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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5년 소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사업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던

2009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결정과정을 사례로 하여 왜 하천정책하위체계라는 통합된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책대상인 하천을 중심으로 기능별, 대상별로 분절화된 정책하위체계가 형성

하게 된 이유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구성요소별 특성과 그 유형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과정의 개방적 역동성 뿐 아니라 폐쇄적 안정성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정책하위체계모형’을 분석틀을 채택하여 소하천정책하위체계 내 정책연합의 수와 범주, 정책

이미지의 특성 및 정책연합 간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하위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실증

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소하천정책하위체계는 단일한 정책연합의 정렬, 경쟁적인 정책

연합의 결여, 소하천문제 정의에 있어서 지배적이고 단일적인 정책이미지의 공고함, 공식적 정책장

소 위주의 폐쇄적 정책결정패턴 등의 요인들이 서로 결합하여 단일적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하위체계 분석모형은 정책연합

간의 정태적 상호작용과 안정적 정책산출의 특성을 살펴보는 유용한 분석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주제어: 정책하위체계, 소하천정비사업, 정책연합】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행정학과 부교수(dragonstar@daum.net)
논문접수일(2012.10.23), 수정일(2012.12.3), 게재확정일(2012.12.13)



54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Ⅰ. 서 론

우리나라의 하천정책은 수량과 수질 등 하천관리의 기능과 수계별, 하천등급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책영역(policy domain)이 분할되어 각각의 하천사업을 경계로 별도의 정책하위체계

들이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부부처, 국회, 이익집단 등 다양한 정책참여자 간의 

대립하는 정책목표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다만 소하천정책처럼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이해(interests)와 신념(belief)을 공유하는 소수의 정책행위자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정책결과는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는 공유자원이며 대류

현상에 의해 순환되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계 또는 유역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문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라는 동일한 정책

대상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의 제도적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제도와 각각의 소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예산사업(program)은 정책하위

체계를 구분하는 제도적 경계(institutional boundary)이며 다른 정책참여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폐쇄적 

경계(closed boundaries)의 특성을 띤다. 이처럼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의 제정과 소방

방재청의 신설이 정책연합의 형성을 비롯한 정책과정의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경계가 정책하위체계를 형성하고 정책참여

자의 선호와 전략을 제약하는 맥락적 요소를 제공하며 정책하위체계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산출된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Weible의 정책하위체계 유형론과 메타이론으로서의 

‘제도분석틀’적 개념요소를 적용하여 정책하위체계 정책현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1). 

그 동안의 국내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적용위주의 연구2)에 치중해 왔으며 정책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일한 관점

보다는 적용가능한 대안적 분석모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정책하위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하천사업을 소방방재청, 국회, 시･도 하천심의위원회 및 시･
군･구가 정책과정을 주도하는 배타적 경계 내의 예산사업으로 파악하고, 국회의 사업총예산과 

소방방재청의 지자체 사업예산배정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

1) 제도론적 관점에서는 행위자 중심의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를 보완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제도가 정책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행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와 행위자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정교하고 세밀한 

분석틀의 개발과 검증이 향후 중요하다. 

2) 장지호(2004)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 연구; 서혁준․전영평(2006)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조흥순(2009) 한국 교원평가정책의 변동 분석; 김순양(2006) 보건의료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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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하천정책하위체제들을 규명하고 그 구성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결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하천정책의 핵심적인 분석단위는 정책

하위체계이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하천정책하위체계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기제를 통해 더욱 공고화

되었는지 살펴본 후, 소하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소하천 정책하위체제가 이른바 하위

정부(sub-government)의 특성들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하위체계에 

대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 정책산출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하위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방방재청 설립이후 소하천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과정은 옹호연합 

간의 타협과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형성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정부부처, 국회, 지자체, 

사업자 등 다양한 정책참여자 간의 신념체계와 이해를 공유하고 긴밀한 상호작용에 기초한 

하위정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하천정책이 하천정책하위체계

라는 통합된 정책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원인과 하천의 기능 및 공간별로 분할된 정책하위

체계의 존재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하천정비사업의 정책행위자들은 어떠한 이해

관계, 정책이미지, 정책신념, 권력 등을 토대로 어떻게 정책문제를 규정하는지, 또한 연합을 

구축하여 형성한 정책하위체계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에 

대한 범주화를 제시하였다. 그 후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분절적 하천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정부 내부자료, 국회예산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및 감사원 자료, 언론보도내용 등의 자료조사를 중심으로 한 서술적･질적 접근방법과 기술

(記述)적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등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와의 면담을 

병행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구성 

1. 분절적 하천제도

우리나라 하천은 하천법과 소하천법정비법에 따라 하천공간이 분할되어 법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비법정하천인 소하천으로 분류된다. 하천의 범주는 국가하천3), 지방하천4), 

3)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가 관리, 유역면적 합계 200㎢ 이상,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 하천을 의미한다(｢하천법｣ 제7조)

4)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중 국가하천이 아닌 하천을 의

미한다(｢하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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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으로 등급화되어 하천별 소관행정기관이 상이하며 관련 법률의 규정(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4대강 수계법)에 따라 하천의 공간과 수량, 수질, 하천수계별 등 별도의 하천정책하위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가하천을, 시도지사가 관내 지방하천을,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소하천5)을 관리하고 있다. 소하천은 하천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하천을 제외

한 비법정 하천 중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하천으로 

국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972년 당시 내무부가 비법정하천을 세천, 소천, 중천으로 

구분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국가 관리의 시초가 되었다. 동일한 수계라도 하천의 

공간적 범주에 따라 관리되며, 중앙부처의 업무관장(수질, 수량 등)별로 환경부, 국토부, 소방

방재청은 각각 하천정화사업6),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각각의 하천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12). 방재기능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은 1995년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고 홍수소통을 위한 재난방지위주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부처 차원의 치수, 방재, 환경적 기능을 중심으로 분절화되어 형성된 하천정책하위체계

들은 세부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함께 고려한 통합사업으로 수렴되는 

추세이나 ‘하천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통한 관할권의 칸막이 분절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형범 2010: 62). 요약하면 각각의 하천정비, 하천정화, 소하천정책은 특정한 정책이슈, 

정책행위자의 범위, 정책대안들을 배타적 경계로 각각의 정책하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업명 추진기관(근거법령) 사업내용 

하천정비사업
국토해양부
(하천법)

･국가하천대상의 제방보 축조 등 수해방지사업
･지방하천대상의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환경부

(수질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하천 중심의 자연형 호안조성, 습지조성 등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사업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중심의 침수피해 방지사업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시범사업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6)을 재정리

<표 1> 정부부처별 하천사업 현황

5)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법정하천으로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하폭이 2m이고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인 하천

으로 규정하고 있다(소하천정비법 제2조1항). 

6) 환경부는 1987년에 시행한 88올림픽 요트경기장 수질정화사업을 시초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사업대상하천은 지방하천 중에서 퇴적오니 준설을 위주로 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 말부터 수질개선과 함께 하천과 생태계의 자정능력 회복을 중시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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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준거

1) 정책하위체계의 이론적 관점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정책옹호연합분석틀(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이 

정책의 동태적 역동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이라면, 이와 달리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모형은 정책이 ‘왜,  어떻게’ 특정한 정책영역에서 안정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소하천을 둘러싼 정책과정이 갈등적이고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참여하

는 동태적 과정이라면 ACF가 유용할 수 있다. ACF 모형은 정책행위자를 정책문제에 대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주체로 파악하고, 정책신념을 공유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연합(coalition)과 연합집단 외부의 정책중개자를 중요한 참여자로 파악한다(Jenkins-Smith and 

Sabatier 1993; Weible, C. M.2007). 따라서 ACF는 주로 정책갈등이 상반된 신념체계(belief 

system)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모형이다.  Sabatier는 특정 정책

영역 즉 정책하위체계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신념체계나 이해관계, 자원 등을 매개로 하여 

2-4개의 옹호연합을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책문제 프레임과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연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연합(coalition)을 정책하위체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았다

(Sabatier와 Jenkins-Smith 1993).  

정책 하위체제 초기의 구상은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논의에서 출발한 하위정부

(sub-government)의 개념에서 시작하였으나, 정책현상에 대한 분석적 개념이기 보다는 ‘철의

삼각(iron-triangle)’처럼 독점적 정책현상에 대한 은유적 비유(metaphor)를 개념화한 수준이었다

(McCool, 1990). 즉, 특정 정책분야(a specialized policy area)의 정책행위자 사이의 자원의존성

에 기반한 긴밀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Freeman 1955). 정책과정의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의 세 집단이 긴밀하게 결탁하여 하위

정부를 구축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한다는 이론으로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독점체계는 자원

의존성에 기반한 정책동맹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정책네트워크 모형

에서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하위정부 또는 정책하위

체계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Marsh & Rodes 1992).  그러나 정책네트워크 분석틀은 

정책하위체계의 구성요소로 다양한 정책행위자 사이의 비공식적, 수평적 관계가 지배적인 

정책에 있어서 ‘정책행위자 간 동태적 상호작용과 그 관계구조’에 주목하였다(Wilks and 

Wright 1987, Jones, Hesterly, and Borgatti 1997). 

정책 하위체계에 대한 이론적 종합은 1980년대 Paul Sabatier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책

옹호연합이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들의 부분집합이며 이러한 연합은 기본신념을 공유

하는 정부･사회부문의 다양한 정책행위자를 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Jenkins-Smit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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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tier(1993)는 옹호연합이 정부부문과 사회부문 등 모든 수준의 정책행위자를 포함하며 

정책행위자들은 공통된 신념과 이해관계를 통해 결속된다는 점에서 역동적 환경 속에서 공

통된 정책신념체계를 가지고 다른 옹호연합과 경쟁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2) 정책하위체계 개념적 특성

Sabatier와 Jenkins-Smith(1993:16)는 정책하위체계를 ‘이해관계들의 확립된 연합(established 

coalitions of interests)’으로 파악하고 정책하위체계의 구성원으로 이익단체, 무역협회, 직능

대표, 행정관료,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학계, 언론계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하위체계관련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정책하위체제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특성을 나타낸다(Jenkins-Smith 

1990, Sabatier & Jenkins-Smith 1999). 

첫째, 정책하위체제에 속한 정책행위자는 특정한 정책분야의 전문적 정책 영역(policy 

domain)을 가진다. 즉 정책은 정부기관, 의회, 이익집단 등 압력단체가 상호작용하는 분절된 

정책하위체계의 결합체이며 특정한 정책부문(a specialized policy sector)내에서 사업(program)을 

중심으로 정책하위체계가 형성된다. 

둘째, 정책하위체제에 속한 정책행위자는 장기간(7년-10년)에 걸쳐 특정 정책영역 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하위체계가 의제(agenda)를 제한하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Marsh & Rodes 1997)는 점이다.

셋째, 정부조직의 특정 정책이익을 다루는 특화된 행정기관이 존재하며 그 기관은 법에 

의해 독자적 관할 영역을 가진다.

넷째, 특정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익 집단이 존재하며 정책하위체계 내의 정책변동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옹호 연합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한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정책중개자

(policy broker)에 의해 중재되는데, 정책중개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정책

산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정책하위체계 내 정책이익 및 신념체계에 따라 옹호 연합 간 상호작용관계가 변화

됨으로써 정책 또한 변화한다. 이에 정책옹호연합의 구조, 정책이미지, 상호관계에 따른 정책

하위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책하위체계이론은 학자들 간에 

다양한 맥락과 의미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하위정부, 옹호연합, 정책

하위체계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왔던 기존의 정책하위체계 논의에서 벗어나 개념적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하위체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정책하위체계’는 

‘중앙부처, 국회 등 주요한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과정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사안에 

대한 전략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공간(institutional venue)’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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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하위체계’의 유형 및 구성요소 

정책하위체계의 유형7)은 정책연합, 정책이미지의 구조와 연합 간의 상호의존성 및 권위

의 집중여부에 따라 단일형 정책하위체계, 협조형 정책하위체계와 경쟁적 정책하위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Weible 2008). 본 연구에서는 정책하위체계 내 연합의 수와 범주, 그리고 

정책이미지의 특성, 각 연합 간 상호작용과정에서 이해관계 및 정책이미지에 대한 공유수준에 

따라 갈등과 협력의 관계가 변화하는 정책하위체계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정책하위체계모형’은 하위정부, 정책옹호연합, 정책네트워크 분석틀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표 2>.  이러한 점에서 

정책과정의 개방적 역동성 뿐 아니라 폐쇄적 안정성에 모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8).  

Weible(2008)의 ‘정책하위체계 유형론’은 정책과정의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사회집단 간의 

관계유형을 연합과 정책이미지, 관계구조로 파악함으로써 정책과정의 동태적 역동성과 

정태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점적 정책하위체계(monopolistic policy subsystem) 또는 단일정책하위체계(a unitary 

policy subsystem)는 정책결정권한이 소수의 정책동맹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정한 정책

독점(policy monopoly)이 정책목표를 공유하며 다른 정책하위체계들은 정책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Baumgartner & Jones, 1993:6). 하나의 연합(a single coalition)이 정책하위체계의 

정책과정을 압도하며 단일의 정책이미지(policy image)가 정책하위체계 모든 구성원 사이에 

공유된다. 독점적 정책하위체계에서 정책결정권한은 소수의 정부기관이 독점하며 정책편익

을 특정소수의 정책하위체계 구성원들에게 좁고 깊게 집중시킨다. 또한 정책비용을 불특정

다수가 부담케 하는 정책수단을 선호하며, 정책의제거부(agenda denial), 의제통제(agenda 

control) 등을 활용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상유지(status quo)전략을 채택한다. 

정책이미지에 대해서는 정책문제에 대한 압도적 이미지(hegemonic image of policy problem)를 

구축하여 다른 정책이미지가 정책하위체계에 침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책독점체제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슈가 정책화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 기존 정책하위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7) Howlett(2010)는 정책하위체계를 구성하는 정책연합이 독점적인 정도, 경쟁적인 정도 즉, 정책연합

구성의 안정성(coalition stability)에 따라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을 규정한다. 독점적 정책하위체계인가 

경쟁적 하위체계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의 정책하위체계에 새로운 정책참여자, 새로운 정책

담론(policy discourse), 새로운 정책이슈가 정책토론의 제도적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8) 정책변화는 정책하위체계 내 옹호연합의 정렬양상, 문제 정의, 정책행위자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통합된 정책하위체계가 갈라져 분절화된 정책하위체계들로 구성되며, 하나의 정책영역 내 경쟁적인 

정책하위체계들의 협조적인 정책조정이 제도화되어 특정한 계기에 통합적 정책하위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정책하위체계 내 복수의 연합들이 존재하는지와 이들 간의 관계가 상충적인 신념체계와 

이해관계에 달려있는지에 기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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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의 진입을 막거나 정책관할장소(policy venue) 또는 정책담화의 프레임을 변경

시키는 방법 등이 활용 된다 (Sheingate 2000). 이는 정책이슈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독점적 

정책하위체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정책산출을 초래할 수 있다.  

협력적 정책하위체계(collaborative policy subsystem)는 정책결정권한이 중앙부처에 분산되고 

다른 정책하위체계와의 교차영역에서 정책갈등이 발생하나 정책옹호집단 간 합의에 기반한 

조정장치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협조적인 정책하위체계는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옹호연합들의 결합체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정책결정권에 대한 접근은 옹호연합

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보유하며, 상호 간 이해의 공유도가 높기 때문에 합의에 

기반한 정책결정법칙들을 준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적대적 정책하위체계(adversarial policy subsystem)는 정책결정권한이 다수의 정부

기관에 분할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쟁적인 옹호연합들이 정렬되며 정책갈등은 다른 정책하위

체계들의 교차영역에서 발생한다. 경쟁적인 정책하위체계는 상충되는 정책신념체계와 합의

도출 방식을 가진 경쟁적 옹호집단들로 구성된다. 옹호집단들은 각각의 정부기관, 강력한 이

익집단과 밀착하여 자신의 정책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경쟁한다. 적대적 정책하위체계는 옹호

집단 간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 프레임 등 신념체계 간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

적인 정책연합은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거물 정치인, 협조적인 다른 하위체계의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으려하며 정책갈등을 기존의 정책하위체계 밖으로 확장시키려고 

한다. 이익집단이 분절적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정책하위체계에 영향력이 제한적인 경우, 자신

들의 정책영역에 있는 예산사업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Coleman et al 1997).

<표 2> 정책하위체계의 유형

단일 정책하위체계
(unitary policy subsystem)

협력적 정책하위체계
(collaborative policy subsystem)

경쟁적(적대적) 정책하위체계
(adversarial policy subsystem)

정책 연합(Coalition)
･신념공유도
･조정력(이해관계 공유)

하나의 (정책)연합
･연합 내 정책신념 공유
･연합내부 조정력이 높음

복수의 협력적 (정책)연합들
･연합 간 정책신념 공통점
  (belief compatibility)이 있음
･연합 간, 연합 내 조정력이 높음 

복수의 경쟁적인 (정책)연합들
･연합 간 신념 공유가 낮음
･연합 간, 연합 내 조정력이 낮음 

정책 이미지
(Policy image)

단일적(single) 이미지 타협적(Reconciled) 이미지 논쟁적(Debated) 이미지

구조적응집성(integration)
상호의존성/권력집중도 

･정책결정권의 집중
･다른 하위체계와는 독립적임

･정책결정권의 분산 및 분절화
･정책연합들이 정책결정권에
  접근가능

･정책결정권이 집중되었으나 정책
하위체제 내에서 분산됨.
･연합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경
쟁하고 있음

정책(관할)장소
(policy venue)

정책연합은 1-2개 우호적인
정책(관할)장소에 집중함

합의에 기반한 기구 등 다양한
정책(관할)장소를 활용함

정책연합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책(관할)장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함

출처 : Weible 2008: 622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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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틀 - ‘소하천정책하위체계 분석모형’

소하천정책하위체계를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서 Weible의 정책

하위체계 유형론과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적 개념요소를 적용하여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정책환경은 정책의 맥락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는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이 제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9). 정책하위체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정책하위체계의 정책환경,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하위체계 외적 구성요소는 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산출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외생적 요소인 제도(법, 기관), 그리고 물리적 속성으로서 정책

대상인 소하천을 포함한다. 정책하위체계의 내적 구성요소10)는 정책연합구조, 정책이미지, 

정책관할장소 및 상호관계의 구조적 특성의 4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

탕으로 정책하위체계모형을 근거로 한 분석적 개념틀을 구성하면 <그림1>과 같다. 

1) 정책하위체계의 외적 요소 : ‘제도(법, 기관)’와 ‘물리적 속성(소하천)’
제도론적 관점에서는 정책현상을 단순히 정책결정자의 행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행위자의 선호, 전략을 제약하는 제도적 제약조건과 정책행위자의 동태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파악한다(이명석 2004). 특히 신제도주의는 전통적 제도주의에서 정책행위자는 

제도(institution)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책행위자도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제도형성의 독립변수로 인식한다. 또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정책 

행위자를 ‘합리적 개인’으로 인식하며 제도의 변화는 개인 행위자의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 일어난다. 즉 정책의 형성과 변화는 단지 법･제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정책하위체계 안의 다양한 정책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래될 수 있다.  정책하위

체계 안의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선호, 전략 및 행위는 정책이미지,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

9) Krasner(1988)는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개념을 도입하여 경로의존성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teeck & Thelen(2005)은 제도의 

변화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외부충격에 의한 급격한 제도변화와 그 이후 변화된 제도가 지속된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하연섭, 2006). 이러한 제도의 점진적인 변화 또한 제도가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에 있어서 외부 환경은 제도변화의 동인으로써  중요성을 갖는다.

10) Mahoney & Thelen(2010)은 제도의 변화를 정치적 맥락과 제도 자체의 특성에 따라 제도의 중첩

(layering), 표류(drift), 전치(displacement), 제도전환(convers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화

의 기준인 정치적 맥락의 경우 제도에 대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선호는 정책

변화를 야기하거나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

주의적 관점과 정책하위체계의 구성요소를 융합하여 분석틀로써 정책하위체계의 내적변수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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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게 된다. 즉 정책은 정책하위체계 외부의 정책환경, 역동적인 사건 등의 영향에 따라 

정책하위체계 내의 정책행위자의 편익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편익의 변화가 정책과 관

련된 제도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Ostrom(2007)은 물리적 속성, 공동체의 속성, 규칙 등이 결합하여 제도 안의 개인이 선택

하게 되는 행동유형과 행동에 따른 비용과 편익, 가능한 결과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

로 하여 다양한 정책학 방법론에 대한 메타이론으로 ‘제도분석틀11)’을 제시하였다(Kiser & 

Ostrom, 1982;  Ostrom, 2011; 이명석 2004, 김선희, 2012).  제도분석틀은 (1) ‘물리적 속성’, 

(2)정책행위에 대한 유인과 억제기제로 작용하는 ‘규칙(rules)’12), (3) ‘공동체 속성’이 행위자의 

가치와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산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책환경과 함께 Ostrom(2007)의 ‘제도분석틀’에서 제시된 

물리적 속성으로서의 ‘소하천‘과 ’규칙‘으로서의 제도(법, 기관)를 포함하여 분석틀을 구성

하였다. 

연구분석틀의 외생적 변수들은 정책하위체계 내에서 정책행위자의 행위에 제약을 주지만 

동시에 정책하위체계 내의 연합구조, 정책장소 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인 

정책 산출물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제도분석틀에서의 공동체의 속성은 행위자 간 이해관계

의 동질성 및 상호의존성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정책하위체계에서의 다양한 정책행위자 간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으로 분석하고자한다13). 

2) 정책하위체계의 내적요소 

(1)정책연합의 구조 

정책하위체계의 기본적 분석요소인 ‘연합(coalition)’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이해를 반영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주체로서, '이해관계의 연합'을 뜻하며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행위자들의 연합’이다(Sabatier & Jenkins-Smith, 

11) 제도분석틀은 정책문제가 발생하는 장(area)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지적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실증적 방법론, 정성적 방법론 등 모든 연

구에서도 유용하며 특히 정성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메타

분석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이명석 2004: 209-211). 또한 ‘행동의 장(action arena)’는 정책행위자가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 ‘정책하위체계‘를 ’행동의 장‘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2) ‘규칙’은 정책행위자의 주어진 정책환경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규칙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공식적인 ‘소관법률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3) 정책하위체계안의 정책행위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옹호연합 간 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책하위체계 유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도분석틀에서의 공통체적 속성과 그 맥을 같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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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ACF 분석틀에 의하면, ‘연합’은 ‘정책신념과 정책갈등 조정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집

단’으로 정의된다. 공유되는 정책신념은 정책옹호집단을 하나로 묶는 접합체이며 정책하위

체계 유형에 따라 연합 내, 연합 간 조정방식의 유형(coordination patterns)은 다양하다

(Sabatier & Jenkins-Smith, 1993). 단일적 하위체계와 경쟁적 하위체계유형에서는 주로 연합 

내 조정이 나타나고 협조적 하위체계유형에서는 주로 중개자를 통한 옹호집단 간 조정활동

이 나타난다. 소하천정책을 둘러싼 정책주체가 어떤 정책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

한 정책이미지와 조정방식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에 

규정된 소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예산사업(program)은 정책하위체계를 형성하는 제도적 경계

(institutional boundary)이자, 다른 정책행위자의 진입을 배제하는 배타적 경계(closed 

boundaries)이며 정책연합은 이러한 제도적 경계를 기준으로 형성된다. 

(2) 정책이미지의 응집성 

‘정책이미지(policy image)’는 ‘공중에 투영된 추상적 정책신념체계(public projections of 

belief systems)’로 정의할 수 있다(Stone 1997;  Weible 2008: 623). ACF에서는 정책을 “경쟁

하는 연합에 의한 정책신념들의 해석”으로 보기도 한다(Sabatier & Jenkins-Smith, 

1993). 사회구성이론에서는 ‘정책이미지’를 ‘특정 이슈에 대한 감성적･경험적인 사회구성’ 

(Baumgartner & Jones 1993: 25), ‘문제해석구조’, 또는 특정 이슈나 역동적 사건을 정의하는 

방식과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관점으로 파악하며 슬로건, 구호, 담화(discourse)등에서 정책이

미지를 추출하기도 한다. 정책이미지는 특정정책을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집단을 결속하는 

동원기제인 동시에 집단 간의 갈등범위나 수준에 영향을 준다. 지배적인 정책이미지에 부

합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정책연합은 그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대안적 정책이미지가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연합 내, 연합 간 이해관계, 정

책선호 또는 목표에 대한 공유정도는 정책이미지가 얼마나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3) 권력의 집중과 상호의존성 - 구조적 응집성 

정책행위자들은 자신의 정책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하는 등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 낼 수 있는 요인을 '응집성(intensity)'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응집성은 집권화 및 상호

의존성 수준(degree of centralization and interdependence)을 나타나며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의 집권화 수준과 다른 정책하위체계와의 상호의존성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정책하위체계의 대내적 통합성과 대외적인 배타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며, 경쟁적인 연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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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해결에 대한 이해의 정도 또는 갈등의 수준을 나타낸다(Scholz & Stiftel, 2005, 

Weible 2008). 정책하위체계 내 어떠한 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특성이 어떠

하냐에 따라 정책행위자들의 권력 응집성과 상호작용, 이에 따른 영향력의 정도는 상이하다.

(4) 정책관할장소 

'정책관할장소(policy venue)'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무대‘로 정의되며 옹호집단들, 

특히 정부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공간’이며 ’정책결정권한의 제도적 배치‘(Baumgartner & Jones, 1993; Pralle, 2006; Sabatier & 

Jenkins-Smith, 1993)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정책이슈는 특정한 정책관할장소에서 주로 논의

되며 정책참여자들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관할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

한다(Adam 2000; Baumgartner & Jones, 1993: 33). 전통적인 정책관할장소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원,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 등이며,  이는 단일적 정책하위체계에서 선호하는 정책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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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공간이다. 그러나 첨예한 정책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 역할을 한다. 법률

에서는 갈등적인 요소를 불확정적으로 일반화시켜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 첨예한 정책갈등을 

회피하려 하고, 법원은 정책내용에 대한 분쟁해결보다는 절차적 측면을 중시한다. 또한 정책

참여자가 이해관계자로 제한되며 투입활동은 청문이나 증언, 자료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협조적 정책하위체계는 전통적 정책관할장소뿐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활용하며,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참여하고 대면 협상과 합의에 기반한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옹호연합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합의기반 제도적 정책

관할장소(a consensus-based institutional venue)를 주로 활용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Ⅲ. 소하천정책하위체계 분석

1. 정책환경 및 외적 요소분석

소하천정비사업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의 안정적인 특성은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

하천에 비해 하천정비율이 낮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

하천정책하위체계의 물리적 속성인 소하천의 지리적･물리적 속성, 즉 정책상호작용을 촉발

하는 정책대상의 속성에 영향을 준다. 소하천의 물리적 속성은 소하천이 지형적으로 산간

계곡이나 하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토석유입 및 유출이 빈발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

우려가 상당히 높고 소하천정비법상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도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소하천의 물리적 속성으로 인하여 소하천의 범람이 순식간에 

일어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으며 국가하천에 비해 저조한 정비율 때문에 소하천에서 

재난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소하천 정비와 관리는 재난대책으로서 중요한 사업이며 

풍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소하천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정책 환경요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3-12).  최근 5년간(‘07년-’11년) 하천피해액 총 4,375억 원 중 1,872억 원 약 43%가 소

하천에서 발생하였으나, 소하천 정비율은 43.0% (2011년 말 현재)14)에 불과하다는 점이 주

14)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방방재청이 하천종류별로 피해액 통계를 작성할 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피

해액의 합계 통계만을 작성하고 있으며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인 피해액 통계가 하천의 종

류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하천의 정비율 및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소하천 정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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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 내용 비고(출처)

1994. 11. 4 소하천정비법 제정안 제출(황윤기의원 등 24인) 국회의안시스템

1994. 12. 16 소하천정비법 국회 내무위 및 본회의 통과 국회의안시스템

1995. 1. 5 소하천정비법 공포 법령정보

1995 - 1996 농특세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국비 445억 원)

2002. 8. 30
    ~  9. 1

태풍 “루사” 전국피해
 -강우량 897mm(강원), 사망246명, 재산피해 5조1,479억 원

재해사전예방강화
및 투자확대방안 p.27

2004. 9. 12
   ~ 9. 13

태풍 “매미” 전국(서울, 인천 제외)
 -강우량 453mm(남해), 사망 131명, 재산피해 4조2,225억 원

재해사전예방강화
및 투자확대방안 p.27

2004. 6. 1 소방방재청 출범, 방재기능 관심부각 -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

2005. 6 건설교통부 하천복개 전면금지지침 시행 서울신문050616

목할 부분이다. 

<표 3> 하천별 정비현황(2011.현재, 소방방재청 2012)

구분 총연장(km) 정비대상(km) 기정비(km) 정비율(%) 

국가하천 2,998 3,138 3,014 96.0 %

지방하천 26,851 28,092 22,068 78.6 %

소하천 35,157 35,157 15,137 43.1 %

소하천정비사업의 역동적인 사건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제도적 경계, 즉 정책행위에 대한 

유인과 억제기제로 작용하는 규칙을 형성하게 된 1995년 ｢소하천 정비법(제4873호, 1995. 1. 

5 공포)｣제정이다. 이후 재해관리차원에서 소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

으며 국가의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역동적인 사건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출범(2004년)이다. 또한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 증가 또한 중요한 역동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사업 총예산은 1995년 예산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대형재해 같은 역동적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사업예산의 변화 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 

사건은 정책행위에 대한 유인과 억제기제로 작용하는 규칙(rules)인 소하천정비법과 소방

방재청의 신설을 초래한 점 등이 주목할 부분이다. <표 4>는 역동적인 주요 사건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소하천정비정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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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재해 사전예방강화를 통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 추진천명(소
방방재청장)

보도자료/ 연합060705

2006. 7. 9
    ~ 7. 11

태풍 “에위니아” 경남, 경북, 전남, 강원 등
-강우량 324mm(진주), 재산피해1조 8,344억 원

재해사전예방강화
및 투자확대방안 p.27

2008. 1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지침 통보*(매년)

2008. 7. 8
국무회의 대통령지시사항 “ 매년 예방사업이 찔금찔금 내려가 
또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시”

2008. 12
‘09년 소하천정비예산 대폭 확대
 (’08년 672억 --> ‘09년 2,072억으로 3.1배 증가)

국회 예산정책처

2010. 1. 7
소하천 정비 “업역파괴” 발주 논란
영동군, 전문건설아닌 종합건설공사로 선정의혹

충청일보100117

2010 ‘아름다운 소하천 사업’ 시작

주 :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역동적 주요사건을 정리함

2. 내적 요소분석 

1) 소하천정책연합의 구조

우리나라 소하천정책연합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행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라고 할 수 있다. 

국회15)와 소방방재청은 소하천 정책하위체계 내의 핵심 정책행위자로 단일적 소하천정책

옹호연합을 구성하며 양자사이에는 예산총액확보권과 시군예산배정권이라는 권력자원의존성

에 기반한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로, 소하천정비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지역구로부터 정치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정책연합을 구성하는 핵심적 정책행위자이다.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정책산출인 소하천사업의 국고지원 총예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의에 의해서 결정 된다 (그림 2 : 정책결정I). 따라서 해당지역구의 국회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있어 특정선거구에 혜택이 가는 소하천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다16). 이러한 하천사업은 의회와 지방정부간 동질적 

정책동맹의 속성(symbiotic nature of the alliance)을 띠는 대표적 사례이며 지방정부와 의회는 

나눠먹기식 배분정치(pork-barrel basis in distributive politics)의 유인을 갖는다(Miller 1985: 

15) 국회는 주인과 대리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책행위자의 성격을 나타내며 소하천정책이슈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예결위가 지역구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대응하는 행동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16) 소하천정비사업은 지역구 주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사업이며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형태

로 수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업편익이 지역에 집중되고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

되는 경우에 특정지역의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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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1995년에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이 의원입법에 의해 40여일 만에 제정되었다는 것과 

정부편성예산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소하천정비법안 입법은 1994년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의 주도의 

의원입법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당시 내무부 관료의 정책선호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기존에 

타 부처의 배타적 관할영역인 법정하천에 대한 경쟁적 사업전략을 구사하기 보다는 정책대상에 

있어서 미개척영역이며 비법정하천인 소하천을 선점하기 위한 틈새영역 확보전략으로 볼 수 있

다(관계자 인터뷰 2010.4). 94년 11월 4일 황윤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제정안

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40 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

이 완료되었다. 입법과정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

하고, 여야 간 대립구도는 물론 정책참여자들의 정책갈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소하천정책하위체계는 2004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정책하위체계가 구축되기 시작

하였고, 2008년 대폭적인 예산증액과정에서 소하천정책하위체계가 더욱 공고화된다. 2009년도 

국비지원 사업예산액은 당초 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국회 예결위 최종 수정

예산안에서 50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이 후 추경예산을 통해 다시 164억이 증액되어 

2008년도의 672억 원보다 3.1배가 증가한 2,07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262). 특히 사업에 대한 효과성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국립방재연구소 2008). 2009년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대폭적인 예산증액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하위정책하위체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예결위, 소방방재청이 정책이미지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표 5>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지원예산 변동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481억 496억 592억 672억
1908억
+164억
(추경)

2072억 2072억 2262억

증가액 - 15억 96억 80억
900억
(134%)

- - -

국회와 주무관청인 소방방재청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소하천정비사업예산 

총액이 예산액이 증액되어도 특정 지역구의 예산증가로 직접 배정되는 예산편성으로 연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구 의원은 많은 사업예산이 그 지역구에 배정되기를 바라

지만, 각종 감사 등을 고려할 때,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요구를 표면적으로는 직접수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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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소하천정비사업관련 예산편성･배정 절차를 살펴보면 국회

의 예산편성은 사업총액기준이며 시군구별 예산배정은 소방방재청이 시･군･구가 시･도의 

하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받아 이를 별도의 선정기준을 토대로 시군구에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그림 2 : 정책결정III). 사업선정기준이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소방방재청의 재량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17),  선정기준의 ‘불확정성‘은 소방방재청의 정책

하위체계 내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소방방재청(재해저감과)는 소하천정비법을 운영하며 매년 소하천정비지침을 지자체에게 

하달하여 사업의 방향, 공법 등을 정해주고, 시･도 예산신청서, 사업계획, 사업효과 및 지방비 

확보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및 시도별 예산액 조정권을 행사한다. 소방방재청은 사업

예산편성시 매년 예산증액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매년 전년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

이다. 소방방재청이 표방하는 사업목적은 다른 하천정책하위체제인 국토부의 국가하천, 

환경부의 지방하천 수준으로 소하천영역의 정비율을 높이는 것이며, 그 실현방법은 가능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관계자 인터뷰 2010.4). 다른 하천정책의 하위체계에 속하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소관하천의 관련업무가 아닌 이상 다른 하천

영역인 소하천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시･도는 하천위원회18)를 통해 각 시군구에서 신청한 소하천정비계획을 심의하여, 도내

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할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는 제한된 역할을 한다

(그림 2: 정책결정II). 사업순위선정에 있어서 바로 직전에 피해가 난 곳이나 재해위험이 클

수록 우선순위 선정에 다소 유리하나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구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19). 시･군･구 기초단체장은 소

하천 지정주체이면서 관리 주체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 소하천을 지정하여 

17)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과는 달리 하천정비를 위한 물리적 관

점에서 정량적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하천정비사업선정의 문제점은 수해발생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수립된 정비종합계획과의 연관성이 적어 

실제로는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이 우선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정태성 등 2011: 164). 
이는 소하천정비율과 소하천피해규모 간의 상관계수가 2006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율과 피해액의 상관계수가 -0.4739, 2007년의 경우 -0.3096임에서 알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8:38)  

18) 시․도하천위원회는 도 하천과에서 담당하고 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되는 일종의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협의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소방방재청 2012). 

19) 소방방재청의 시군별 사업예산 배정기준은  ① 소하천 정비율,  ② 재정자립도  ③ 운영실태 등 이

나 정비대상 선정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변경할 수 있는 훈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전국적으로 우선 정비되어야 할 소하천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감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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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사업이 선정될 경우 국가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 단체장에게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 등으로 인해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사업으로 관내 전문건설업체로 시공자격제한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장의 입장에

서는 사업추진의 정치적 편익이 클 수 있다. 다만 소하천 정비계획 작성 시에는 국고지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가진다. 

시․도하천위원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소하천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천정비 기

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예산이 지원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감사원 2004.9).

소하천정비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동시에 분출될 경우에는 1개 지역보다는 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시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소형업체인 전문건설

업체2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 주소

를 둔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소방방재청 2012). 이러한 제도적 진입장벽은 

소하천정책연합을 구성하는 접합체로서 기능을 한다. 소하천정책연합구조의 특징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책행위자들이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믿음, 상황인식, 정책선호 

등 정책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소하천정책을 반대하거나 비우호적인 정책연합 또는 정책

참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소하천의 정책이미지나 소하천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는 경합적인 정책연합체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연합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정책행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05년 발족한 소방방재청, 시･도, 기초자치단체장, 정책연합 내에 

국회와 소방방재청이다. 이러한 정책행위자 주도로 정책이 결정되며 지역주민이나 국토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사업목표, 방식 등에 대한 정책행위자 

간의 갈등 없이 정책이해와 신념을 같이하는 독점적 정책연합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소하천정책하위체계 내 특정한 정책참여자들이 소하천정책연합을 이탈하거나 

새로운 정책행위자가 진입하는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독점적 정책경계가 확고함을 

반증한다. 특히 소하천정비사업자를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하여 중대형건설업인 일반건설업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경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요약컨대 소하천

정책연합은 소하천이라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하여, 하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지역

주민, 환경단체, 소유역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연합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연합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20)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일반건설업은 주로 중대형업체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으로 구성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항
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

다(소방방재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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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연합구조

2) 소하천 정책이미지

소하천정책연합을 형성하는 내적 구성요소인 정책이미지(the expressed policy image)는 다양한 

프레임(frame), 상징(symbol)으로 나타나며 재해사후복구, 재해사전예방,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압축된다.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합은 “재난피해복구 및 예방”

과 “국가지원필요성”을 단일의 정책이미지로 공유한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하천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소하천

정책하위체계의 주관적인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소하천사업의 정책이미지는 국가가 소하천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예산지원항목의 변화 등 방법상의 변화는 있었으나 이러한 

정책이미지는 소하천정비사업법이 제정되어 소하천정비사업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다만, 이차적이며 도구적 측면의 정책신념은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이는 환경 및 생태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던 2008년에 예산증액의 논리로 환경부 등 다른 정책하위체계의 신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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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결과였다. 그간의 변천내역은 <표 6>에 나타나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국민들에게 투영된 정책신념체계(public projections of belief systems)’는 

‘재해의 사후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홍수소통’이다. 19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 이전의 소하천

은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홍수소통 방재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였다. 1995년 국회 내무위원회, 내무부관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하천정비법의 

지배적인 정책이미지인 “홍수소통과 사후재난복구”와 “국가의 소하천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해를 공유하고 정책동맹을 형성하여 불과 한 달 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즉, 소하천정비법의 제정과 정비사업의 실시를 매개로 소하천이라는 배타적 

공간에 독자적 정책하위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 이후 2005년 소방방재청의 설립과 함께 

재난사후복구에서 탈피하여 재난 사전 예방위주의 관리로 정책신념을 선회한다. 2006년 당

시 소방방재청장은 재해 사전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로 천명한다21). 이에 따라 재

난의 사후복구보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재사업으로 정책신념이 전환되고 국가지원예

산이 대폭 증액된다. 태풍 매미 등으로 피해규모가 커지며 예방중심의 재난대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소방방재청의 설립 이후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에는 기존의 경쟁적 정책하위체계의 정책신념체계인 국토해양부의 “이수”와 환경

부의 “생태” 신념체계를 수용하여 “아름다운 소하천 관리”로 정책신념이 다시 전환된다. 소

하천정비사업은 재난방지 치수의 신념체계에서 벗어나 치수･이수와 자연환경의 조화를 추

구하는 것으로 소하천사업의 부차적 신념체계가 변화한다. ‘아름다운 소하천사업’은 기존의 방

재기능을 강조한 치수뿐만 아니라 이수기능과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이다. 다

만 ‘아름다운 소하천사업’은 하천복원 또는 유역공동체 형성 등 소하천정책에 대한 대안적 

정책이미지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난방지”와 “국가에 의한 적극적 소하천관리”라는 지

배적 정책이미지에 봉사하며 소하천사업 예산증액에 대한 부차적 정책신념(secondary beliefs)

으로 활용되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22). 

21) 소방방재청은 2006년 7월5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물난리 선제 예방 급하다”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후복구 위주로 추진해오던 국가방재정책을 예방위주로 전환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2006.7.5).

22) 재난방지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물이 빨리 빠지게 되고, 하류 지방하천 등에 수량부담 증가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소하천 정비방향이 물을 천천히 흐르거나 가두는 저수유역 등을 확보하

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소방방재청 정비지침 등). 사업예산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9년도에 전년도 사업예산 672억 원보다 3.1배가 증가한 2,072억 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이러한 총사업예산의 규모는 2012년까지 유지된다(소방방재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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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하천정책의 정책이미지 변화

구 분 ① 1995년 이전 ② 1995-2004 ③ 2005-2007 ④ 2008년이후

정책 환경 - 새마을 운동 
- 소하천정비법 제정

(‘95)

- 태풍 매미 등 
- 소방방재청 신설
- 사업 성과분석

- 자연친화적 정비

정책이미지
- 지자체가 피해지역

을 복구함

- 사후피해복구를 위
해 국가 지원이 필
요

- 재난사전예방을 위
해 국가지원이 필
요

- 재난사전예방을 위
해 국가지원이 필
요

정책신념
- 홍수소통을 위한
  치수형 정비사업

- 재난사전예방을 위
한 경관형정비사업

-｢아름다운 소하천 가
꾸기｣사업 

사업내용
- 재해 피해지점 중심

의 부분적 공사

- 홍수소통을 위한 물 
배출중심의 직선화, 
직강화, 확장정비

- 물의 흐름을 더디게 
통제, 저장유역 등 
정비개념 확대

- 치수, 이수 외에 환
경･생태를 종합한 
자연친화형 정비 

정책하위체계
형성단계

미형성단계
정책하위체계 형성기

* 2005년 소방방재청 신설
정책하위체계 강화기
* 2009년 예산증액

3) 소하천 정책관할장소의 특성

소하천정비사업 선정 및 예산배정이 결정되는 정책관할장소(policy venues)는 주로 공식적인 

정책관할장소이다. 소하천정책과정의 두 가지 정책결정 즉, ‘국회 예산확정’과 ‘소방방재청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배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그리고 소방방재청과 

시･도, 시･군･구간 제도적 행정행위의 배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방방재청과 시･도, 시･
군 간의 사업비 배정에 대한 정책결정은 예산 가내시 계획수립과 예산확정계획 수립시점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소방방재청의 자체기준과 절차에 의해 사업선정 및 사업

비 배정이 이루어진다<그림 3>. 소하천정비법상에 선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기준을 소방방재청 지침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 내부의 극소수가 

관여하며 하천사업추진의 방향, 사업선정 등 최종적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 전문가 등 다

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는 배제된다. 또한 협의기구적 정책관할장소(a consensus-based 

institutional venue)가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공지한 2013년도 사업대

상지 선정지침 절차 및 우선순위평가기준에 따라 시･군･구 단체장은 정비대상 소하천을 2-3

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시･도로 제출하면(4월10일) 시･도에서는 자체심의와 지방하천위원회의 

검토를 걸쳐 해당 시･도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국비지원대상 사업을 신청하고 이를 소방

방재청에 제출한다(4월 30일). 시･군･구 관계공무원은 시･도 하천위원회에게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천위원회를 상대로 선정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으며 우선순위가 선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과 국회를 상대로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

다23). 소방방재청은 대상소하천에 대한 지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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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를 확정(6월)지으며 지자체에 9월경에 사전통보를 하며 예산을 가내시한다(10월 

15일).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정책연합은 자신들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공식적 정책관

할지인 국회, 소방방재청 등 공식적 정책관할장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정책산출, 즉 안정적으로 소하천정비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소하천정비사업 정책관할장소

4) 권력의 집중과 상호의존성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구조적 응집성은 소하천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의 집권화 수준과 다른 

정책하위체계와의 상호의존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소하천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은 주로 사업총액결정권과 예산배정권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사업 총예산을 결정하며 소방방재청은 시･군･구별 

사업예산 배정권한을 행사하므로 정책결정권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결위원회)와 소방

23) 감사원은 시․도하천위원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소하천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시․군․구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이 추진된 지자체들을 적발한 바 있다(감사원, 소하천

정비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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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또한 소하천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성격, 추진방법에 

대한 정책행위자 간 이견이나 갈등이 보이지 않고, 사업예산의 규모, 사업구간의 선정 등 

재원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정책연합 내에서 국회와 

소방방재청이라는 주도적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호의존성과 정책결정권이 통합된 높은 

구조적 응집성을 보인다. 다만 소하천정비사업예산이 수해발생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부터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구에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2006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율과 

피해액의 상관계수가 -0.4739, 2007년의 경우 -0.3096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

하며 2011년 예산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이나, 2011년 재해피해 복구액은 강원도가 

56억 원으로 경상북도의 18억 원의 3배가 넘은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소방

방재청 2011). 

두 번째, 경쟁적이고 잠재적인 하천정책연합의 주도적 정책행위자인 환경부와 국토부에 

의한 소하천사업에 대한 간섭이나 관여가 없이 독립적인 소하천정책수립을 하고 있다. 소하천

정책을 둘러싼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간, 자치단체 간의 관계 및 이슈는 “하천관리의 

소관이 국토부와 소방방재청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예산 편성시 하천유역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6:165).”는 지적이다. 소하천정책

하위체계 내 상호대립적인 연합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중앙부처 간의 갈등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소하천의 경우, 동일하천을 행정구역별로 여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연계

관리가 불가능하고 당해 지역의 홍수 방지만을 위한 배수펌프장 증설로 하류지역의 홍수부담

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소방방재청 2006:165).”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하천의 물은 물의 순환계를 형성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이동하며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하나의 수계를 이루고 유역을 구성하는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왜 하천정책하위체계라는 통합된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책대상인 하천을 중심으로 기능별, 

대상별로 분절적인 정책하위체계가 형성되는지를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내적 구성요소인 정책

연합구조, 정책신념체계에 기반한 정책이미지, 정책장소 및 구조적 특성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표 7>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소하천정책하위체계는 단일한 정책연합의 정렬, 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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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합의 결여, 소하천문제 정의에 있어서 지배적이고 단일적인 정책이미지의 공고함, 공식적 

정책장소 위주의 폐쇄적 정책결정패턴 등의 요인들이 서로 결합하여 단일적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소하천정책하위체계 내부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및 정책신념체계, 그리고 정책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책연합이 구성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책연합만이 존재하는 단일적 정책하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신설된 소방방재청, 근거법령인 소하천정비법과 국고보조

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이 소하천정책하위체계를 구분하는 ‘제도적 경계’로 기능하며 환경부, 

국토부 등 다른 정책행위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배타적 경계’로서 하천공간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자적 정책하위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만, 소하천정책하위체계 내에선 폐쇄적 경계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천의 물리적 속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교차영역이 존재한다. 소하천정책하위체계는 

‘하천복원정책’과 ‘유역차원의 통합하천정책’이라는 정책영역 이슈의 등장을 보여주지만, 생태

통로로서의 하천, 수계 또는 유역과 관련한 교차영역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정책하위체계들과의 

조정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천복원측면에서 볼 때 중앙부처차원에서는 

환경부의 하천정화, 국토부의 수계별 하천정책하위체계와 연관되며 ‘지자체차원에서는 

소유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하위체계와 연관을 맺고 있다’

(여형범 2010:211). 이러한 측면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장기적으로 통합적 하천관리라는 

제도적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46). 폐쇄적인 소하천정비법과 분절적 

소관기관에서 벗어나 통합하천법 또는 하천정책협의기구 등의 신설을 통하여 국가하천정책 

또는 하천정화정책하위체계들과의 경계를 허물고 수계 또는 유역차원에서 다양한 행정기관 

등 정책참여자들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협의에 기반한 정책관할장소를 구축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24).  

결론적으로 하천의 공간적 구역을 경계로 하는 단일적 소하천정책하위체계를 지양하고 

소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을 아우르는 유역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천관련 제도적 장치를 경로진화 또는 경로 창조적 방식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독점적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공고한 정책이미지보다는 다양한 정책문제, 새로운 정책

대안, 새로운 정책참여자들을 정책하위체계 안으로 진입시키는 개방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소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과 유역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24) 제도론에서는 정책하위체계의 분절화 또는 통합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나 

제도변화의 양태를 경로의존, 경로진화, 경로창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하태수 2010). 통합적 

하천관리는 통합하천법의 제정이나 협의체의 구성 등 정책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내는 노력의 결과로 제도가 변하는 경로창조로 설명하거나 기존의 경로가 큰 줄기를 유지한 

채 점진적인 변화들이 누적되어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는 경로진화의 메카니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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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현재와 전망 

구성요소 단일적 소하천정책하위체계 협조적 소하천정책하위체계

제도(institution)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통합)하천법의 제정, 협의체

정책 연합(coalition)구조
･신념공유도
･조정력

단일의 소하천정책연합이 존재함
･연합 내 단일의 정책신념 공유
･예산총액결정권(국회)와 시군구 배
정권(방재청) 간 조정력이 높음

복수의 소하천정책연합, 교차하위체
계(trans-policy subsystem) 형성

정책이미지(policy image)
단일적(single) 정책이미지(방재, 국가
지원 등)

경쟁적 이미지의 허용
(유역공동체, 하천복원 등)

정책장소(policy venue)
국회, 소방방재청, 시도 등 배타적 
(관할)장소

정책결정 협의기구의 신설 등 대안
적 정책(관할)장소의 구축

구조적응집성(integration)
상호의존성/권력집중도 

･국회와 소방방재청으로 정책결정권
이 독점됨

･다른 하천정책하위체계(환경부, 국
토부)와는 독립적임

･새로운 정책(관할)장소의 구축
･정책결정권의 분산
다른 하천정책하위체계(환경부, 국토
부)와는 상호의존적임

하천정책의 실현을 위해 분절적 하위체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차

정책하위체계(trans policy subsystem : Jenkins-Smith 2009)’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하천은 

순환하고, 소하천과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수계와 지류, 유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재해방지, 

수질개선, 생태계회복, 개발 및 이용 등 여러분야가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하천의 물리적 

속성을 고려할 때 치수와 이수 및 환경기능은 서로 보완적이다. 소하천, 지방하천과 국가

하천을 연계한 유역 또는 수계별로 일관된 계획 하에 다양한 행정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 

협력적인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며 하천관리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된 하천정책하위체계들은 협조적 하천정책하위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25).  국가, 지방, 

소하천 등의 하천관리주체를 통일하고 수계에 따른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한 후 하천정비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즉 하천공간, 하천기능, 수계별 구분을 배타적 경계로 하는 분절적 하천정책제도를 

정책협의체에 기반한 확장된 하천정책제도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미지 또한 

하천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분절적 정책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하천의 특성,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25) 하천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 업무조정이 어려워 유사한 하천관련사

업이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시범사업,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소방방재청의 자연형 하천정비공법 적용시범사업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8).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07월 5월까지 환경부에서 추진한 하천정화사업 242
건 중 62%가 동일한 하천에서 국토해양부와 하천 상, 하류 등으로 사업구간을 나누어 두 부처 간 

협의 없이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감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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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하천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안적 정책이미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홍수소통을 위한 방재위주의 하천정비는 

하천의 직강화를 발생시켜 하천환경을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하천 전

체 차원에서 이수와 치수, 환경적 기능을 살리는 전체적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책학적 측면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논문은 기존의 하위정부, 옹호연합, 정책하위체계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왔던 

정책하위체계 논의에서 탈피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정책하위체계의 구성요소를 결합하고, 

우리나라 소하천정책과정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하위체계 틀을 새로운 

분석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폐쇄적이고 은밀한 정책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경험적 분석이 어려웠던 독점적 정책하위체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

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미가 있다. 즉 정책하위체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소

하천정책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하위체계 내 정책연합의 수와 범주, 그리고 정책이미지의 

특성, 경쟁적 정책연합 간 상호작용과정에서 이해관계 및 정책이미지에 대한 공유수준에 따라 

갈등과 협력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책하위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실증적

으로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독점적 정책하위체계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실제로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하위정부는 언급되고 있어도 단일적 정책하위체계 즉 하위정부

의 전제조건을 갖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적 연구를 한 경우는 국내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확장된 정책하위체계모형’은 하위정부, 정책옹호연합, 정책

네트워크 분석틀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새로운 분석틀을 통해 정책과정의 정태적 폐쇄성과 정책산출의 안정성을 초래하는 분석요소

를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향후 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정태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현실적합성을 갖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보았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정책옹호연합 간 정책갈등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유용한 이론이라면 정책

하위체계모형은 정책연합 간의 정태적 상호작용과 안정적 정책산출의 특성을 살펴보는 분석 

틀로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정책

하위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 분석 및 심층자료에 입각한 분석에 있어 연구기간의 

시간적 제약 및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수행기피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시･군･구청장,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간의 자원의존성에 기반한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 분석

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위정부는 존재하는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소하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79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08). ｢소하천정비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9a).｢ 2009년 수정예산｣. 

국회예산정책처. (2009b).｢ 2009년 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

김명진. (2007). 생태하천 복원방안, ｢환경영향평가｣, 제16권 제1호 2007.

김선희. (2008). 일본의 최근 하천관리체계와 주요치수사업, ｢국토｣, vol.318, 2008.

김선희. (2012). 비판적 실제론 관점에서 본 제도분석틀(IAD)의 정책 다이나믹스 분석 유용성 고찰. ｢한
국정책학회보｣, 21(2): 61-90.

감사원. (2007). 감사원 결정례 <www.bai.go.kr>.

감사원. (2004). 소하천정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www.mopas.go.kr/gpms/index.jsp>.

국민총리실 수해방지기획단. (2003). 수해방지대책 백서.

소방방재청. (2006). 재해사전예방강화 및 투자방안, 기술과 가치.

소방방재청. (2008). 소하천정비사업현황 내부자료.

소방방재청. (2011). 2011년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소방방재청. (2012). 재해경감과 소방방재청사업 내부자료.

여형범. (2010). 물관리정책의 분절화와 통합에 관한 연구 : 정책하위체계의 정책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유훈. (1998). 정책네트워트의 유형과 변동, ｢행정논총｣ 36(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명석 (2004), 정책학의 맥락지향성과 신제도주의, ｢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논집｣ No.4 : 199-219, 한국

정책학회

정태성, 강병화, 정상만. (2011). 소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

집｣, 제11권 2호:163-170.

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339-359.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수립기준 연구: 소하천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추진전략.

Adam, D. S. (2000). Agricultural Retrenchment Revisited: Issue Definition and Venu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Baumgartner, Frank R., and Bryan D. Jones. (1993).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leman, et al (1997). Against the Odds: Retrenchment in Agriculture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orld 

Politics 49:453-481

Freeman, J. Leiper. (1955). The Political Process: Executive-Bureau-Legislative Committee Relations. Garden 



80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City, NY: Doubleday & Company.

Heclo, H. (1978). Issue Networks in the Federal Establishment. In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ed. 

Anthony King. Washington, D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owlett, Michael, and M. Ramesh. (2003).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2nd 

ed. Toronto, CA: Oxford University Press.

Jenkins-Smith, Hank C. (1990). Democratic Politics and Policy Analysi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Jenkins-Smith, Hank C. et al. (1991). Explaining Change in Policy Subsystems: Analysis of Coalition Stability 

and Defection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4 Nov. 851-80.

Jenkins-Smith, Hank C. (2009). “Trans-Subsystem Dynamics: Policy Topography, Mass Opinion, and Policy 

Change.” Policy Studies Journal 37 (1): 37–8.

Krasner, Stephen D. (1988).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2): 

66-94.   

Marsh, D. and R.A.W. Rhodes. (1992).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Oxford: Clarendon Press. 

McCool, D. (1990). Sub-governments as Determinants of Political Viabil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5(2): 269-93.

Merge, J. and Bertrana, X(2007). "Exploring the Limits of Institutional Change: The Direct Election of Mayors 

in Western Europa", Local Government Studies, 33(2): 181-194.

Miller, T. R. (1985). Recent trends in federal water resource management :Are the 'Iron Triangles' in retreat?, 

Policy Studies Review, Nov. 1985, vol.5, No.2.

Ostrom, E, R. Gardner and J. Walker (1994),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Ann Arbor, MI

Ostrom, Vincent(2007). The Political Theory of a Compound Republic: Designing the American Experiment. 

3rd ed. Lanham, MD: Lexington Books. 

Sabatier, Paul A., and Hank Jenkins-Smith. (1993).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Sabatier, Paul A., and Hank C. Jenkins-Smith, eds. (1999).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ed. Paul A. Sabatier. Boulder, CO: Westview Press, 

117–6.

Sabatier. P. A. and Weible. (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s and Clarification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2nd edition). In P. A. Sabatier. Boulder. CO: Westview Press. 

189-220. 

Scholz, John T., and Bruce Stiftel. (2005). Adaptive Governance and Water Conflict: New Institutions for 

Collaborative Planning.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Sheinage, Adam D. (2000). Agricultural Retrenchment Revisited: Issue Definition and Venue Change in the 

United State and European Union, Governance 13, 3:335-364.

Schneider, Anne Larason, and Helen Ingram. .(1997). Policy Design for Democracy. Lawrence, KA: 



하위정부는 존재하는가? 소하천정책하위체계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소하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81

University of Kansas Press.

Streeck., Wolfgang & Thelen., Kathleen (2005).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in Wolfang Streek and Kahleen Thelen(eds)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1-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eible, C. M. & Sabatier. (2009). Coalitions, Science, and Belief Change: Comparing Adversarial and 

Collaborative Policy Subsystems, The Policy Studies Journal, vol. 37. No.2 : 195-212

Weible, C. M. (2007).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pproach to Stakeholder Analysis :Understanding 

the Political Context of California Marine Protected Area Poli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 (1): 95–17.

Weible, C. M. (2008). Expert-Based Information and Policy Subsystems: A Review and Synthesis, The Policy 

Studies Journal, Vol. 36, No 4, 2008 : 615-635

Weible, C. M. et al. (2009). Themes and Variations: Taking Stoc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tudies Journal 37(1): 121-140.

Wilks, S. and Wright, M. (1987). Conclusion: comparing government-industry relations: states, sectors, and 

networks, in Wilks, S. and Wright, M. (Eds), Comparative Government-Industry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82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ABSTRACT

Study of the Typology of Water Policy Subsystems: The 

Case of a Small Stream Project in Korea

Yongsung Park

This study aims at categorizing the typology of policy subsystems used to analyze 
the water policy subsystem through a case study of a small stream project in Korea. 
After reviewing the rationale of policy subsystem literature, this article proposes a 
theoretical "policy subsystem framework" model that combines the concepts of policy 
coalition, policy images linked with policy venue. Three types of policy 
subsystems-unitary, collaborative, and adversarial- are compared. This model offers 
opportunities to assess the patterns of dynamic policy change and to better specify the 
attributes of the iron-triangle. The characteristics of coalition structure, policy image, 
and policy venue in the small steam policy subsystem are examined based on an 
empirical study of a small stream project.

【Keywords: policy subsystem, small stream project, coal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