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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기초한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정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

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각종 정책증거들은 시차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정책증거와 관련해서는 인지적 시차가 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정책과정에서 정책 참여자

들이 정책증거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

화된 정책문제와 새로운 정책증거를 인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들

의 편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 산아제한정책은 정책의 근거가 된 인구증가율

정보와 이에 대한 해석이 일종의 편견으로 작동하여 정책의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 참여자들의 인지적 시차를 줄여주는 것은 결국 정책의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증거들이다.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영향증거와 분석증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증거와 대중의 태도 및 이해증거, 집행단계에서의 집행증거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모든 정책이 이론에 근거하는 것처럼 모든 정책은 어떤 증거에 근거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증거의 적실성도 변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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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제의 제기

Lasswell(1951)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을 정책

으로 보았다. Lasswell(1951)의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국가는 정책을 통해 사회부문에 개입한

다. 그런데 이 개입은 매우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다. 즉 단순한 정책결정

의 합리성을 넘어 정책 전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인 것이

다(Lasswell, 1951: 15).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인 다원주의적 정책과정이 현대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신다원주의자들의 시각을 반영하

고 있으며, 이들이 제안하는 보완방법의 핵심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적 능력

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정용덕, 2001: 971). 

그리고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미국에서는 정책의사결정 연구, 정책분석, 그리고 기

획과 예산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과학적인 정책지식들이 축적되었다. 

Head(2010)는 과학적인 정책지식의 활용이 일반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재건

기로 소급해서 볼 수 있으며, 20세기 행정국가의 특징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구축된 ‘정책증거

(policy evidence)’를 활용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평가･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

한 논의겠지만,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에 활용되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어떤 

정책에서 정보가 질이 낮거나 충분하게 축적되지 못한다면 정책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

다. 결국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정책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김형

렬, 1999), 정책집행의 방법에 대한 정보와 정책대상의 반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워진다(민진, 1985).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과정을 증거에 근

거해 운영하려는 시도가 체계화되고 있으며, 정부활동에서 정당성의 원천을 증거에 둠으로써 

정치적 이념이나 편견에 따른 정책집행을 줄이고, 연구와 정책, 그리고 집행의 격차를 좁히려

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Widmer, 2009: 351; Frey and Widmer, 2011: 495). 이것이 이른바 ‘증

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으로 불리는 것이다(Solesbury, 2001; Davies, 2004).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은 그 가정의 진위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정책결정자들이나 연

구자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1) 증거는 정책결정자 또는 잠재적 활

용자들로 하여금 초기 정책방향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문제의 속성 또는 범위에 대한 이

해를 높여주며, 정책과정에서의 해결책과 미래 발생 가능한 효과의 추정 혹은 정책수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Campbell et al., 2007: 6). 그런데 초기에 정책방

1) 이러한 시각은 교육 현장에도 반영되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2단계 BK21 사업단은 “정부운영의 과

학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적 증거기반정부(Evidence-Based Government) 
구현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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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한 정책증거가 정책결정 이후의 정책과정 속에서도 정책의 근거로 계

속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정책과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정책보다 장기적인 시간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의 정책증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책증거의 시차적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증거 연구들은 정책에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Davies, 2004; Rubin, 2010), 여기에는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

지 정책의 각 단계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증거들이 포함된다. 이는 이미 기존의 정책증거 

연구들이 명시적으로 시차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책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적실한 정책증거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증거에 대해 

시차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정책증거와 

시차적 접근법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양자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과거 산아제한정책에서 나타난 정책증거의 시차적 문제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Ⅱ. 정책증거와 시차적 접근법의 이론적 논의

1. 정책증거

1) 이론적 배경과 개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증거의 이론적 논의들은 증거기반 정책과 맞닿아 있다. 증거기

반 정책이란 정책개발과 집행 등에 조사연구로부터 나온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를 투입

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 한다(Davies, 2004).2) 증

거기반 정책에서 강조하는 ‘증거(evidenc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며,3) 이런 관점에서 정책증거는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증거기반 정책에 대해 Gray(1997)는 편의적으로 증거를 선택하거나, 이데올로기적 시

각, 편견, 추측 등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집단적 시각에 바탕을 둔 사견에 근거한 정책

(Opinion- Based Policy)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증거기반 정책에서 활용되는 증

거는 과학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게 된다. 

2) 때로는 ‘증거기반 실행(Evidence Based Practice, EBP)’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Rubin, 2010).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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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Evidence-Based)’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분야는 의학과 보건의료분

야였다.4) 증거기반 보건의료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최신의 연구결과를 환자의 진료에 이

용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증거기반 치의학(Evidence-Based Dentistry)’, ‘증거기반 

보건의료(Evidence-Based Health Care)’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발전시켰다(김명수, 2007).5) 

정책분야에서 증거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이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영

국정부가 1999년에 발간한 Modernising Government 백서에서였다. 정책증거의 활용은 20세

기 중반 이후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영국정부에서 특별히 증거기반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연구지원 정책이 경제적 사

회적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실용적인 방향

으로 전환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pragmatic)이고 탈이념적(anti-ideological) 입장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증거기반 접근방법이 

강한 추진력을 얻은 까닭이다(Solesbury, 2001). 

그러나 증거기반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책증거의 경우 특정 유형의 

증거가 과잉되거나 중복되기도 하며, 또 어떤 증거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정책증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책영역에 따라서는 과학적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Boaz, Ashby and Young, 2002). 이런 이유로 인해 증거기반 정책이 모

호하다는 지적도 있다(Parsons, 2002; Head, 20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책증거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정책증거의 모호성과 상호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증거기반 정책의 실현은 우선 어떤 정책증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

하기 때문에(Rubin, 2010: 13), 정책증거의 유형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증거의 유형

정책증거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정책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적절(relevant)한 것인가, 이 증거가 대표적(representative)인 것인가, 그리고 이 증거가 이

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구성되어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것인가 하는 점이다(Solesbury, 

2001). 원래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엄격한 연구를 거친 정책증거를 선호하였다

4) 증거기반 보건의료는 “환자 진료결정에 있어 현존하는 최선의 증거를 성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신

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Sackett et. al., 2000). 

5) 이러한 이론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72년 Archie Cochrane의 Effectiveness and Efficiency라는 저서에

서였다. 한국에서도 2005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보건의료체계에서 근거 중심 의학의 현

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근거중심 의학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명수, 20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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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y and Widmer, 2011: 495). 그런데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반드시 과학적 연구 증거만을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의 특수성과 정책 담당자, 정책 대상자의 특성 등 다양한 요

소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Rubin, 2010).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시민들과 정치

인, NGO들의 논평과 비판, 지지도 중요하게 작용 한다(Bijker et al., 2009). 

Davies(2004)는 과학적 연구증거 외에 정책결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로는 경험･전문지

식･판단력(experience, expertise and judgement), 가용자원(resources), 가치관(values), 관습과 전통

(habit and tradition), 로비스트･압력단체･컨설턴트(lobbyists, pressure groups and consultants), 정

치적 화용론(話用論)과 우발적 상황(pragmatics and contingencies)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증거기반 정부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영국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는 증거를 전문가

의 지식, 국･내외 연구, 기존 통계, 이해관계자 협의, 이전의 정책평가, 인터넷, 자문결과, 정책

대안의 비용, 경제적･통계적 모델링의 결과물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Strategic Policy 

Making Team, 1999). 

      

    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최선의

           연구증거

 EBP

<그림 1> 증거기반 정책의 구성

                            자료: Rubin, A.(2010: 12).

따라서 증거기반 정책에서는 최선의 연구증거가 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정

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정책 대상자의 특성, 가치, 선호 및 상황에 관한 지식을 모두 통합하

여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1>은 이러한 증거기반 정책의 통합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Davies(2004)는 여러 형태의 정책증거 가운데서도 명확한 척도와 기준을 이용하여 체계적

으로 수집된 조사증거를 가장 중요한 정책증거로 보고 있다. Davies(2004)가 제시하는 조사증

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어떤 정책 개입의 효과로서, 정책 결과의 영향을 보

여주는 영향증거(impact evidence)가 있다. 둘째는 정책의 집행과 전달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집행증거(implementation evidence)다. 셋째는 정부 내에서 서술적 조사나 각종 정책문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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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행정데이터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 등의 서술적 분석증거(descriptive analytical evidence)

다. 넷째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 태도, 이해에 관한 연구증거인 대중의 태도 및 이해(public 

attitudes and understanding) 증거다. 다섯째는 선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과 정책시나리

오에 관한 가설들을 활용한 통계적 모델링(statistical modelling) 증거이다. 여섯째는 비용과 

비용-편익,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경제증거(economic evidence)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정책과 

다른 정책, 또는 어떤 한 집단과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증거

(ethical evidence)가 있다. 

정책의 증거가 되는 중요한 조건으로 학자들은 학술적 연구증거가 중요하다고 믿겠지만, 

정책증거는 연구보다 훨씬 다차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사실이나 정보

는 정책에 대한 믿음이나 전제(proposition)가 진실인지 혹은 타당한지를 보여 준다(Solesbury, 

2001). 결국 정책증거로 다양한 유형의 조사연구 증거가 활용될 수 있으며, 어느 한 유형의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2>처럼 복수의 증거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6) 

실행증거

윤리증거

   경제증거

영향증거

서술적
  분석 증거

대중의
태도 및

 이해증거통계적
모델링
증거

<그림 2> 다양한 정책증거의 유형 

                    자료: Davies, P.(2004: 15).

6) 물론 이러한 유형분류가 상호배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윤리증거와 대중의 

태도 및 이해증거의 중복적인 성격, 그리고 영향증거, 경제증거, 통계적 모델링 증거들은 크게 보아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수리적 분석모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상호 구분되기 힘든 측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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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시차적 접근

1) 연구대상으로서의 시간 개념

시간은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감지하는 시간의 개념은 지극히 근대 

산업주의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산업주의는 시간을 시간엄수와 정확성에 근거한 규칙적 

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표준시와 세계시간의 설정으로 보편적이고 엄격한 시간관념을 만들

어 냈다(구수경, 2007).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가 똑같은 시간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한 개인 혹은 한 사회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모두 똑같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물리

적으로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빠르거나 혹은 더 느리게 인식되기도 하고, 동일

한 시대를 경험하였으나 사회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시

간에 대한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Gosden(1994)은 시간을 측정된 시간

(measured time)과 개인 혹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경험된 시간(experienced time)으로 구분한

다. 여기서 측정된 시간 개념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 발전에 따른 세계 시간

의 설정과 지질적･진화적 과정 내에서의 장기적 시간 척도(long time-scale)의 발전에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측정과 경험에 의한 시간은 각각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나타낸다. 뉴턴 물리학에

서 말하는 초, 분, 시간 등과 같이 연속되는 흐름을 자연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객관적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각 개인들이 특정시간에 갖는 시간길이의 짧고 긺에 대한 느낌은 

객관적 시간과 관계없이 다를 수 있고, 이때의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개념

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데 이것이 주관적 시간이다(임도빈, 2005: 179-180). 같은 맥락에

서 객관적 시간은 양적 시간(quantitative time), 주관적 시간은 질적 시간(qualitative time)으로 

볼 수 있다. 양적시간에는 단선적(linear)인 시계적 시간과 사계절, 학기 등과 같이 동일한 

현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 되는 순환적 시간(cyclical time), 사회현상이 인간의 일생

과 같이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을 거치는 것으로 보는 생명주기(life cycle)적 시

간이 있다. 질적시간은 단순히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의미 있는 사회적 경험의 결과로 파악되며, 내적 시간(inner time), 사회적 시간(social time) 

등이 이에 해당한다(정정길･정준금, 2003: 181).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관적 의미의 질적 시간으로서의 사회적 시간이

다. 그러나 사회적 시간은 그 용어가 나타내듯이 다의적 개념이라는 특징이 있다.7) 사회적 

7) Gurvitch(1990: 70-73)는 사회적 시간에는 8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과거가 

투영되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①지속되는 시간(Enduring-time), 오랫동안 천천히 지속되어 온 위

기를 감추어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②기만적 시간(Deceptive-time), 수수께끼 같은 일련의 순간들

에 주목하고 불확실성과 우발성(contingency)을 강조하는 ③불규칙적 시간(Erratic-time),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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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urvitch(1990)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시간 분

석은 복수의 시간 척도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적 시간은 기계적인 시계의 시간과는 달리 항

상 측정되거나 양적으로 다룰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시간연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Jaques(1990)은 시

간 개념에 대해 던져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런 질문들(시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속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확립하지 못하는 것

은 인간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간은 철학자들의 

중심적인 인식대상이었으며, 시간에 대한 연구는 근대사회의 가속화라는 개념과 관련해 사

회학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문병호, 2008). 그러나 Bergmann(1992)은 1900-1982년까지 시간

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사회학 연구에서 시간 개념은 심리학이나 

인류학에서 많이 차용했으며, 시간에 대해 완전한 사회학적 개념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지적 하였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이론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을 시간 연구의 가장 

큰 약점으로 들었다. 경영학 분야에서도 시간은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임도빈, 

2005), 더 새로운 것을 더 짧은 시간에 더 빨리 생산･유통시키려는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은 

가장 극적인 예라 할 수 있다(문병호, 2008). 행정학에서는 특히 조직연구 분야에서 시간 개

념을 담은 연구가 있어왔다. 제도나 조직이 생명체와 비슷한 생명주기(life cycle)와 성장과정

을 거친다고 본 Bernstein, Downs, Kaufman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정정길, 2002b). 

한국 행정학에서는 발전행정의 시각에서 관료들의 시관(時觀: time perspective)의 중요성

을 역설한 Lee Han-Bin(1970)의 연구와 정책결정을 시간적 차원에서 질적 시간과 양적 시간

으로 구분하여 예시한 김형렬(1994)의 연구가 시간을 반영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또 각 부

처 핵심 업무의 기술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 시간적 길이도 다르고, 각종 제

도 및 조직인사제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임도빈(2005)의 행정조직과 시간 연구

도 있다.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과정을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Tobin Im & Wonhyuk Cho, 2010). 그러나 시

간을 연구의 핵심 테마로 설정하여 시간 개념의 행정학적･정책학적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

미래가 상호 투영되어 있으며, 신화와 종교, 주술적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대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④순환적 시간(Cyclical-time), 미래를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 요소들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지만, 실제 작동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⑤지연된 시간(Retarded-time), 지연과 발전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자각이 현실에서 충돌하게 되는 ⑥교차하는 시간(Alternating- 
time), 어떤 집단적 열광, 이상과 공공의 가치, 그리고 혁신에 대한 집합적 행위를 염원하는 ⑦진보적 

시간(Time in advance of itself),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함께 용해되어 미래로 전환되는 혁명기를 

나타내는 ⑧폭발적 시간(Explosive-time)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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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대표적인 연구는 정정길의 시차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정길의 연구에서 시간

은 순서로서의 시간, 역사로서의 시간, 성숙기간으로서의 시간, 시간적 차이로서의 시간 등 

다의적 개념을 담고 있다(김준한, 2002). 시간의 다양한 속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Jaques 

(1990)의 시각으로 해석하자면, 지적 공간에서 정책학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진일보시키고

자 하는 연구의 특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2) 시차적 접근법의 주요 내용

시차적 접근이란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개인, 집단, 조직, 사회, 또는 국가 등)의 

속성이나 행태가 주체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현상연구에 적용하

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정정길, 2002a: 2). 정정길의 시차적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인과법칙에서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분석틀을 제시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도입을 고려할 때, 핵심개념인 원인변수들의 작동순서(sequence), 즉 이들 간의 선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가 제도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한다는 것이다(정정길, 2002a). 둘째, 어떤 정

책에서 원인변수들의 성숙단계(history)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이 결과변수에 영향

을 주어 인과관계의 동태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정정길, 2002b). 셋째, 정책참여자들의 

속성이 시차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이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상의 시차, 그리고 이로 인해 발

생하는 편견이 정책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정정길, 2005). 

정정길(2002a)은 제도의 핵심적 요소가 먼저 도입되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후행(後行)

하면 그 결과는 파멸이나 혼란이라고 지적한다. 즉, 제도적 요소들을 원인변수로 하고, 우리

가 의도하는 효과달성을 결과변수로 할 때, 원인변수들의 작동순서가 인과관계 자체를 완전

히 좌우한다(정정길, 2002a:4)는 것이다.8) 화학적 인과관계가 특히 그러하다.9) 화학적 인과

관계는 원인변수들 작동의 선후관계(sequence)가 인과관계를 다르게 만드는 경우이다. 시간

적 순서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작동한 원인이 만들어 낸 결과가 장기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제도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정정길, 2002a: 6). 

정정길(2002b)은 또한 원인변수의 역사(History)가 다르면, 전혀 다른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정정길, 2002b: 264)고 한다. 정부의 정책은 제도나 정책의 성장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8) 인과관계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시간적으로 원인변수(X)가 먼저 변하고 결과변수(Y)가 다음에 

변하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시차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상관관계가 있어도 선후관계가 뒤바뀌

면 X가 Y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정정길, 2002a: 5). 

9) 나트륨에 염소를 첨가하면 소금이 되고, 이에 물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이 된다. 그러나 나트륨에 먼저 

물을 첨가하면 폭발이 일어난다. 그런 후에 염소를 가하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발생한다(정정길, 
2002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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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낸다. 다시 말하면, 결과변수의 성장과정이나 변화과정이 어느 국면인가에 따라 동

일한 원인변수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정정길, 2002b: 262), 원인변수의 변화

과정상의 차이, 즉 성숙과정의 차이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정정

길, 2002b: 264). 따라서 인과관계를 보는 관점도 다르다. 우리가 관심을 지나고 검토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고전적 인과관계는 원래 시차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지닌 것

인데, 사회과학에서 밝혀 낸 인과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정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인과

관계로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시간적 요소를 가미시켜야 한다(정정길, 2002b: 265-266). 정

태론적 인과관계와 대비되는 동태적 인과관계는 시간이 인과관계 자체의 성격을 결정적으

로 좌우한다(정정길, 2002b: 268). 

정정길(2002b)은 정책관련자들의 속성변화와 인지상의 시차를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

하였다. 특히 2005년 연구에서는 인지상의 시차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인지상의 시

차 문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사실의 변화가 정책관련자들에게 인지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들이다. 둘째, 정책관련자

들 간에 인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인지주체가 먼저 인지한 것

에 의하여 편견을 형성하거나 최근의 정보를 무조건 선호하는 측면이다(정정길, 2005: 

73-74).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장에서의 사실도 변화하고 집행이 시작될 때

쯤에는 문제가 너무나 악화되어 처음의 상태를 전제로 한 정책내용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정정길, 2005: 75)를 말한다.10) 두 번째로 정책관련자들 간의 인지상의 시차는 

정보획득에서의 시차가 핵심이다(정정길, 2005: 76). 끝으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사실을 인

지할 때, 두 가지 정반대의 편견을 지니게 되는데, 최신정보 편견(recency bias)과 최초정보 

편견(anchoring bias)이 그것이다(정정길, 2005: 79).11) 이 두 가지 편견들은 그 다음에 인지

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가 계속되면 최신정보 편견과 최초정보 편견은 결합된다. 

이 때문에 정책이나 행정관리에서 처음으로 획득되는 정보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정정

길, 2005: 81). 

시차적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요소를 직접 원인 변수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

론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김준한, 2002; 최종원, 2003). 김동환(2007)은 시차적 접근법이 정

태적 분석이 아닌 동태적 분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유사점을 찾을 

10) 안병철(2002)은 정책 어그러짐(slippage)이라는 개념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이 결정당시와는 다른 상황

의 변화로 변질되어 서로 어긋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11) 최신정보 편견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정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실이 변화하고 있을 때 가장 최

근의 변화된 상태에 대한 정보가 과거 상태에 대한 정보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향을 말한다. 이에 반

해 최초정보 편견은 특정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지한 내용이 강한 영향을 미쳐 그 뒤에 인지한 

내용이 처음의 것과 다르더라도, 처음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정정길, 200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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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동태적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조적 관

계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시차적 접근법은 그러한 구조적 이해에는 큰 관심을 보이

지 않고, 오히려 행태주의적 접근에서와 같은 독립변수-종속변수의 단순한 설명 방식을 추

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태주의적 접근에서 추구하기 어려운 동태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행태주의적 설명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순된 입장을 시차적 접근법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한다(김동환, 2007: 10).

시차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하연섭(2002)은 시간이 흐른다

고 해서 원인변수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작용을 둘러싼 

맥락이 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차원에서 

시차적 접근법이 기존의 신제도이론의 공헌을 뛰어넘거나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준한(2002)도 순서 또는 역사로서의 시간의 역할은 시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 

시간의 경과가 초래하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왔기 때문에 시간 개념의 사용 

자체가 획기적인 이론의 발전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성숙기간’ 또는 

‘시간적 차이’를 강조하는 시간 개념은 시차이론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 사회과학의 적실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Ⅲ. 정책증거와 시차적 접근의 연계

1. 정책증거의 시차적 이해 - 인지적 시차 문제

앞에서 소개한 정책증거의 유형에 관한 논의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연구증거와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인 증거가 

중요하겠지만, 정책이 집행단계에 이르면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경험증거 역시 

매우 중요해진다. 이것은 정책이 늘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에

서는 실무 담당자의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정책의 각 단계에서 만

들어지고 사용되는 정책증거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차이를 줄이

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Pawson, 2006: 36). 

정책증거 간 차이와 관련해서 특히 인지적 시차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문제

의 발생과 변화에 대하여 정책관련자들이 인지하는 데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고, 문제발생의 

현장에서 최고결정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정책문제의 해결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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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상실하게 된다(정정길, 2005: 75). 정책과정에서 인지상의 시차는 앞서 설명한 것처

럼 문제의 인지와 정책마련까지의 시차, 정책관련자들 간에 인지속도 차이, 인지주체의 편

견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인지상의 시차문제는 정채결정자나 집행자들은 물론이고 정책

과정의 참여자들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이달곤, 

2005a: 4). 

그러나 지금까지 시차적 접근법을 취한 연구에서 인지적 시차는 크게 조명되지 못하였다. 

시차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크게 제도적 조건들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이에 따른 제도

적 정합성, 그리고 성숙기간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차적 접근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

력하였다(정준금, 2002; 권해수, 2003; 신종렬, 2003; 이시원, 2003; 정준금, 2003; 김창수, 

2003b; 김상봉･강주현, 2008; 최성락, 2008; 서승현･이희창, 2009; 장지호, 2009). 물론 인지적 

시차의 문제를 고려한 연구들이 없지는 않다(김창수, 2003a; 김형성･황성원, 2009; 이제봉, 

2012). 그러나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차적 접근법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데 있었고, 주로 정책이나 제도의 결정과 도입 단계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 전후 단계를 포함하여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정책증거에 대한 시차적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정책시차의 체계와 정책증거의 시차

내부시차(inside lag)

▶▶
외부시차

(outside lag)

t0~t1
▶

t1~t2
▶

t2~t3

인식시차
(recognition lag)

결정시차
(decision lag)

집행시차
(action lag)

자료: 김상봉･강주현(2008). p.10 

<그림 3> 정책시차의 체계 

먼저 문제의 인지와 정책마련까지의 시차를 보자. <그림 3>에서 보듯이 정책시차는 내부

시차와 외부시차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시차(inside lag)’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

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만약 정부가 t1 시점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했다고 하면 t0에서 t1까지의 시간이 ‘인식시차

(recognition lag)’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입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

야하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분석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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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2 시점에서 정책필요성을 결정한다고 하면 t1에서 t2까지의 시간이 ‘결정시차(decision 

lag)’가 된다. 이어서 개입의 필요성이 결정된 뒤 필요한 수단과 강도를 정하고 관련 법안들

을 준비해 실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 때를 t3라 하면 t2부터 t3까지의 시간을 ‘집행시차(action 

lag)’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시차란 문제가 발생한 t0부터 정책이 집행된 t3까지의 

시간경과 구조를 의미한다. ‘외부시차(outside lag)’는 시행된 정부정책이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컫는데, 길고 가변적인(long and variable) 특징이 있다(김상

봉･강주현, 2008: 9-10). 정책문제는 처음 발생한 t0부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

는데, 집행이 이뤄지는 t3 시점에서 t1이나 t2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

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면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정책시차의 체계 속에서 정책관련자들의 인지속도의 차이는 문제가 된다. 정부가 

증거에 기초해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한다고 할 때, 정책은 다양한 증거들이 상호 융합되는 

지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정책과정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정책증거들을 수용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한 증거를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에게 전달

하고, 또 다양한 증거들을 각 정책 주체들이 재해석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Ouimet 

et al. 2009). 특히 정책의 내부시차가 길어지는 만큼 각각의 정책 주체들이 정책문제와 정보

를 인지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관련자들은 자신이 처음 접하고 

해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를 이해하고 이는 곧 정책 주체들의 편견을 만들어 낸다. 

이미 구축된 정책증거로 인해 정책의 인지적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정책 주체들의 인지적 시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결국 정책증거이다. 문제가 처음 

인지된 t0부터 정책이 결정되는 t2까지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문제의 분석이 중요하다. 서술적 분석증거나 영향증거, 

그리고 경제적･통계적 분석증거가 과학적으로 구축되면 문제의 변화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t2부터 t3까지의 집행시차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결정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고, 정책 대상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 정책은 대상 집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수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

은 곧 저항을 맞거나,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시

차를 줄여주는 정책증거로는 윤리증거나 대중의 태도 및 이해증거가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의 외부시차는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책의 집행증거를 통해 줄일 수 있다. 

결국 다양한 유형의 정책증거들은 정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차를 줄이는데 기

여한다. 물론 정책증거들이 적실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만 정책의 내부시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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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시차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 

정책과정에 다양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시차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가 남는다. 그러나 시차적 접근 자체만으로는 시차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즉 무엇을 

매개로 시차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책증거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 존재하고 정책증거 자체가 시차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대한 시차적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정책증거에 시차적 접근을 연계함으로써 정책증거의 유형 같은 이론적 측면

을 보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본 정책증거의 시차

1. 산아제한정책의 도입 배경과 진행과정

정책증거의 시차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산아제한정책12)이라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불리는 가족계획사업은 경제개발을 위해 당시 평균 6명을 출산하는 여

성들의 출산력을 규제하여 인구증가를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인구증

가는 해방과 전쟁 후 북한주민의 월남, 해외동표의 귀환, 그리고 전후 베이비 붐 등의 요인

에 의해 연 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김홍주, 202: 60).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도의 간이국세조사(簡易國勢調査) 결과 1950년 이후에 

인구가 150만이 증가하여 2,150만임을 알게 되었다. 1959년 UN인구 디비젼(division)의 인구

추계발표에 의하면 한국 인구는 1955년과 1970년 사이에 1,000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흥승직, 1980: 21). 

정부 담당자들에게 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정책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

였다. 1960년에 국제가족계획협회가 한국가족계획협회의 창립을 권장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정부에 보고되었다. 그것은 1960년에 국민총생산이 

2.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1960년 전국호구조사 결과 1955년부터 5년 사이에 인구

는 350만이 증가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9%에 이른다는 사실이었다(홍승직, 1980:.24). 

12) 산아제한정책은 인구정책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추진되었

다. 가족계획이 단순한 인구 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인구의 급증을 억

제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인 까닭에 가족계획은 산아제한과 거의 동의시(同意視)되어 왔다(홍승직, 
1980: 1). 따라서 이 글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은 산아제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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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1961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족계획을 국책으로 채택하는 근거가 되

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 근대화’의 저해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정부는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기하고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생

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19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김홍주, 2002: 60).13) 

사업의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사업 착수 당시의 인구증가율  2.9%를 제1차 5개년계획

(1962-1966) 최종연도에는 2.5%로, 그리고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 연도 말에는 2.0%로 둔

화시킨다는 목표아래 1962년 3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에 착수하게 되었다(가족계획연구원, 

1978: 15 재인용). 산아제한정책은 가속화되어 1966년에는 ‘세 자녀 갖기 운동’에서 1971년에

는 ‘둘 낳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1965-1970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35%, 그리고 1970-1975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82%로 떨어졌다(이

흥탁, 1983: 31).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던 1978년 가족계획연구원은(1978)은 

제6차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91년에 인구증가율이 1.5%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적정인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는 운동’으로 출산억제

는 계속되었고, 1996년에 이르러서야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통계청, 2005: 52). 

<그림 4>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61년 3%를 넘던 인구성장률은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1996년에 인구성장률은 1% 이하

로 내려가면서 산아제한정책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며 인구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13) 미국의 산하제한운동이 출산이라는 압력으로부터 여성의 성적해방을 의미하는 민간운동으로 마거랫 

생어 등 여성운동가에 의해 시작된 반면(이창신, 2008), 한국의 산하제한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정

부가 주도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마거랫 생어 등이 주도하여 1921년 미국에서 ‘미국산아제한연맹’이 결성된 이래 산아제한운동은 국

제적으로 전개되었으며, 1948년에 23개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가족계획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52
년에는 이것이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으로 조직되었으며, 
(1980년)현재 90여개의 회원국가와 110개국이 그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도 1961년에 

이 연맹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홍승직, 198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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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구증가율의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산아제한정책의 시차 문제

당초 예상되었던 인구증가율 둔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림 4>에서 보듯이 이

미 1980년대 초에 1.5% 수준, 1985년에는 1% 수준까지 인구증가율이 떨어졌다. 이는 1981

년 수립된 ｢제5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예상한 인구증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으

며, 기존의 인구목표가 계획보다 일찍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2000

인구증가율(%) 1.57 1.57 1.58 1.57 1.55 1.53 1.49 1.34 1.00

자료: 이흥탁(1983). p.37 재인용

<표 1> 제5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인구증가율 예상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은 경

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통계국장이었던 김일현(1987)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인

구증가율 1% 수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인구의 절대 수는 불어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

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는 인구증가율 1% 목표를 보다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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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p.30)...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나라 중

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구의 양정 팽창을 억제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의 주목을 

받아야 할 사실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 일 것이다(p.35)”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산아제한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단순한 통계적 증거만이 아닌 인구증가

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정책담자들의 신념과 가치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나타낸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은 이미 인구추계 상 대체수준14)에 미달하는 출산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2021년대에 한국의 인구는 정점을 기록하고 그 후 인구감

소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출산력저하에 따른 연령구조의 변화는 2010년경 

한국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인구에 관한 정책적 구상은 인구요인이 사회발전의 기본조건이라는 

전제아래 인구의 양, 질 및 지역적 분포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의 사회적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구상을 주문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1991).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에 기존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복
지향상을 강조하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체출산수준 이하의 급격한 출산수준 

저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극적인 인구정책수립 및 추진은 미흡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감소를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식하여 저출산을 심각한 사

회현상으로 보지 않은 이유도 있다(장영식･김나연･이성용･진달래, 2010: 92). 

2002년부터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효

과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였고, 출산장려책은 각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은 2006년 저출산고령화

위원회15)에 의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였다. 이렇게 볼 때, 대체출산수

준에 도달한 1984년부터 인구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 1990년대 초기, 그리고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된 1996년과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시작된 2006년까지 상당 기간 정책의 시

14)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혹은 대체출산수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 이하가 되면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인구규모가 정체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인구증감의 분기점이 되는 2.1 수준을 대체출산수준이라고 일컫고 

있다. 한국은 1983년에 2.1 수준에 도달하였다(홍문식･장역식･이상영･오영희, 1993: 7).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5월 16일 공포(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며, 이
전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기능을 승계하였다. 2006년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균형 유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

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역식･김나연･이성용･진달래, 2010: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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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의 경우 대체출산수

준에 근접하였을 때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과 비교한다면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장영식･김나연･이성용･진달래, 2010: 92)16)  

t0 t1 t2 t3
1983년 

대체출산율 
도달

▷▷
1990년대 초 

인구정책 
재검토

▷▷
1996년 

산아제한정책 
폐지

▷▷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인식시차
결정시차

집행시차

<그림 5> 산아제한정책의 시차

산아제한정책의 전개 과정에는 정책증거의 시차 문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1980년

대 이후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는 2006년까지의 기간은 <그림 5>와 같이 인식시차, 

결정시차, 집행시차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대체출산율에 도달한 t0부터 인구정책의 재검토가 

이뤄지는 t1 사이에는 인지적 시차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산아제한정책이 수립된 1961년 

당시에 정책의 근거가 된 장래 인구추계 같은 정책증거가 만들어 낸 초기 정보에 따른 편

견, 즉 인구증가를 억제해야만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가 제 때에 재검토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정책은 적시에 정책전환을 하지 못하였다. 또 공식적으로 산

아제한정책은 폐지되었으나 이후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어 집행되기까지는 10

여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2006년 이후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의 기간, 다시 말해 외부시차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정책은 가능하면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정책의 급격한 변동을 피해야 하며 변동이 불가피

16)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80년 1.95명으로 그리고 1990년에는 1.78명으로 낮아졌지만 1970년대 후

반부터 1인 소득자 가족수당 폐지, 3자녀여성 육아휴직수당, 3세 미만 아동부모휴직연장 등의 출산

장려정책을 도입 추진하여 2000년 이후 1.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장영식･김나연･이성용･진달래, 
2010: 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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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달곤, 2005b: 116). 그러나 정책이

란 하나의 동질적인 것이 아니고 혼성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에 

관해서는 다면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이달곤, 2005b: 124). 이 다면적 기준은 바로 다양

한 정책증거로 볼 수 있으며, 정책과정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증거에는 시차의 문제가 함께 있게 된다.

산아제한 계획이 수립되던 1961년 당시 국제연합의 권고로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인구, 

주택 및 농업 총 조사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실시되었는데, 당시에는 자료의 초점이 경제

성장과 인구 억제라는 맞추어져 있었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인구정책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통계청, 2005). 게다가 산아제한이 수립되던 당시에 추정된 인구증가율에 기초해 정책이 계

속 추진되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여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출산억제정책에 지속되었다(통계청, 2010). 이는 산아제한정책의 유지에는 정책담당자들의 

인지적 시차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의미이다. 인지적 시차가 제때 극복되지 못한 데에는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주로 정부 주도에 의해 관리되던 1980

년대까지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정부 내로 투입되기가 어려웠고, 정부의 정책에 반

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 초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과 인구정책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시기에 경제성

장 일변도인 기존의 국가정책에서 벗어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

를 재검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정책증거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증거의 수집, 분석, 해석 같은 전반적인 

관리 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달곤(2005b)은 정확한 기록이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조직의 기억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하였는데, 조직의 기억역량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책증거 관리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원(2003)도 시차이론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행정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정치적･행정적 능력은 여러 가지로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정책증거의 수집과 관리, 활용 능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책증거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먼저, 시간의 차이

는 결국 속도의 문제를 동반한다(문병호, 2008). 문병호(2008)는 속도와 가속화 현상에 주목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의 지평확대와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정정길･정준

금(2003)도 정책별로 정책 및 제도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책증거의 시차를 통해 각 단계별 정책의 속도를 비교할 수 있고, 정

책 간 속도의 차이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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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증거의 시차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산아제한정책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책증거의 시차에 대한 초보적 연구인 까닭에 이론적 배경 설명에 치중하

였고, 산아제한정책 집행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인지적 시차에 의해 

특정 증거들이 배제되는 문제를 깊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 측면에서 

정책증거와 시차는 정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변

화를 의도적으로 추진할 때는 주먹구구식의 계획만 지니고 시작부터 해놓는 경우가 많다(정

정길, 2002a: 8)고 지적하지만,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형태의 

정책증거에 기초해 있다. 또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추구해야 할 주도적 가치가 있으며, 

이와 대립되는 가치는 부수적으로 고려되는데(정정길, 2002a: 15), 이 때 주도적 가치에 정당

성을 부여하는 것도 정책증거이다. 정책이 춤추는 정책(dancing policy)이 되는 것은 정책목

표의 변화나 정책수단의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이달곤, 2005b: 131), 이 역시 

사실은 정책증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거나 정책증거의 시차 문제일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이론에 근거한다(최종원, 2003: 300).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은 그 종류가 무엇

이든 간에 어떤 “증거(evidence)”를 근거로 추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증거, 그리고 시

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시차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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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ime Difference in Policy Evidence:

A Focus on Birth Control Policy

Young-geun Yoon

An evidence-based policy process has been accepted as desirable. However, any policy 
process involves the passage of time and policy evidence does too. Therefore, the linkage 
between policy evidence and a time difference approach contributes to the mutual 
supplementation of these concepts. 

A cognitive gap is particularly important with regard to policy evidence. Policy 
participants have limitations in accepting and interpreting policy evidence in the policy 
process. Furthermore, there is a huge perception gap among policy participants in terms 
of policy problems and policy information. This gap creates bias among policy 
participants. Birth control policy in Korea from 1960’s to 1980’s is a typical example of 
a failure of policy reexamination. The reason is that initial information about the 
population growth rate and its interpretation influenced the thinking of policy makers. 

Various types of policy evidence will ultimately reduce any cognitive gap in each 
policy step. Impact evidence and analytical evidence in the policy making stage, as well 
as ethical evidence, public attitude evidence, and implementation evidence in the policy 
enforcement stage play important roles in reducing cognitive gap. It is important that 
all policies are based on theory, just as all policies are based on evidence. 

【Keywords: Time difference, Policy evidence, Birth Control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