념적
유사성

0.693*** -0.239 0.286

(0.231) (0.237) (0.310)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x 이념적 유사성

-0.071 0.236** 0.147

(0.111) (0.107) (0.146)

관측치 수 159,934 159,934 159,934
결정계수(pseudo R-squared) 0.227 0.282 0.196

클러스터 수 49,212 226 226
-Log Likelihood -15068.775 -24558.006 -7159.004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

Χ2(45)=4083.71*
**
(0.000)

Χ2(45)=6970.16*
**
(0.000)

Χ2(45)=4298.35*
**
(0.000)

[*] 괄호 안 숫자는 각각 대쌍(dyad),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에 견고한 표준오
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모형 5-1은 ‘연령범위의 일치 여부’에 의해 조작화된 ‘청년정책의 확산’을 종속변수
로 추정한 모형임. 모형 5-2는 ‘용어정의 일치 여부’, 모형 5-3은 ‘연령범위와 용어정의가
동시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각각 추정한 모형임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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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입상 횟수’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의 조절효과가 확인(coef.=0.236, p<0.05)되었다.

다만, 모형 5-3의 추정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

다.

　종속변수: 청년정책의 확산[**]

변수명

모형 5-1 모형 5-2 모형 5-3

연령범위 일치
(=1)

용어정의 일치
(=1)

연령범위 &
용어정의 모두

일치
(=1)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clustered by
발신자-지자체

독립변수: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 (=1: 수상)

-0.436** -0.310 -0.890***

(0.223) (0.371) (0.328)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회)

0.146** 0.079 0.293**

(0.074) (0.115) (0.116)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1:

수상)

1.729*** 1.586** 2.835***

(0.620) (0.725) (1.090)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회)

-1.624*** -1.155** -2.036**

(0.516) (0.564) (1.009)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1: 입상)

0.448 0.617* 0.547*

(0.276) (0.355) (0.312)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회)

-0.054 -0.030 -0.072

(0.098) (0.157) (0.205)

독립변수 * 행정적 유사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0.260 -0.545 0.372

(0.397) (0.405) (0.486)

[표 3-14] 강건성 확인 3: 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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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에서 추정된 모형은 앞서 [표 3-12]에서 제시한 행정적 유사성

의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추정결과(모형 6-1)와 달리 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일

관성 있게 지지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이념적
유사성

수상 x 행정적
유사성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 수상 횟수
x 행정적 유사성

-0.145 0.253* -0.251

(0.142) (0.140) (0.155)

직전 연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x
행정적 유사성

12.507*** 0.762 10.751***

(0.818) (0.754) (1.282)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지원

부문)
수상 횟수

x 행정적 유사성

-12.801*** -1.278** -11.213***

(0.779) (0.549) (1.250)

직전 연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x 행정적
유사성

0.897** -0.374 0.323

(0.428) (0.416) (0.572)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
x 행정적 유사성

-0.004 -0.112 0.062

(0.212) (0.199) (0.326)

관측치 수 159,934 159,934 159,934
결정계수(pseudo R-squared) 0.227 0.282 0.196

클러스터 수 49,212 226 226
-Log Likelihood -15068.775 -24558.006 -7159.004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

Χ2(45)=4083.71*
**
(0.000)

Χ2(45)=6970.16*
**
(0.000)

Χ2(45)=4298.35*
**
(0.000)

[*] 괄호 안 숫자는 각각 대쌍(dyad),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에 견고한 표준오
차(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 모형 6-1은 ‘연령범위의 일치 여부’에 의해 조작화된 ‘청년정책의 확산’을 종속변수
로 추정한 모형임. 모형 6-2는 ‘용어정의 일치 여부’, 모형 6-3은 ‘연령범위와 용어정의가
동시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각각 추정한 모형임
[note]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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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정책 채택에 따른 다른 단위의 정치적·정책적

결과에 관한 사회적 학습은 학습주체에 해당하는 단위의 실정에 적합한

(appropriate) 정책의 채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Volden,

2002/2006; Messeguer, 2005/2006; Gilardi, 2010). 사회적 학습의 역할은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증거들의 축적에 비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증할 것으로 가정되지만(Shipan & Volden, 2008/2012), 비

교적 단기간에 확산된 사례들에서도 정책의 효과성과 밀접한 지표

(indicator)의 변화(Volden, 2006; Shipan & Volden, 2014)나 정책 도입 이

후 선거를 통해 확인되는 성과(electoral performance)에 관한 정보

(Gilardi, 2010; Shipan & Volden, 2014)가 정책혁신의 확산가능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 장의 연구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

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적 학습에 관한 초

기 이론은 사회적 학습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식(social

knowledge)의 축적과정으로 정의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사후적 신념

(posterior beliefs)의 변화를 거쳐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규정한

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socially meaning)’ 실제인 정책혁신은

확산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매개되는(socially mediated)’ 과정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정책혁신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무의미한(socially

meaningless)’ 실제의 확산과 달리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적 신념

(prior beliefs)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

의 이념(ideology)에 따른 ‘이상점(ideal points)’의 차이로 인해 정보 자체

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Messeguer, 2006; Volden et

al., 2008). 동일한 정보에 관한 다른 반응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이른바

‘채널화된 학습(channeled learning)’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Dobbin et

al., 2007).

단항적(monadic) 사건사분석에 의해 확산기제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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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들은 사회적 학습의 영향을 앞서 정책을 채택한 단위의 수가 증가

함에 따른 “학습 기회(opportunity to learn)”의 증가에 의해 조작화하는

경향이 있다(Boehmke & Witmer, 2004; 최상한, 2010; 이석환, 2013). 이

와 같은 접근에서 학습 기회의 증가는 수직적 확산 압력이나 지리적 경계

의 공유 또는 인접성에 의해 정의되는 수평적 확산 압력 내지 ‘이웃 효과’

를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에서, 정책혁신의 확

산에 미치는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 탈지역적·광역적 기제에 의한 영향으

로서 단위 간 동질성 내지 유사성과 무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를 암

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원거리 상호작용을 보조하는 연결

망과 간접자본의 발달로 탈지역적·광역적 정보교환이 활성화될수록 정책

혁신의 확산이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Walker(1969)의 선구적인

예측 이래, 학습기제에 의한 확산은 탈지역적·광역적으로 나타나는 확산

현상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화되었다.

그러나 이 전제는 확산기제의 유형론이 포괄적이면서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가정에

속한다. 또한, 행위자 간 동질성(homophily)이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높이

는 요인이므로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동질성이 높은 행위자들 사이

에서 보다 빈번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Rogers(2003)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실제로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에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이념

적 유사성이나 소속정당의 유사성에 의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대효

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소수의 실증연구들

에 의해 검증되어 왔다(e.g. Messeguer, 2006; Volden et al., 2008;

Dobbin et al., 2007; Gilardi, 2010). 특히 대쌍적 접근에 의한 사건사분석

에서는 앞서 정책을 채택한 잠재적 발신자에게서 확인되는 정책의 결과나

정치적 결과가 긍정적일 때 잠재적 수신자가 잠재적 발신자와 정책유사성

(policy similarity)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잠재적 발신자에게서 확인되는 정

책의 결과나 정치적 결과가 사회적 학습을 거쳐 잠재적 수신자가 정책모

방(policy emulation)을 수행할 가능성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념적·정치

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닐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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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ilardi, 2010).

사회적 학습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정책결정에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

라면, 사회적 학습의 결과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학습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되는 새

로운 정보의 원천(sources)을 직접적 관찰 대상이자 잠재적 발신자에 해

당하는 다른 단위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인 고용노동부나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당사자가 아닌

주체에 의해 생산된 정보가 사회적 학습을 거쳐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상하는 ‘일자리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같은 조건 하

에서 다른 잠재적 발신자들에 비해 잠재적 수신자들에 의해 정책이 모방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일

자리 분야’ 및 ‘청년문제 해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된 단체장들이 속한 지자체들 역시 잠재적 발신자로서 잠재적 수신자들에

의해 정책이 모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매

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적 학습과

정에서 이념적·행정적 유사성에 의해 ‘채널화되는’ 경향이 일부 확인되기

도 했다.

이 결과는 우수사례에 관한 정보의 원천(source)에 따라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과 더불어, 우수사례가 사회적 학습을 통해 다른 단

위로 전파되는 기전(mechanisms) 역시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Braun

and Gilardi(2006), Meseguer(2006), Dobbin et al.(2007), Volden et

al.(2008) 등의 논의에 따르면 정책결정자의 기대효용 함수를 구성하는 요

인은 대안의 “인식된 효과성(perceived effectiveness)” 외에 “보수구조

(payoffs)”의 영향을 받는다. 인식된 효과성에 관한 정보는 그 정보가 정

책결정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기전은 인식된 효과성과 보수구조 영향 간 상호작용

(interaction)을 상정한다. 이 지점에서 기대효용이론은 정책결정자가 자신

의 선호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비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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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베이지언 학습(Bayesian

learning)” 모형은 합리적 학습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습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만족화를 지향하는 “제한된 학습

(bounded learning)”에 가깝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은 제한된 학습의 일종이면서, 제한된 학

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보다 합리적이기 위

해서는 우수사례의 선정과정이 과학적일수록 유리하며, 선정된 우수사례

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가 내포하는 정책혁신의 정치적 결과 내지

정책의 성과에 관한 정보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과학적 연구의 축적과 활용이 어려운

‘신속한(rapid)’ 확산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우수사례가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향후 우수사례의 선정과정의 개선을 통해 기초자

치단체들이 역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혁신에 관한 정제된 정보를 활용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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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복사-붙여넣기 입법

(copy-and-paste lawmaking)의 영향요인 연구

제1절 도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대표한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 정용찬·하

윤상, 2019; 정다원, 2020).39) 조례는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법률을 보완하

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자적인 규범을 창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

는다(양철호 외, 1999; 허필윤(2018)에서 재인용). 「청년기본법」 제정 이

전까지 청년정책에 관한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법적 기반은 존재하지 않았

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40)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의해 도입된 청년정책은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기헌, 2017, 2020). ‘청년’은 기능이 아닌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이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전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

책이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41) ‘대상 중심’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출발점은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다(김기헌, 2017; 허필윤,

2018; 정솔, 2018).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정책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

39) 기본조례 성격을 갖는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목적과 기본이념, 목
적상 유사한 일련의 조례들을 ‘청년기본조례’로 명명하고자 한다.

40)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법령 제정이 지연된 원인은 다양하다. 일례로, 김
기헌(2017)은 과거 ‘청년’이 정책대상으로서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 대상 중심 정책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은 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는
점, 그리고 ‘청년’ 계층과 연령상 인접한 ‘청소년’ 계층의 구분이 모호하였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41) 실제로 “청년”을 명칭에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은 창원시의 「창원시 청년 취업센터
설치·운영 조례」(2006년)가 최초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역시 「부산광역시 금
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2010년)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제정된 ‘청년’ 관련 조례들은 2015년 이후 제정된 청년기본조례와는 목적이나 기능,
성격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례로, 정윤찬·하윤상(2019: 40)은 서울시의 청년
정책네트워크 운영 관련 법규를 분석하면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와 ‘창업지
원센터 설치’,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일자리 기본’ 등 다른 조례들과의 차별
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 138 -

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들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를 제시하였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총칙으로, 대부분의 청년

기본조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항에서 다른 조례에서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또한, ‘목적’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청년의 “사

회참여 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문언상 포함하고

있으며,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에서는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지역주민을

“청년”으로 정의하여 청년을 하나의 계층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성문화하

고 있다. 「청년기본법」 역시 “기본이념”(제2조), “정의”(제3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제5조)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년을 하나의 계층으로 규정하

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은 비교적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입법과정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42)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단체장의 책무, 기본계획, 청년정책에 관한

위원회 또는 협의체 조직 관련 규정, 청년층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 등

을 포함하기는 하지만,43) 그 외에 내용에서는 지역 간 편차가 상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에서 앞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쓰는 “미투(Me

Too) 조례”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성과를 위한 “구색맞추기 조례”의

제정이 의심되기도 한다(허필윤, 2018).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자율성을

42) 일례로, 경상북도 고령군의 ‘청년 기본 조례’는 불과 11개의 조항만을 포함하지만, 강
원도 춘천시의 ‘청년발전 지원 조례’나 전라남도 영광군의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려 28개의 조항을 포함한다.

43)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허필윤(2018)의 연구에서는 다수의 청년기본조례들에
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단체장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수립 및 정책연구’,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 ‘청년 자문
기구 구성’, ‘청년시설 및 단체 지원’, ‘청년의 권리 보장’ 등을 열거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목적’, ‘정의’, ‘단체장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은 극소수(1-2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외를 제외한 모
든 지역의 청년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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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

는 정책내용을 선별하여 수용하거나 새로운 정책내용을 개발하는 양상으

로 수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실험장(policy experience)”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확산과정에서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내용을 기계적으로 따라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확산이 분권화된 결정체제이자 정책실험장으로서 가

질 수 있는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Jansa et

al., 2019) 현상을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Jansa et

al.(2019)는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이라는 용

어에 의해 확산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위가 입법과정에서 동일한 언어

(language)를 채택하는 현상을 지칭한 바 있다.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

정에서 핵심적인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는 점에

서, 확산과정에서 입법내용이 유사성을 갖는 현상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

은 아니다. 그러나 과도한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실정에 맞

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나 변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Jansa et al., 2019). 확산과정에서 모든 변화가 바람직하다

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조례 내용을 그대

로 따라 입법하는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은 변화의 방향이 적합한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지양되어야 할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확산과정에

서 정책내용의 변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의 재발명 및 복사-붙여

넣기 입법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절에서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5절에서는 이 장의 분석결과가 가질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

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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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논의

1. 정책의 재발명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실질적 내용이 변화하는 “정책의 재발

명(policy reinvent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Clark, 1985; 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Chen & Huang, 2021). 정책의 재발명은 정책을 최초로 채택하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정책을 채택한 정부나 기관에서

법령을 개정(amendment)함으로써 발생할 수 도 있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복사

-붙여넣기 입법은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과 밀접하다(Jansa et

al., 2019; Jansa & Hansen, 2020). 정책의 재발명은 정책내용의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정책의 재발명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policy ideas)는 상당부분 새로운 용어나 진술문(statements)으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Wilkerson et al., 2015; Cross & Hermansson, 2017;

Linder et al., 2020). 반면, 유사한 정책내용을 포함하는 법안들(bills)은 서

로 유사한 언어들을 포함한다(Garrett & Jansa, 2015; Linder et al.,

2020).

정책혁신의 ‘채택(adoption)’과 ‘재발명(reinvention)’, 그리고 ‘개정

(amendment)’은 공통적으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

상이다. 혁신의 개념적 요소 중 혁신의 범위(the extent of innovation)는

사회시스템 안에서 혁신 채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채택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채택된 혁신의 내용적 범위를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Downs

& Mohr, 1976, 1979; Boehmke & Skinner, 2012). Downs and

Mohr(1979)의 분석틀에 따르면 정책혁신의 채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

은 혁신의 조기성(earliness)과 채택률(the rate of adoption)에 관한 연구

들로, 정책의 재발명이나 개정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의 내용적 범위에 관



- 141 -

한 연구들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Hays(1996b)나 Carley et al.(2017) 역

시 정책혁신의 채택과 재발명, 개정현상을 같은 확산과정의 다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재발명은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확산과정에서 정부나 기관들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정책혁신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의 정책을 모방(emulation)

하게 된다(Messeguer, 2004, 2005; Volden, 2006; Dobbins et al., 2007;

Shipan & Volden, 2008, 2014; Gilardi, 2010). 정책혁신의 확산은 일반적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incrimentally) 전개되는 현상이므로

(Rogers, 1962/2010; Walker, 1969; Gray, 1973; Savage, 1978; Clark,

1985; 이승종, 2004) 사회적 학습을 거쳐 확산되는 정책혁신은 채택시점에

따라 내용의 종합성(comprehensiveness) 및 포괄성(inclusiveness)이 달라

질 수 있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Rice & Rogers,

1980; Taylor et al., 2012).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이 반드시 사회적 학습

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Volden, 2002, 2006; Shipan & Volden, 2006,

2008; Gilardi, 2015). 사회적 학습 외에도 단순 모방(imitation or

emulation)이나 경제적 외부성(economic externalities)이나 정치적 압력

(political pressures)에 의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 Volden, 2002; Boehmke & Witmer, 2004; Shipan & Volden, 2008;

김대진·Berry, 2010; Gilardi & Maguetti, 2015; Gilardi, 2016). 사회적 학

습 외에 다른 요인이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한다면,

확산과정에서 정책혁신이 채택되더라도 정책내용의 조정(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Carley et al., 2017; Jansa et al., 2019). 특히 사

회적 학습을 위한 정보의 축적이 미흡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단위로부터

의 확산압력이 두드러지는 확산 초기의 경우 ‘모방기제(imitation

mechanism)’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단위의 정책내용을

실질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현상('simple adop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Shipan & Volden, 2008; Carle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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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sa et al.(2019)이 제시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이라는 용어는 어떤 정부나 기관이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서 다른 정부나 기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속하는 언어(language)를 “빌

려오는(borrowing)” 현상을 지칭한다. 입법과정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정부나 기관에서 시행 중인 정책내용이 실질적

검토 및 조정 없이 ‘단순 채택(simple adoption)’될 가능성이 높다(Jansa

et al., 2019). 정책내용에 관한 검토·조정 없이 실정에 맞는 정책내용의

변용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의 추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입법과

정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은 재발명되지 않고

단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쓰인 언어

의 유사성은 상당부분 정책 유사성을 반영(Wilkerson et al., 2015; Cross

& Hermansson, 2017; Casas et al., 2020; Linder et al., 2020)하기 때문이

다.

정책의 재발명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의 동질성은 유

지된다(Glick & Hays, 1991; Taylor et al., 2012). 따라서 정책혁신의 확

산과정은 법안에 활용된 용어(policy language)의 확산 역시 수반한다

(Garrett & Jansa, 2015; Jansa et al., 2019; Jansa & Hansen, 2020). 정책

혁신의 확산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안의 탐색비용을 경감하기 위

해, 또는 정책결정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정부나 기관에서 시

행 중인 정책혁신을 모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Walker, 1969; Volden et

a., 2008). 의사소통의 효과성은 단위 간 동질성(homophily)이 높을수록

강화되므로(Walker, 1969; Rogers, 1962/2010), 유사한 용어의 채택은 오

히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위 간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 등에 의해 “채널화된(channelled)”(Rogers,

2010; Dobbins et al., 2007; Volden, 2006; Volden et al., 2008; Gilardi &

Fuglister, 2008; Gilardi, 2010) 학습이 이루어진 결과 유사한 용어가 근거

법령에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법령에 활용된 용어를 “복제(copying)”하는 것은 유사한 정책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지양되어야 할 현상이다(Jansa et al.,

2019). 정책 관련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입법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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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성이나 조건이 상이한 정부나 기관

으로부터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Jansa et al., 2019). 같은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s)에 속한 조직들에서조차 획일적인 “제도화된 신화(institutionalized

myths)”의 채택은 개별 조직의 실정과 충돌하여 공식구조와 실제의 업무

활동이 분리되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유발할 수 있다(Meyer &

Rowan, 1977; DiMaggio & Powell, 1983; Boxenbaum & Jonsson, 2017).

실제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허필윤(2018)의 연구에서 역시 인

근 지역에 속한 지방정부의 입법사례를 단순모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미투(Me Too) 조례”의 제정, 규모가 작고 자원이 빈약한 지방정부가 규

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속한 지방정부를 따라 막대한 재정투입

을 요하는 정책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구색맞추기 조례”

의 제정사례 등이 관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

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의 경합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다수의 정부나 기관들에

서 동시에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Berry &

Berry, 1990; Volden, 2002, 2006; Shipan & Volden, 2006, 2008; Gilardi,

2010; Gilardi & Fuglister, 2008, 2012; 최상한, 2010; 장석준, 2013, 2014;

이석환, 2013; 김대진, 2015).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확산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이 같은 분야에 속하더라도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수

용하기도 한다. 특히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에 관한 연구들

은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Glick & Hays, 1991; Mooney & Lee, 1995/1999; Hays,

1996; Carley et al., 2017).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채택은 다른 단위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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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모방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수반하는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재발명을 거쳐 정책혁신의 범위

(extent)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원인을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에서

찾는다.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거쳐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정책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Glick & Hays, 1991; Mooney &

Lee, 1995, 1999; Hays, 1996; Carley et al., 2017). 사회적 학습을 수행하

는 정부나 조직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규모나 특성을 지닌 다른 단위에서

의 성공사례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책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함으로써 정책의 채택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다(Dobbins et al., 2007). 사회적 학습은 확산과정에서 채택

되는 정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산과

정에서 사회적 학습은 정책내용의 확장(expansion)으로 귀결된다(Glick &

Hays, 1991; Hays, 1996b). 반대로,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은 정책내용

의 선택적 수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Mooney & Lee, 1995, 1999; Hays,

1996a). 채택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확산이 지연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avage, 1985; Glick & Hays, 1991) 확산과정에

서 채택된 정책의 내용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Mooney & lee, 1995;

Hays, 1996a).

사회적 학습이 정책내용의 종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 정책의 특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Clark, 1985; Glick & Hays, 1991;

Mooney & Lee, 1995, 1999), 사회적 학습을 수행하는 정부나 기관은 통

상적으로 정책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adjustment)하는 과정을 거칠 것

으로 가정된다(Glick & Hays, 1991; Boehmke, 2009; Carley et al., 2017).

채택할 정책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수행된다면 다른 단

위의 정책내용 일부를 모방하더라도, 단위의 고유한 실정에 맞춰 정책내

용의 변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에 의해 학습기제가 작용한다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

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초기 연구는 사회적 학습에 의한 영향에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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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택된 정책내용의 양적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

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Carley et

al.(2017)과 Chen and Huang(2021)의 연구에서는 확산기제(diffusion

mechanisms)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책신호(political

signals)”(Chen & Huang, 2021)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

른 정부의 영향을 고려한다(Carley et al., 2017; Chen & Huang, 2021).

Taylor et al.(2012)의 연구에서 역시 “채널화된 학습(chanelled

learning)”(Rogers, 2003; Grossback et al., 2004; Dobbins et al., 2007;

Meseguer, 2005, 2006)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학습이 정책의 재발명

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채택자와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이 일치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정책의 재발명은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므

로, 사회적 학습을 거치지 않는 확산사례에서는 정책의 재발명이 일어나

지 않을 수 있다(Glick & Hays, 1991; Hays, 1996b; Shipan & Volden,

2008). 특히, 모방(imitation)이나 강압(coercion) 기제를 거쳐 확산된 정책

혁신은 채택과정에서 정책내용의 조정이나 변용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도입(simple adoption)”에 그칠 수 있다(Shipan & Volden, 2008; Carley

et al., 2017). 모방기제나 강압기제에 의한 정책혁신의 확산의 원인은

DiMaggio and Powell(1983)가 제시한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s)”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Shipan & Volden, 2008; Gilardi &

Maguetti, 2015; Berry·김대진, 2010) 동형화 압력에 의한 확산은 유사한

정책이나 제도의 채택을 거쳐 조직들이 서로 유사해지는 현상(‘동형화’)으

로 귀결된다(DiMaggio & Powell, 1983). 따라서 동형화 압력에 의해 발

생하는 혁신은 높은 수준의 복사-붙여넣기 입법을 거쳐 다른 지역에서

시행 중인 정책 내용의 단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중

앙정부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중국의 경우 상위정부의 영향력이 큰 지방

정부일수록 정책의 재발명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된 바 있다(Chen

& Huang, 2021).

국내 실증연구들에서 역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정책혁신의 확

산에 미치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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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external influences)”의 영향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이승종,

2004; 최상한, 2010; 장석준, 2012; 이석환, 2013; 이대웅·권기헌, 2014,

2015; 문승민·나태준, 2015, 2017; 김대진·임재진, 2021). 이 같은 영향은

비단 정책혁신의 채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택된

정책혁신의 내용적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Glick & Hays,

1991; Hays, 1996a, 1996b;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이석

환, 2013, 2019; 박경돈, 2018, 2021).

이 지점에서 정책의 재발명은 정책의 ‘단순도입(simple adoption)’과 구

분되며,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확산기제가 작용했는지에 따

라 정책의 ‘단순도입’에 따른 형식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높은 수준의 복사

-붙여넣기 입법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Jansa et al., 2019;

Hansen & Jansa, 2021). 일례로, 청년기본조례의 입법과정에서 광역자치

단체에서 채택한 청년기본조례는 입법에 관한 모범사례('model

legislation')로서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의 입법내용을 획일화시키는 압력으

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DiMaggio & Powell, 1983; Jansa et al.,

2019). 다른 한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지리적·행정

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에 의한 변용을 거치지 않는 단순 모방

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확산의 초

기 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리적으로 인접한 단위들을 중심으로 동

일한 정책내용이 반복적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했다(Clark,

1985; Savage, 1985; i.e., Rice & Rogers, 198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학습 외에 다른 확산요인이 정책의 재발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위정부에 해당하는 광역자치

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이나,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다른 기초자

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1. 확산기제가 경합하는 양상에 따라 복사-붙여넣기 입법

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1-1. 강압기제의 작용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복사-붙여넣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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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모방기제의 작용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복사-붙여넣기 입

법의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1-3. 학습기제의 작용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복사-붙여넣기 입

법의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는 정책의 재발명이 법령의 제정

(enactment)은 물론, 개정(amendment)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이라는 입장을 취한다(Hays, 1996b; Carley et al., 2017).44) 법령의 제정

(enactment)에 의한 정책의 재발명과 개정(amendment)에 의한 정책의 재

발명에 관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Carley et al., 2017).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관한 연구들 역시 조

례의 제정과정에서의 성과와 개정과정에서의 성과를 구분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 영향요인인 확산기제가 복사-붙여넣기 입

법에 미치는 영향이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와 개정되는 경우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가설 2. 확산기제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은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보다 약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1. 강압기제의 작용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약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2. 모방기제의 작용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약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3. 학습기제의 작용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약화(+)될 것이다.

44) 법령의 제정에 의한 정책의 재발명은 사회적 학습에 유리한 후기 채택자들에게서 보
다 종합적인 내용의 정책이 채택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 반면, 법령
의 개정에 의한 정책의 재발명은 이미 법령의 제정을 통해 정책혁신을 채택한 바 있
는 초기 채택자 역시 사회적 학습을 거쳐 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채택할 수 있다는 주
장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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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지방의회 특성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채택되는 정책의 내용은 정부나 기관 자체의

특성이나 역량(capacity)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Hays, 1996a;

Mooney & Lee, 1995, 1999;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Chen & Huang, 2021).45)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에 관한 의사

결정은 입법과정을 거쳐 실현되므로, 지방의회가 보유한 기관 차원에서의

전문성(legislative professionalism)이나 지방의회가 보유한 제도적 자원

(institutional resources) 수준은 채택과정에서 정책의 재발명이 일어날 가

능성이나 재발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ys, 1996a; Carley et al.,

2017; Jansa et al., 2019). 입법과정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이 높아

질수록 다른 정부나 기관에서 시행 중인 정책내용이 실질적 검토 및 조정

없이 ‘단순 채택(simple adoption)’될 가능성이 높다(Jansa et al., 2019).

정책내용에 관한 검토·조정 없이 실정에 맞는 정책내용의 변용이나 새로

운 정책 아이디어의 추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입법과정에서 복사-

붙여넣기 입법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은 재발명되지 않고 단순 채택될 가

능성이 높다.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쓰인 언어의 유사성은 상

당부분 정책 유사성을 반영(Wilkerson et al., 2015; Cross &

Hermansson, 2017; Casas et al., 2020; Linder et al., 2020)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실현된다. 조례의 제·개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지

방정부의 입법활동이므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역량이

나 관계성에 따라 양상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한편, 정책혁신

의 확산과정에서 조례의 제·개정은 정책혁신의 채택(adoption) 여부를 결

45) 일례로, 규모가 크고 역량수준이 높은 단위는 학습(learning)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Volden, 2006; Shipan & Volden, 2006, 2008; Gilardi, 2010; Boehmke &
Witmer, 2004). 반면, 규모가 작고 역량수준이 낮은 단위일수록 모방(imitation)이나
강압(coercion) 의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Volden, 2006; Shipan &
Volden, 2008). 규모가 작고 역량수준이 낮은 단위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외부성
(economic externalities)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적 경쟁(economic
competition)에 의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Volden, 2002; Boehmke
& Witmer, 2004; Shipan & Vold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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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혁신이 채택되는 ‘범위(extent)’에 관한 결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채택되는 내용의 범위가 변

화하는 정책의 재발명(reinvention)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례로, 조례

의 제·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복사-붙여넣기 입법으로 인하여 조례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재발명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국내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의정활동’(유광호·박기관, 2005; 김영수, 2007; 정명

은·이종수, 2008; 최근열·장영두, 2009; 문원식, 2010; 이영희·이영균,

2010), ‘입법활동’ 또는 ‘자치입법활동’(박노수, 2010; 하혜영·이정진, 2011;

박재용, 2012; 윤정우, 2014), ‘입법성과’(장혜윤·조경훈, 2018; 차재권·정호

영, 2020; 서재권·강민성, 2021) 또는 ‘의정성과’(유재균·박석희, 2017), ‘입

법기능’(송광태, 2012; 김미현·정명은, 2014) 등 다양한 용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관한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은 의정활동의 일종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by-law), 규칙(regulatiojn) 등과 관련된 활동 전

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윤정우, 2014).46) 실제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조례안의 발의에 의해 시

작된다. 발의된 조례안은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시행된다. 명목상 지

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은 지방의회지만, 조례안의 발의는 집행기관의 장

인 단체장, 교육감이나 지역주민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

치법 제19조는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46) 반면, 광의의 입법활동은 예산안, 결산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
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광
의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의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지방의회 외에 단체장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채
택하기 어렵다.



- 150 -

가지며, 실제로 이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송광태 2012). 실제

로 다수의 선행연구들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행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로 상정한다

(김영하, 2009; 소순창·이진, 2011; 하혜영·이정진, 2011; 송광태, 2012).47)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박재용, 2012).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관여하는 주요 정책행위자가 보유한 제도적 자원(institutional

resources) 및 역량(capacity) 수준이 높아질수록 입법활동의 양적·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e.g. 김혜정, 2006/2017). 다만, 정당공

천제의 시행(2006년) 이래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

책행위자들은 소속정당을 매개로 하는 중앙정당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

지 못하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이 관점에서 자원이나 역량 자체보다 정책

행위자의 태도나 문제되는 사안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취하는 입장이나 태

도가 보다 문제될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e.g. 박재용, 2012).

정책행위자는 정책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주체를 가리킨다(Daft, 2010).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의회, 집행부

등 정부 조직은 정책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혜정,

2006). 입법과정에서는 특히 집행부의 장인 단체장과 지방의회 상임위원

회, 또는 지방의원 개인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이 중시된다(e.g. 이종수,

2004; Osborne & Gabler, 1992; Jansa et al., 2019).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가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보유한 역량과 자원은 정책학습을 바탕으로 확

산과정에서 문제되는 정책의 채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lker, 1969; Shipan & Volden, 2008; 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김혜정, 2006/2017). 일례로, 김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단체장의

학력, 조직관리능력, 지역적 지지 기반 및 혁신정책에 대한 태도, 의지 등

47) 일례로, 서울시의회, 서초구의회, 강북구의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소순창과 이진(2011)
의 연구에서 조례안의 발의자 유형은 서초구의 경우 단체장이 191건 중 79건, 의회는
112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강북구의 경우 단체장이 185건 중
82건, 의회가 10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제7대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하
혜영과 이정진(2011)의 연구에서 조례안의 발의자 유형에 따른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58.6%, 지방의회 의원이 41.4%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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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들이 정책혁신의 추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서는 집행부의 장인 단체장의 역할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

로 ‘강단체장형’ 내지 ‘강시장형’ 조직 구조로 묘사된다(이승종 외,

2005/2021; 민병익·이시원, 2010).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

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다(송광태, 2012; 장혜윤·조경

훈, 2018).48)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므로, 지방의회 입법활동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관대립형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에

서 지방의회는 입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

하기도 한다(이혜영, 2006). 그럼에도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활동이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된다(김영하, 2009; 하혜영·이정진, 2011; 윤정우, 2014; 장혜윤·조경훈,

2018). 특히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입법기능의 수행이 문제로 지적되었

다(하혜영·이정진, 2011; 윤정우, 2014).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

행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김영하, 2009; 윤

정우, 2014). 역량이나 전문성이 갖춰지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익추

구에 매몰되거나(윤재원, 2000)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할 유인이 부

족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표하고자 하

더라도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

의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탐색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입법활동의 질적 수준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48) 일례로, 경상남도 의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송광태(2012)의 연구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8대 의회부터 의회의 조례 발의건수가 전체 발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7대 의회(4.6%)에 비해 급증(28.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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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춘 일부 연구들은 조례안의 발의

건수, 심의·의결의 결과(가결율) 및 소요시간 등 입법활동에 관한 정량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췄다(e.g. 민병익·이시원, 2010; 윤정우, 2014). 그러나

상당수 연구들에서는 조례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기도 하였다(e.g.

박윤희, 2011; 소순창·이진, 2011; 하혜영·이정진, 2011; 송광태, 2012; 박윤

희, 2011).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박윤희(2011)의 연구, 하혜영과

이정진(2011)의 연구, 송광태(2012)의 연구49) 및 윤정우(2014)의 연구에서

는 이승종(1990)이 제시한 유형분류를 채택하여 접근함으로써 일반화가능

한 결론의 도출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경

우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에 관한 입법활동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유형에 속하는 제도나

정책에 관한 입법활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규범적으로 지지되거나 특정

가치에 비추어 우월하다고 간주해야 하므로 유형론에 따른 불일치를 피하

기 어렵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 중에서는 소순창과 이진

(2011)가 정책유형론에 따른 분류 외에도 조례들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

에 중복되어 있는지 여부(‘조례의 독자성’)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문제의식에 근접한다. 다만, 기술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조례의 독자성

내지 중복성에 관한 연구가설의 제안에 그치고 있다는 점, 서울시, 서초

구, 강북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조례의 독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있어 측정

결과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일부 연구들 역시 입법기관의 전문성

(legislative professionalism)이 정책혁신의 채택이나 정책의 개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의 종합성이나 포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을

채택한 바 있다(Hays, 1996a; Jansa et al., 201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용어를 그대로 베껴오는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policy ideas)의 모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에 관한 관

49) 송광태(2012)의 연구에서는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별 조직도 및 지방자치법상 사
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분류를 수행한 다음 이승종(1990/2005)의 공공서비스 유
형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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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나 의식의 부재를 나타낸다(Jansa et al., 2019)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요인들은 ① 학력, ②

공직경력, ③ 의원경력, ④ 전문위원들의 보좌활동, ⑤ 유급제, ⑥ 지방의

회 조직의 전문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 개인·조직 수준에서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e.g. 김영하, 2009). 학력과 직

업은 개인수준에서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봉기, 2005; 김정인,

2017). 선행연구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은 인적 전문성, 직무 전문

성 및 역할 전문성으로 구분되었다(e.g. 김영하, 2009; 김정인, 2017). 임용

후 경력에 해당하는 의회경력은 조직에 임용되어 획득하게 되는 경험, 경

력 등 직무 전문성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정인, 2017). 선행연구

에서 의회 경력은 재선 횟수로 측정되었다. 박재용(2012)의 연구에서는 의

회평균 연령, 의회평균 학력, 의원당 의회공무원수,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

회의 역량, 자원에 관한 변인들이 의원발의율, 의원출석률, 단체장 발의안

수정가결률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분석결

과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낮은 평균연령, 의원당 의회공무원수, 재정자주

도만이 지방의회 입법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혜정(2017)의 연구에서는 자연로그를 취한 의회비 지출액, 1인당 세출결

산액, 공무원 수로 측정된 집행조직의 규모 등이 자살예방조례의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거로 입법이 능률

적으로 수행되는지,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검토가 수행되는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일례로, 민병익과 이시원(2010)은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이 정책결정의 적시성(timeliness)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정

책결정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상임위원

회에서의 처리기간이 전체 소요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민병익·이시원, 2010: 18). 반면, 민병익(2014), 박순종과 최병대(2014) 등

의 연구에서 조례안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장기화는 이중적 의미를 가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요시간의 장기화는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 및

교착(gridlock)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Weaver & Roc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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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Coleman, 1999; 박순종·최병대(2014)에서 재인용), 조례안에 대한 실

질적인 검토가 수행된 결과이기도 하다(민병익, 2014)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동기화하는 요인으로 여성의

원 비율, 40대 이하 의원들의 비율, 고학력자 비율, 재선의원 비율 등을

검토하였다(민병익, 2014; 박순종·최병대, 2014). 반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속정당 차이 내지 단점정부, 분점정부로 구분되는 정부형태의

차이, 지방의회 규모의 비대화, 선거주기 등은 갈등의 원인이자 조직 수준

에서의 현상유지 편향, 거부점(veto points)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조례

안의 처리속도를 늦추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지목되었다(민병익, 2014; 박순종·최병대, 2014)

다른 한편, 공공선택론이나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지방의원들의 태도나 선호, 의지가 문제될 수 있

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유인기제의 제공을 통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

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례로, 지방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수당은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

인기제에 해당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급여의 제공은 유능한 인력

의 충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방의회 의원들

로 하여금 입법과정에서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안

성수·김석용, 2012; 김미현·정명은, 2014). 특히 일부 연구는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에 입각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성과급 성격을 지닌

수당의 제공(‘유급제’)이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e.g. 안성수·김석

용, 2012).50) 안성수와 김석용(2012)은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의원

유급제의 시행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유급제 실시 전·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안 발의건수, 수정가결건수 및 결의안수와 같은 입법기능의 지표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안성수·김석용, 2012: 99

50)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수의 제공이 실효성 있는 동기부여
기제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김미현·정명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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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김미현과 정명은(2014)은 광역의회 의정비 규모와 의정활동량을 측정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수의 제공이 의회생산성을 높이는 효

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52)

의정활동·의정성과에 관한 일부 연구들 역시 중앙정당이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의 소속정당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당은 정당공천제 시행(2006

년) 이래 강한 정당기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관한 다수

의 연구들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소속정당에

의해 대표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e.g. 박재용, 2012). 중앙정당이 정책과

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당구도(political party effects)”라는 별도의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e.g. 이종수, 2008; 박재용, 2012). 이 주장에 따르면 집행

부의 장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문제되는 정책혁신에 관한 입장이나

태도는 소속정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박재용(2012)은 중앙정

당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정당구도(political party effect)에 따

라 입법활동의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분석결과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 과반의석 점유정당이 일치하는 ‘일체형’ 정

부 하에서는 조직 요인이나 지역 요인과 같은 일부 비정치적 요인이 입법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립형’ 정부 하에

서 이와 같은 요인들은 입법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아

니었다. 반면 여당소속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여당의원

의석률”)의 영향은 ‘대립형’ 정부 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된다.

정책의 재발명 현상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부정적 함의가 불명확하며,

51) 다만 이 연구들에서는 통계적 통제 없이 유급제 실시 전·후 기간을 중심으로 독립표
본 t-검정만을 수행하고 있어, 유급제 시행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52) 다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의정비 규모와 입법기능에 관한 생산성 사이에는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의정비 규모가 상위권인데 비
해 입법기능에 관한 생산성은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김미
현·정명은, 20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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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반면 청년기본조례의

확산과정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산출물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복사-붙여넣기 입법이 의미하는 ‘언어의 복제’는 ‘정책 아이디어의

수용’에 비해 입법자가 본연의 역할이나 의무수행을 해태하는 현상에 보

다 근접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은 입법과정에서

정책내용에 관한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때 낮아질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했다(Jansa et al., 2019; Hansen & Jansa, 2021).

입법과정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지지하는 전

제가 되는 것은 법안에 쓰인 문구("text in legislation")의 재활용이 본질

적으로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의 유사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Jansa et

al., 2019; Linders et al., 2020; Hansen & Jansa, 2021). 일부 선행연구는

문구 재활용("text reuse")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의 유사성을 식별하

고자 시도하였으며,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관한 연구들 역시 같은 접근방

식을 공유한다(e.g. Wilkerson et al., 2015; Linder et al., 2020). 이와 같

은 접근의 전제가 되는 것은 법안에 쓰인 어떤 문구가 다른 법안에서 동

일하게 발견되었다면 이 두 법안은 유사한 정책내용(예: 정책아이디어

(policy idea)의 공유)을 공유한다(Wilkerson et al., 2015; Garrett &

Jansa, 2015; Burgess et al., 2016; Cansas et al., 2020; Linder et al.,

2020)는 것이다. Garrett and Jansa(2015), Burgess et al.(2016)의 연구에

서는 문구의 유사성을 근거로 모태법안(model legislation)을 공유하는 법

안들을 식별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Cross and Hermansson(2017) 역시

문구 재활용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amendment)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Cansas et al.(2020) 역시 법안들 사이에 공유된 문구들을 측정하여 법안

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Linder et al.(2020)의 연구에서 상이한

법안이 문구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정책의 유형구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

었다.

다른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규정하면서도

조례안의 발의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제약들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

치단체들의 자치입법권은 상위법령인 법률과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행

사되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28조),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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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 또한, 지

방자치법 제192조 제1항에서는 상위기관53)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항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54)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상위기관

의 개입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안에 규정된 정책이나 제도의

내용 자체가 효과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제약 역시 고려대

상이다(박노수,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에 관한 역량이나 자원과 밀접한 단체장과 지

방의회의 특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소속정

당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

체장과 지방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는 정당의 일치 여부를

근거로 정당구도(political party effect)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3. 단체장의 전문성, 정책의지가 강할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1. 단체장의 전문성 수준(학력)이 높을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2. 단체장의 정책의지가 강할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

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2-1.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청년정책을 지지하는 경우 복

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2-2. 단체장의 재선가능성에 대한 우려수준이 낮을수록 복

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53) 광역자치단체(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 대해
서는 광역단체장이 각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4) 김병준(2009)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1항(연구시점 기준 제172조 제1항)이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
다고 비판한다. 특히 개입을 위한 요건에 위법성 외에 ‘공익성’을 규정하엿다는 점, 위
법성 판단을 법원이 아닌 주무부처가 판단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김병준,
200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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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 지방의회가 보유한 제도적 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

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4-1. 지방의회 규모 및 입법지원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사-

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4-2. 지방의회 구성원 중에서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을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4-3.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수당(reward)이 많을수

록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5.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구도에 따라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5-1. 지방의회 내부의 정당구도가 경쟁적일수록 복사-붙여넣

기 입법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5-2. 단체장-지방의회 사이의 정당구도가 경쟁적일수록 복사-

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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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설계

1. 연구모형

기초자치단체의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적·외부적 영향요인은 아래 [그림 4-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외부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설 1은 광역자치단체 및 같은 광역자치

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

정사실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정책혁신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요인

들은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정 이후 개정과정에

서는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주

장을 청년기본조례의 개정 여부를 조절변수로 포함하는 별도의 모형에 의

해 조절효과에 관한 두 번째 연구가설(연구가설 2)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부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설(연구가설3-5)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

[그림 4-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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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입법활동·입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차

례 확인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여러 특성 및 지방의회 내부의 정당구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정당구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들을 재차 검증하고자 수립되었다. 단체장의

특성들 중에서는 석사 이상 고학력자인지 여부, 소속정당을 바탕으로 측

정한 정치적 성향, 정책혁신의 채택과 실행에 관한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선가능성 관련 요인들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지방의회의 특성들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규모, 월정수당 규모 및 전년 대비 증가율, 고학력자 비율/ 등이 복사-붙

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정당구도의 영

향은 ‘허핀달-허쉬만 지수’에 의해 측정한 지방의회 내부의 정당별 의석집

중도 및 단체장 소속정당과 지방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정당의 불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규모, 재정적, 정치적, 행정적 특성 및 시간 변수를 포함시켰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의 측정방법 및 자료의 출처는 아

래 [표 4-1]과 같다.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자료출처

종속
변수 복사-붙여넣기입법의수준

§ 코사인 유사도(cosaine similarity)에
의해 측정된 관측시점 이전 연도까
지 입법된 청년기본조례들과의 텍스
트유사성(text similarity)
※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복
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0이라고
판단하여 0의 값을 부여 국가법령

정보센터

독립
변수

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경합양상

강압기제 작용가능성
§ 관측시점에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조
례제정여부 (=1: 제정, =0: 미제정)

모방기제 작용가능성
§ 관측시점 이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

[표 4-1] 변수의 측정과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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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어, 연임횟수가 3회인 경우 재선가
능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추론을 반영하였다.

초지자체의수
학습기제 작용가능성
§ 관측시점 이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전체기초지자체의수

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특성

단체장
전문성

단체장 학력수준
§ 단체장이 석사 이상 고학력자인지
여부
(=1:석사이상, 0=학사이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단체장
정책의지

정치적 성향
§ 단체장소속정당
(=1: 진보정당, 0=보수정당 또는 무
소속)

재선가능성
§ 직전선거단체장득표율(%)
§ 단체장연임횟수55)
(=1: 3선, =0: 초선, 재선)

지방
의회
특성

지방의회
제도적
자원

입법지원조직 규모
§ 지방의회사무처직원수
지방의회 규모
§ 지방의회의원수
급여 수준
§ 지방의원 1인당연간월정수당총액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의회
전문성

지방의원 학력수준
§ 지방의원중석사이상고학력자
비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정당

구도

지방의회
내

정당구도

지방의회 내 경쟁적 정당구도
§ 지방의회정당별의석집중도
=Σ{(정당별의석점유율)^2}

단체장
-

지방의회
정당구도

단체장-지방의회 간 경쟁적 정당구도
§ 단체장소속정당과지방의회
과반정당일치여부
(=1: 불일치(분점정부), =0: 일치
또는지방의회과반정당없음)

조절
변수

맥락적
요인

조례의제정에
의한/개정에의한
재발명의차이

개정에 의한 재발명
§ 관측연도에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였는지여부
(=1: 개정, =0: 제정, 또는입법활동
미관측)

국가법령
정보센터

통제
변수

지방자치
단체
특성

인구통계특성

인구규모
Ÿ ln (주민등록상인구수)

국가통계
포털

인구구조
Ÿ 65세이상노령인구비율(%)

국가통계
포털

재정적특성
Ÿ ln (총세입예산)
Ÿ 재정자주도

지방재정
365

시간적
추세 시간 Ÿ 2021년 - 최초관측연도(2016년) 직접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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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은 코사인 유사도

(cosaine similarity)에 의해 측정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는 말뭉치(bag of

words) 접근에 의해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

는 지표로서,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지표이

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의 유사성을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수치화하게 된다. 가령, 두 벡터가 완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0°이므로 코사인 유사도는 cos(0°) = 1이

된다. 반대로 두 벡터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가 cos(180°) = -1이 된다.

말뭉치 접근에 의해 조례에 포함된 단어들을 문서-단어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 패키지의 KoNLP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조례

에 포함된 명사들만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통상적으로 코사인 유

사도에 의해 초록이나 법률안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경우 문서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청년기

본조례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조례 전체를 일괄하여 추출하는 방

식으로는 조례들 간 차이를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기본조

례의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의 조례들이 유사한 형식을 공유하면서 일부 조항들만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서-단어행렬을 구성함에 있어 1개 조(제ㅇㅇ조)

를 하나의 문서로 보아, 조문 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일례로, A 기초자

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가 15개의 조항을, B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가 20개의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A 기초자치단체의 15개 조항 각각에 대

한 20개의 코사인 유사도가 도출된다. 각각의 조항마다 대해 가장 큰 값

에 해당하는 코사인 유사도를 산정하여 조항의 수로 나눈 평균 값을 A

기초자치단체와 B 기초자치단체의 관측시점에서의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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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특성과 연구방법의 선택: 성향점수 매칭

3.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56)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이다. 분석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청년기본조례가 확

산되기 시작한 2016년57)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어 중앙정부 수준

에서 청년정책의 시행이 공식화된 202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226개 기초

자치단체들을 분석단위로 하여 5개년(2016-2020)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또는 개정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입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조

건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되는 시점 이전에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1건 이상의 입법활동의 발생이 관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데이터에

포함된 1,125개 관측치들 중 관측시점 이전에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입법

활동이 1건 이상 관측된 관측치의 수는 532개로 집계되었다. 또한, 532개

의 관측치들 중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제정 또는 개정이 당해 연도에 발생

한 관측치의 수는 324개이다.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t

시점까지 청년기본조례가 채택되지 않아 복사-붙여넣기 입법이 발생하지

않은 단위에서 t+1 시점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채택되면서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t+1시점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이던 조

례의 내용이 t+2 시점에서 개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시점

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경우, 조례 제정 시점에서 관측을 중단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우측절단된

자료(right-censored)가 구축되었다. 또한, 조례의 제정 이후 개정시점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관측을 중단하지 않고 중도절

56)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 행정적 특성이
이질적이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7) 2015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사례의 수가 단 1건(청주시)
에 불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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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지 않은 5년치(2016-2020)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관측시점 또는 관측시점 이전에 조례의 제정 행

위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Jansa et al., 2019).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입법활동은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이므로,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의 결정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회귀모형의 추정에 있어 표본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편의에 대응하기 위

하여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을 활용하고

자 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은 비동질적인 비교집단을 사용하여야 하는 준

실험적(quasi-experimental) 상황에서 무작위 배정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험적 방법론58)이다. 성향점수 매칭은 과거 표

본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Heckman 2단계 추정

등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es)에 비해 관찰할 수 있는 요인들

에 의한 편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9)

3.2. 성향점수 매칭 기법의 적용

Rosenbaum and Rubin(1983)이 제시한 성향점수 매칭 방법은 다음 두

가지 가정에 의존한다. 첫째, 단위들에 관한 특성이 주어졌을 때 선택변수

가 성과변수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가정("strongly ignorable treatment

assignment assumption“)이다. 이 가정은 표본선택편의가 관찰가능한 단

위들에 관한 특성에만 의존할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conditioal independence assumption)“(이석원, 2019)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원들이 처치를 받을 확률이 공통의

58) 비실험적 방법론은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es)과 자연실험적 접근법으로 구
분할 수 있는 바, 구조적 방법론은 선택 과정을 모형화하여 모형의 추정으로부터 얻
어진 Inverse Mill's ratio를 회귀모형식에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하는 접근법이다.

59) 이 서술은 자연실험 접근법이 구조적 접근법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Heckman 자신이 공저한 실증 연구에서 Heckman 2단계 추정이 나타낸 비관
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Heckman et al., 1998; 이석원(2019)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 Heckman의 2단계 추정은 선택편의의 크기를 약 12배(1198%) 규모로 부풀
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단순 평균비교에 의해 발생한 선택편의의 크기
(775%)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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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처치 확률

분포와 비교집단 구성원들에 관한 처치 확률 분포 사이에 겹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이석원, 2019)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정이 충족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표본선택편의는 관측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이석원, 2019). 성향점수매칭에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는 표본에 속하는 개체가 처치집단에 귀속될 조건부 확률을 지칭한

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치집단에서 관측된 효과와 대응사실

(counterfactuals)의 비교가 필요하다. ATE는 처치집단에 속한 개체에 처

치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값에 대한 기대값과 대응사실에 관

한 기대값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대응사실에 관한 기대값은 처

치집단에 속한 개체가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종속

변수의 기대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처치집단에서 관측된 종속변

수의 값을 y1, 대응사실로부터 관측된 종속변수의 값을 y0 처치집단 소속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z라고 할 때, ATE는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처치집단이면서(z=1)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종속변수 값

(y0)을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집단(z=0)을 구성하여 처치

집단이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종속변수 값을 구하게 되는

데, 처치집단으로부터 얻은 기대값(E(y1|z=1))에서 비교집단으로부터 얻은

기대값(E(y0|z=0))을 뺀 값은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은 불편추정량이 될 수 없다(Rosenbaum & Rubin, 1983).

“처치 이전의 차이(pretreatment difference)”(Rosenbaum & Rubin, 1983)

로 인하여 추정량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향점수 매

칭 방법은 문제되는 처치 이전의 차이를 처치집단의 선정과정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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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정하는 접근방식이다. 이 모형에서 종속

변수인 성향점수는 모집단에 속한 단위가 처치를 받을 확률이다. 가령, x

가 문제되는 단위로부터 관측된 처치-이전의 특성(pretreatment

characteristics)이라고 가정한다면, 성향점수는 x에 관한 함수인 p(x)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정식화될 수 있다.

  Pr  
Rosenbaum and Rubin(1983)은 성향점수 조건부 특성(x)의 확률분포가

처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z와 독립이라는 명제를 증명하였다. 따라서

p(x)가 적절하게 추정되었다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p(x) 조건부 x의

분포는 “서로 근접하게 된다(closely matched)”. 따라서 성향점수 매칭은

평가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분포범위

(support)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의 편의, 평가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분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

하는 유형의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평가자가 관측할 수 없

는 요인에 의해서도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요인

에 의한 선택편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ckman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다. 통상적

인 성향점수 매칭은 첫 번째 단계에서 처치집단의 귀속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처치집단’

은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입법활동을 최소 1건 이상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들이다. 입법활동을 최소 1건 이상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이다. 성향점수에 대응하는 것은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확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

귀모형을 구성하여 중도절단된 표본 및 중도절단되지 않은 자료로부터 성

향점수를 도출하였다. 성향점수를 도출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아

래 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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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 매칭을 위해서는 모형의 적절한 식별(identification)이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식별을 위해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관한 변인들을 수

집하였다. 이후 중도절단된 자료 및 중도절단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대상 자료에 관한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여 관측시점 및 관측시점 이

전에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사실이 확인된 관측치와 그렇지 않은 관측치

사이에 수집가능한 변인들에 관한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수행하였다.

아래 [표 4-2]는 중도절단된 자료(n=759)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여부가 범주형 변수들에 관한 관측빈도와 의존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범주 간 독립성 검정을 수행한 것이다.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분석

결과, 단체장의 정치성향, 관측시점 이전에 광역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

를 제정하였는지 여부, 행정구역 유형의 구분 및 관측시점의 분포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여

부는 경쟁적 정당구도 여부와는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r(청년기본조례의 채택) = exp(     [*])
[*] β0: 절편, χ1: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채택 여부, χ2: 같은 광역단위에 속한 다
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수, χ3: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수, χ4: 단체장
정치성향(진보=1), χ5: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χ6: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1), χ7: 지방의회 정당집중도(허핀달-어쉬만 지수), χ8: 정부형태 (분점정부=1),
χ9: 주민등록상 인구 수(단위: 만 명), χ10: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χ10: 총 예
산, χ11: 재정자립도, χ12: 재정자주도, χ13: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χ14: 행정
구역 유형-군 (군=1), χ15: 행정구역 유형-구 (구=1), χ16: 연도

변수명 범주 구분
청년기본조례 채택 청년기본조례 비채택

표본수 표본수

정부형태
[*]

단점정부,
의회

지배정당[*]
없음

167 513

분점정부 20 59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1)=0.022
(0.882)

[표 4-2] 집단 간 차이 분석: 범주형 (n: 중도절단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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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4-3]은 중도절단된 자료(n=759)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이 확인된 관측치와 그렇지 않은 관측치 사이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분석결과, 확산요인에 해당하는 ‘관측시점 이

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수’, ‘관측시점 이전에 청

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수’ 등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다.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187개의 표본에서는 관측시점 이전까지 평균 52.155개의 기초자치

(chi2 검정)

단치장
정치성향
[*]

무소속,
보수정당 소속
(새누리당
계열)

60 327

진보정당 소속
(민주당 계열)

127 245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1)=35.478***
(0.000)

관측시점 이전
소속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

미제정 30 237
제정 157 335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1)=39.843***
(0.000)

행정구역 구분

시 68 153
군 55 254
구 64 165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2)=13.608**
(0.001)

관측
연도_가변수

2016 24 201
2017 37 164
2018 46 116
2019 50 62
2020 30 29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4)=75.055***
(0.000)

[*] 귀무가설(H0): 범주 간 확률적 독립
[**]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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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이 확인된 반면,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3.16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

례의 채택이 확인되었다. 이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8.732***, p<0.01)되었다. 청년기본조례를 채택

한 187개의 표본에서는 관측시점 이전까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으

면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평균 5.834개 수준인

반면,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이 확인되지 않은 572개의 표본에서는 평균

2.287개인 것으로 집계되어, 마찬가지로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9.745***, p<0.01)된다.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관측치들에서는 채택하지 않은 관측치들에 비해

단체장의 연령이 유의미하게 낮고(t=-2.687***, p<0.01), 재선횟수도 낮았

으며(t=-2.558**, p<0.05), 직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도 낮은(t=-2.448**,

p<0.05)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지방의원의 수는 많고(t=3.747***,

p<0.01) 상임위원회의 평균 개수도 많았으며(t=4.289***, p<0.01), 사무처

규모도 크고(t=2.762***, p<0.01), 월정수당(t=2.013, p=0.044), 월정수당 증

가율(t=2.180**, p=0.030), 고학력자 비중(t=2.669***, p=0.008)도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변수명

평균 비교

청년기본
조례 채택
(n=187)

청년기본
조례
미채택
(n=572)

|t|
p-value
(=Pr(|T|
>|t|)

관측시점 이전 타 기초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수

52.155 23.168 8.732*** 0.000

관측시점 이전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기초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수

5.834 2.287 9.745*** 0.000

인구 수(단위: 만 명) 24.205 18.140 3.716*** 0.000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단위: 억 원) 6857.508 5290.802 5.193*** 0.000

[표 4-3] 집단 간 차이 분석: 연속형 (n: 중도절단된 표본)



- 170 -

아래 [표 4-4]는 중도절단되지 않은 자료(n=1,125)를 대상으로 청년기본

조례의 채택 여부가 범주형 변수들에 관한 관측빈도와 의존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범주 간 독립성 검정을 수행한 것이다. 카이제곱 검정에 의

한 분석결과, 앞선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체장의 정치성향, 관측시점

이전에 광역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지 여부, 행정구역 유

형의 구분 및 관측시점의 분포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여부는 경쟁적 정당구도 여부와는 관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62.333 63.012 0.913 0.362

노령 인구(65세 이상) 비율(%) 20.086 20.532 0.650 0.51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53.324 54.587 1.417 0.157

단체장 연령 61.102 62.486 2.687*** 0.007

단체장 재선 횟수 1.513 1.671 2.558** 0.011

직전선거 단체장 득표율(%) 52.328 54.600 2.448** 0.015

직전선거 단체장-차점자 득표율
차이(%p)

15.841 18.735 1.938* 0.053

지방의원 수 13.225 11.484 3.747*** 0.000

지방의회 상임위 수 2.503 1.979 4.289*** 0.000

지방의회 예산 총액(단위: 억 원) 20.666 15.745 3.449*** 0.001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수 19.872 18.241 2.762*** 0.006

지방의원 1인당 월정수당 연간
총액(단위: 만 원)

2314.797 2228.988 2.013** 0.044

지방의원 연간 월정수당 전년 대비
증가율(%) [*]

1.657 2.124 2.180** 0.030

지방의회 고학력자 비중(%)[**] 16.237 13.656 2.669*** 0.008

지방의회 정당별 의석집중도 5319.262 5487.917 1.929* 0.054

[note]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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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 4-5]는 중도절단되지 않은 자료(n=1,125)를 대상으로 청년기본

조례의 채택이 확인된 관측치와 그렇지 않은 관측치 사이의 집단 간 평균

변수명 범주 구분
청년기본조례 채택 청년기본조례 비채택

표본수 표본수

정부형태
[*]

단점정부, 의회
지배정당[*] 없음

484 530

분점정부 48 63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1) = 0.809
(0.369)

단치장
정치성향
[*]

무소속, 보수정당 소속
(새누리당 계열)

128 336

진보정당 소속
(민주당 계열)

404 257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1) = 122.987***
(0.000)

관측시점 이전
소속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

미제정 41 238
제정 491 355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1) = 158.121***
(0.000)

행정구역 구분

시 209 161
군 144 266
구 179 166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1) = 39.829***
(0.000)

관측
연도_가변수

2016 24 201
2017 37 165
2018 46 119
2019 50 69
2020 30 39
범주 간

독립성 검정
(chi2 검정)

chi2(1) = 316.294***
(0.000)

[*] 귀무가설(H0): 범주 간 확률적 독립
[**] * p<0.1 ** p<0.05 *** p<0.01

[표 4-4] 집단 간 차이 분석: 범주형 (n: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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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분석결과, 확산요인에 해당하는 ‘관측

시점 이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수’, ‘관측시점 이

전에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수’

등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다. 청년기본조

례를 채택한 532개의 표본에서는 관측시점 이전까지 평균 77.481개의 기

초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이 확인된 반면, 청년기본조례를 채

택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5.72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기본조례의 채택이 확인되었다. 이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19.860***, p<0.01)되었다.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532개의 표본에서는 관측시점 이전까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평균 10.442개 수

준인 반면,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이 확인되지 않은 572개의 표본에서는 평

균 2.507개인 것으로 집계되어, 마찬가지로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21.083***, p<0.01)된다.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관측치들에서는 채택하지 않은 관측치들에 비해

단체장의 연령이 유의미하게 낮고(t=-5.527***, p<0.01), 재선횟수도 낮았

다(t=-3.572***, p<0.01). 반면 중도절단된 표본에서와 달리 직전 지방선

거에서의 득표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0.412, p=0.680). 반면, 지방의원의 수는 많고(t=6.361***, p<0.01) 상임

위원회의 평균 개수도 많았으며(t=7.518***, p<0.01), 사무처 규모도 크고

(t=4.361***, p<0.01), 월정수당 총액(t=5.038***, p<0.01), 석사 이상 고학

력자 비중(t=5.465***, p<0.01)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도절단

된 표본에서와 달리 월정수당 증가율(t=0.745, p=0.457)에서는 차이가 확

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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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는 전체 표본을 그대로 분석할 경우 추정량에 선택편의

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도절단 여부와 무관하게 관측시점에 청

년기본조례를 채택하여 시행 중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 사이

변수명

평균 비교

청년기본
조례 채택
(n=532)

청년기본
조례
미채택
(n=593)

|t|
p-value
(=Pr(|T|
>|t|)

관측시점 이전 타 기초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수

77.481 25.723 19.860*** 0.000

관측시점 이전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기초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수

10.442 2.502 21.083*** 0.000

인구 수(단위: 만 명) 26.681 18.213 6.629*** 0.000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단위: 억 원) 8053.406 5404.491 9.481*** 0.000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62.407 63.131 1.440 0.150

노령 인구(65세 이상) 비율(%) 19.992 20.703 1.461 0.144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53.242 54.678 2.256** 0.024

단체장 연령 60.397 62.418 5.527*** 0.000

단체장 재선 횟수 1.515 1.671 3.572*** 0.000

직전선거 단체장 득표율(%) 54.150 54.414 0.412 0.680

직전선거 단체장-차점자 득표율 차이(%p) 19.470 18.550 0.892 0.373

지방의원 수 14.019 11.629 6.361*** 0.000

지방의회 상임위 수 2.650 2.015 7.518*** 0.000

지방의회 예산 총액(단위: 억 원) 21.773 16.086 5.808*** 0.000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수 20.333 18.347 4.361*** 0.000

지방의원 월정수당 연간 총액 2397.600 2233.847 5.038*** 0.000

지방의원 연간 월정수당 전년 대비
증가율(%) [*]

2.001 2.129 0.745 0.457

지방의회 고학력자 비중(%)[**] 17.724 13.712 5.465*** 0.000

지방의회 정당별 의석집중도 5391.729 5488.641 1.567 0.117

[note] * p<0.1 ** p<0.05 *** p<0.01

[표 4-5] 집단 간 차이 분석 : 연속형 (n: 중도절단되지 않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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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 차이가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성향점수 도출을 위한 모형에 포함된 공변량(covariates)은 기초통계분

석 외에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선정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확산기

제(diffusion mechanisms)가 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도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ipan and

Volden(2008), Margetti and Gilardi(2016) 등의 연구에서 지지된 바 있는

학습(learning), 모방(emulation or imitation) 및 강압(coercion) 기제의 영

향을 검토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는 경쟁(competition) 기제의 영향을 검토

하기도 하지만 경쟁기제의 작동은 경제적 외부성(economic externalities)

및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mobility)을 요건으로 하므로, 청년

기본조례의 채택만으로 이 같은 요건들이 갖춰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형에서 배제하였다.

국내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는 단항적(monadic) 사건사분석 모

형들에서 학습기제의 측정은 관측시점에 앞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

초자치단체들의 수나 비중에 의해 측정한다(최상한, 2010; 이석환, 2013).

본 연구에서는 관측시점에 앞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의해 학습기제의 영향을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모방기제는

국내 선행연구의 사례에 따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다른 기초자치단

체들 중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사례의 수에 의해 측정하였다(최상

한, 2010; 장석준, 2012; 이석환, 2013). 국가의 하위수준에서 강압

(coercion) 기제의 영향은 같은 위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관측되기 쉽지 않다. 반면 중앙정부나 상위정부가 하위에 속하는 정부에

미치는 ‘수직적(vertical)’ 강압기제의 영향은 국내 다수 연구들에서 정책

이나 제도의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가

관측시점에 앞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에

의해 강압기제의 영향을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단체장은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조직 수

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체장의 정책선호를 대부분 반영한다(이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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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승종 외, 2021). 반면, 단체장의 리더십은 지방의회, 유권자 등 다

른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이달곤, 2004; 이승종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여부에 관한 단체장의 정책의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단체장의 소속정당

을 근거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진보정

당 소속 단체장일수록 청년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

(e.g. 정다원, 2020)를 참조하였다. 둘째, 직전 선거에서 확인된 단체장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정책혁신을 채택할 동기수준이 낮다고 가정하였다.

셋째, 단체장이 3회 연임하여 연임제한에 도달한 경우 정책혁신을 채택할

동기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같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채택에 유권자로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해집단의 규

모를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에 의해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정책혁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정 하에, 직전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투표율(%)을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여유자원(slack)이 풍부할수록 혁신적인 정책이

나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Walker, 1969; Mohr, 1967; Berry & Berry,

1990).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및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

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성(innovativenes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행정구역 유형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

하여 시, 군, 구로 유형구분된 행정구역 유형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측정

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산추세를 통

제하기 위하여 연도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향점수를 도출하기 위해 청년기본조례의 제

정 여부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아래 [표 4-6]과 같이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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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1

(n=중도절단된
표본)

모형 2
(n=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

강압기제 작용가능성
Ÿ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여부 (제정=1)

0.598**
(0.298)

0.497*
(0.267)

모방기제 작용가능성
Ÿ 같은 광역단위에 속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수

0.116***
(0.027)

0.181***
(0.023)

학습기제 작용가능성
Ÿ 전국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 수

-0.001
(0.007)

-0.002
(0.006)

단체장 정책의지
Ÿ 단체장 정치적 성향 (진보=1)

0.644***
(0.204)

0.803***
(0.179)

Ÿ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0.025**
(0.011)

-0.018*
(0.009)

Ÿ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1)
-0.215
(0.285)

-0.356
(0.248)

지방의회 정당구도
Ÿ 지방의회 정당집중도 (허핀달-허쉬만 지수)

0.672
(1.064)

1.210
(0.890)

단체장-지방의회 정당구도
Ÿ 정부형태 (분점정부=1)

-0.351
(0.316)

-0.344
(0.270)

인구통계적 특성
Ÿ 주민등록상 인구 수 (단위: 만 명)

-0.002
(0.014)

-0.007
(0.012)

Ÿ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0.026
(0.028)

0.018
(0.024)

재정규모
Ÿ 총 예산

0.000**
(0.000)

0.000***
(0.000)

Ÿ 재정자립도
-0.029*
(0.017)

-0.043***
(0.015)

Ÿ 재정자주도
-0.029
(0.019)

-0.036**
(0.017)

주민참여수준
Ÿ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0.012
(0.023)

-0.016
(0.020)

행정적 특성
Ÿ 행정구역 유형-군 (군=1)

-0.786**
(0.347)

-0.743**
(0.308)

Ÿ 행정구역 유형-구 (구=1)
-0.181
(0.504)

-0.049
(0.458)

시간적 추세
Ÿ 연도

0.215
(0.278)

0.418
(0.260)

절편
0.192
(1.760)

-0.014
(1.568)

관측치 수 759 1125
Log Likelihood (-2LL) -352.522 -467.685

Chi2 test 166.23***
(0.000)

X2(17)=624.20***
(0.000)

McFadden R-Squared 0.191 0.400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표 4-6] 성향점수 도출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청년기본조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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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 매칭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산출된 성향점수가 유사한 공변량

끼리 매칭(matching)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빈

번하게 활용된 바 있는 구간법에 의한 매칭(caliper matching)을 활용하였

다. 구간법의 적용을 위한 척도(scales)는 0.01로 선정하였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구간법에 의한 매칭(caliper

matching)을 수행한 결과, 중도절단된 759개 표본 중에서는 713개의 표본

이, 중도절단되지 않은 1,125개의 표본 중 816개의 표본이 각각 분석대상

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향점수가 0.5 이상에 속

하는 표본들 중 상당수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매칭 이후 표본들에 대해서 관측가능하면서 선택편의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는 공변량들에 대해 집단 간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공변량

들에서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

았다. 중도절단된 표본(n=759)에 대해 매칭을 수행한 이후 관측시점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집단과 제정하지 않은 집단 간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4-7]과 같다. 관측가능하면서 표본선택편의를 유

발할 것으로 가정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집단 간 평균 차이의 유의확률이

5%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 .2 .4 .6 .8 1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조례제정 X & 매칭 조례제정 O & 매칭
조례제정 O & 매칭 X

0 .2 .4 .6 .8 1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조례제정 X & 매칭 조례제정 O & 매칭
조례제정 O & 매칭 X

중도절단된 표본 (n: 759 -> 720)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n: 1,125 -> 810)

[그림 4-2]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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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n=1,125)에 대해 매칭을 수행한 이후 관측시점

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집단과 제정하지 않은 집단 간 변수들의 평

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관측가능하면서 표본선택편

의를 유발할 것으로 가정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집단 간 평균 차이의 유

의확률이 5%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명

실험집단
평균

(조례제정O
/매칭)

비교집단
평균

(조례제정X
/매칭)

t Pr(|t|>T)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여부
(제정=1)

0.797 0.845 -1.060 0.290

같은 광역단위에 속한 다른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수

4.311 4.574 -0.480 0.631

전국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 수 42.932 45.203 -0.440 0.660
단체장 정치적 성향 (진보=1) 0.642 0.689 -0.860 0.390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52.035 52.816 -0.700 0.484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
=1)

0.101 0.149 -1.230 0.220

지방의회 정당집중도
(by 허핀달-허쉬만 지수)

0.534 0.542 -0.660 0.509

정부형태 (분점정부=1) 0.122 0.101 0.550 0.581
주민등록상 인구 수 (단위: 만 명) 23.493 22.093 0.550 0.585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19.788 20.355 -0.610 0.545
총 예산 (단위: 억 원) 6566.800 6260.300 0.620 0.536
재정자립도 21.207 21.479 -0.180 0.858
재정자주도 53.334 53.744 -0.300 0.761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61.840 62.320 -0.490 0.627
행정구역 유형-군 (군=1) 0.284 0.378 -1.730 0.084
행정구역 유형-구 (구=1) 0.345 0.358 -0.240 0.808
시간 경과
(=2021-관측시점)

2.885 2.939 -0.370 0.711

[*] 중도절단된 & 매칭된 자료 기준 (n=720)

[표 4-7]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 결과 2-1[*] (집단 간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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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에서는 매칭된 표본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조례 채택 여부를

포함하는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을 추정하였으며, 패널개체에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변수명

실험집단
평균

(조례제정O
매칭)

비교집단
평균

(조례제정X
매칭)

t Pr(|t|>T)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여부
(제정=1)

0.820 0.829 -0.250 0.801

같은 광역단위에 속한 다른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수

5.101 5.143 -0.090 0.932

전국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 수 50.848 49.871 0.220 0.829
단체장 정치적 성향 (진보=1) 0.650 0.673 -0.510 0.613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52.807 53.270 -0.480 0.632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
=1)

0.129 0.115 0.440 0.661

지방의회 정당집중도
(by 허핀달-허쉬만 지수)

0.543 0.548 -0.490 0.627

정부형태 (분점정부=1) 0.088 0.111 -0.800 0.423
주민등록상 인구 수 (단위: 만 명) 21.995 21.942 0.030 0.979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20.631 20.373 0.330 0.741
총 예산 (단위: 억 원) 6449.500 6211.900 0.590 0.557
재정자립도 19.838 20.423 -0.520 0.607
재정자주도 53.649 53.216 0.400 0.689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63.117 62.677 0.550 0.583
행정구역 유형-군 (군=1) 0.350 0.364 -0.300 0.764
행정구역 유형-구 (구=1) 0.327 0.359 -0.710 0.480
시간 경과
(=2021-관측시점)

3.115 3.088 0.230 0.818

[*] 중도절단되지 않은 & 매칭된 자료 기준 (n=810)

[표 4-8]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 결과 2-2[*] (집단 간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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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시점에서 중도절단된 자료 기준, 성향점수

에 의한 매칭 이후 회귀모형의 추정에 활용된 연속형 변수에 관한 기술통

계량은 아래 [표 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
차

최소 최대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
(미제정 시 0의 값을 부여)

720 0.212 0.402 0.000 0.999

관측시점 이전 타 기초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수

720 27.231 39.224 0 132

관측시점 이전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기초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수

720 2.703 4.056 0 30

인구 수
(단위: 만 명)

720 19.240 19.110 0.908 119.404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단위: 억 원)

720 5553.086 3448.419 1361.049
28849.21
1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720 62.771 8.807 47.953 82.662

노령 인구(65세 이상) 비율(%) 720 20.379 8.063 6.6 40.7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720 54.330 10.586 26.3 79.3

단체장 연령 720 62.225 6.177 45 80

직전선거 단체장 득표율(%)
[****]

720 54.072 11.224 24.730 100

지방의원 수 720 11.828 5.507 7 43

지방의회 상임위 수 720 2.071 1.478 0 5

[표 4-9]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중도절단된 표본 & 매칭 이후(n=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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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시점에서 중도절단된 자료 기준, 성향점수

에 의한 매칭 이후 회귀모형의 추정에 활용된 범주형 변수에 관한 기술통

계량은 아래 [표 4-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방의회 예산 총액(단위: 억 원) 720 16.691 16.895 3.926 34.381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수 720 18.606 6.994 7 54

지방의원 1인당 월정수당 연간
총액 (단위: 만 원)[*]

720 2241.304 497.909 1320 3689

지방의원 연간 월정수당 전년
대비 증가율(%) [*]

720 2.006 2.592 -34.633 28.994

지방의회 고학력자 비중(%)[**] 720 14.193 11.505 0.000 63.636

지방의회 정당별 의석집중도[***] 720 0.546 0.105 0.344 1.000

시간 (단위: 2021 - 관측 연도) 720 2.357 1.226 1 5

시간2 (단위: (2021 - 관측
연도)2)

720 7.057 6.786 1 25

청년기본조례제정 시점 (단위:
연도) [*****]

720 2019.101 1.394 2016 2021

[*] 지방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합계이나, 의정활동비는 모든 기초자치
단체에서 동일하게 1인당 매년 1,3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는
월정수당만을 측정하여 포함시켰다.
[**] ‘석사 이상’을 고학력자로 분류하였다.

[***] 허쉬만-허핀달 지수(수식 참조)로 측정하였다. (수식=   지방의회의석수정당의석수 × )
[****] 단독 출마의 경우 100.000(%)의 값을 부여하였다.
[*****] 사건의 발생시점에 초점(사건 발생까지 지연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에서의 처리 예를 따라, 최종 관측시점(2021년 9월 30일)까지 청년기
본조례의 제정이 확인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일괄적으로 ‘2021’의 값을 부여하
였다.

변수명 범주설명 빈도 비율

정부형태
단점정부, 의회
지배정당[*] 없음

643 89.31

[표 4-10]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중도절단된 표본 & 매칭 이후(n=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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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이후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

기 위하여 중도절단되지 않은 패널 자료 역시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도절

단되지 않은 자료 기준, 성향점수에 의한 매칭 이후 회귀모형의 추정에

활용된 연속형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분점정부 77 10.69

합계 720 100.00

단체장 정치성향

무소속, 보수정당
소속

(새누리당 계열)
380 52.78

진보정당 소속
(민주당 계열)

340 47.22

합계 720 100.00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 미만 611 84.86

연임횟수 3회 109 15.14

합계 720 100.00

관측시점 이전 소속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미제정 267 37.08

제정 453 62.92

합계 759 100.00

관측 연도_가변수

2016 225 31.25

2017 200 27.78

2018 154 21.39

2019 95 13.19

2020 46 6.39

합계 720 100.00

청년기본조례 제정 연도_가변수

2016 24 3.33

2017 77 10.69

2018 140 19.44

2019 191 26.53

2020 137 19.03

2020년까지 미제정 151 20.97

합계 720 100.00

행정구역 구분

시 208 28.89

군 296 41.11

구 216 30.00

합계 7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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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
차

최소 최대

복사-붙여넣기입법수준
(미제정시 0의값을부여)

810 0.302 0.451 0.000 0.999

관측시점이전타기초지자체
청년기본조례제정수

810 32.890 43.356 0 132

관측시점이전같은광역자치단체소속
타기초지자체청년기본조례제정수

810 3.297 4.539 0 30

인구수
(단위: 만명)

810 18.980 18.854 0.908 119.404

지방자치단체총예산
(단위: 억원)

810 5572.759 3348.133 1361.079 26390.434

직전지방선거투표율(%) 810 63.055 8.714 47.953 82.662

노령인구(65세이상) 비율(%) 810 20.725 8.111 6.6 40.7

지방자치단체재정자주도 810 54.256 10.644 16.5 79.3

단체장연령 810 61.879 6.138 46 80

직전선거단체장득표율(%)[*] 810 54.028 10.963 24.730 100

지방의원수 810 11.842 5.632 7 43

지방의회예산총액(단위: 억원) 810 16.561 12.050 3.926 81.497

지방의회사무처직원수 810 18.515 7.189 7 54

지방의원월정수당 1인당연간총액
(단위: 만원)[*]

810 2236.962 496.428 1320 3681

지방의원연간월정수당전년대비
증가율(%) [*]

810 2.101 2.797 -34.633 28.994

지방의회고학력자비중(%)[**] 810 14.320 12.023 0.000 71.429

지방의회정당별의석집중도[***] 810 0.546 0.105 0.344 1.000

시간 (단위: 2021 - 관측연도) 810 2.525 1.296 1 5

시간2 (단위: (2021 - 관측연도)2) 810 8.051 7.444 1 25

청년기본조례제정시점 (단위: 연도)
[*****]

810 2018.828 1.524 2016 2021

[*] 지방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합계이나, 의정활동비는 모든 기초자치
단체에서 동일하게 1인당 매년 1,3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는
월정수당만을 측정하여 포함시켰다.

[표 4-11]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 & 매칭 이후(n=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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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이후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

기 위하여 중도절단되지 않은 패널 자료 역시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도절

단되지 않은 자료 기준, 성향점수에 의한 매칭 이후 회귀모형의 추정에

활용된 표본의 범주형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석사 이상’을 고학력자로 분류하였다.

[***] 허쉬만-허핀달 지수(수식 참조)로 측정하였다. (수식=   지방의회의석수정당의석수 × )
[****] 단독 출마의 경우 100.000(%)의 값을 부여하였다.
[*****] 사건의 발생시점에 초점(사건 발생까지 지연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에서의 처리 예를 따라, 최종 관측시점(2021년 9월 30일)까지 청년기
본조례의 제정이 확인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일괄적으로 ‘2021’의 값을 부여하
였다.

변수명 범주설명 빈도 비율

정부형태

단점정부, 의회
지배정당[*] 없음

730 89.83

분점정부 80 10.17
합계 810 100.00

단체장 정치성향

무소속, 보수정당
소속

(새누리당 계열)
409 50.12

진보정당 소속
(민주당 계열)

411 49.88

합계 810 100.00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 미만 687 84.81
연임횟수 3회 123 15.19
합계 810 100.00

관측시점 이전 소속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미제정 278 34.07
제정 538 65.93
합계 816 100.00

관측 연도_가변수

2016 225 27.57
2017 218 26.72
2018 171 20.96
2019 124 15.20
2020 78 9.56
합계 810 100.00

청년기본조례 제정 연도_가변수 2016 65 7.97

[표 4-12]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 & 매칭 이후(n=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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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모형의 추정

아래 [표 4-13]은 중도절단된 표본을 대상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구역 유형에 따른 기본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구간법에 의한 매칭

(caliper matching)을 수행한 결과 759개 중 720개(94.9%)의 표본이 사용

되었다.

2017 107 13.11
2018 165 20.22
2019 197 24.14
2020 130 15.93

2020년까지 미제정 152 18.63
합계 810 100.00

행정구역 구분

시 225 27.57
군 341 42.52
구 244 29.91
합계 810 100.00

모형 1
모형 1a
(구역: 시)

모형 1b
(구역: 군)

모형 1c
(구역: 구)

처치변수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1: 제정)

0.875***
(0.004)

0.868***
(0.007)

0.882***
(0.006)

0.872***
(0.006)

독립변수 1(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 경합 양상

학습기제 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청년기본조례 채택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모방기제 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
수

0.000
(0.000)

0.002
(0.001)

0.001
(0.000)

-0.001*
(0.001)

강압기제 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소속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채택 여부 (채택 = 1)

0.004*
(0.002)

-0.005
(0.006)

-0.000
(0.004)

0.014**
(0.006)

독립변수 2(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지방의회 특성 및 정당구도

단체장 전문성 -0.011** -0.025 -0.001 -0.018***

[표 4-13] 회귀모형 추정 1-1: 기본모형

(중도절단된 & 매칭 이후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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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을 포함하는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 일부 연구가

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외부적 결정요인으로 학습기제, 모방기

제, 강압기제 등 확산기제의 경합양상에 따라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

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5% 미만 유의수준에서 이를 지지하는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60) 다만 행정구역 유형이 ‘군’ 단우에 속하는 표

60) 다만 강압기제의 작용가능성 증가에 따른 영향은 10% 미만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oef.=0.004, p<0.1)

단체장 학력 (석사 이상 = 1) (0.005) (0.022) (0.005) (0.006)
단체장 정책의지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정당 소속 = 1)

0.004
(0.003)

-0.007
(0.009)

-0.006
(0.005)

0.007
(0.006)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 = 1)
0.004**
(0.002)

0.007
(0.005)

-0.000
(0.002)

0.009*
(0.005)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지방의회 제도적 자원
지방의회 입법지원조직 규모:
지방의회 사무처 임직원 수

-0.001
(0.001)

-0.000
(0.001)

-0.002*
(0.001)

-0.001
(0.002)

지방의회 조직규모 : 지방의원 총원
0.009**
(0.004)

0.004
(0.028)

0.001
(0.005)

0.014***
(0.004)

지방의회 급여수준:
ln (지방의회 월정수당)

-0.014**
(0.007)

-0.001
(0.117)

-0.003
(0.022)

-0.009
(0.008)

지방의회 고학력자 비율 (%)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정당구도
지방의회 정당구도: 정당집중도

-0.028**
(0.014)

0.034
(0.039)

-0.040**
(0.017)

-0.007
(0.023)

단체장-지방의회 정당구도
(분점정부 = 1)

-0.002
(0.004)

-
-0.008**
(0.004)

-0.002
(0.012)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 특성, 시간적 추세

인구통계특성
인구규모: ln (인구 수)

-0.033
(0.049)

-0.051
(0.140)

0.001
(0.041)

-0.138*
(0.074)

인구구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0.001
(0.002)

-0.010
(0.011)

-0.000
(0.003)

-0.006
(0.005)

재정적 특성
재정규모: ln (총 예산)

-0.027
(0.026)

-0.072
(0.048)

-0.002
(0.014)

0.005
(0.046)

재정자율성: 재정자주도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시간적 추세
연도: 2021년 - 최초 관측연도(2016년)

-0.000
(0.003)

0.005
(0.010)

0.002
(0.003)

0.003
(0.005)

절편
0.849
(0.720)

2.116
(1.812)

0.142
(0.396)

0.356
(1.301)

관측치 수 720 207 293 220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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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1b에서는 10% 미만 유의수준에서 학습기제의

작용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된다(coef.=0.000, p<0.1). 또한, 행정구역 유형이 ‘구’에 속하는 표본들

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1c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복사-붙여넣

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5% 미만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확인되어(coef.=0.014, p<0.05), 연구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일

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주요 정책

행위자에 해당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특성 및 정당구도 등 지방자치단

체의 내부적 결정요인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

망하였다. 중도절단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 단체장의 학력 수

준이 높은 경우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지는(coef.=-0.011,

p<0.01) 경향이 확인되었다. 단체장의 학력수준은 단체장의 전문성을 측

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단체장의 전문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

준을 낮출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단체장이 3회 연임에 성공하여 연임제한에 직면한 경우,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높아지는(coef.=0.004, p<0.05)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

임제한에 해당하는 단체장은 재선가능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책

의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결과 역시 단체장의 정책의지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방의회가 보유한 제도적 자원 중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만이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coef.=-0.014, p<0.05)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지방의회의 규모(coef.=0.009, p<0.05)나 전문

성 수준(coef.=0.000, p<0.01)은 청년기본조례의 제정단계에서는 오히려 복

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구도를 지방의회 내부 정당구도와

단체장-지방의회 간 정당구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특정 정

당 중심으로 통합되어 지방의회 내부 정당구도의 경쟁수준이 낮은 경우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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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정책의 재발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선

행연구 결과(e.g. Hays, 1996a; Mooney & Lee, 1999)와 일치한다. 반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경쟁적 정당구도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

준을 낮출(-)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행정구역 유형이 ‘군’에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들 사이에서만 확인(coef.=-0.008, p<0.05)되었다.

아래 [표 4-14]는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한 이후, 매칭된 표본에 대해서 기본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2
모형 2a
(구역: 시)

모형 2b
(구역: 군)

모형 2c
(구역: 구)

처치변수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부
(=1: 제정)

0.871***
(0.004)

0.862***
(0.008)

0.876***
(0.007)

0.882***
(0.007)

독립변수 1(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 경합 양상

학습기제 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청년기본조례 채
택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모방기제 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같은 광역자치단
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
례 채택 수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강압기제 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소속 광역자치단
체
청년기본조례 채택 여부 (채택 = 1)

0.002
(0.002)

-0.000
(0.005)

-0.002
(0.004)

0.001
(0.008)

독립변수 2(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지방의회 특성 및 정당구도

단체장 전문성
단체장 학력 (석사 이상 = 1)

-0.014***
(0.005)

-0.027***
(0.008)

-0.005
(0.006)

-0.009
(0.006)

단체장 정책의지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정당 소속 = 1)

0.005
(0.004)

0.003
(0.010)

-0.002
(0.005)

0.012
(0.007)

단체장 연임제한 (연임횟수 3회 = 1)
0.002
(0.002)

0.005
(0.004)

-0.002
(0.003)

0.001
(0.004)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지방의회 제도적 자원
지방의회 입법지원조직 규모:
지방의회 사무처 임직원 수

-0.000
(0.001)

-0.001
(0.001)

-0.001
(0.002)

-0.000
(0.002)

[표 4-14] 회귀모형 추정 1-2: 기본모형

(n: 중도절단되지 않은 & 매칭 이후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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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한 표본에 대

해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 결과,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서는 전

반적으로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상승(coef.=0.018, p<0.01)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정책혁신의 확산이 진행될수록 각 기

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이 점차 수렴(convergence)

할 것이라는 관측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다만, 행정구역 유형

이 ‘시’에 속하는 표본들에 대한 추정결과에서는 이 경향이 유의미하게 확

인되지 않는다.

외부적 결정요인 중에서는 가정된 모방기제의 영향만을 확인

(coef.=0.001, p<0.05)할 수 있었다(연구가설 1-2). 반면 학습기제나 강압기

제가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다. 중도절

지방의회 조직규모 : 지방의원 총원
0.013***
(0.005)

0.041***
(0.010)

0.007
(0.010)

0.013**
(0.006)

지방의회 급여수준:
ln (지방의회 월정수당)

-0.025***
(0.007)

-0.066*
(0.034)

0.004
(0.033)

-0.022***
(0.008)

지방의회 고학력자 비율 (%)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정당구도
지방의회 정당구도: 정당집중도

-0.035**
(0.015)

-0.034
(0.023)

-0.045***
(0.017)

-0.000
(0.037)

단체장-지방의회 정당구도 (분점정부 =
1)

0.000
(0.005)

0.013
(0.010)

-0.009**
(0.004)

0.017
(0.014)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 특성, 시간적 추세

인구통계특성
인구규모: ln (인구 수)

-0.104**
(0.042)

-0.138**
(0.064)

-0.024
(0.070)

-0.091
(0.110)

인구구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0.006**
(0.003)

-0.005
(0.008)

-0.004
(0.004)

-0.007
(0.009)

재정적 특성
재정규모: ln (총 예산)

-0.025
(0.017)

0.008
(0.032)

-0.018
(0.016)

-0.066
(0.052)

재정자율성: 재정자주도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2**
(0.001)

맥락적 요인
관측시점(t)에 청년기본조례를 개정

0.018***
(0.006)

0.004
(0.009)

0.022**
(0.009)

0.024**
(0.012)

시간적 추세
연도: 2021년 - 최초 관측연도(2016년)

0.004
(0.003)

0.003
(0.007)

0.006
(0.004)

0.005
(0.007)

절편
1.079**
(0.511)

0.127
(0.967)

0.545
(0.495)

2.230
(1.367)

관측치 수 810 231 342 237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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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지 않은 표본은 ‘개정된’ 청년기본조례들의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

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정책의 최초의 채택

단계에서 확산기제가 정책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개정 단계에서는 약화되

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역

시 개정에 의한 재발명 과정에서는 외부적 결정요인의 영향이 약화되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Hays, 1996a;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중도절단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

던 내부적 결정요인의 영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이 추

론을 지지한다.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서는

앞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인구규모의 영향(coef.=-0.104,

p<0.05) 및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

치는 부(-)의 영향(coef.=-0.006, p<0.05)이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체장의 전문성은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에서 역시 복사-붙여넣기 입

법의 수준을 낮추는(coef.=-0.014, p<0.05)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

도절단된 표본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는 단체장의 연임제한 여부가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앞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을 유의

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지방의회 급여수준(coef.=-0.025, p<0.01)의

영향은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지방의회 내부의 정당구도(통합수준)

역시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coef.=-0.035, p<0.05). 반면, 단체장-지방의회 사이의 경쟁적 정당구도가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행정구역 유형이 ‘군’

에 속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된 분석결과에서만 확인(coef.=-0.009,

p<0.05)되었다.

아래 [표 4-15]에서는 확산기제의 경합가능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미치는 영향이 조례의 개정 단계에서는 약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연구가

설 2)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구간법에 의한 매칭

(caliper matching)을 수행한 결과 일부 표본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

며,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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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일부 연구가설을 지지하

는 결과만이 확인되었다. 강압기제가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미칠 것

으로 가정된 정(+)의 영향은 조례의 개정 단계에서는 제정 단계에 비해

모형 2-1
(전체 행정구역)

모형 2-2
(행정구역 유형: 시)

모형
2-1a

모형
2-1b

모형
2-1c

모형
2-2a

모형
2-2b

모형
2-2c

처치변수
청년기본조례 제정 여
부(=1: 제정)

(생략)

맥락적요인
관측시점(t)에 청년기
본조례를개정

0.039***
(0.011)

0.018*
(0.010)

0.052***
(0.006)

-0.004
(0.025)

-0.009
(0.024)

0.040***
(0.005)

독립변수 1(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 경합 양상
학습기제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청
년기본조례채택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모방기제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같
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의청년기
본조례채택수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강압기제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소
속 광역자치단체 청년
기본조례 채택 여부
(채택 = 1)

0.001
(0.002)

0.002
(0.002)

0.003
(0.002)

0.001
(0.004)

0.001
(0.005)

0.003
(0.005)

독립변수 1 x 맥락적 요인 (청년기본조례의 개정)
학습기제작용가능성x
관측시점(t)에
청년기본조례를개정

-0.000**
(0.000)

0.000
(0.000)

모방기제작용가능성x
관측시점(t)에
청년기본조례를개정

0.000
(0.001)

0.002
(0.003)

강압기제작용가능성x
관측시점(t)에
청년기본조례를개정

-0.037***
(0.009)

-0.045***
(0.009)

(생략)

관측치 수 810 810 810 231 231 231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표 4-15] 회귀모형 추정 2: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형

(n: 중도절단되지 않은 / 매칭 이후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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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약화되는(coef.=-0.037, p<0.01)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학습기제가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

에 부(-)의 영향이 조례의 개정과정에서는 약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61) 다만, 이 결과는 간접적으로나마 조례의 제정

과정에 비해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수행될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모방기제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이 조례의 개정단계에서는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연구가설

2-2)을 지지하는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61) 모형 2-1a의 추정결과에서 학습기제의 작용가능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정(+)의 회귀계수(coef.=0.00005)에 비해 학습기제와 맥락적 요인의 상호작
용항에 관한 부(-)의 회귀계수(coef.=-0.0003)의 절대값이 크다.

모형 2-3
(행정구역 유형 : 군)

모형 2-4
(행정구역 유형: 구)

모형
2-3a

모형
2-3b

모형
2-3c

모형
2-4a

모형
2-4b

모형
2-4c

처치변수
청년기본조례제정여
부(=1: 제정)

(생략)

맥락적요인
관측시점(t)에 청년기
본조례를개정

0.052***
(0.012)

0.020
(0.013)

0.057***
(0.008)

0.050**
(0.021)

0.016
(0.015)

0.050***
(0.006)

독립변수 1(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 경합 양상
학습기제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청
년기본조례채택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모방기제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같
은광역자치단체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기본조례채택수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강압기제작용가능성
직전연도(t-1)까지 소
속광역자치단체청년
기본조례 채택 여부
(채택 = 1)

-0.002
(0.004)

-0.002
(0.004)

-0.000
(0.003)

-0.004
(0.007)

0.001
(0.008)

0.001
(0.008)

독립변수 1 x 맥락적 요인 (청년기본조례의 개정)

[표 4-16] 회귀모형 추정 2: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형 (계속)

(n: 중도절단되지 않은 / 매칭 이후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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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검정 결과는 아래 [표 4-17]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외부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설 중에서는 모방기제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만이 확인되

었다. 단체장의 특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설 중에서는 단체장의 전문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1과 단체장의 연임제한이 정책의지를 낮춰 복사

-붙여넣기 입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2-2만이 지

지되었다. 지방의회가 보유한 제도적 자원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세부가설 중에서는 지방의회 급여수준이 미치는 정(+)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4-4만이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정당구도의

영향 중에서는 지방의회 내부의 정당구도가 통합적일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5-1만이 지지되었다.

분류 변수명 가설
검증 결과[*] 채택

여부
[**]

모형
1-1

모형
1-2

모형
2

외부적
결정요인

1. 확산기제 경합양상
1.1. 학습기제 작용가능성 - 0 0 기각
1.2. 모방기제 작용가능성 + 0 (+) 부분채택
1.3. 강압기제 작용가능성 + + 0 기각

맥락적
요인

2. 확산기제 x 조례 개정
2-1. 학습기제 작용가능성 x 조례
개정

+ (-) 기각

[표 4-17] 가설검정 결과 (요약)

학습기제작용가능성x
관측시점(t)에
청년기본조례를개정

-0.000**
*

(0.000)

-0.000
(0.000)

모방기제작용가능성x
관측시점(t)에
청년기본조례를개정

0.001
(0.001)

0.003
(0.002)

강압기제작용가능성x
관측시점(t)에
청년기본조례를개정

-0.039**
*

(0.013)

-0.028**
(0.013)

(생략)

관측치 수 342 342 342 237 237 237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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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시사점 및 한계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

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내용을 숙고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청년기본조례의 각 조항

을 단위로 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에 의해 다른 청년기본

조례와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코사인 유사도(cosaine similarity)에 의

해 측정된 조례 간 유사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모방기제 작용가능성 x 조례
개정

- 0 기각

2-3. 강압기제 작용가능성 x 조례
개정

- (-) 채택

내부적
결정요인

3. 단체장 전문성, 정책의지
3-1. 단체장 전문성(학력수준) - (-) (-) 채택
3-2. 단체장 정책의지
3-2-1. 단체장 정치성향 + 0 0 기각
3-2-2. 단체장 연임제한 + (+) 0 부분채택
3-2-3.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 0 0 기각
4. 지방의회 제도적 자원
4-1. 지방의회 규모 - (+) (+) 기각
4-2. 지방의회 입법지원조직
규모

- 0 0 기각

4-3. 지방의회 고학력자 비중 - (+) (+) 기각
4-4. 지방의회 급여수준 - (-) (-) 채택
5. 지방자치단체 정당구도
5-1. 지방의회 내부 정당구도
(집중도)

- (-) (-) 채택

5-2. 단체장-의회 경쟁적
정당구도

- 0 0 기각

[*] 가설 및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부호), 10%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부호, 10% 미만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0 등으로 표기
[**] 가설의 채택 여부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를 근거로 판단. 일부 모형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분
채택”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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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청년정책에 관한 총칙 내지 기본적 사항들을 포괄하는 규정으

로서 청년기본조례가 갖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려는 합리성의 발로일 수도 있다. 그렇지

만 다른 한편으로, 입법과정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한 문구나 용

어를 그대로 가져다쓰게 되면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거나, 천편일률적인 입법내용으로 인하여 입법에 관한 다원주의

(legislative pluralism)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비교적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인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확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

도 하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 때문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주요 정책행위자로서

역할수행이 기대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을 지양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내용의 조례를 입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조례제정 시점 이후에도 관측을 지속

함으로써, 복사-붙여넣기 입법 현상이 조례의 제정시점과 개정시점에서

각각 어떤 유형의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논구하고자 하였다. 이

는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도전

하고 있는 핵심주제에 속하는 확산과정에서 혁신의 진화(evolution)에 관

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확인된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행위자인 단체장, 지방의회가 갖는 일

부 특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

었다. 이 결과는 단체장의 학력 수준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

급이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으로 대표되는 입법활동의 질적 수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입법에 관한 정량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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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치중하거나, 내용분석 위주의 접근으로 입법의 질적 수준에 관하여

일반화가능한 결론을 획득하는 데 한계를 노정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보

완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내부의 정당구도가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

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정당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통

합된 지방의회일수록 의사결정과정에서 거부점(veto points)가 낮아 입법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관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둘째, 청년기본조례의 제정과정에 비해 개정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입법내용에 관한 확산기제의 영향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법령의 제정에 의한 재발명과 개정에 의한 재발명이 서로 메커니

즘을 갖는 현상(Glick & Hays, 1991; Hays, 1996a; Carley et al., 2016)이

라는 기존 연구의 관점을 지지하는 희소한 결과 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

으로, 이 결과는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례의 제정 내지 ‘채택

(adoption)’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전반적으로 관측시점에 청년기

본조례의 개정이 수행된 경우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이 증가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학습기제가 작용한다면 개

정과정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 유의성 역시 확인되었으나, 회귀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

아 강한 증거는 될 수 없다(모형 2).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약 30여 년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라고 평가되며, 특히 규모나 역량이 상대적으로 영세

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들은 분권화된 결정체제의 일원으로서 가질 수 있

는 독자성이나 혁신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

료와 방법론의 한계로 인한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문제를 차치

하더라도 가설검증 결과만으로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정구역 유형별 분석결과로부터, 전반적으로 규

모가 작고 역량이 다른 유형의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군’ 유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복사-

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나타났으며,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인접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영향도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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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동형화와

디커플링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1절 도입

디커플링 개념을 최초로 명시한 Meyer and Rowan(1977)의 연구에서

조직의 디커플링 현상은 ‘공식구조’와 ‘실제의 작업활동(actual work

activities)’의 차이로 정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구조의 채택은 조

직 운영이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의해 수행된다.62)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 채택 여부나 채

택시점은 조례의 제정 여부 및 제정 시점에 따른다(최상한, 2010; 이석환,

2013; 문승민·나태준, 2015, 2017; 김혜정, 2017; 박은순·하태수, 2018). 따

라서 청년정책에 관한 공식구조의 채택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기본조례’

의 제·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공공부문 조직들에서 ‘실제의 작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입된

제도의 디커플링은 도입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부 제도를 도

입과정에서 누락하거나(정장훈, 2013; 김종관·강희경, 2014; 장혜윤 외,

2017),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임의규정으로만 도입하는(이석환·김명환,

2020) 행태로도 나타난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운영수준이나 운영양상이

도입목적의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 대비 미흡하게 나타나거나(김동배,

2010; 조선미·강정한, 2011; 정장훈 외, 2011; 변수연, 2012; 김정인, 2017)

제도의 운영수준이 불만족스러운(성민정·원숙연, 2017, 2018) 현상을 디커

플링으로 규정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을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존

의 정책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은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복지성격의 지원을 수행

62) 일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의 근거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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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정책과는 변별력 있는 내용을 갖는다. 둘째, 대상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층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치적 차원

에서 세대 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한다. 셋째,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과거 아동, 청소년, 노인이 ‘아닌 계층’으로 잔여적으로만 규정되어 왔던

‘청년’ 계층의 존재와 정체성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인한다. 대상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으로의 성격변화는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

서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공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청년기본법」과 다수의 지방정부들에 의해 앞서 채택된 청년기본조례는

유사한 목적과 용어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성격을 갖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이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으로서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및 다수의 지방정부들에서 제·개정된

청년기본조례들이 공유하는 청년정책의 성격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지원’ 성격의 사업들은 대상정책으

로서 청년정책이 갖는 정체성을 대표한다.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

사업의 운영을 위한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이나 구성에는 지역

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목적 조항에서는 공통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의 “참여 기회 보장” 또는 “권익 증진”을 문언에 포함한다. 또한,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제정된 일부 조례들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제·개정된 거의 모

든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정

책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 중인 지방정부는 물론,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

방정부들에 대해서도 ‘참여지원’ 성격을 갖는 사업의 운영은 청년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년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의 목적달성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분야의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

혁신의 핵심은 과거 취업·창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정책으로서 추진되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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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대상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 정책대상

인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한 청년기본조례들은 공통적으로 조례 제정 이전부터 중앙정부를 중

심으로 시행하던 취업지원, 창업지원 사업 외에도 주거, 의료, 금융, 문화

및 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들은 청년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위원회, 정책네트

워크 내지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공통적으로 포함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확산과정에서 채택한 청년정책을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가? 제도의 채택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을 거쳐 적절한 제

도가 채택된다면 집행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채택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리라

는 보장은 없다. 제도의 ‘채택(adoption)’에 관한 의사결정과 ‘운영

(implementation)’에 관한 의사결정은 서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Meyer & Rowan, 1977; Brunsson, 1989; Boxenbaum & Jonsson, 2017;

김동수 외, 2017; i.e., Weick, 1976). 이 지점에서 신제도주의 조직론은 제

도의 채택과 운영의 분리가능성을 지적하였다(Meyer & Rowan, 1977;

Boxenbaum & Jonsson, 2017; 김동수 외, 2017). Meyer and

Rowan(1977)의 선구적인 논의에 따르면, 제도의 채택과 운영의 분리가능

성은 조직의 “공식구조(formal structure)”와 “실질적인 직무수행(actual

work activities)”이 괴리되는 “디커플링(decoupling)”에 의해 실현된다.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디커플링은 어떤 정책에 관한 조

례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도입목

적의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종범, 2008; 김동수 외,

2017; 김정인, 2017; 이석환·김명환,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시행에 있어 채택과 시행

이 분리되는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자 한다. 이

어지는 제2절에서는 디커플링에 관한 이론적 쟁점 및 관련 선행연구를 중

심으로 문헌 검토를 수행하고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제3절에서는 연구

모형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관한 조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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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5절에서

는 주요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를 검토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Meyer and Rowan(1977)의 선도적인 연구에서 제도의 채택과 운영의

분리가능성은 조직의 “공식구조(formal structure)”와 “실질적인 직무수행

(actual work activities)”이 괴리되는 “디커플링(decoupling)”에 의해 실현

된다.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조직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한다. 반면,

신제도주의 조직이론가들은 조직이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

(social expectation)에도 부응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Meyer &

Rowan, 1977; 김동수 외, 2017). 모든 조직은 사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Meyer and Rowan(1977)

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은 이른바 “신뢰와 선의의 논리(a logic of

confidence and good faith)”에 따라,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제도화된 신

화(institutionalized myths)”를 공식구조로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Meyer & Rowan,

1977).

디커플링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조직이 디커플링 전략을 통해 기술환경

으로부터 요구되는 능률성을 유지하면서 제도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디커플링 전략이 조직의 능률성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디커플링의 발생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디커플링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지 않으며(e.g. 정장훈 외,

2011; 김복태·조경호, 2012; 김종관·강희경, 2014), 디커플링에 관한 상당수

연구들은 디커플링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에서 수

행되었다(e.g. Seidman, 1983; Tolbert & Zucker, 1983; Edelm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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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phal & Zajac, 2001; Fiss & Zajac, 2006; 김명환, 2009; 김동배,

2010; 정장훈, 2013; 김윤호, 2016; 이철주·심광호, 2016; 성민정·원숙연,

2017; 박은순·하태수, 2018; 이석환·김명환, 2020; 한익현·신승윤, 2021). 특

히 국내 실증연구들에서 디커플링은 혁신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채택되고

도 시행되지 않는 현상으로 규정되었다(김동배, 2010; 정장훈, 2013; 성민

정·원숙연, 2017; 박은순·하태수, 2018; 한익현·신승윤, 2021).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채택된 정책혁신이 형식적으로만 집행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리하다. 채택된 정책혁신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앞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혁신을 채택하더라도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이나 경

험이 누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책결정자가 정당성 확보

를 위해 상징적으로 채택한 정책의 집행이 획일적으로 강제되는 상황 역

시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

디커플링에 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디커플링은 확산단계에서 비교적

늦은 시점에 혁신을 채택한 단위에서 보다 쉽게 관측될 수 있다(Tolbert

& Zucker, 1983). 혁신의 확산이 진행될수록 사회시스템에 속한 다수의

구성원들이 혁신을 채택하게 되고, 혁신의 채택을 압박하는 제도적 압력

(institutional pressure) 역시 강화된다(Berry & Berry, 1990; Strang &

Meyer, 1993; Weyland, 2005; Berry·김대진, 2010). 반대로 비교적 초기에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도적 압력에 직면하

고도 정책혁신을 채택하였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책혁신

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Clark, 1985; Weyland, 2005; Braun

& Gilardi, 2006).

이 지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청년정책에 관한 확산과정이 제도적 동형화

과정으로서 디커플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다. 동형화 압력은 동등한 관

계에 있는 다른 조직이나 사회적 기대의 구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압력을 받는 대상과 수직적 또

는 위계적 관계에 있는 다른 행위자로부터 가해지기도 한다(DiMaggio &

Powell, 1983; Strang & Meyer, 1993; Strang & Soule, 1998; Rogers,

2003). 일례로, DiMaggio and Powell(1983)은 동형화 압력을 세분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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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또는 강제적(regulative or coercive) 압력, 모방적(mimetic) 압력, 그

리고 규범적(normative) 압력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Strang

and Soule(1998) 역시 제도적 압력을 확산의 채널(channels)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외부적(external) 압력, 동료로부터의 압력(peer pressure) 및 내

부로부터의 확산 압력(internal diffusion pressure) 등으로 구분한 바 있

다.

정책혁신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과거의 정책들

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newness)”이지만

아직까지 효과성(effectiveness)이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역

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지지한다.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

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정책 관련 조례들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정책의 채택이 불확실성 하에

서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또는 상위정부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를 거쳐 채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DiMaggio &

Powell, 1983). 특히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은 제4조에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2020년 이후 청

년정책의 채택은 상당부분 국가 차원에서 영향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

루어졌다.

제도적 동형화는 제도환경(institution environment)을 공유하는 조직들

이 제도화된 공식구조를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적 압력으로 인해 서로 유

사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DiMaggio & Powell, 1983). 사회적으로 지지

되는 제도를 채택하야 한다는 요구 내지 압력은 유사한 기술과 지식을 공

유하는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s)에 속한 조직들 사이에서 유사한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s)”으

로 작용하여 조직들을 서로 유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DiMaggio

& Powell, 1983). 이 관점에서 동형화 압력은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

(DiMaggio & Powell, 1983)하여 디커플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Boxenbaum & Jonsson, 2017; 김동수 외, 2017). 특히 강제적 동형화는

혁신적인 제도의 확산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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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et al., 2004; Karch, 2006; Shipan & Volden, 2008; Berry·김대진,

2010; 장석준, 2012; 이석환, 2013; Zhang & Zhu, 2019), 동시에 확산 이

후 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DiMaggio

& Powell, 1983; Tolbert & Zucker, 1983; Edelman, 1992; Westphal &

Zajac, 2001; Boxenbaum & Jonsson, 2017; 김윤호, 2016; 김동수 외,

2017)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디커플링 연구들에서 확산을 거쳐

채택된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확인되는 디커플링이 동형화 압력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Tolbert & Zucker, 1983; Westphal

& Zajac, 2001; Boxenbaum & Jonsson, 2017; 김동수 외, 2017).

제도화된 공식구조의 채택이 조직 내부의 기술적 효율성과 상충하는 경

우 조직은 제도적 압력에 저항하든,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든 상당한 비

용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종범, 2008; 김윤호,

2016; 박은순·하태수, 2018). 기존의 구조와 상충하는 공식구조의 채택은

일관성의 부재로 귀결되며, 기술적 효율성과 충돌하는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윤호, 2016: 238; 이종범,

2008). 그렇다고 제도화된 규칙의 적용을 전면거부하게 되면 조직은 제도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상실하여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

이다(Meyer & Rowan, 1977).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직은 하위체제 간

연결관계를 느슨하게만 유지(“loosely coupling”)함으로써 공식구조와 실

제 관행의 디커플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공식구조와 사회적 정당성과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Meyer

& Rowan, 1977, 1991). 따라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을 거쳐 도입된 제도

일수록 조직은 디커플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Boxenbaum & Jonsson,

2017; 김동수 외, 2017). 특히 조직과 권력관계에 있는 조직 외부행위자로

부터의 강압적(coercive) 동형화 압력이 작용하여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Tolbert & Zucker,

1983; 이석환·김명환, 2020). 일례로, Tolbert and Zucker(1983)는 비교적

늦은 시점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 압력에 의해 제도를 도입했을 가능

성이 높은 주체들에게서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석환·김명환(2020)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의무화된 이후에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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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예산제도를 채택한 지방정부들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수

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고하기도 했다.

동형화 압력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디커플링은 조직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Meyer

& Rowan, 1977; Oliver, 1991). 조직이 디커플링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하

면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Meyer & Rowan, 1977). 조직은 환경을 구성하는 조직

외부의 이해당사자들과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디커플링에 의해 조직 내부

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외부로부터 자원의 획득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Oliver, 1991). 디커플링에 의한 제도의 변형을 일종의 진화라고 평가

하는 시각도 제시되었다(변수연, 2012). 그러나 기술환경의 영향이나 기술

적 효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대부분의 공공부문 조직들에서 디

커플링은 조직이나, 조직이 속한 사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리현상’으로도 지적된다(김윤호, 2016). 디커플링의 주체인 공공부

문 조직들 입장에서도 디커플링의 지속은 형식주의로 인한 병폐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이 주도하는

행정개혁이 강압적 동형화 과정을 수반한다면, 혁신적인 제도가 실질적으

로 수용되어 사회시스템에 유익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을 문제적 현상으로 규정하는 선행연구의

입장을 수용하여, 청년정책이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제도적 동형화에

의한 디커플링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디커플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론적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동형화가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디커플링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나 정책들에서 디커

플링의 발생을 확인한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제도적 동형화를 거

쳐 확산된 제도로부터 디커플링 현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DiMaggio

& Powell, 1983; Boxenbaum & Jonsson, 2017). 특히 강압적 동형화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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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확산된 제도에서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Seidman, 1983; 이

석환·김명환, 2020). 제도적 동형화는 제도적 압력의 주체와 위계적·수직

적 의존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DiMaggio &

Powell, 1983; Strang & Soule, 1998), 동형화 과정이 강압적이지 않은 경

우에도 제도적 동형화가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나 수준을 높일 것이라

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는 많지 않다.63) 통상적으로 강압적 동형화 압력

에 의해 제도를 채택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들에 비해 제도의 도입

시점이 늦고, 혁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된다(Tolbert & Zucker, 1983). 혁

신성(innovativeness)이 비교적 높은 조직은 낮은 조직에 비해 선행도입자

(early adopter)가 되기 쉬우며(Rogers, 2003; Walker, 1969; Boehmke &

Skinner, 2012; Gray, 1973), 반대로 혁신성이 낮은 조직들은 다수의 단위

들에서 문제되는 혁신을 채택하여 성과가 충분히 입증되었거나 혁신을 채

택하는데 요구되는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s)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경

우에만 문제되는 혁신을 채택하게 되므로 늦은 도입자(late adopters) 내

지 ‘느림보 도입자(laggards)’가 되기 쉽다(Mooney & Lee, 1999; Hays,

1996b).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하여 정책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진 사

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나 정책을 이미 채택한 시점에서 비

로소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에 의해 제도나 정책의 채택이 의무화되기도 하

므로, 의무화 이전에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

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하는 동기 자체가 다르게 추정되

기도 한다(예: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과정에서 강압(coercion) 기제를 거

쳐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 역시 위계적·수직적 제도적 압력의 영

향으로 설명된다.

디커플링에 관한 국내·외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강압적 동형화가 디커플

링의 수준이나 발생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접

근하였다.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 외부주도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63) 일례로, 이석환과 김명환(2020)의 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는 규
정이 디커플링의 수준이나 발생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
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된 시점 이후에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
에서는 앞서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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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Meyer

& Rowan, 1977; Kostova & Roth, 2002; 김윤호, 2016; 김동수 외, 2017;

김정인, 2017; 한익현·신승윤, 2021). 특히 불균형한 권력관계는 제도적 압

력의 주체인 조직 외부 당사자와의 신뢰 또는 일체감을 낮춰 디커플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Kostova & Roth, 2002; 김정인,

2017).

또한, 확산 또는 동형화 과정에서 강압적 동형화 압력은 확산 또는 동

형화의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e.g. Tolbert &

Zucker, 1983; Shipan & Volden, 2008). 특히 Tolbert and Zucker(1983),

이석환·김명환(2020) 등은 직접적으로 확산 초기에 제도를 채택한 단위에

서보다 후기에 제도를 도입한 단위에서 디커플링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

이라고 추론하였다. 확산과정에서 비교적 초기에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

는 단위는 혁신성(innovativeness)이 높고, 늦은 시점에 도입하는 단위들

에 비해 제도적 동형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하게

되므로,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하는 주된 동기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Rogers, 2003; Walker, 1969; Tolbert & Zucker, 1983).

Edelman(1992), 김동배(2010), 성민정과 원숙연(2017)의 연구에서는 공

공부문에 속하는 조직의 디커플링 수준이나 해당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

는 디커플링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민간기업들에 비해 정부의 정

책 도입이나 법령 입법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공공부문 조직들이 보다 강한

제도적 압력에 직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압에 의해 정책이

나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며, 도입의 적절성에 대

한 판단에 근거하지 않으므로(Shipan & Volden, 2008) 디커플링이 발생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들에 도입된 제도에서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현상은 성과상여금제도

(장혜윤 외, 2017), 성인지예산제도(박은순·하태수, 2018)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이석환·김명환, 2020)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기초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 도입과정에서 강제적 동형화 압력 또는

강압기제의 영향이 부각된 것은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의해

서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된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에 의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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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본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청년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기본조례와 유

사한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에

서 청년정책의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2020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청년정책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들에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는 않는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의 책무 규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중

앙정부에 의한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청년정책

의 확산과정에서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추론

이 타당하다면 기초지방정부들이 청년정책을 채택한 동기는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시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

초자치단체들은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청년정책

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에서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중앙정부에 의해 청년정책의 채택이 ‘의무화’

된 시점 이후에야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이후 시점에도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기초지방정부들은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

청년정책을 채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년 간 확산이 지속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 청주시 역시 2015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기본조례의 확산 추세는 52개 기초자

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2019년에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2021

년 12월 31일까지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226개 기

초자치단체들 중 약 95.6%에 달하는 2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

례의 채택이 확인되었다.64)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기본조례의 누적

64) 2022년 이후 4월 15일 확인결과, 부산광역시 동구(2022. 2. 14.), 강원도 홍천군(2022.
4. 13.), 경상북도 울릉군(2022. 4. 15.)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이 확인되어, 현재는 총 2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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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추세는 아래 [그림 5-1]에 나타난 것처럼 전형적인 S-자 곡선을 그리

고 있어 혁신 채택의 조기성(earliness)에 따라 혁신의 초기도입자(early

adopters)와 늦은 도입자(late adopters)를 구분하는 Rogers(2003)의 논의

가 상당한 적절성을 갖는다. 보다 이른 시점에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입의 동기가 제도적 압력과 무관할 가능성이 크며, 그 자체로

디커플링 가능성은 낮아진다(Tolbert & Zucker, 1983)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정책을 채택한 동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혁신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커플링의 발생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또한, ‘실질적 조응’ 이론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Edelman,

1992; 김윤호, 2016). 한번 채택된 제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디커플링

의 지속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Edelman, 1992; Boxenbaum &

Jonsson, 2017; 김윤호, 2016). 그 제도가 내포하는 규범이나 가치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Edelman, 1992). 당초에 형식적으로만 채택된 제도라 해도, 장기간

유지되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한다. 제도가 채택되면

채택된 제도의 시행수준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가 지속되므로,

조직의 저항력이 약화되었을 때 디커플링 수준이 약화되거나, 디커플링

연도별 도입비율 연도별 누적도입비율

[그림 5-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연도별/누적채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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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Boxenbaum & Jonsson,

2017). 따라서 청년기본조례를 조기에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청년정

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이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공식구조 차원에서 수용된 청년정책의 시행이 관행으로 정착하거

나, 청년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되었을 가능성이 보

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1. 확산과정에서 동형화 압력이 청년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디커플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청년정책의 채택은 집행과정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연구가설 1-2. 청년정책에 관한 혁신성이 높을수록 집행과정에서 디커

플링의 발생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3.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신제도주의 조직론은 제도적 압력이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제도화된 공식구조의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

과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차이를 부각시킨다(Meyer & Rowan, 1977).

이 관점에서 조직의 디커플링은 채택과 실행의 분리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의 주체적 행위자가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

이다(Meyer & Rowan, 1977). 따라서 조직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제도적

압력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조직 내부의 ‘주체적 행위자’(김동수 외, 2017:

125)의 제도에 관한 선호나 의지, 그리고 주체적 행위자가 직면한 조직의

내부환경에 따라서도 디커플링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Crilly et al.,

2012; Edelman, 1992; 조선미·강정한, 2010; 김종관·강희경, 2014). 특히 조

직 내부에 속하는 주요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존재할 경우 제

도의 시행에 관한 재량적 결정은 조직 내부행위자들에 의해서도 제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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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Westphal & Zajac, 1994; Crilly et al., 2012; 김정인, 2017; 김용·

최영준, 2020).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조직의 내부

행위자들은 제도의 시행 관한 지지나 저항을 통해서 제도의 시행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lman, 1961; Hambrick & Mason, 1984; Westphal

& Zajac, 2001). 따라서 조직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을 비롯한 내부행

위자들은 디커플링의 발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Crilly et al., 2012; 김정인, 2017; 김용·최영준, 2020).

그 결과, 제도적 압력이 조직의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의 내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illy et al., 2012; Boxenbaum & Jonsson,

2008/2017; 김동수 외, 2017). Meyer and Rowan(1977)의 선구적인 연구에

서 디커플링은 조직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공식구조의 채택과 조직의 이익

(organizational interests)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

다. 따라서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부행위자가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재량적으로 행위할 수 있을 때 디커플링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Westphal & Zajac, 1994, 2001; Crilly et al., 2012). 디커플링은 공식구조

의 채택과 운영에 관한 분리가능성을 전제하는 바,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이 조직 외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속한 주

요 의사결정자들의 지위(status)나 상대적 권력(power)이 견고해야 한다

(Westphal & Zajac, 1994; 김동수 외, 2017). 반대로 조직 외부에 속하는

행위자들이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조직 외부에

서 정책이나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지지하는 연결망(network) 내지 ‘옹호

연합(coalition)’을 통해 조직 내부 행위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디

커플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기도 한다(Westphal & Zajac,

2001; Fiss & Zajac, 2006; Crilly et al., 2012, 2016).

우리나라는 명목상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체제이나, 일반적으로 단체장의

권력이 지방의회를 능가한다고 묘사된다(이승종, 2021). 단체장의 리더십

은 정책과정에서 집행부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요인이다(이승종, 2021). 단체장들은 인사권을 바탕으로 승진과 보직

에 민감한 집행부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료

들이 단체장의 리더십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승종, 2021; 이달곤,



- 211 -

2004). 그 결과 단체장의 정책선호는 집행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정에 매

우 높은 수준으로 반영된다(이승종, 2021). 특히 단체장의 리더십이 확고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나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집행부 외부행위자들로부

터의 제도적 압력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delman, 1992; Westphal & Zajac, 1994, 2001; Fiss & Zajac, 2006;

Crilly et al., 2012; 조선미·강정한, 2010; 김종관·강희경, 2014; 김정인,

2017). 단체장의 정책선호나 리더십의 방향성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나 선거적 지지, 재임기간 등 정치적 특성에 따라 방향성이나 강도가 달

라진다(이승종, 2021; 이달곤, 2004). 특히 단체장의 정책선호는 소속정당

의 이념적·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정당공천제의 시

행(2006) 이후부터는 강한 정당기율을 바탕으로,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 추세다(육동일, 2006; 강경태, 2009; 허철행,

2011).

단체장의 청년정책에 대한 선호 역시 단체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정당 소속 단체장이라면 청년

기본조례의 채택에 의해 도입된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것

이다.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정당인 경우 참여민주주의, 투명성, 책임

성 등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오동석, 2000), 정책대

상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일례로, 주민참여수준의 제고를 주요 목적으

로 하는 대표적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최상한, 2010; 강윤호,

2011), 제도화 수준(엄태호·윤성일, 2013), 실제 예산배정(이정철·허만형,

2016) 및 디커플링의 수준(이석환·김명환, 2020)에 관한 증거들 역시 진보

정당에 소속된 단체장들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적 제도의 채택가

능성이나 운영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지지한다.

다른 한편,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충원되므로, 선거적 지지수준에 따라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선호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준이 달

라진다(이승종, 2021). 특히 직전선거에서 확인된 낮은 선거경합도는 단체

장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Cain et al., 1991; 윤종빈, 2007;

김상은·엄기홍, 2013; 서재권, 2017). 선거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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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동기는 직전 선거에서 확인된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될 것이

다. 일례로, 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반응성 차원에서 혁신적인 조례

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이석환, 2013; 한익현·김필, 2020).65)

반면, 단체장의 득표율이 높거나 선거에서 경쟁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적인

조례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하민지 외, 2011), 제도화 수준이 낮

아질 가능성이 크다(엄태호·윤성일, 2013). 유사한 맥락에서,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권력기반이 독점적일수록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제도적 압

력에 저항할 수 있게 되어, 디커플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지적되

었다(Westphal & Zajac, 1994; Boxenbaum & Jonsson, 2017). 단체장의

반응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재선가능성과 밀접하므로, 직전선거에서

확인된 단체장의 선거적 지지가 높은 수준인 경우 재선을 위해 지지기반

을 확장할 유인이 감소하게 되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요구에 반응할

유인 내지 책임효과(accountability effect)의 감소(Alt et al., 2011; 서재권

(2017)에서 재인용)가 나타날 수 있다(김영수, 2004; 권경환, 2005, 2008;

서재권, 2017).

이상의 논의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2. 단체장 리더십 요인이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단체장의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수행의지가 강할수록 집행

과정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2. 단체장에 대한 선거적 지지가 높을수록 디커플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65) 하민지 외(2011)의 연구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혁신적인 조례
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단체장의 득표율이 낮을수
록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상한(2010)의 연구에서는 직전선거에서 단체장의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주민참여예
산제도의 채택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효과크기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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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제약요인: 정당구도의 조절효과

조직과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외부행위자들은 강압적 동

형화 압력의 주체로서, 또는 자원의존관계를 매개로 하여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Oliver, 1991; Pfeffer & Salancik, 2003). 따라서 어떤 조직에

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은 조직 외부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

질 수 있다. 디커플링이 발각된 조직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도와

시행의 분리가능성은 조직 외부로부터의 견제나 감시수준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Meyer & Rowan, 1977; Seidman, 1983; Edelman, 1992;

Crilly et al., 2012, 2016; Seidman, 1983; 김동수 외, 2017). 디커플링의 이

점은 조직 외부와 내부의 정보격차 내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의존한다(Meyer & Rowan, 1977). 외부로부터의 감시나 견

제활동이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외부로부터의 평가에 민감한 정부 및 공

공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외부로부터 내부정보에 관한 접근가능성을

의식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비난회피동기(blame

avoiding)’에 의거하여 행위하기도 한다(Weaver, 1986). 조직 외부로부터

조직의 내부정보에 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관료집단의 불법·부당

한 재량적 결정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Strauss, 1997; Crilly et al.,

2012; 이승종 외, 2021). 따라서 조직의 가시성(visibility)이 높거나 디커플

링 사실이 외부 행위자들에 의해 발각되는 경우에도 디커플링 발생가능성

이나 발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Westphal & Zajac, 2001;

Crilly et al., 2012).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구성원의 입장에서 조직의 외부에 속

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은 잠재적으로 단체장의 리더십을 제약할 수 있

는 요인이 된다(이승종, 2021; 이달곤, 2004). 특히 기관대립형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두드

러진다(이승종, 2021). 지방의회-집행부의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

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속정당 간 경쟁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정당공천제의 시행(2006년) 이래 이

같은 경향은 강화되었다(정준표·정영재, 2005; 육동일, 2006; 정명은·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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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8; 박재용, 2012).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정치가들은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지

대(rent)에 해당하는 득표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반대급부로 정당 구성원

으로서 집합적으로 행위하게 된다(Tullock et al., 2005; 정명은·이종수,

2008). 원자화된 개인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황

아란, 2006; 정명은·이종수, 2008). 다만,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추구는 제도

에 의해서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과

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정당구도(political party effect)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문제될 수 있다(정명은·이종수, 2008; 오수현·강인성,

2013).

정당구도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소속 당적으로 인해 형성된 당적 구도

로 정의할 수 있다(정명은·이종수, 2008). 정당구도는 정당 내에서의 수직

적 관계가 아닌 정당 간의 수평정 경쟁관계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정당

구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정명은·이종수, 2008; 황아란, 2006). 또한,

정당 내 경쟁이 아닌 정당 간 경쟁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정당경쟁

(party competition)’에 비해 명확한 용어이다. 또한,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의 구분, 의회 내에서 당파적 통제수준에 더하여 단체장 선출을 둘러싼

정당 간 경쟁수준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분절성에 비해서도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한다. 일부 연구는 정당구도를 집권정당과 단체장의

당적의 일치 여부나 상위정부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체장과의 당적 일

치 여부를 포함시켜 분석하기도 하였으나(최성락·노우영, 2005; 조정래,

2016) 집권정당이나 광역단체장과의 당적일치 여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정

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는 많지 않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정

당구도를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당적을 근거로 측정

한 선행연구(권경환, 2008; 김승연·홍경준, 2011; 김승연, 2013; 김지윤·이

병하, 2013; 김범수·노정호, 2014; 김성희, 2017; 박동규·윤창근, 2018; 정명

은·이종수, 2008; 박재용, 2012; 조정래, 2016; 유재균·박석희, 2017)에서는

정당구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조례의 제·개정, 지방의회의 집행기

관에 대한 감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집행부가 직면한 정책환경으로서 정당구도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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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보다 경쟁적이 될 것이다

(정명은·이종수, 2008; 박동규·윤창근, 2018). 정당구도가 그 자체로 집행

부 내부에서 수행되는 제도의 운영수준이나 정책의 집행수준에 직접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당구도의 차이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매개로 양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결정 등

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

부환경으로부터의 제도적 압력에 대한 집행부의 디커플링은 정당구도라는

맥락 하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행태로 볼 수 있다.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속정당의 차이는 집행부의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념이나 입장 차이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정

당구도는 장기간에 걸쳐 진보 정당에 속하는 ‘민주당 계열’ 정당들과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계열’ 정당들로 이분되는 양당구도를 유지해

왔다.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의 원인이 모든 경우에 이념적 차이로 귀결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년정책의 경우 시민단체 주도로 정책에 관한 담

론이 형성되어 제도화되었으며, 특히 진보정당에 속하는 민주당 계열 단

체장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전반적으로 빠른 도입이 이

루어졌다(정다원, 2020)는 점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의 불일치

가 단체장의 디커플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현시되므로, 지방선거를 통해

현시된 정당구도의 경쟁수준에 따라 집행부의 외부환경에 속하는 지방의

회,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가해지는 제도적 압력의 크기

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서는 지방의

회가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계열에 속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로 충원될수록 집행부의 디커플링 수준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단

체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리더십을 제약할 가능

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역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대립으로

인하여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사업의 시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다. 특히 단체장에 의해 청년배당 또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한 청년정책 사업이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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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의 리더십과 리더십의 제약

요인은 각각 디커플링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구성

할 수 있다. 디커플링은 청년정책을 도입한 상대적 시점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정책혁신 채택의 동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채택 이후

실질적 집행 여부나 수준을 주도하는 단체장의 리더십이나 이를 감시·견

제하는 지방의회의 역량, 그리고 양자 간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균형은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

에서 다수를 점유하는 소속정당이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심화된

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구도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구도의 경쟁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명은·이

종수, 2008).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조례의 제·개정 등 주요한 정책결정과정 및 지방의

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권경환, 2008; 김승연·홍경준, 2011; 김승연, 2013; 김지윤·이병하,

2013; 김범수·노정호, 2014; 김성희, 2017; 박동규·윤창근, 2018; 정명은·이

종수, 2008; 박재용, 2012; 조정래, 2016; 유재균·박석희, 2017). 소속정당의

차이가 모든 경우에 이념적 대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념적 성

향에 따라 지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속정당 차이는 정책과정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상의 논의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3. 단체장의 리더십 요인이 청년정책의 집행에 관한 디커

플링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장-지방의회의 정당구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3.1. 단체장-지방의회 정당구도가 경쟁적일 때 단체장의 정책

수행의지가 청년정책에 관한 디커플링 수준에 미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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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단체장-지방의회 정당구도가 경쟁적일 때 단체장에 대한

선거적 지지가 디커플링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제3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이론적 논의에 입각하여 아래

[그림 5-2]와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기본조례는 비교적 단기간에 널리 확

산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상정책으로

서 일신된 청년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에 의한 청년

정책의 확산은 비교적 단기간에 급속히 수행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확산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과학적 연구

[그림 5-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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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단위마다 상이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을 활용하고 있어(최하예·황성수, 2018; 안병철, 2020; 이서정·최석현,

2021) 청년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분석틀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66) 청년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

는 사례연구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e.g. 곽민재·신우진, 2018; 김도형,

2018; 심명섭·부기철, 2020; 윤혜린·오민홍, 2021; 이혜윤 외, 2020; 정용

찬·하윤상, 2019; 이혜윤 등, 2020).67) 일부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치단체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반화가능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연구성과의 외적타당성은 미약한 수준이다

(e.g. 이주열, 2021). 상대적으로 시행기간이 긴 청년고용정책의 경우 효과

성에 관한 인식조사, 효과성 분석이 일부 수행된 바 있으며(e.g. 이상아·

이승윤, 2018; 서정욱, 2021), 개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나마 성남시에서

66) 최하예와 황성수(2018), 안병철(2020) 등은 광역자치단체 일부를 대상으로, 정책 과제
수준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책수단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유형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분석수준이 다르다. 최하예와 황
성수(2018)의 연구에서는 Salamon(2002)의 정책수단 유형론이, 안병철(2002)의 연구에
서는 Hood(1986, 2007)가 제시한 ‘NATO' 유형론이 각각 적용되었다. 이서정과 최석
현(2021)은 서울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및 그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
으로 정책도구의 직접성·강제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도구 유형에 관한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도구 유형에
관한 선호의 중복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7)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청년정책 관련 주요 실증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곽민
재와 신우진(2018)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하였다. 김도형(2018)은 울산광역시 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청년정
책 사업의 필요도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나 표본의 한계가 문제된다. 서정
욱(2021)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
하였다. 심명섭과 부기철(2020)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사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전문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윤혜린과 오민홍(2021)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상아와 이승윤
(2018)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정책이 청년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나, 집행단계에서 재정적 독립성, 전달체계 통합성이 양호함에도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수요-공급 미스매치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열(2021)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속하
는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사업의 분야별 사업 분포
및 예산 분포를 조사하였다. 정용찬과 하윤상(2019)은 서울시의 청년정책네트워크인 '
서울청정넷'을 대상으로 성공사례에 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혜윤 등(2020)은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퍼지셋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식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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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청년배당 지급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성이 확인되었다(윤

혜린·오민홍, 2021). 또한, 이혜윤 등(2020)의 연구에서 수행한 퍼지셋 분

석결과 추진주체의 역량 및 전문성, 예산규모, 수요자 선정의 적합성 등

집행단계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양호한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으

로 식별되기도 했다.

정책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들에서 청년기본조례가 널리 채택되고, 2020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극소수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상’ 시상이나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를 통해 청년정책에 관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상당수 지방자

치단체들의 청년정책 도입은 정책의 성공가능성보다 자신이 속한 광역자

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이나,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청년기본조례

를 채택하면서 강화된 제도적 압력의 영향을 받아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나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

체에 대해 위계적으로 하위에 속하며, 상위에 속하는 정부는 하위에 속하

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보유한다

(Gormley, 1989; Allen et al., 2004; Karch, 2006). 조직과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외부행위자들은 강압적 동형화 압력의 주체로서,

또는 자원의존관계를 매개로 하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Oliver, 1991; Pfeffer & Salancik, 2003).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입법권은

중앙정부의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지방자치

단체들은 재원 일부를 중앙정부나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므

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칭펀드 형태로 사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상위에 속하는 광역자

치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정치인들은 소속정당을 매개

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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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전통적인 신제도주의 조

직이론에 따르면 디커플링은 제도적 압력에 대한 합리적 대응(rational

response)으로서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자율적인 특성을 갖는다(Meyer &

Rowan, 1977; Goodstein, 1994; 김동배, 2010; Boxenbaum & Jonsson,

2017; 김재엽 외, 2018). 또한, 조직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제도환경 및 기

술환경으로부터의 압력수준이나 외부로부터의 감시수준,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디커플링의 수준을 조절하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

(Goldstein, 1994; 김동배, 2010; Crilly et al., 2012). 디커플링을 수행하는

조직은 디커플링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Meyer & Rowan,

1977; Brunsson, 1989; 김윤호, 2016). 디커플링 사실이 발각되면 그 조직

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도와 시행의 분리가능성은 조직 외부로

부터의 견제나 감시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Meyer & Rowan,

1977; Seidman, 1983; Edelman, 1992; Crilly et al., 2012, 2016; Seidman,

1983; 김동수 외, 2017). 조직 외부로부터 견제나 감시수준이 높아질수록

디커플링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커플링에 의한 기대효용은 감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시성(visibility)이 높거나 외부로부터 평가나 감시

가 강화될수록 디커플링을 수행하기 어렵다(Meyer & Rowan, 1977;

Seidman, 1983; Crilly et al., 2012).

단체장의 리더십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이승종, 2021 외; 이달곤, 2004), 특히 기관대립형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두드

러진다. 지방의회-집행기관의 관계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속정당 간 경쟁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정당공천제의 시행(2006년) 이래 이 같은 경향은 강

화되었다(정준표·정영재, 2005; 육동일, 2006; 정명은·이종수, 2008; 박재용,

2012). 기관대립형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상 소속정당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조례의 제·개정 등 주요한 정책결

정과정 및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

라지기도 한다(권경환, 2008; 김승연·홍경준, 2011; 김승연, 2013;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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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2013; 김범수·노정호, 2014; 김성희, 2017; 박동규·윤창근, 2018; 정

명은·이종수, 2008; 박재용, 2012; 조정래, 2016; 유재균·박석희,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디커플

링 여부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체장의 리더십과 리더십을 제

약하는 내부·외부요인으로 구성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관점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디커플링 발생가능성 및 수준은 단체장과 집행부가 직면한

기회나 위험 각각의 총량, 또는 상대적 비중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역 수준 정부를 단위로 상정한 국외 확산 연구들에서 역시 정부를 이끄

는 공직자들의 재선 또는 재임용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

책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채택해왔다(Volden et al.,

2008; Gilardi, 2010; Fuglister & Gilardi, 2012). 동형화 압력은 단체장과

집행부가 직면하는 제도환경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외부로부터 감

시나 견제활동은 외부에 속하는 주요 행위자들과의 관계성에 따라 달라지

므로(Westphal & Zajac, 1994, 2001; Kostova & Roth, 2002; 김정인,

2017),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 지방의회 등 지방

자치단체 집행부 외부에 속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디커플

링의 수준이나 발생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감시나

견제활동이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외부로부터의 평가에 민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되므로(Weaver, 1986; 최정민, 2013),68) 관계성의 차이

자체가 디커플링의 발생이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관한 측정방법 및 자료 출처는

아래 [표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8) 특히 관료집단의 비난회피동기(blame avoiding)는 관료집단의 행태를 변화시켜 행정
통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논거이다(이승종, 1991, 2021;
Weaver, 1986). 조직 외부로부터 조직의 내부정보에 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관료집단의 불법·부당한 재량적 결정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Strauss, 1997;
Roberts, 2000; 이승종,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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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자료 출처

종속
변수

청년정책의
디커플링[*]

Ÿ 청년정책위원회 유관 사업
비운영(=1)

온라인
청년센터,
지방재정365

Ÿ ‘생활복지’ 정책사업
비운영(=1)

온라인
청년센터

Ÿ ‘주거금융’ 정책사업
비운영(=1)

온라인
청년센터

Ÿ ‘참여정책’ 정책사업
비운영(=1)

온라인
청년센터

독립
변수

외부적
결정요인

강압적
동형화 압력의

발생

Ÿ 청년기본조례 채택시점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 이후

국가법령
정보센터

동형화
압력 수준

Ÿ 혁신성 지수(Walker, 1969)에
의해 측정

  

 

  청년기본조례제정연도

  최초제정연도  마지막제정연도

국가법령
정보센터

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리더십 특성

단체장 정치성향
단체장 소속정당 (=1: 진보정당
소속, =0: 무소속, 보수정당
소속)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단체장 재선가능성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조절
변수

맥락적 요인
지자체
정당구도

지자체 정부형태
(=1: 분점정부, =0:
단점정부/지배정당 없음)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통제
변수

지방자치단
체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규모
ln(주민등록상 인구 수)

국가통계포
털

인구구조
Ÿ 전체인구 대비 20·30대 인구
비중(%)

국가통계포
털

재정적 특성
재정규모
Ÿ ln(일반회계 총 예산)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 지방재정365

행정적
특성

조직관성
Ÿ 단체장 연임횟수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소속 광역자치단체
Ÿ 문제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소
속 광역자치단체가 세종특별
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를 제

[표 5-1] 변수의 측정과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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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기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청년정책을 시행할 책무가 규정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청년정

책사업에 관한 자료는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및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69)으로부터 수집하여 교차검증하였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2019년 이전부터 지속시행된 일부 사업을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

스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이다.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에 포함된 사업들 중 사업명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2016년 세출

현황에서 최초로 관측되나, 청년정책에 관한 별도의 분야-범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사업 모두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상정하지 않고, 교차검증을

위한 보조자료로서만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초자치단체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성격, 특성 등이 상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9) 출처: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apply/sd002_be202.xml

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서
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
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
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나타내
는 가변수에 1의 값을, 나머
지 광역자치단체를 나타내는
가변수에는 0의 값을 부여

시간적 추세 연도-가변수
Ÿ 관측시점이 2021년인 경우
1의 값을, 2020년인 경우
0의 값을 부여

자체산정

[*] 강건성 확인 차원에서 ‘생활복지’, ‘주거금융’ 및 ‘참여정책’에 관한 정책사업의 비운
영 여부를 관찰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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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속변수: 디커플링의 측정

디커플링에 관한 연구들은 디커플링을 제도적 압력에 대한 합리적 대응

(rational response)으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Meyer & Rowan,

1977; Goodstein, 1994; 김동배, 2010; Boxenbaum & Jonsson, 2017; 김재

엽 외, 2018). 디커플링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연구들 역시 디커

플링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조직들의 사익추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디커플

링이 전략적 행위로서 합리성을 지향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e.g. 김

윤호, 2016). 전략으로서 디커플링은 조직의 다른 전략들과 경합하기도 하

며(김동배, 2010),70) 조직이 지각하는 제도적 압력이나 제도환경과 기술환

경의 불일치 수준에 따라 디커플링 수준 역시 조직마다 다르게 조정될 수

있다(김종관과 강희경, 2014; 성민정과 원숙연, 2017; 김재엽 외, 2018). 따

라서 디커플링 측정을 위한 적절한 측정도구는 제도적 압력에 대한 조직

의 자율적 대응에 국한된다. 일례로, 전담기관의 수립 여부는 제도적 압력

에 관한 순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전담기관의 수립

자체가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외부로부터 감시되는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공식구조의 일부로서 의례적 대응을 구성하게 된다(e.g. 김명환, 2009). 디

커플링에 관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디커플링의 발생이나 수준을 주로 문

제되는 제도나 정책의 시행 여부 및 시행수준에 의해 측정하였다(e.g.

Edelman, 1992; Westphal & Zajac, 1994, 2001; Fiss & Zajac, 2006; 김동

배, 2010; 김복태·조경호, 2012; 김종관·강희경, 2014; 성민정·원숙연,

2017). 일부 연구는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시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제

도나 정책의 핵심내용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근거로 디커플링의 발생을

조작화하기도 하였다(이석환·김명환, 2020).

청년정책의 시행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8월 이후

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되었다. 「청년기본법」은

70) 일례로, 김동배(2010)의 연구에서 혁신형 전략은 디커플링과 달리 연봉제의 실질적 적
용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격형 전략은 도입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봉제의 적용범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확인되
었다. 반면, 강제적 동형화는 도입가능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실질적 적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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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서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을 기본이념으

로 규정한다.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종전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과 갖는 현상적인 차이는 고용정책의

성격을 갖는 취업지원 내지 창업지원 사업 외에도 주거·금융지원, 생활·복

지지원 및 청년층의 정책참여를 장려하는 성격을 갖는 참여지원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시행한다71)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는 청년정책의 목적달성에 기

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원의존적인 성격이 강한 취업·창업지원 사

업이나 복지지원 성격을 지닌 사업의 운영수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

한 재정이나 인력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운영 중인 사업의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디커플링 현상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정책위원회는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본조례에 규정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여부가 재정이나 인력보다 단체장 등 주요 정

책행위자의 정책의지에 달려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디커플링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위원회 비운영 여부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제·개정

된 대다수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면서 청년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하

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청년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단계에서 청년위

원회를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72) 이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대상정책

으로서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71) 이상의유형구분은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운영하는“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에따른것이다. 온라인청년센터는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중인모든청년사업들을포괄하는데이터베이스를
운영중이다.

72) 이 기술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청년정책사업이 집계된 “온라인 청
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의 검색기록 및 지방재정 365의 월별 집행률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온라인 청년센터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청년정책사
업을 포괄하는지 여부는 담당자와의 통화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지방재
정 365에서 사업명에 “청년”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을 검색하여 교차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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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립변수·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방자치단체 집

행부 외부에 속하는 영향요인과 내부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자 하였다.

외부요인에 해당하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은 중앙정부에 의해 「청년기

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에 의해 측정하였다. 또한, 확산과정에서 채택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동기가 디커플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Walker(1969)가 최초로 제시한 바 있는 혁신성 지수

(innovativeness score)를 활용하여 혁신성이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혁신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른바

‘선도적 채택자(early adopters)’로서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

년기본조례 채택에 의한 제도적 동형화 압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청년기본법」이 제

정·시행 된 2020년 2월 이후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들73)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채택이 공식화된 이후에야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늦은 채택자에 속하며, 제도적 동형화

압력이 채택의 주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가능하다.

청년정책에 관한 단체장 리더십의 방향성과 강도(strength)는 각각 단체

장의 정치적 성향 및 직전선거에서의 지지수준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였

다.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에 속하는

경우 1의 값을, 무소속이거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는 국민의 힘

(2020년 9월 2일 창당)에 속하는 경우 0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리더십

의 강도는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단체장의 주된 동기가 재선을 위한

지지기반의 확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직전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

거 기준)에서 현임 단체장이 획득한 득표율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득표

율이 높을수록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동기부여 수준은 낮고, 지방자치단

체 집행부 외부로부터의 제도적 압력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였

73)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기본조례 채택의 확산은 2018년에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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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선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일부 연구들에서 조직특성이 디커플링 발생

가능성이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주요

의사결정자의 선호 외에도 조직규모, 조직연령, 정책이나 제도를 지지 또

는 반대하는 이해관계집단의 규모 등이 디커플링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로, 조직연령을 단체장의 재선횟수로, 청년정책을

지지하는 주요 이해집단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구 수에서 20·30

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임직원 수가 많은 조직의

가시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인구가 많

은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가시성이 높고, 주변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Walker, 1969; Volden, 2006;

Shipan & Volden, 2008). 조직연령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광역시(1997년), 정부청사 이전에 의해 출

범한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및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통합된 통합 창원

시(2010년), 통합 청주시(2014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직연령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다만, 단체장의 정책선호가 집행부의 정책결

정에 미치는 지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같은 개인이 단체장으로 반복적

으로 재선될수록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조직의 관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2.3. 조절변수의 측정

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불일치하는 분점정부 하에서 단체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나 지방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정당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디커플링의 잠재적 위험을 높게 평가할 것

이다. 따라서 디커플링을 실행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리더십은 분점정부

하에서 보다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정당구도가 그

자체로 집행부 내부에서 수행되는 제도의 운영수준이나 정책의 집행수준

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당구도의 차이가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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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집행부의 관계를 매개로 양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결정 등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

되었다. 따라서 집행부의 디커플링 결정은 정당구도의 영향에 의해 조절

되는 전략적 행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구도를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의 불일치 여부를 근거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관대립

형 정부형태에서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지방의원들은 단체장의 리더

십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승종, 2004/2021; 이재완·정광호,

2011). 집행부가 직면한 정책환경으로서 정당구도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보다 경쟁적이 될

수 있다(정명은·이종수, 2008; 박동규·윤창근, 2018). 특히 지방의회 내에

서 의석배분이 특정 정당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우, 의회 내에서의 정당

간 경쟁수준이 낮더라도, 분점정부일 경우에 정당구도가 갖는 경쟁적 성

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김승연·홍경준, 2011; 김승연, 2013; 유재균·박

석희, 2017)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참조하였다.

제4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청년기본조례 제정 연도에 따른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입법활동 빈도는

아래 [표 5-2]와 같다. 전반적으로 청년기본조례 제정시점이 늦을수록 청

년정책 관련 조례의 입법활동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교적

조기에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들

을 보다 많이 제정하고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1년에 청년기

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2021년까지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이 확인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입법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역

전 현상도 관측된다. 2021년까지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확인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2021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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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제정횟수가 많으며, 특히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개정횟수는 2020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서도

많다.

이와 같은 ‘역전현상’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청년기본조

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에 관한 입장이 다를 가능성을 시

사한다. 2020년 이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전연도

인 2019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입법활동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입법횔동 빈도에서 개

정 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또한, 전체 입법활동의 빈도에서

개정 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까지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이 확인되

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서도 낮다.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의 발생 여부를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관련 사업의 실제 집행 여부를 근거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대상정책으로

서 청년정책은 당사자주의를 지지하는 담론에 입각하여 정책대상인 청년

청년기본조례
제정연도

표본 수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평균
입법횟수(회)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평균
제정 횟수(회)

청년정책 관련
조례의 평균
개정 횟수(회)

연도
별

누적
빈도
(개)

비율
(%)

2015, 2016
[*]

27 27 11.9 5.444 2.481 2.963

2017 39 66 29.2 4.590 2.333 2.256

2018 47 113 50.0 3.723 2.021 1.702

2019 52 165 73.0 3.308 2.058 1.250

2020 30 195 86.3 1.933 1.700 0.233

2021 21 216 95.6 1.333 0.905 0.429

미제정[**] 10 226 100.0 1.900 1.100 0.800

[*]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1개(충청북도 청주시)에 불과하여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통계량에 합산하였다.
[**] 기준시점: 2021년 12월 31일, 공포일자 기준.

[표 5-2] 연도별 청년기본조례 입법활동 빈도(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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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정책참여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의결에 더하여 청

년정책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협

의체만을 운영하지만 협의체는 위원회와 달리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제안,

정책연구 및 정책모니터링 등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아래 [표 5-3]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 연도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운

영현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기본조례 제정시점이 빠

를수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

향이 확인된다. 2021년 자료 기준, 2019년 이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중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지하는 비

중은 50% 이상으로 확인되는 반면, 2020년 이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

였거나 2021년까지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확인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

에서는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높지 않다.

청년기본조례
제정연도

조례제정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운영
(개, %)

비운영
(개, %)

운영
(개, %)

비운영
(개, %)

2015, 2016 27
13 14 15 12
48.1 51.9 55.6 44.4

2017 39
20 19 20 19
51.3 48.7 51.3 48.7

2018 47
20 27 26 21
42.6 57.4 55.3 44.7

2019 52
26 26 31 21
50.0 50.0 59.6 40.4

2020 30
5 25 10 20
16.7 83.3 33.3 66.7

2021 21
0 21 0 21
0.0 100.0 0.0 100.0

미제정[*] 10
0 10 0 10
0.0 100.0 0.0 100.0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5-3] 연도별 청년위원회 운영 빈도(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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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4]는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결과, 청년정책에 관한

디커플링 발생 여부와 밀접하다고 추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디커플

링의 발생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검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시점을 근거로 측정한 혁신성(innovativeness) 지

수는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들의 혁신성 지수는 평균 57.608점 수준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

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혁신성 지수는 43.923점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

검정 결과 역시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6.35, p≒0.000).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가

시성이 높아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디커

플링의 발생 여부에 의해 구분된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디커플링의 발

위원회 운영
(n=184)

위원회 미운영
(n=268)

혁신성 지수
57.608 43.923

|t|=6.353***
(0.000)

주민등록상 인구(명)
309491 164744

|t|=7.163***
(0.000)

총 예산(억 원)
9219.342 6525.463

|t|=5.772***
(0.000)

재정자주도
51.940 53.372

|t|=1.392
(0.165)

단체장 직전선거 득표율(%)
55.378 52.658

|t|≒2.992***
(0.003)

전체인구 대비 20대·30대
인구비중(%)

12.519 10.716
|t|=7.007***
(0.000)

[표 5-4] 디커플링 발생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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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확인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규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평

균 주민등록상 인구 수는 약 30만 9,491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주민등록상 인구 수는 약 16만 4,744명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위원회 운영 여부에 따른 차이 역시 5% 미만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7.163, p≒0.000)된다. 반면, 총

예산 규모는 오히려 디커플링이 발생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균적

으로 더 크게 나타나(|t|=5.772, p≒0.000) 여유자원이 풍부한 기초자치단체

일수록 혁신성이 높아 디커플링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초기 확산 연구

의 관측을 지지하였다. 다만 재정자주도의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연령에 대응하는 단체장의 재임횟수가 많을수록 디

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디커플링의 발생 여부

에 의해 구분된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된 지방

자치단체들의 평균 단체장 재임횟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평균

재임횟수는 약 1.413회,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단

체장 평균 재임횟수는 약 1.556회였다. 이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2.09, p≒0.038)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적 기반을 의미하는 직전선거에서의

단체장 득표율이 높을수록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

하였다. 디커플링의 발생 여부에 의해 구분된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디

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된 지방자치단체들에 속한 단체장들의 직전선거 득

표율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속한 단체장들의 직전선거 득표율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단체장들의 평균 직전선거 득표율은 약

55.378%로, 위원회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단체장들의 평균 직

전선거 득표율은 약 52.658%로 확인되었다. 이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2.992, p≒0.003)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집행을 지지하는 주요 이해관계집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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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30대 인구가 전체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디커플

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디커플링의 발생 여부에

의해 구분된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된 지방자치

단체들의 20대·30대 인구비중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20대·30대 인구비중은 약 10.716%로 나타났다.

반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20대·30대 인구비

중은 그보다 높은 약 12.51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차이는 5% 미

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t|≒7.007, p≒0.000)되

었다.

위원회 운영
(n=184)

위원회 운영하지
않음(n=268)

1. 청년기본조례 채택 시점에 따른 차이 (2020년 이전 / 이후)

2020년이전에청년기본조례채택 169 161

2020년이후에청년기본조례채택 15 107

범주 간 독립성 검정[*]결과
 ≒55.891
(0.000)

2. 정부형태 (분점정부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

분점정부 16 32

단점정부 또는 의회 지배정당 없음 168 236

범주 간 독립성 검정[*]결과
 ≒1.210
(0.271)

3. 단체장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

단체장 보수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 32 152

단체장 진보정당 104 164

[표 5-5] 디커플링 발생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독립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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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 시점이 「청년기본법」 제정된 이후

에 속하거나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청년

정책 도입의 주된 동기가 제도적 동형화 압력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카

이제곱 검정에 의한 범주 간 독립성 검정 결과, 청년기본조례 제정시점

또는 제정가능시점이 2020년 이후인 경우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

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디

커플링 발생 여부를 판단한 결과,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시점이 2020년 이

후에 속하거나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확인되지 않은 122개 표본 중에서

는 약 87.7% 수준에 해당하는 107개 표본에서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되

었다. 반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시점이 2020년 이전인 330개 표본 중에

서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된 표본의 수는 161개로 약 48.8% 수준에 해

당한다. 2020년 이후인지 여부에 관한 관측빈도와 디커플링의 발생 여부

에 관한 관측빈도 간 통계적 독립성을 가정한 귀무가설은 5% 미만 유의

수준에서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55.891***, p≒0.000)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디커플링 발생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정당인 경우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카

이제곱 검정에 의한 범주 간 독립성 검정 결과,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

보정당인 경우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정당인 316개 표본 중 약 51.9%에

소속

범주 간 독립성 검정[*]결과
 ≒23.784***
(0.000)

4. 단체장 연임제한 여부에 따른 차이

단체장 연임횟수 3회 미만
(연임제한 x)

162 224

단체장 연임횟수 3회
(연임제한 o)

22 44

범주 간 독립성 검정[*]결과
 ≒1.741***

(0.187)
[*] H0: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시점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 이후인지 여부에
관한 빈도와 디커플링 발생 여부에 관한 빈도 사이에는 통계적 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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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164개 표본에서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반면,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보수정당이거나 무소속인 경우에 해당하는 136개 표본 중에서

는 76.5%에 해당하는 104개 표본에서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카

이제곱 검정에 의한 범주 간 독립성 검정 결과,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디

커플링의 발생 여부에 관한 관측빈도 간 통계적 독립성을 가정한 귀무가

설은 5% 미만 유의수준에서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23.784***,
p≒0.000)되었다. 다만, 정부형태나 단체장이 연임제한에 직면하였는지 여

부에 따른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범주간 통계적 독립에 관한 귀

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회귀모형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디커플링 현상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모형 1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을 포함하는 기본 모형이며,

모형 2에서는 단체장 득표율과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정

당구도의 차이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모형 3에서는 단체장 정치성향이 디

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에 정당구도의 차이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각각 분석

하였다. 모형 1a, 2a, 3a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시점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강압적 동형화 압력의

존재 여부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모형 1b, 2b, 3b에서는 Walker(1969)가

제안한 혁신성 지수를 활용하여 동형화 압력수준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 위원회 미운영 (=1)

모형 1a 모형1b 모형 2a 모형 2b 모형 3a 모형 3b

독립변수 1: 외부적 결정요인

강압적동형화
압력의발생
청년기본조례
제정시점이2020년
이후인경우(=1)

1.543***
(0.355)

1.502***
(0.357)

1.495***
(0.357)

[표 5-6] 회귀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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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화압력수준
청년정책에관한
혁신성지수

-0.021***
(0.007)

-0.021***
(0.007)

-0.020***
(0.007)

독립변수 2: 내부적 결정요인

단
체
장
리
더
십
특
성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 정당
소속=1)

-0.440
(0.364)

-0.421
(0.359)

-0.095
(0.493)

0.023
(0.481)

-0.682*
(0.407)

-0.695*
(0.401)

단체정
재선가능성
직전선거
득표율

0.029*
(0.016)

0.037**
(0.016)

0.027*
(0.016)

0.034**
(0.016)

0.037**
(0.017)

0.045***
(0.017)

조절변수: 맥락적 요인

경쟁적 정당구도
(분점정부=1)

0.454
(0.687)

0.571
(0.669)

6.334*
(3.496)

6.905**
(3.419)

상호작용항: 내부적 결정요인 x 맥락적 요인

단체장 정치성향
x 경쟁적
정당구도

-1.348
(1.056)

-1.768*
(1.033)

단체장 득표율 x
경쟁적 정당구도

-0.139*
(0.074)

-0.153**
(0.072)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 인구통계적·재정적·행정적 특성 및 시간적 추세

인구통
계적
특성

인구규모
ln(주민등록
상인구수)

-0.623
(0.391)

-0.749*
(0.385)

-0.621
(0.393)

-0.753*
(0.389)

-0.764*
(0.397)

-0.899**
(0.391)

인구구조
전체인구
대비
20·30대
인구
비중(%)

-0.172**
(0.085)

-0.151*
(0.084)

-0.178**
(0.086)

-0.160*
(0.085)

-0.152*
(0.085)

-0.129
(0.084)

재정적
특성

재정규모
ln(일반회계
총예산)

0.196
(0.600)

0.307
(0.596)

0.174
(0.598)

0.294
(0.595)

0.364
(0.604)

0.482
(0.601)

재정자주도
-0.013
(0.025)

-0.010
(0.024)

-0.014
(0.025)

-0.013
(0.025)

-0.016
(0.025)

-0.014
(0.025)

행정적
특성

조직관성
단체장
연임횟수

0.059
(0.177)

0.073
(0.177)

0.058
(0.178)

0.072
(0.177)

0.022
(0.178)

0.029
(0.178)

소속광역
자치단체

(생략)

시간적
추세

연도더미
(=1:
2021년)

0.941
(4.208)

1.742
(4.185)

0.779
(4.197)

1.637
(4.173)

2.113
(4.238)

2.959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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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동형화 중에서도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디커플링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

다(연구가설 1.1).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을 포함하는 모형 1a의 추정결과

에 따르면, 중앙정부 수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디커플링의 발생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alker(1969)가 최초로 제안한 혁신성 지수(innovativeness index)는 상

대적 채택시점이 빠를수록 높은 점수를, 느릴수록 낮은 점수를 산정한다.

동형화 압력의 강도는 정책의 채택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Tolbert &

Zucker, 1983; Boxenbaum & Jonsson, 2017). 자연적인 확산과정에서 확

산 초기에는 문제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한 단위의 수가 적고, 제도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제도적 압력

의 수준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채택의 동기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적 동

기(domestic initiative)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Weyland, 2005; Braun &

Gilardi, 2006). 또한, 한 번 채택된 공식구조는 채택의 동기와 무관하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질적 동조화를 거쳐 조직구성원들에게 내면화

(internalization)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Colyvas & Jonsson, 2009; 김윤

호, 2016; 김동수 외, 2017; Boxenbaum & Jonsson, 2017). 따라서 비교적

초기에 혁신을 채택한 단위에서 디커플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디커플링

전략의 지속가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모형 1b

절편
4.543

(12.335)
3.697

(12.300)
5.109

(12.278)
4.136

(12.239)
1.617

(12.409)
0.696

(12.380)

관측치의 수 452 452 452 452 452 452
-2 *

Log-Likelihood
-229.425 -235.093 -228.487 -233.371 -227.369 -232.387

Wald 검정결과

(  , p-value)
X2(23)=1
52.05
***

X2(23)=1
40.72
***

X2(25)=1
53.93
***

X2(25)=1
44.16
***

X2(25)=1
56.17
***

X2(25)=1
46.13
***

유사 결정계수
(McFadden R2)

0.249 0.230 0.252 0.236 0.255 0.239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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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에 관한 혁신성이 높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coef.≒

-0.021, p≒0.000).

본 연구에서는 단체장이 지지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도입 이후 실질적으

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정당인 기

초자치단체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추론(연구가설

2.1.)하였다. 실제로 단체장의 정치성향은 청년정책에 관한 지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정다원, 2020),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결과 역시

이 가능성을 지지한다.74) 다만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모형 1a, 1b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앞서 수행한 단체장의 정치성향과 디커

플링 발생 여부 사이의 범주 간 독립성 검정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75)

반면, 득표율이 높은 단체장일수록 제도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게 되어

디커플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연구가설 2.2.)은 모형

1b의 추정결과에 의해 5% 미만 유의수준에서도 지지(coef.≒0.037,

p=0.016)되었다.76)

모형 2b의 분석결과는 단체장 소속정당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불일치

하는 분점정부에서 단체장의 득표율이 디커플링에 미칠 것으로 가정된 정

(+)의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74) 실제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9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165개
기초자치단체들 중 단체장이 진보정당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127개로 약
77.0%의 비중에 달한다. 단체장이 진보정당에 속한 158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80.4%
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2019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한 것이다. 반면, 단체장
이 보수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기초자치단체들 중 2019년까지 청년기본조례를 채
택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38개에 불과하여, 단체장이 보수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68개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약 55.9% 수준이다.

75) 다만, 이 결과는 분석대상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협소하여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단
체장의 정치성향에 관한 측정은 직전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는데,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서는 선출된 단체장의 정치성향과 인구규모, 20·30대 인구비율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거결과가 시기마다 변화폭이 크다는 점, 20·30
대의 투표성향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대상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확대
된다면 기술통계분석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장의 정치성향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지각될 가능성이 크다.

76) 모형 1a에서의 추정결과 역시 10%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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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 2a에서 단체장 득표율과 정당구도 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10%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

어 모형 2b와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모형 3a의 분석결과, 단체장의 진

보적 정치성향이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미칠 것으로 가정된 부(-)의

영향이 분점정부에서 감소할 것이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모

형 3b의 분석결과에서 단체장의 정치성향에 관한 가변수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구도를 나타내는 가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10% 미만 유의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을 나타내 연구가설(3.2.)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 Ⅴ-3]과 같이 시각화될 수 있

다. 단체장 득표율이 디커플링의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형태가

분점정부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정부형태가 단점

정부이거나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부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우상향

하는 직선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정당구도에 따라 단체장의 득표율

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상반되는 경향으로 확인된 것이

다. 한편, 단체장의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정부형태가 단점정부이거나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정부형태가 분점정부인 경우에는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정당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디커플링

의 발생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77)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단체장의 재선횟수가 많을수록 기존의 관행을 고수

하고자 하는 조직의 관성이 강화되어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재선횟수와 디커플링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기술통계분석결과에서 역시 이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단

체장의 재선횟수가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

침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체장의 재선횟수와 직전선거에서 득표

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78)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장의

77) 다만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에서 이 차이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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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횟수가 의미하는 조직의 관성(inertia)보다 직전선거에서 확인된 단체

장의 권력적 지위가 디커플링 발생가능성과 관련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변인으

로 인구규모를 선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앞선 문헌검토 결과에 따르

면, 조직규모가 클수록 조직의 가시성이 높아져 디커플링의 수행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지고,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나 발생수준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자연로그를 취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모형 1a, 1b

에서 디커플링 발생가능성이나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coef.≒

-0.485, p≒0.010 / coef.≒-0.559, p≒0.003)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조직

규모를 조직이 보유한 자원의 규모와 등치시키기도 하지만(e.g. Walker,

1969; Berry & Berry, 1990; Hays, 1996b), 위원회나 협의체의 운영에 요

구되는 예산이나 인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79)에 예산제약이 위원회나

78)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분석대상이 된 452개 표본에서 단체장 재선횟수와 직전선거에
서 단체장 득표율 사이의 상관계수는 약 0.158 수준이며,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9) 지방재정365의 예산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위원회나 협의체 운영을 별도
사업으로 분류한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대부분 5백만 원 이하
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3] 단체장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정당구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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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의 운영에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규모가 큰

정부는 혁신성이 높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도입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들에 의해 일종의 ‘모범사례’로서 모방의 대상

이 되기 쉽다(Volden, 2006; Shipan & Volden, 2008).

이상의 가설검정 결과는 아래 [표 5-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분석결과의 강건성 확인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고용’정책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

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이다(김기현, 2017; 전경숙, 2021). 실제로 정부는

청년정책을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 ‘참여정책’, ‘코로

나19’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취업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사업과

‘창업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은 청년 ‘고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사업들

이다. 따라서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과 ‘청년을 대상의 일부로 하는’ 고

용정책의 차이는 고용정책 이외에 다른 유형에 속하는 사업들을 시행한다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강건성 확인 차원에서 청년정책위원회

분류 변수명 가설
검증 결과[*] 채택여부

[**]모형a 모형b

확산요인
1.1. 강압적동형화압력 (+) (+) (+) 채택

1.2. 혁신성 (-) (-) (-) 채택

단체장
리더십
요인

2.1. 단체장정치성향(=1: 진보) (-) 0 0 기각

2.2. 단체장재선가능성 (+) + (+) 부분채택

단체장
리더십
제약요인

3.1. 단체장정치성향 x 경쟁적정당구도 (-) 0 - 기각

3.2. 단체장선거지지 x 경쟁적정당구도 (-) - (-) 부분채택

[*] 가설 및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부호), 10% 미만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부호, 10% 미만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0 등으로 표기
[**] 가설의 채택 여부는 5% 미만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를 근거로 판단. 일부 모형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분
채택”으로 판정

[표 5-7]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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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 여부 외에 ‘생활복지’, ‘주거금융’에 속하는 정책사업의 시행 여부

를 근거로 디커플링을 조작화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참여정책’ 사업의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의 시행 여부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모형으로 추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청년정책위원회 및

생활복지 유형의 정책사업을 모두 시행하지 않는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및 주거금융 유형의 정책사업을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디커플링의

발생으로 조작화한 모형을 추정하여 연구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위원회 미운영(=1)
생활복지사업
미운영(=1)

주거금융사업
미운영(=1)

모형 1a 모형1b 모형 4a 모형 4b 모형 5a 모형 5b

독립변수 1: 외부적 결정요인

강압적동형화
압력의발생
청년기본조례
제정시점이2020년
이후인경우(=1)

1.543***
(0.355)

1.101***
(0.314)

0.639**
(0.309)

동형화압력수준
청년정책에관한
혁신성지수

-0.021***
(0.007)

-0.020***
(0.006)

-0.008
(0.006)

독립변수 2: 내부적 결정요인

단
체
장
리
더
십
특
성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 정당
소속=1)

-0.440
(0.364)

-0.421
(0.359)

-0.358
(0.360)

-0.359
(0.358)

-0.471
(0.345)

-0.493
(0.344)

단체정
재선가능성
직전선거
득표율

0.029*
(0.016)

0.037**
(0.016)

-0.018
(0.014)

-0.011
(0.014)

0.014
(0.014)

0.018
(0.014)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 인구통계적·재정적·행정적 특성 및 시간적 추세

인구
통계적
특성

인구규모
ln(주민등
록상 인구
수)

-0.623
(0.391)

-0.749*
(0.385)

0.287
(0.373)

0.189
(0.374)

0.342
(0.356)

0.274
(0.353)

인구구조
전체인구

-0.172**
(0.085)

-0.151*
(0.084)

-0.067
(0.079)

-0.051
(0.079)

-0.099
(0.072)

-0.093
(0.072)

[표 5-8] 강건성 확인을 위한 회귀모형의 추정 1

: 생활복지, 주거금융 사업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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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8]의 추정결과로부터 동형화 압력이 디커플링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연구가설 1을 비교적 일관되게 지지하

는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체장의 재선가능성에 따라 디커

플링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거금융’ 유형에 속하는 정책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재정

자주도가 높아질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과정에 청년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다. 따라서 앞선 분석결과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디커플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참여정책’

사업의 대표적 사례이면서, 청년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정책제안 및 자문

대비
20·30대
인구
비중(%)

재정적
특성

재정규모
ln(일반회계
총예산)

0.196
(0.600)

0.307
(0.596)

-0.990*
(0.587)

-0.885
(0.591)

-1.074*
(0.572)

-1.010*
(0.569)

재정자주도
-0.013
(0.025)

-0.010
(0.024)

0.002
(0.024)

0.000
(0.024)

-0.069***
(0.023)

-0.065***
(0.023)

행정적
특성

조직관성
단체장
연임횟수

0.059
(0.177)

0.073
(0.177)

0.050
(0.167)

0.063
(0.167)

-0.095
(0.160)

-0.084
(0.160)

소속
광역자치단
체

(생략)

시간적
추세

연도더미
(=1:2021년)

0.941
(4.208)

1.742
(4.185)

-7.783*
(4.136)

-7.039*
(4.158)

-7.684*
(4.023)

-7.223*
(4.000)

절편
4.543

(12.335)
3.697

(12.300)
26.313**
(12.162)

25.393**
(12.233)

28.455**
(11.962)

27.712**
(11.907)

관측치의 수 452 452 452 452 452 452
-2 *

Log-Likelihood
-229.425 -235.093 -246.383 -247.652 -257.390 -258.751

Wald 검정결과

(  , p-value)
X2(23)=1
52.05
***

X2(23)=1
40.72
***

X2(23)=1
33.70
***

X2(23)=1
31.16
***

X2(23)=1
11.26
***

X2(23)=1
08.54
***

유사 결정계수
(McFadden R2)

0.249 0.230 0.213 0.209 0.178 0.173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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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청년정책위원회와 달리 심의·의결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청년정책위원회 이상으로 활발하게 시행 중인 참여정책 사업이

다.8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

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체를 동시에 미운영하는 경우에 디

커플링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80) 실제로 2020년 기준, ‘참여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78개 기초자치단체들 중 7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는 108개 기초자치
단체 중 92개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 미운영(=1) 협의체 미운영(=1)
위원회&협의체
미운영(=1)

모형 1a 모형1b 모형 6a 모형 6b 모형 7a 모형 7b

독립변수 1: 외부적 결정요인
강압적동형화
압력의발생
청년기본조례
제정시점이2020년
이후인경우(=1)

1.543***
(0.355)

0.981***
(0.333)

1.623***
(0.324)

동형화압력수준
청년정책에관한
혁신성지수

-0.021***
(0.007)

-0.021***
(0.006)

-0.030***
(0.007)

독립변수 2: 내부적 결정요인
단
체
장
리
더
십
특
성

단체장
정치성향
(진보정당
소속=1)

-0.440
(0.364)

-0.421
(0.359)

-0.901**
(0.377)

-0.901**
(0.378)

-0.875**
(0.357)

-0.850**
(0.353)

단체정
재선가능성
직전선거
득표율

0.029*
(0.016)

0.037**
(0.016)

0.007
(0.015)

0.015
(0.015)

-0.003
(0.015)

0.008
(0.015)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 인구통계적·재정적·행정적 특성 및 시간적 추세

[표 5-8] 강건성 확인을 위한 회귀모형의 추정 2

: 정책협의체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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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9]의 추정결과로부터 동형화 압력이 디커플링 수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연구가설 1을 비교적 일관되게 지지하

는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장의 재선가능성에 따라 디커플링 수

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지

만, 진보정당에 속하는 단체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디커플링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단체장의 정치성향이

청년정책을 지지하는 경우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억제될 수 있다는 연

구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인구통
계적
특성

인구규모
ln(주민등록
상인구수)

-0.623
(0.391)

-0.749*
(0.385)

-0.401
(0.390)

-0.479
(0.392)

-0.193
(0.400)

-0.299
(0.401)

인구구조
전체인구
대비
20·30대
인구
비중(%)

-0.172**
(0.085)

-0.151*
(0.084)

0.074
(0.081)

0.101
(0.081)

-0.077
(0.084)

-0.054
(0.084)

재정적
특성

재정규모
ln(일반회계
총예산)

0.196
(0.600)

0.307
(0.596)

-0.463
(0.602)

-0.374
(0.607)

-0.598
(0.634)

-0.471
(0.637)

재정자주도
-0.013
(0.025)

-0.010
(0.024)

-0.013
(0.024)

-0.017
(0.024)

0.000
(0.024)

-0.002
(0.024)

행정적
특성

조직관성
단체장
연임횟수

0.059
(0.177)

0.073
(0.177)

0.028
(0.171)

0.030
(0.171)

0.109
(0.179)

0.107
(0.178)

소속광역
자치단체

(생략)

시간적
추세

연도더미
(=1:\2021년)

0.941
(4.208)

1.742
(4.185)

-3.669
(4.230)

-3.049
(4.268)

-4.714
(4.451)

-3.818
(4.470)

절편
4.543
(12.335)

3.697
(12.300)

18.482
(12.365)

17.689
(12.480)

20.199
(13.157)

19.193
(13.229)

관측치의 수 452 452 452 452 452 452
-2 *

Log-Likelihood
-229.425 -235.093 -241.130 -240.416 -228.486 -231.553

Wald 검정결과

(  , p-value)
X2(23)=1
52.05
***

X2(23)=1
40.72
***

X2(23)=1
14.24
***

X2(23)=1
15.67
***

X2(23)=1
68.56
***

X2(23)=1
62.43
***

유사 결정계수
(McFadden R2)

0.249 0.230 0.192 0.194 0.269 0.260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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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고전적인 혁신의 확산 이론은 확산과정에서 혁신의 채택이 유용성에 관

한 판단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된다고 전제한다. Walker(1969),

Gray(1973), Berry and Berry(1990)의 초기 연구들은 이 같은 전제를 채

택하여 정책혁신의 확산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확산의 시간적 패턴

이나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췄다. Rogers(2003)의 논의에

따르면, 혁신의 확산은 전형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수의 혁신가들

(innovators), 선도적 도입자들(early adopters)로부터 시작되어 다수의 추

종자들(early/late majority)이 뒤따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또다시 소수

의 느림보 도입자들(laggards)이 혁신을 채택하는 패턴을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확인된 청년정책의 확산 유형이 이

른바 “S-자형”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기초하여 청년기본조례의 채택

시점에 따라 혁신의 채택 동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Rogers의 고

전적인 주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만, Volden(2002), Allen et al.(2004)

및 Karch(2006), Messeguer(2004, 2005), Shipan and Volden(2008) 등 후

속연구들은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동기나 기제가 작동할

수 있으며, 확산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일부 동기나 기제는 혁신의 유

용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수행된 실증연구들 역시 다양한

확산기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최상한, 2010; 장석준, 2012; 이석환,

2013; 이대웅·권기헌, 2014, 2015; 이정철·허만형, 2016).

Meyer and Rowan(1977), DiMaggio and Powell(1983) 등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선도적 연구는 조직이 어떤 제도나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 경

제적 합리성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지지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 조직이론가들이 제시한 제도적 압력은 정책혁신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Shipan & Volden, 2008; Berry·김대진, 2010; Margetti & Gilardi, 2016)

는 점에서 그 자체로 확산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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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형화 압력(isomorphism pressure)”을 규

범적(normative), 모방적(mimetic), 강압적(coercive) 압력으로 세분한

DiMaggio and Powell(1983)의 논의와 제도적 압력이 방향에 따라 다른

속성을 지닐 수 있다고 지적한 Strang and Stoule(1998)의 논의를 바탕으

로 '수직적 위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디커

플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제도적 동형화 압력은 어떤 제도나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기술적 효율성과 상충하는 제도나 정책

의 채택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커플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갖는 혁신적인 성격은 무엇보다 청년정책위

원회로 대표되는 당사자주의에 있다.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청년계

층을 새로운 취약계층이자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청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청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 문

제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청년정책과 결정적인 차

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정책혁신으로서

갖는 “새로움(newness)”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나 특성, 주요 정

책행위자의 이해관계나 정책선호에 따라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

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채택했다고

해서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내포하는 가치나 잠재적 효과성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이 정책혁신으로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

도적 압력, 채택동기를 유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성이 디커플

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채택된 청년기본조례 관련

사업의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

링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아가, 정당공천제,

기관대립형 정부형태 하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을 제약할 수 있는 경쟁적

정당구도(party competition effect)가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

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강압적 동형화 압력의 존재

및 혁신성의 차이는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단체장의 리더십, 경쟁적 정당구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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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설 역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채택(adoption)의 확산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 확

산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탐색적 시도로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확산요인과 디커플링을 연계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는 본고의 서론

에서 제시하였던 ‘정책결정에서 집행으로의 확장’의 방향성에 부합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극소수

의 디커플링 실증연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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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이론적 의의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정책결정자 이외

의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에 의해 생성된 정책혁신에 관한 정보가

사회적 학습에 의한 확산과정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확인

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주장을 수립하여 실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함의

가 비교적 선명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 수

준의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확산과정에서

정책내용(policy content)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

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외부적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는 동형화

이론(isomorphism)의 적용가능성을, 내부적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적용가능성을 각각 지지한다. 마지막 단계

에서는, 청년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확인된 “디커플링(decoupling)” 수준의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을 탐색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외부적 결정요인

에 관한 분석결과는 동형화 이론(isomorphism)에 의한 접근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내부적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로부터는 정책의 집행과정에

서 단체장의 리더십이 갖는 중요성과 더불어 리더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서 정당구도의 영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정

교화된 이해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은 정책결정자가

다른 단위에서 앞서 채택한 정책혁신을 관찰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

탕으로 인식된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50 -

정책결정자의 사회적 학습은 학습기제(learning mechanism)에 의한 확산

의 동기(motive)로서, 학습의 대상이 되는 정책혁신이 학습을 수행하는

단위로 전이(transfer)될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회적

학습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혁신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확

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수행 여부는 잠재적 채택자에 해당하는 단위의

‘정책실험장’으로서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이승종, 2004; 이종

수, 2004; Volden, 2006; Gilardi, 2010).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책혁신에 관한 이상적인 학습과정은 이른바 “베이

지언 학습(Bayesian Learning)”에 따른 과정으로 기술되었다(Braun &

Gilardi, 2006; Meseguer, 2006; Dobbin, Simmons, and Garrett, 2007;

Volden, Ting, and Carpenter, 2008). 베이지언 학습과정에서 학습의 대상

은 확산과정에서 앞서 정책혁신을 채택한 단위에서 나타난 정책의 결과

(policy outcome)이다. 정책결과는 정책혁신에 해당하는 정책대안의 인식

된 효과성(perceived effectiveness)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베이지언 학

습을 수행하는 정책결정자는 정책결과에 포함된 정보(information)를 바탕

으로 정책대안이 갖는 효과성의 크기와 방향성에 관한 사전적 신념(prior

belief) 갱신하여 사후적 신념(posterior beliefs)을 형성하게 된다.

베이지언 학습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학습

(rational leanring)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Meseguer, 2006). 그

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학습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가정 하에서 수행되는 제한된 학습(bounded learning)에 해당

한다(Meseguer, 2006; i.e., Walker, 1969). 제한된 합리성 가정 하에서 정

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은 정책결과 외에 선거에서의 결과(electoral

performance)와 같은 정치적 결과 역시 고려한다(Braun & Gilardi, 2006).

정치적 결과는 정책성과와 인과적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책혁신의

채택에 따른 보수구조(payoffs)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정책결

정자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학습과정은 정보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obbin et al.(2007)은 Hall(1993)의 논의를 바탕으로 완전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선택과정은 “과학적이라기보다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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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sociological than scientific)”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과학적인 관점

에서 엄밀한 정보가 채택되지 않고, 정책에 관한 현저성을 지니는 정보

(policy-salient information)가 채택될 가능성이 상존한다(Dobbin et al.,

2007: 46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학습을 위한 정보의 선택은 휴리

스틱(heuristic)에 의존하거나, 기존에 형성된 연결망의 구성원들로부터 제

공된 정보에 의존하는 ‘지역적 학습(regional learning)’으로 귀결되거나,

혹은 권위적인 주체로부터 발생한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강압(coercion)에

의한 확산과정과 유사해지게 된다(Dobbin et al., 2007: 462; Walker,

1969; Gray, 1973; Rogers, 1995/2003; Weyland, 2005).

정보원의 선택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학습은 여전히

“단순 모방(mindless emulation)”과는 구분된다(Meseguer, 2005). 따라서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원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회자됨으로써 대중매체 현저성을 지니게 된 두 유형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학습이 확산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첫 번째 유형의 정보는 청년정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정

책’에 머물렀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

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사례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매년 지방자

치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계획들이 ‘과학적’ 관점에서 우수한지와는 별론으로, 중앙부처에 의해 우

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홍보되며, 실질적인 재정지원

이 뒤따른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기초자치단체장

을 대상으로 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

년문제해소분야’(2016년, 2017년), ‘일자리 및 경제 분야’(2019년)에서 선정

된 기초자치단체는 청년정책에 관한 우수사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분석결과는 중앙부처나 전문가집단에 의한 우수사례의 선정이 청

년정책에 있어 정책혁신이 확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한

다. 특히 전문가집단에 의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력이 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념적 유사성(ideological similarit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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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학습의 영향이 이념

적 유사성에 의해 강화될 것이라는 기존 실증연구의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는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상이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학습

의 기전이 정보원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

2.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외부적, 내부적 영향요인의 확인

2.1.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동형화 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인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단위 간 특성이나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입법

내용에 동일한 정책 언어(policy language)가 포함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으면서 문제해결

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내용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주장(e.g. 소순창·이진, 2011)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복사-붙여넣기 입법은 정책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내용의 변화

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책의 재발명(policy reinvention)에 관한 선

행연구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계승한다. 정책의 재발명 현상에 관한 연

구들은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이 혁신채택의 범위에 대응하는 정책내용의

‘진화(evolution)’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혁신은 확산과정에서

앞서 혁신을 채택한 단위로부터 관찰하여 획득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반영하는 사회적 학습에 의해 수행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채택되는

혁신의 내용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책혁신을 대상으로 수행

된 ‘재발명’ 연구들 역시 채택시점이 늦을수록 사회적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comprehensive) 내용의 정책혁신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로부

터 사회적 학습과 경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의 탐색이 활발해졌다

(e.g. Hays, 1996a; Mooney & Lee, 1995, 1999; Taylor et al., 2012;

Carle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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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후속 연구로서,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확산과정

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는(정다원,

2020) 복수의 확산기제에 의한 ‘외부적 영향요인’의 작용을 고려하였다.

특히 국내 실증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실증된 바 있는 소속 광역자치단체

의 청년기본조례 채택에 따른 강압기제의 영향,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

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에 따른 모방기제의 영향이

고려되었다. 학습기제의 영향은 소속 광역자치단체 및 같은 광역자치단체

에 속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머지 기초자치

단체들의 청년기본조례 채택에 따른 학습기제의 영향으로 조작화되었다.

이는 Shipan and Volden(2008)에 의해 확산기제의 유형론이 정립된 이래,

다수의 국내실증연구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측정도구이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 시점에서 관측을 중단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

석결과는 확산기제의 작용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구’ 유형에 속하는 기초

자치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분석결과에서는 강압기제가 복사-붙여

넣기 입법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일부 연구가설이 지지되

었다. 이 결과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채택한

청년기본조례가 그보다 채택시점이 늦은 ‘자치구’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

들에 대해 일종의 모범입법(model legislation)으로서 동형화

(isomorphism)를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정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관측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서는 모방기제가 복사-붙

여넣기 입법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유사한 내용의 청년기본조례를 채택

하는 현상은 지리적·행정적 특성이 유사한 단위의 정책내용을 단순모방하

는 ‘모방기제’의 작동방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다만 이 결과는 ‘군’ 유형

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서는 일관성 있

게 지지되었지만, ‘시’ 유형이나 ‘구’ 유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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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대리인 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인

청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활동을 수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정요인들

은 확산기제와 경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행위자에 해당

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특성에 따라 입법활동의 성과가 달라질 것

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역량(capacity)에 초점을

맞추는 선행연구들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보유한 입법적 전문성

(legislative professionalism) 수준이나 제도적 자원(institutional resource)

의 활용이 입법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김혜정,

2006, 2017; 김영하, 2009; 민병익·이시원, 2010; 윤정우, 2014). 다른 선행

연구들은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책선호에 부

합하는 정책내용을 입법에 반영하려는 단체장과 기관대립형 정부형태 하

에서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입법활동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이종수, 2008; 박재용, 2012; 안성수·김석용, 2012; 김미현·

정명은, 2014). 특히 정당공천제의 시행(2006) 이래 중앙정당 차원에서의

이해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당

구도(political party effects)의 영향이 강조되었다(이종수, 2008; 박재용,

2012).

중도절단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는 단체장의 학력수준이 높

아질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이 낮아질(-) 가능성, 단체장이 3번째로

연임되어 재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이 높

아질(+) 가능성을 각각 지지한다. 반면, 지방의회의 특성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미치는 영향은 ‘군’ 유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서만 일부 지지된다. 분석결과, 지방의회의 정당집중도가

높아질수록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의회 과반정당과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상이하여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대립관계에 있는 분점정부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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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결과가 확인된다.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결과, 단체장의 학력 수준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미치는 부(-)

의 영향이 재차 확인되었다. 지방의회 정당집중도가 복사-붙여넣기 입법

의 수준에 미치는 부(-)의 영향 역시 일관되게 확인된다. 추가로 지방의

회 월정수당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이 낮

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분점정부 하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수준에 낮

아지는 경향은 ‘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분석결

과에서만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접근이 맥락에 따라 설명력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최초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보유한 제도적 자원

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 과반 의원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의해 동기화

되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구도가 ‘대리인 문제’에 대응하는

복사-붙여넣기 입법을 억제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청년기본조례

가 채택된 이후 개정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경쟁에 의한 순기능이 약화

되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적 자원의 수준이 복사-

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지지된다.

3. 청년정책의 디커플링에 관한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의 확인

3.1. 디커플링에 관한 동형화 이론의 적용가능성 재확인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광범위한 확산과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

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청년정

책위원회의 운영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을 디커플링으

로 규정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디커플링 이론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차

이는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채택이 발생하

였을 가능성에 의해 지지된다. 디커플링의 발생에 관한 동형화 이론

(isomorphism theory)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 이후에

야 청년정책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들에서는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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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확산과정에서 정

책결정자는 정책의 효과성과 무관하게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

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당성을 위한 정책의 도입은 실질

적인 집행을 담보하지 않는 ‘상징적 도입(symbolic adoption)’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채택한 기초자치

단체들은 청년정책을 채택하고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디커플링 전

략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동형화 이론의 관점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은 또한, 정책혁신의 채

택시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확산과정에서 다른 단위들에 비해 채택

시점이 늦은 단위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혁신을 채택하기보다

다른 단위들이 앞서 혁신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적 압력에 의해

혁신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ogers, 1995/2003;

Tolbert & Zucker, 1983). 잉여자원(slack)이 풍부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

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정책결정자들이 다른 정책결정자들에 앞서 정책

혁신을 채택하는 경향도 지적된다(Walker, 1969; Berry & Berry, 1990;

Mohr, 1969; Shipan & Volden, 2008). 그 결과 혁신에 유리한 조건을 갖

춘 단위는 높은 혁신성(innovativeness)을 바탕으로 동형화 압력이 작용하

지 않는 상황에서도 혁신을 채택하게 된다(Rogers, 2003).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디커플링을 동형화 이론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을 대체로 지지한다.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

정책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보다 앞서 청년정책을 채택한 기초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확률로 디커플링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청년정책에 관한 혁신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일수록 디커플링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은 정책의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한 의

사결정이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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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청년정책을 채택하면서 집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집행하는 디

커플링을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채택된 정책에 관한 디커플링은 정

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따라서 정책의 집행과정에

서 리더십을 갖는 행위자의 의사는 디커플링의 발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유사한 환경에 직면한 조직

들 사이에서도 디커플링 발생수준의 격차를 확인한 바 있다. 앞선 연구들

에서 이 차이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관계 및 그가 직면한

조직 내부의 권력동학(internal power dynamics)이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Westphal & Zajac, 1994, 2001; Fiss &

Zajac, 2006; Crilly et al., 2012). 이 접근이 타당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디커플링 발생수준의 차이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더불어

단체장의 리더십을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정책행위자와의 관계의 차이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그 제약요인이 디커플링의 발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단체장의 리더십 요인이 디커플링의 발생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주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직전선거에서 확인된 단체장의

선거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권력기반이 견고할수록

환경의 압력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의 발생수준이 높

아질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 반면, 단체장의 정치성향이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산

과정 초기에 청년정책의 채택이 진보정당 소속 단체장들에 의해 주도되었

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정책혁신의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분리’될 수 있다는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주장

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단체장의 리더십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서 제한

되거나, 반대로 강화될 수도 있다(이승종 외, 2005/2021; 이달곤, 2004).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당공천제의 시행(2006년) 이래 선행연구들에 의해

강조된 정당구도의 조절효과를 일부 지지한다.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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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배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경쟁적 정당구도 하에서 단체장의 리더십

은 지방의회에 의해 보다 강하게 제한될 수 있다. 분석결과, 단체장이 선

거적 지지수준이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경쟁적

정당구도 하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2 절 정책적 의의

본고에 속한 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가 분권적 결정체제로서

갖는 실천적 의의가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지방행정의 능률성은 정책혁신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실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바

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정책실험장으로서 수행

해야 할 역할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지방자치

단체는 청년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 둘

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과정에서 “복사-붙여넣기(copy and paste)”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채택된 정책의 핵

심내용을 집행과정에서 누락시키는 “디커플링(decoupling)” 행태를 지양해

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보다 잘 충족되기 위

한 조건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정책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우수사례 전파 노력이 갖는 중요성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어떤 단위에서 발생한 정

책혁신의 정책적·정치적 결과가 확산과정에서 다른 단위에 의해 능동적으

로 관찰될(observed) 가능성을 전제로, 잠재적 채택자들이 주요 정책지표

상의 변화나 선거에서 거둔 결과(electoral performance)를 바탕으로 정책

혁신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학습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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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확산과정에서 정책혁신의 결과에 관한 정보

의 원천(source)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

론보도 등을 통해 유통되는 ‘우수사례’에 관한 정보가 발생하는 두 유형의

경로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고용노동부가 시상하는 ‘일자리 대상’

을 수상한 기초자치단체가 우수사례로 인식될 가능성이다. 두 번째 경로

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최하는 ‘경진대회’에서 청년정책 관련 분

야의 우수단체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들이 확산과정에서 우수사례로 인식

될 가능성이다. 분석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개최한 ‘경진대회’

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잠재적 채택자들이 해당 기초자

치단체들과 유사한 청년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직전연도(t-1)의 경진대회 입상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

졌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대상’ 시상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초자

치단체의 청년정책이 보다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보다

간접적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의해 여러 차례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초

자치단체는 사회적 학습을 거쳐 청년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앙정부가 관행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우수사례 전파 노력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는지 확인한 실증연

구는 아직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과거

2010년·2014년 지방선거에서 수행한 바 있는 ‘매니페스토 평가’의 결과가

단체장의 득표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일부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에 의해 생산된 정보가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한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다수의 선행 실증연구에 의해 간과된 우수사례 전

파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나 전문가집단의 우수사례 전파 노력은 정책혁신의 확산과 결합할

때, 이른바 “정책에 관한 현저성을 지니는 정보(policy-salient

information)”(Dobbin et al., 2007: 461)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들의

사회적 학습을 보완하고, 정책실험의 수행을 동기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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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다.

2. 지방의원의 입법활동 외 의정활동에 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

본 연구는 두 번째 단계에서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사

-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외부

적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확산기제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채택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준

에서 조례 채택의 증가가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청년기본조례 채택 수 증가에 따른 모방기

제의 영향만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내부적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단체장의 전문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

이 달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수준은 복사-붙여넣

기 입법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방의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제공되는 연차수당만이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입법내용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다

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조례 내용의 채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단체장의 전문성과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단체장

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사-붙여넣기 입법의 수

준에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도절단된 표본에 대해서는 단

체장이 3회 연임에 성공하여 재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을 때 복사

-붙여넣기 입법 수준의 증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둘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조례 내용의 채택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인센티브(incentives)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이 단체장,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포괄하는 ‘의정활동’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조건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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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용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입법활동 자체를 지

원하기보다 특정 정당 중심으로 통합된 지방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

해서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 주도로 확산된 정책에 관한 사후적 집행관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세 번째 단계에서 확산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혁신의 집행

과정에서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 청년정책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들

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년정

책에 관한 혁신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들에서는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채택

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규정(제4조)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서로 유사한 제도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확인된 디커플링의 발생수준의 차이는 집행과정

에서 지배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단체장의 정책수행의지의 차이로 귀인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앞서 청년

정책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 이후에야 청년정책을 채택한 기초자

치단체들의 정책수행의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단체장의 리더십 요인에 해당하는 선거적 지지는 디커플링 수준

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단체장 리더십의 제약요인에 해당

하는 경쟁적 정당구도의 영향은 모형에 따라 일관되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서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이 낮

아지는 경향은 가시성(visibility)이 높은 조직일수록 디커플링의 발생이

억제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년정책의 수혜대상

인 20대·3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디커플링의 발생이 억

제된다는 사실은 공식구조로 채택된 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지지하는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영향력이 클수록 디커플링의 발생수준

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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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1.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관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할 필요성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실험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명하는 것이

다. 확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학습을 거쳐 효과적인 대안을

채택하고, 입법과정에서 단위의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내용을 입법

에 반영하고, 채택된 정책혁신을 실질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정책실험장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역할수행에 관한 결정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합의된 분석틀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으며, 정책혁신의 채택 여부, 내용, 집행 각각을 설명하는 이론적 주장

들의 기본전제들 역시 반드시 양립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세 가

지 조건들 각각에 대해 별도의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별도의 연구설계

를 채택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차선책을 택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확산과정에서 정책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각 조건은 정책혁신을 둘러싼 정책과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정책혁신의

채택이나 채택할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정책결정(policy making) 단계

에서, 채택된 정책혁신의 집행수준에 관한 결정은 정책의 집행(policy

implementation)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책실험장으로서 역할수행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행 이후 발생한 정책의 결과(policy outcome) 역

시 환류를 거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실

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과정 전반

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분석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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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쌍적 사건사 분석(dyadic event history analysis) 방법의 불완전성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쌍(a dyad)을 단위로 하

는 사건사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함으로써, 개체를 단위로 하는 단항

적(monadic) 사건사 분석을 채택한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된 바 있

는 측정도구의 비일관성, 대리변수(proxy variable)에의 의존성 문제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대쌍을 단위로 하는 사건사 분석을 채택한 연구

모형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대리변수의 활용에 의해 조작화되어 왔

던 확산기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작화하고 있으며, 확산기제의 정교화

과정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럼에도 대쌍적 사건사 분석

에 의한 모든 연구들에서 표준화된 방법론의 정립은 지속적으로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쌍을 단위로 하는 사건사분석은 국외에서 수행된 상

당수 확산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적용된 바 있으나 연구마다 모형의 추정

및 사후검정에 있어 상이한 분석절차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과정에서는 단

위 간 입법내용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면서도 관계적

변수(relational variable)의 추정에 유리한 대쌍적 사건사 분석방법을 채택

하지 못하였다. 청년정책의 확산과정에서 청년기본조례의 채택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청년기본조례가 최초로 채택

된 2015년 이래 현재(2022년 4월 30일 기준)까지도 청년기본조례를 채택

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쌍

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모형의 추정에 있어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한 추정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의 단

항적 사건사 분석에서 활용된 바 있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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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가 미비한 측정도구로 인한 연구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 문제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쌍적 사건사 분석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을 중앙부처 및 전문가집단에 의한 우수사례의

선정사실을 바탕으로 조작화하였다. 우수사례의 선정이 사회적 학습의 잠

재적 대상을 늘림으로써 ‘학습의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Berry

and Berry(1990)의 선도적인 연구 이래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채

택된 바 있는 조작화 논리와 일치한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현저성

(salience)을 지니게 된 우수사례의 선정사실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학습

에 관하여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논의(e.g. Dobbin et al., 2007)를 따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대쌍적 사건사분석에서 사회적 학습에 관한 측정

도구의 합의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며, 실증연구의 광범위한 축적을

전제로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성에 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 디커플링

은 이론적 중요성에 비해 실증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연구주제이며, 특히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수행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실

제로 디커플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디커플링’의 조작화는 연구의 대상

이 되는 개별 정책사례에 따라, 분석단위에 따라 다양한 측정도구가 활용

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측정도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이한 공통점은, 문제되는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실이면서 문제되

는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화되었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디커플링’의 측정도구는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

하지만,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

의 강건성에 대해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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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결과의 요약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청년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종합적 대응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정책에서 일탈, ‘당사자 주의’ 청년 담론에 입각하여 청년을 정책대상이자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혁신(innovation)의 근

원적 요건에 해당하는 그 어떤 ‘새로움(newness)’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청년도, 정책대상에 관한 당사자 주의도,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담론도 원시성(originality)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청년기

본조례의 채택은 어떤 원시적인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하는

‘발명(invention)’과는 구분된다(Rogers, 2003). 그러나 청년기본조례의 채

택에 이르는 전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지역언

론이 고민하고 협력하여 거둔 값진 결실이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

래 독립된 정책대상조차 아니었던 청년층을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도입의 적실성(relevance)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건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gers의 혁신의 확산에 관한 이론적 주장과 이를

국가의 하위수준에 속하는 단위에서의 정책혁신에 최초로 적용한

Walker(1969)의 접근방식을 계승하여, 청년정책의 확산을 ‘정책혁신의 확

산 현상으로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Rogers의 관점에서 혁신의 확산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의사소통을 거쳐 다수의 단위들에서 혁신이 채택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Berry and Berry(1990)는 Mohr(1969)의 조직혁

신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으로서 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단

위 내부의 결정요인(internal determinants)과 단위 외부로부터의 지역적

확산 요인(regional diffusion determinants)을 통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어떤 단위에서 정책이 최초로 채택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춘 사건사 분석

(event histor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최초의 채택 시점’에 초점을 맞추

는 사건사 분석은 이후 다수의 후속 연구들을 거쳐 확산과정에서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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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단위 외부로부터의 영향요

인과 기제들(mechanisms)을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기여가 인정

된다. 다른 한편으로, 당초 Rogers가 주장하였던 ‘혁신의 확산’ 관점에서

의 접근이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갖는지에 관한 문

제제기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특히 Rogers와 Walker가 제시한 바 있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내지 사회적 학습에 의해 동기화되는 “학

습기제(learning mechanism)” 이외에도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동기와 기제들이 제시되면서,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에 관한 연구의 흐름

은 ‘혁신의 확산’으로부터 일탈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혁신의 확산이 아닌’ 정책의 확산(policy diffusion)에 관한 연

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

‘정책의 확산’ 연구는 정책이 최초로 채택되는 현상(initial adoption)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혁신의 일부 차원에 국한된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혁신은 최초의 채택에 의해 종료되는 일회

적 사건이 아니다. 혁신은 채택 이후에도 “재발명(reinvention)”에 의해 실

질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Rogers, 2003; Glick & Hays, 1991), 내용

변경이 없더라도 채택 이후 “활용의 규모(the extent of use)”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 역시 혁신과정의 일부이다(Downs & Mohr, 1979). Downs

and Mohr(1979)는 혁신 개념의 하위 차원으로 “확산단계(diffusion

stage)”에서 문제되는 “활용의 조기성(the earliness of use)”과 “적용단계

(adoption stage)”에서 문제되는 “활용의 범위(the extent of use)”를 제시

함으로써 혁신 개념을 분화시켰다. Rogers(1985/2003)는 혁신의 일정한

(constant) 내용의 적용이 확대되는 현상과 혁신의 일부 내용이 실질적으

로 변경되는 “재발명(reinvention)”을 재차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정책혁신

의 확산에 관한 연구는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재발명

(policy reinvention)” 현상에 관한 연구(e.g. Glick & Hays, 1991)들과 확

산과정에서 채택된 정책혁신이 집행을 거쳐 ‘활용의 범위가 증가하는’ 현

상에 관한 연구들(e.g. Boehmke & Witmer, 2004)을 포괄하게 되었다.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의 확산’ 연구가 갖는 결정적인 한계는 ‘혁신의

확산’으로부터 일탈함으로써 확산 현상의 “실천적인 함의(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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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Shipan & Volden, 2012; Gilardi, 2016).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이 혁신의

확산과 달리 “유익한(beneficial)” 현상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책이 확

산되는 현상에 관한 지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정책의 확산은

장려되어야 하는가, 혹은 지양되어야 하는가? 현재까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답변은 사회적 학습, 또는 ‘학습기제에 의한 확산’을 통해 정

책이 확산되는 현상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Shipan & Volden,

2012), 이와 같은 확산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답변은 결국 ‘혁

신의 확산’ 관점에서,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을 ‘정책혁신의 확산’으로 규정

하여 접근할 때 비로서 정책에 관한 확산 연구의 실천적인 함의가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기존의 ‘정책의 확산’ 연구

에 의해 발견된 확산요인의 경합가능성은 이론적·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신제도주의 조직이론가들에 의해 제시

된 “동형화(isomorphism)”(DiMaggio & Powell, 1983)는 조직 내부의 의

사결정자들의 자율성을 전제하면서도 제도환경의 압력에 직면한 조직들이

동일한 제도나 규범, 정책을 수용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갖게 된다는 이론

적 예측을 제시한다. 이는 개별 조직의 정책결정이 문제해결과 무관한 대

안의 “상징적 채택(symbolic adoption)”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Rogers의 ‘혁신의 확산’에 의한 접근과는 상반되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학습에 의한 확산’의

기전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함으로써 정책의 확산이 ‘정책혁신의 확산’으로

서 긍정적 의의를 갖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

회적 학습의 이념형으로 제시한 “베이지언 학습(Bayesian Learning)” 관

점에서 합리적 학습(rational learning) 모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비록 현실적인 정책결정 상황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하

에서 “만족화(satisficing)”로 귀결될 수 있으나, 탐색비용을 고려할 때 제

한된 학습은 “인지적으로 간명한 해결책(cognitive shortcut)”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여전히 합리성을 갖는다(Meseguer, 2006; i.e., Walker, 1969).

다른 한편, 선행연구는 “기대효용 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의해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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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도 하였다(e.g. Meseguer, 2006; Braun & Gilardi, 2006; Volden

et al., 2008). 기대효용이론에 의한 접근은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

의 한계로 인하여 실증연구의 축적이 미비하였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한 대쌍적 사건사 분석(dyadic event history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확산에 미치는 영

향을 기대효용 이론에 의해 설명하고자 시도한 소수의 실증연구에 속한

다. 또한, 비교적 단기간에 전개되어 과학적 연구성과의 축적과 활용이 어

려운 신속한 확산과정에서도 중앙정부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선정된 우수

사례가 내포하는 정책결과(policy outcomes)나 정치적 결과(political

outcomes)에 관한 정보들이 확산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확산 현상이 갖는 의의를 재확인하였

다.

사회적 학습은 또한, 확산과정에서 ‘재발명’을 거쳐 정책혁신의 내용이

‘진화(evolution)’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이 갖는 긍정적 의의를 강화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재발

명에 관한 선행연구는 확산과정에서 다양한 확산기제의 작용이 발견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학습 이외에 확산과정에서 채택되는 정책의 내

용(policy content)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형화 이론은 확산과정에서 다수의 단위들

에 의해 유사한 정책내용이 채택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확산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한 텍스

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상위한 단위 간 정책에 관한 텍스트의 유사성

을 정량화함으로써 텍스트 수준에서 유사한 내용이 채택되는 “복사-붙여

넣기 입법(copy and paste lawmaking)”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 ‘복사-붙

여넣기 입법’ 현상에 초점을 맞춘 접근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절

(legislative plagiarism)”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가

명확한 현상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재발명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단위

외부로부터의 결정요인이 입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아직까지 관련 영향요인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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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실증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향후 확산

과정에서 채택되는 정책혁신의 내용에 관한 단위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

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확산된 정책의 집행수준’에 관한 연구는 확산을 거쳐 선별적으로 채택

된 정책혁신이 집행수준의 증가를 통해 “채택의 범위(the extent of

adoption)”(Rogers, 2003)를 확대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해 갖는 효과성

(effectiveness)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Boehmke & Witmer, 2004; Arnold & Long, 2019). 반면, 신제도주의 조

직이론가들이 제시한 “디커플링(decoupling)”(Meyer & Rowan, 1977) 개

념은 정책을 채택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부정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당초 ‘디커플링’ 개념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직

내부의 기술적 효율성과 상충하는 대안을 공식구조 차원에서 수용한 조직

이 정당성과 효율성을 양립시키기 위해 실제 업무수행에는 반영하지 않는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디커플링에 관한 상당수 후

속 연구들은 ‘디커플링’이 공공부문으로부터 규제나 공공부문이 주도한 혁

신이 민간부문에서 수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수용되는 현상으로 귀

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국내 연구들에서 디

커플링은 “형식주의”(이종범, 2008)를 유발하거나 비밀주의(secrecy) 하에

서 온존하는 부패나 비리, 온정주의를 가리키는 “병리현상”(김윤호, 2016)

로까지 지목되었다. 특히 동형화 이론은 확산과정과 디커플링의 발생을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획일적인 “합리화된 신화(rationalized myths)”의

채택이 상징적 도입을 유발하여 정책의 집행수준을 낮출 가능성을 제시한

다.

본 연구에서는 디커플링 관점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시행 여부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대상정책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핵심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누락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형화

이론은 확산과정에서 동형화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디커플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동형화 압력 수준이 낮은 확산

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혁신의 채택은 정책결정자의 문제해결 의지의 산물

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식구조와 조직관행 간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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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substantive conformity)”(Tolbert & Zucker, 1983; Edelman, 1992)

을 거쳐 디커플링의 지속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는 비교적 일관되게 동형화 이론에 의한 이론적 예측을 지

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다수의 기초자

치단체들에서 관측되는 단체장의 독점적인 리더십이 디커플링을 심화시키

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가능성을 지지하는 분석결과의 강

건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일부 추정결과로부터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

링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지방의회 등 리더십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정책행위자들의 역할 수행 여하에 따라 디커플링의 발생가능성

이 억제될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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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itimacy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s based on

'efficiency statement' at the practical level. However, even after about

thirty years since the revival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the

'principled' argument that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may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is still considered as

'experimental' argument. Early studies about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describe diffusion processes as autonomous and reasonable

through which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is realized. But

how true is this description? Later studies challenged this by finding

out the occurrence of coercion and imitation in the diffusion process of

policy innovation. The expectation that the performance of policy

innovation will expand and risk within innovation will decrease

through 'rational' policymaking in diffusion process also faced

challenges. In previous studies, the argument that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occurred' is proved consistently and repeatedly.

However, No clear answer to whether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given.

At this point,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what does the

diffusion of youth policy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mean in

diverse ways. It is appropriate to select youth policy that the initiative

of local governments is clear.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can be achieved by decentralized policymaking in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at least three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system to achieve

efficiency. First,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soci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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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Social learning can be described

as a reasonable process in which local government judg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novation previously adopted and adopts it

carefully. Since social learning presupposes the autonomy individual

members in the social system, it can be more activated in a

decentralized syste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higher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social learning in

decentralized system, compared to centralized system.

Second,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enact more advanced policy

content during the diffusion process of policy innovation. In order for

innovation to evolve, the content of innovation should change during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 substantive review of the policy content

should be exerci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for the policy

contents to change substantively. On the other hand, the

'copy-and-paste' lawmaking should be avoided.

Finally, the policy innovation adopted should be substantively

implemented. The adoption of policy innovation may be considered as

'policy experiment'. In order for policy innovation to be considered as

policy experiment appropriately, there should political outcome or policy

outcome exis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ocial learning through

'substantive' implementation. On the contrary, if the adopted policy is

not implemented at a sufficient level, it will fail to provide the leanring

opportunities for othe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bove arguments,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that correspond to the three conditions for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can be considered as important. Was social

learning performed in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a dyadic event history analysis was exercised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the local government selected as best

practice was 'senders' and the subject of social learning was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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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s' in dyadic approaches. Best practices are assumed as the

appropriate example of social learning in most previous studies. In our

policy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the selection of best practices

by central government or professionals can be accepted as

policy-sailent information through local media reports. Therefore, it is

attempted to prove whether the selection of best practic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n Manifesto Center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diffusion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story that

it was selected as an 'best practice'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occuring diffusion from 'sender'

to 'receiver'. The selection of best practic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based on policy indicators. Therefore, the

selection of best cas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an

be consider as the policy outcom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when a local government assumed 'sender' has the history of being

selected as best practice by the Korea Manifesto Center, it was more

likely to occur the diffusion of youth policy from 'sender' to 'receiver'.

The selection of best practices by the Korea Manifesto Practice Center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mayors fulfills the pledge well Therefore,

the selection of best practices by the Korea Manifesto Center is

considered as the political outcome related closely to the possibility of

re-election.

Has the contents of the policy been substantially reviewed in the

process of diffusion? In previous studies, the substantive change in

policy content during the process of diffusion was called by the term

"policy reinvention". However, there's not exist the sufficient

agreement on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policy reinvention', and the

results are also inconsistent. Therefore, it is attempted to focus on

"copy-and-paste lawmaking" with a clearer operational defini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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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py-and-paste lawmaking may constitute strong evidence

that the policy content have not been substatively reviewed.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question, the level of copy-and-paste lawmaking

is measured and the determinants of that are identifi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e level of

copy-and-paste lawmaking of the framework bylaw of youth policy

was considerable. The capabilities and preferences of major policy

actors such as mayors and local council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internal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copy-and-paste lawmaking.

The higher the capabilities of policy actors, the lower the level of

copy-and-paste lawmaking is. On the contrary, it is observed that the

level of copy-and-paste lawmaking increases i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relatively small and are faced lacking of institutional

resources. In addition, 'copy-and-paste' is manily targeted at other

local governments with similar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sult analysis, the "neighboring effect" by other local

governments belonging to the same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lso

identified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level of copy-and-paste

lawmaking.

Has the adopted youth policy been implemented sufficiently?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identified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decoupling" in which the policy adopted is implemented

insufficiently. The adoption of policy innovation sometimes occur

throuogh coercive mechanism. Neo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theorists

pointed out from DiMaggio and Powell's work that diffusion may

occur through "coercive isomorphism", and this argument was also

reflected in the 'coercion' diffusion mechanism. In addition, Rogers also

point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motivation of policy actors adopting

innov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timing of adoption.

According to the result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e earli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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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of adoption,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decoupling. In

particula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substantive'

implement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that adopted youth policy

after 2020 when coercive isomorphism pressure by the central

government occured decreases significantly. The leadership of mayors

is the main internal determinant,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party effect is also significant. This results suggests that the

leadership of mayors may be constrainted by local councils through

political competition.

The interpretation of above results should be constrainted as

exploration of the conditions that should be imporved in order for the

diffusion of innovation to contribute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The discovery of diverse diffusion mechanisms in

previous studies is an important contribution, but this 'discovery' is

also the most threatening challenge of blur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and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It is also had to go through the stage of refinemen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 in this study. As a result, the

answers presented in this stud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re

also tentative and unclear.

Nevertheless, this study suggests the prospect that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will work better as a decentralized policymaking

system. The focus on the best practices is a clue that can bal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superior policy capa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fessionals. Best practices sel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fessionals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dopting policy innovations that are highly likely to succeed through

social learning. Since best practices will gain 'salience' through local

media reports, the negative effect of copy-and-paste lawmaking can be

reduced. Social learning to best practices can lea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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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policy contents appropriately adjusted, which can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The excellent policy

content adopted through social learning can lead to generate another

'best practice'. The another motivation that lead to the virtuous cycle

like this can be founded in the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mayors

and local councils. The pridential system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intended to check and balance between mayors and local

councils. The political conflict in this relationship may play a role in

strengthen the dynamics of the policy process under political party

effect. Political party effect can stimulate policy controversi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surpress decoupling by closer monitoring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If the appropriate selection of best practices

and the autonomous and active efforts of major policy actors are

combined, the rationality in policymaking process can be achieved in

conjunction with dynamics.

 
Keywords: local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policy

innovation, diffusion of policy innovation, youth policy, event

history analysis

Student Number : 2017-3206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이 갖는 의의
	1. 혁신의 확산과 정책혁신의 채택
	2. 정책혁신의 개념적 분화
	3. 정책혁신의 다른 하위차원들: 복사-붙여넣기 입법과 디커플링

	제 2 절 연구의 대상: 청년정책의 확산과 집행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확산기제의 유형
	1.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의 검토
	2. 확산기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의 검토

	제 2 절 정책의 재발명
	제 3 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디커플링
	제 4 절 소결: 연구문제의 제시

	제 3 장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도입
	제 2 절 이론적 논의
	1. 청년정책의 확산 양상: 확산기제의 경합가능성
	2. 사회적 학습과 정책혁신의 확산
	3. 조절변수: 이념적·행정적 유사성(similarity)

	제 3 절 연구설계
	1. 연구방법(research method)의 선택
	2. 연구모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제 4 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2. 회귀모형의 추정
	2.1. 기본모형의 추정
	2.2. 확장모형의 추정: 이념적·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2.3. 추가분석: 강건성의 확인


	제 5 절 결론 및 사시점
	제 4 장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and-paste lawmaking)의 영향요인 연구
	제 1 절 도입
	제 2 절 이론적 논의
	1. 정책의 재발명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2. 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의 경합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3. 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지방의회의 특성, 정당구도와 복사-붙여넣기 입법

	제 3 절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 자료의 특성과 연구방법의 선택
	3.1. 자료의 특성
	3.2. 성향점수 매칭 기법의 적용


	제 4 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2. 회귀모형의 추정


	제5절 시사점 및 한계
	제 5 장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동형화와 디커플링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 1 절 도입
	제 2 절 이론적 논의
	1.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2. 동형화가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3.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4.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제약요인: 정당구도의 조절효과

	제 3 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모형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1. 종속변수: 디커플링의 측정
	2.2. 독립변수·통제변수의 측정
	2.3. 조절변수의 측정


	제 4 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2. 회귀모형의 추정
	3. 분석결과의 강건성 확인

	제5절 시사점 및 한계

	제 6 장 결론
	제 1 절 이론적 의의
	1.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정교화된 이해
	2.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외부적, 내부적 영향요인의 확인
	2.1.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동형화 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인
	2.2.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대리인 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인

	3. 청년정책의 디커플링에 관한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의 확인
	3.1. 디커플링에 관한 동형화 이론의 적용가능성 재확인
	3.2.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


	제 2 절 정책적 의의
	1.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우수사례 전파 노력이 갖는 중요성
	2. 지방의원의 입법활동 외 의정활동에 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
	3. 중앙정부 주도로 확산된 정책에 관한 사후적 집행관리의 중요성

	제 3 절 연구의 한계
	1.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관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할 필요성
	2. 대쌍적 사건사 분석(dyadic event history analysis) 방법의 불완전성
	3. 표준화가 미비한 측정도구로 인한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문제

	제 4 절 연구결과의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7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정책혁신의 확산 현상이 갖는 의의 1
  1. 혁신의 확산과 정책혁신의 채택 1
  2. 정책혁신의 개념적 분화 7
  3. 정책혁신의 다른 하위차원들: 복사-붙여넣기 입법과 디커플링 11
 제 2 절 연구의 대상: 청년정책의 확산과 집행 16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29
 제 1 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확산기제의 유형 29
  1.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의 검토 29
  2. 확산기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의 검토 31
 제 2 절 정책의 재발명 44
 제 3 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디커플링 52
 제 4 절 소결: 연구문제의 제시 60
제 3 장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64
 제 1 절 도입 64
 제 2 절 이론적 논의 66
  1. 청년정책의 확산 양상: 확산기제의 경합가능성 66
  2. 사회적 학습과 정책혁신의 확산 73
  3. 조절변수: 이념적·행정적 유사성(similarity) 80
 제 3 절 연구설계 85
  1. 연구방법(research method)의 선택 85
  2. 연구모형 90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92
제 4 절 분석결과 107
 1. 기술통계분석 107
 2. 회귀모형의 추정 114
  2.1. 기본모형의 추정 114
  2.2. 확장모형의 추정: 이념적·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120
  2.3. 추가분석: 강건성의 확인 127
제 5 절 결론 및 사시점 133
제 4 장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and-paste lawmaking)의 영향요인 연구 137
 제 1 절 도입 137
 제 2 절 이론적 논의 140
  1. 정책의 재발명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140
  2. 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의 경합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143
  3. 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지방의회의 특성, 정당구도와 복사-붙여넣기 입법 148
 제 3 절 연구설계 159
  1. 연구모형 159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60
  3. 자료의 특성과 연구방법의 선택 163
   3.1. 자료의 특성 163
   3.2. 성향점수 매칭 기법의 적용 164
 제 4 절 분석결과 180
  1. 기술통계분석 180
  2. 회귀모형의 추정 185
제5절 시사점 및 한계 194
제 5 장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동형화와 디커플링의 관계를 중심으로 197
 제 1 절 도입 197
 제 2 절 이론적 논의 200
  1.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200
  2. 동형화가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204
  3.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209
  4.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제약요인: 정당구도의 조절효과 213
 제 3 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217
  1. 연구모형 217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21
   2.1. 종속변수: 디커플링의 측정 224
   2.2. 독립변수·통제변수의 측정 226
   2.3. 조절변수의 측정 227
 제 4 절 분석결과 228
  1. 기술통계분석 228
  2. 회귀모형의 추정 235
  3. 분석결과의 강건성 확인 241
 제5절 시사점 및 한계 246
제 6 장 결론 249
 제 1 절 이론적 의의 249
  1.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정교화된 이해 249
  2.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외부적, 내부적 영향요인의 확인 252
   2.1.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동형화 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인 252
   2.2.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대리인 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인 254
  3. 청년정책의 디커플링에 관한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의 확인 255
   3.1. 디커플링에 관한 동형화 이론의 적용가능성 재확인 255
   3.2.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 256
 제 2 절 정책적 의의 258
  1.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우수사례 전파 노력이 갖는 중요성 258
  2. 지방의원의 입법활동 외 의정활동에 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 260
  3. 중앙정부 주도로 확산된 정책에 관한 사후적 집행관리의 중요성 261
 제 3 절 연구의 한계 262
  1.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관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할 필요성 262
  2. 대쌍적 사건사 분석(dyadic event history analysis) 방법의 불완전성 263
  3. 표준화가 미비한 측정도구로 인한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문제 264
 제 4 절 연구결과의 요약 265
참고문헌 271
Abstract  29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