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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80년대 이후부터 민영화는 공공 부문 개혁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공기

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분할 민영화 계획

은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재검토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

하게 되었다. 한국 전력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최선의 대안

선택 결과가 아니라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 이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

공공관리론에 기반한 민영화의 세계적 확산이나 유행은 정책 이전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시작부터 심각한 논란에 휩

싸였던 한국전력 민영화 계획은 결국 실패한 정책 이전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정책 이전이 성공 뿐 아니라 실패의 가능생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내적 정당성의 확보 없이는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

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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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Transfer as a Mimetic Process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The Case of Privatization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yung-Kul Jung

Privatizarion has earned irs popularity for rhe mosr efficient means to reform bureaucratic

operations of public sector entities since 19805. In Korea, it wasn't quite different from

foreign countries in irs effort to privatize public enterprises such as Korea electric power

cooperation(KEPCO) which symbolize government's drive to reform the public sector. The

plan, however, to privatize KEPCO by breaking up the electricity market into small private

companies are doomed to failure by the decision of withdrawal of the plan in Roh

Moo-Hyun government. The plan to privatize KEPCO was not the consequence of rational

choice but policy transfer as a mimetic process. The government's plan to privatize public

enterprises was mainly based on worldwide fashion-like diffusion of privatization which

strongly influenced by the idea of New Public Management in legitimizing it's rationality.

The case of KEPCO, which has been under severe public dispute &om the first stage of

the plan, left it's name on the list of failed policy transfer from foreign countries. This

indicates the dual possibilities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process of policy transfer. In

essence, it is the most notable case to imply high probability of failure in policy transfer as

a mimetic process without securing legitimacy in the import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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