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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은 국가의 존속기반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써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

가에서 정부 시책의 최우선적 대상으로 인식되며 다양한 공공복지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1)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가장 많은 보호를 요하는 사회구성 계층이기 때문에 보

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러한 영유아의 정책

적 우선순위에 기초해 한국에서도 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어

린이집을 통한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담당하며, 다양한 국가적 활동이 

기획, 집행되고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 관할부처와 보건복지 관할부처가 공동

으로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형태의 ‘중복 이원화’ 체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선용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연령별 이원화

(3세 이상은 교육부처, 3세 미만은 보건복지 부처가 전담하는 형태)’체제에 비하여 일괄적이

지 못하고, 형평성 낮은 정책 집행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강순화, 

2008: 209-210) 등 운영 상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이다. 그에 따라 체제의 개선을 위해 호주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며(서문희, 2006: 46-47), 일본도 완전하지는 않

지만 2004년‘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정책 기본구상’검토 이후, 2005년 기본구상에 따른 전

국 35개 시설에서 시범사업 실시, 2006년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시설인‘인정어린이원

(認定こども園)’신설 등(최순자, 2006: 41-42), 상당한 수준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관리를 하나의 부처에 

전담시키는 일원화를 통해 영유아 복지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부단하게 

제기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기인 2013년 2월 14일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

정과제 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통칭‘유보통합’으로 영유아 교육복

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적극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계가 인간 특성을 결정하는 영유아 시기의 심리적 변화성에 

대한 효과적 대응(박승자, 2003: 159-160)을 근거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보육계가 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 따른 보육의 전문화 경향(박언하･백현옥･조미숙, 2009: 180-181)을 근거

로 보육의 필요성을 각각 내세우면서, 서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성사 여부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주

1) 영유아보육법은 제2조 1항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은 제2조 1항에서 유아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의견들

에서 시기에 대한 약간의 상이함이 있지만 통상 만3세 미만의 아동을 영아, 만3세부터 만6세까지의 

아동을 유아라고 하며, 두 아동계층을 아울러 영유아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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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명분의 본질은 차이가 없음에도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일

원화의 주체로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갈등으로 판단되며, 이미 유보통합과 그에 기인

한 영유아의 교육복지 수준 강화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강하게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모적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의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정책변동 설명을 위한 모형, 정책의제 설정 확인을 위한 모형, 

정책 산출 파악을 위한 모형 등 다채로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책변동 분석모형들(유

훈, 2009:147-148) 중에서 모형으로써 긍정적･부정적 속성이 상호 보완적이며, 정책변화에 관한 

다양한 영향 요인 및 관계의 파악이 유용하여(남상민, 2005: 33-33; 김상봉･이명혁, 2011:2), 정

책변동 설명에 실효성 높고 합리적 수단으로 인정받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과 다중흐름구조모형(MSF, Multiple Streams Structure Framework), 두 모형

을 준거로 활용하여 유보통합이 어떻게 귀결될지 예측해보고 바람직한 변화 창출을 위한 정책

적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변동이 성사된 정책의 실증에 활용되는 정책옹호연

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 두 사후설명 모형에서 변동 자체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선용하여 과학적으로 정책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틀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탐색적 차

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성공여부는 그들의 정책신념을 실질

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요소에 달려 있으므로 특정 정책과 관련된 정책행위자들의 전략적 행

태를 예상할 수 있는 정책변동요소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보

통합은 아직 정책변동이 종결되지 않고 변화의 시작점에 있으며 지대한 파장이 예상되고 매우 

강한 잠재적･표면적 대립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책변동의 사전 예측이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분석대상으로써, 유보통합 사례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지향하

는 정책변동예측모형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의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노력에 대한 성

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영유아 대상 정책 기획과 집행을 위한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일원화 체계 구축에 일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정책변동 예측을 위한 이론적 논의

1. 정책변동분석모형의 이해

1) 정책옹호연합모형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상이한 신념과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각각의 옹호연합이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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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립하는 갈등관계 속에서 타협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형(김순

양･이지영, 2009: 105-106)으로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분석틀

 자료: Sabatier, P. A & M. Weible, 2007a: 202의 그림을 재구성.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s)는 정책과 유관한 행위자들로서 관료, 정치인, 각종 이익집

단 등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인이나 학자 등의 이

해관계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원영, 2008: 71-72). 정책변화 분석의 기본단위로 외

적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민관행위자의 참여수준에 따라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김순양･이지영 2009: 107).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은 특정 정책에 대한 신념과 

가치의 반영 정도에 따라 성쇠가 좌우되는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들이 유사한 신념을 

가진 이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고자 체결하는 협력 기반 연합이다(Sabatier & Weible, 2007a: 

128). 이들은 공통된 신념과 조정기제를 가지며, 보유한 자원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각 연

합 간의 활동과 전략은 정책중개자들에 의해 중재된다(양승일, 2005: 43). 신념체계(belief 

systems)는 전술한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들의 이합집산을 창출하는 신념을 지칭한다. 

옹호연합의 이념적 기반이자 전략의 바탕이 되는 각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는 거의 대부분 

상충되는 특성을 가진다(Sabatier, 1993: 31).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는 심층적 혹은 규범적 핵심 

신념(Deep or Normative Core Beliefs)과 표층적 혹은 정책 핵심 신념(Near or Policy Core 

Beliefs), 도구적 혹은 2차적 정책 신념(Instrumental or Secondary Aspects Policy Beliefs)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Sabatier, 1993: 31; Sabatier & Jenkins-Smith, 1999: 133). 규범적 핵심 신념

체계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공리로써 모든 정책하위체제 전체를 범위로 하며, 종교적 개

종과 같이 개종이 매우 어렵다. 또한 구성요소로 인간본성, 자유, 안보, 사랑 등의 다양한 궁

극적 가치, 분배공정의 기본 기준, 사회문화적 정체성 등을 가지며, 정부 또는 시장의 우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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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문제해결에 우선시되는 가정 등에 따라 구분되며, 추상적이고 포괄성이 강해 실행되

고 있는 특정 정책과의 연관성은 여타의 신념체계보다 낮다(장지호, 2004: 178). 정책 핵심 

신념은 규범적 공리 달성을 위한 기본적 전략에 관한 본질적인 정책 입장을 의미하며, 하위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상황적 변화가 발생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변화하기 쉽지 않다. 또한 구성요소로 기본가치의 우선방향, 문제의 전체적 심각성, 문제의 

기본 원인, 정부와 시장에 대한 적절한 권한 배분 등을 갖는다. 도구적(2차적) 정책 신념은 

정책 핵심 신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적 결정과 정보 탐색을 의미하며, 통상 하위

체계의 한 부분에만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장 행정적이고 입법적인 정채결정의 주제로써 변

화 가능성이 가장 많고, 구성요소로 시간경과 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다양한 인과 관계적 

결합의 중요성, 특정 지역의 특정한 문제의 심각성, 특정 프로그램 또는 제도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갖는다. 정책중개자(policy broker)는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들 간의 정치적 충돌과 

갈등의 확대를 조정하는 존재이다(Sabatier & Weible, 2007a: 128). 이들의 범위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 등 누구라도 정책문제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

경될 수 있다(강은숙, 2001: 390). 정책지향학습(policy oriented learning)은 새로운 경험과 지

식･정보의 획득, 정책목표 수정, 성과에 대한 관심 등에 기인한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행동과 

사고의 교체를 의미한다(Sabatier & Weible, 2007b: 198). 즉 옹호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갈등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공개포럼을 통해 각 옹호연합 신념체계의 변화를 촉진해 그들

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점증적으로 수정해가는 것이다(김성종, 2009: 313-314). 외적 요인

(external factors)은 정치 및 정책하위체제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환적 관계의 요인을 뜻

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와 외적 사건들(external events)로 

구분된다. 전자는 문제 영역의 기본적인 속성들, 자연자원들의 기본적인 배분,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 및 사회구조, 기본 헌법적 구조 등 문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자보다 동태적인 후자의 외적 사건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화, 체제 지배집

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 결정과 영향 등을 포함한다(Sabatier, 1993: 23).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부 내 공식적 행위자와 다양한 이해당사자 

등 정책행위자의 신념체계와 이해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정책분석틀로써 장점이 

있다. 특히 정책하위체계와 정책옹호연합이 공유하는 신념체계를 정책변동 상 핵심 분석대

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으로써 활용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책변동의 촉발기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흐름에 의한 정책변동 기회를 포

착해 분석하기 어렵고, 10년 이상의 장기간 정책변화 규명에 유용하다는 분석대상 선정과 

관련된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주로 정책변동 종료 이후 사후적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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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흐름구조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다중흐름구조모형은 불명확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분석틀(Zahariadis, 2007: 65)로써,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와 정책의 창(policy window) 

개념을 도입해 의제설정과 대안구체화 관련 사회적 영향요인과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

의 역할 파악에 효과적인 모형이다(김상봉･이명혁, 2011: 2).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분석틀

 자료: Zahariadis, N. 2003: 153 ; Zahariadis, N. 2007: 72의 내용을 재구성.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독립적인 상태에서 의제를 좁혀나가다 정책의 창에 의해 권위적 선

택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흐름이 있다.(Kingdon, 1995: 196-208). 먼저 정책문제의 흐

름(problem stream)은 특정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정책의 창이 열리기 전까지 표출

되어온 일련의 순차적 과정을 의미하며, 파악을 위해 지표(indicators)와 초점사건(focusing 

events), 환류된 정보(feedback), 관심(attention)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Zahariadis, 2007; 

68). 다음,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은 정책문제의 흐름이나 정책대안의 흐름과는 별개의 

자체적 규칙과 역동성에 의해 흘러간다(Kingdon, 1984: 170). 실제 정책의 창을 여는 직접적

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여론이나 국가의 전체적 기조, 정권 및 의회다수당의 교체 

등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최인규, 2011: 126). 끝으로 정책대안의 흐름(policies 

stream)은 단일 정책영역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료, 학자, 기타 싱크탱크 등에서 

생성된 아이디어 중 결합 혹은 소멸을 통해 존속한 소수의 아이디어(Travis & Zahariadis, 

2002: 496)들이 정책네트워크에서 여러 정책대안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다(김상봉･이명혁, 

2011: 4). 확인을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의 규모(size), 형태(mode), 역량(capacity), 접근성

(access) 등 통합의 측면과 가치수용성(value acceptability) 및 기술적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Zahariadis, 2003: 155). 정책의 창은 전술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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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흐름이 서로 독립적인 활동을 견지하다 특정시점에 동시에 결합되면서 드물게 아주 단시

간 동안만 열리며(J. Kingdon, 1984: 175), 만약 창이 파손되거나 폐쇄되면 정치적인 지지와 

조건이 부합되는 시기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Parsons, 1995: 194). 즉 정책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특정 정책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자신들이 지지, 선호하는 해결책을 강요함으로써 정책변동의 기회가 도래했음을 의미(양승일, 

2006: 95)하며, 연결논리(coupling logic)와 결정방식(decision style)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Zahariadis, 2003: 153). 정책사업가는 특정 아이디어의 관철을 위해 자신의 시간, 돈, 역량 등 

각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상호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정익재･김정수, 1998: 36). 이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정

에서 특정 정책의 지지자 역할 이상을 담당하지만 항상 정책채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진만, 2009: 4), 개진한 의견에 타인들이 귀를 기울여 주며(hearing), 정치적 연계능

력(political connections)･협상기술(negotiating skills) 및 끈기(persistence) 등의 자질(Kingdon, 

1984: 189-190)과 함께 정책결정자들과의 높은 접근성과 풍부한 가용자원을 가져야 하며, 보

다 전략적인 태도를 견지해 전략의 구상과 단계적 해결전술(salami tactics), 상징활용전술, 감

정점화기술 등에 익숙해야 한다(Zahariadis, 2003: 153).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의 비합리적 우연성 또는 환경･정책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거시적 정책분석틀이다.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책변동의 촉발기제를 분명

하게 규명하고, 정책변동의 창을 통해 정책변동과정의 혼돈된 상호작용의 거시적 흐름의 논

리를 설명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으며 정

책분석요소가 거시적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실증적 분석에 제한적이다.

2. 분석의 틀

1) 정책변동 과정의 재정립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상호 대치되는 태생적 

강점과 한계가 있다. 요컨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옹호연합의 분석을 통해 정책참여자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들의 신념체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촉발기제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며 

정책의 변화과정 상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 반면에 다중흐름구조모

형은 촉발기제에 대한 규명을 전제하고 상대적으로 다분히 활용하고 있는 전략들을 세부적

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외적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성 측면에서 제약

을 받으며 정책참여자들의 명확한 구성과 신념체계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김진식･양승일･
유홍림, 2013: 66; 양승일, 2006: 104). 그러므로 정책변동과 관련된 설명에 있어 두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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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가진 결함을 해소하고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하게 융합, 배치함으로써 정책변

동 과정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히 요구된다. 

정책변동 과정의 재정립은 두 모형의 유의미한 분석변수를 어떠한 형태로 배치해야 하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중범위적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틀이고, 다중흐름구조모형이 거시적 정책변동의 분석방법으로 적합하다는 사실에 

근간해 <그림 3>과 같은 포괄적 시각의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기초로 하고, 구체적 관점의 정

책옹호연합모형을 배치하는 구조의 정책변동 과정을 착안하였다. 

<그림 3> 정책변동 과정의 재정립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 재정립한 정책변동 과정을 살펴보면,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기본 

흐름 틀 속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이 배치된 형태이며, 정치의 흐름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

은 정책하위체제가 정책사업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

태를 갖게 된 이유는, 우선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일련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정책이 변화

하는 양상을 고찰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관점에서의 정책변동 파악에 유용하고, 정책옹호연

합모형은 정책 변화와 유관한 상호작용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이

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치의 흐름은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정책의 창을 여는 실질적인 주역

(유홍림･양승일, 2009: 193)으로 정책사업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정치의 흐름

이 특정 이슈를 부각시키거나 상쇄하는데 있어 압력단체(pressure-group)들과의 영향 관계가 

필연적이기 때문에(Zahariadis, 2007: 73; 이재무, 2013: 575) 정책사업가와 압력단체들과의 연

계 역시 밀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사업가의 경우 대통령이나 정치엘리트 등 강력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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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자원을 가진 존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인지하는 경우 정책변동이

나 의제선택이 가능(류지성, 2009: 203)하기 때문에 역학관계는 정책사업가가 우위에 있고 

압력단체가 자극하고 인지를 요청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단체들의 영향 행태

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 중 하나가 압력단체 내 구성원들의 유형이나 그

들의 신념체계, 자원, 전략 등을 파악하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이다. 따라서 다중흐름구조모형 

상 정치의 흐름이 주도하는 흐름들과 정책사업가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요소들

에 대한 분석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해 행하는 것은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응용하여 재정립한 정책변동 과정

의 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선행연구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김인자･박
형준(2011)은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

흐름구조모형의 결합에 있어 정책문제와 정치, 정책대안의 세 가지 흐름을 정책하위체계 내

에 포함시키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옹호연합들이 세 가지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

로써 정치의 창이 개창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모형은 정책중개자

를 정책참여자들의 옹호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

중개자는 대립관계의 옹호연합 사이에서 각 연합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존재로서 각 옹호연

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마땅하며, 기반이 되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가정

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정책중개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각 옹호연합에 대한 정책중개

자의 영향 관계가 배제되어 있고, 역할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모형은 정책

변동 설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양승일(2005)은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체제 내에서 정책의 흐름이 촉발기제가 되

고, 옹호연합들이 정책변동의 창을 열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의 흐름을 포함한 선행된 변화 양상에 대한 전체적 관점의 고려를 배제하고 있으며, 정

책의 창이 개창되는 근원을 촉발기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규정한 바와 상

이하다. 이러한 해당 연구의 정의는 제한성을 갖는다. 우선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

한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정치의 흐름 속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대안과 문제, 정치의 흐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형의 적용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표면적으로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엘리트의 지배가 압도적인 한국적 특성(주경철 외, 2010: 263)을 고려할 때 촉발기

제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억압되는 경우(민효상･양재진, 

2012: 135)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촉발기제에 한정해 정책변동을 설명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

다. 이동규･우창빈(2013)은 재난 관련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문제와 정치, 정책

대안의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촉발기제가 정책변동 기회의 창을 열고 그에 대한 충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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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 정책하위체계에서 정책변동을 시도한다는 구조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

형을 결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해당 연구가 기본조건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돌발

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재난 사건에 한정되어 설명력을 갖게 된다. 즉 해당 모형에서는 정

책의 창이 특정 의도를 가진 정책사업가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한 수단으로 열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하위체계의 변동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자극적인 촉발기제가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안정적인 정책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정책변동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최인규(2011)의 결합방식은 정치의 흐름

이 촉발기제로 작용한다고 규정한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전술한 양승일(2005)의 모형과 동일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을 연다는 구조적 기반인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전제에는 충실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의 창을 여는 근원이 촉발기제에만 한정된다는 앞

서 지적한 구조적 제약을 똑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유보통합 정책의 변동을 예측하는 탐색적 연구로써 연구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변동의 예측을 위해 재정립한 정책변동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옹호연

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두 모형의 기본 

전제가 우선 충족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전제가 충족되고 실효성이 

인정되어야 사후 분석틀인 두 모형을 선용한 본 연구의 정책변동 과정 상 요인별 분석 결

과를 선행 정책변동 사례들과 비견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에 대한 여지와 변동을 위한 요

소들과 관련된 내용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

름구조모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변동 관련 전제의 충족여부를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의 변화 양상을 예측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립된 정책변

동 과정에서 변화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변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고 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 분석의 중핵적 활동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에 따라 정책변동의 형태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변동예측에서 이

들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정책옹호연합, 정책중개자, 정책지향학습, 정책사

업가 네 가지 요소를 규정하였다.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 두 모형에 대한 원

론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이들을 정책변동의 핵심요소로 단정하고 있으며, 기타 외부 환경

적 요인은 옹호연합의 근간이 되는 신념체계에 매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변화를 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Sabatier & Jenkins-Smith, 1999: 133) 정책변동 당시 직면한 상황에 대한 

기술에 불과하고, 다른 요소들 역시 이들 핵심요소들의 변화에 연동되는 요인에 국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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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변동의 촉발기제를 분석요소와 지표로써 사후적 설

명이 아닌 정책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하게 되고, 정책변동요인과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

석을 통해 정책의 변화 예측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또한 다중흐름구조모형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보다 세부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정책하위체계 내 정책변동요소의 분석결과를 독립

변수로써 정책변화의 촉발기제인 정책의 창에 대한 객관적 변동요소로 설정하고, 정책옹호

연합의 정책신념과 자원, 정책중개자 및 정책지향학습의 존재와 특성, 정책사업가 등장여부 

등의 분석을 통해 정책행위자들의 정책신념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를 

유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어 규정된 각 요소들의 속성을 고려해 <표 1>과 같이 분석요소 

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정책변동 예측 분석의 종료 후 현 상황에 적절한 정책의 창을 개창할 정책사업가 

유형 등 분석지표 상에서 바람직한 정책변동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표 1> 연구의 설정된 분석요인 및 지표

분석요소 분석지표

옹호연합 정책신념의 대립 정도, 보유 자원 수준 등 옹호연합의 규모와 역량

정책중개자 정책중개자의 존재 여부, 정책중개자의 특성

정책지향학습 정책지향학습의 존재 여부, 정책지향학습의 특성

정책사업가 정책사업가의 등장 여부, 정책사업가로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 여부

Ⅲ. 유보통합 정책의 변동 분석과 예측

1. 정책변동 전제에 대한 확인

본 연구에서 정립한 정책변동 과정의 구조는 기존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

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두 모형의 기본전제가 모두 성립될 때 정책변동에 대

한 설명이 유의해진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변동을 위해서는 특정 정책이 10년 이상의 

정책과정 상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하위체제가 존재해야 하며, 

대립하는 옹호연합들이 굳건한 신념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Sabatier,1993: 

16). 또한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경우는 이론적 전제조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

형의 기반이 되는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 등 세 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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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유보통합 정책의 경우, 가시적인 대립의 시작을 1996년 유아교육

법 제정과 관련된 갈등 발생(표갑수, 2004: 26)부터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

부라는 정부차원의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명확한 신념체계의 대립성을 가진 정책하위체제

가 구축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정책문제와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기본 전제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보통합 정책사례는 정책변동분석모형을 활용

한 정책변화 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대상의 사례로 적합하다.

2. 변동 예측 요소에 관한 분석

1) 세 가지 흐름과 외적요인

첫째, 유보통합 사례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것에 기인한 원론적인 문제, 즉 부처 간 중복관리에 근원한 자원 낭비와 갈등 심화, 정책수

혜자인 영유아･학부모 요구에 대한 충족 미흡, 영유아 교육기회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발

생, 교육과정의 일관성 부재와 교육 질 보장체계 결여, 종사교원의 자질 격차와 대우･근무

여건의 차별, 정부의 재정 운영 전략 차질 및 국민의 영유아교육 부담 과중, 세부 영유아 

교육대책 마련 및 법･행정적 지원체제 미비(강순화, 2008: 225) 등과 그로 인해 파생된 유치

원의 부적절한 교육비 인상 및 각종 부도덕한 행위 만연, 유치원에 규정된 교육 이외의 편

법적 보육 활동 영위,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각종 비리 발생, 급여와 처우개선과 

관련된 보육교사의 이직 및 인력난 등의 문제로 점철된다. 

이어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은 전술한 정책문제의 흐름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

되어왔다. 이원화 관리체계로 인한 영유아 교육복지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가장 처음 김영삼 

정부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4차에 걸쳐 ‘유아학교 체제’의 공교육 방안을 구체화했으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양측 간의 갈등으로 무산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때는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도입이 국회에 재상정 됐지만 역시 양측의 대립양상이 격화되면서 통과에 

실패하였다. 노무현 정부시기였던 2004년 유아학교 개념의 폐기,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허

용, 국가의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동시에 

보육의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는 보육 보편화,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이원화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시기인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들

어선 20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보육료 학비지원 재원통합을 목표로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 시행되었고, 2014년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18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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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과정 활동내용 및 관련사건

1994년
유아학년(K-Grade) 학제화

- 만5세 아동을 초등학교에 유아학년으로 편입시켜 무상교육 기본 학제화 추
진

- 대상아동의 감소를 우려한 유치원 측의 반대로 무산

1996년
유치원만의 무상교육

- 유치원 100% 취원, 유치원만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종일제 운
영 등 추진

- 어린이집 측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반대결의문･성명서 발표, 반대청원서 제
출, 전국아동보육대회 개최 등

1997년 
유아교육 공교육화 3개안

- 유치원에 행정･재정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일원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및 보육시설 참여 허용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국회 방문 등 적극적인 유아
교육법 반대 활동

1998년
7차 유아교육법안

-  취학 전 무상교육, 유아학교 신설 등 취지의 유아교육법안 상정을 당정이 
추진

- 어린이집 측 공동대책위원회 지속: 정기국회 상정 포기

1999년
8차 유아교육법안 

- 보육개념 및 유아학교(유치원･보육시설･기타 학원 등 일원화)도입 취지의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

- 어린이집 측 공동대책위원회 지속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 집회(약 10,000명): 사립유치원 교사

수당 지급 및 유아교육법안의 국회통과 촉구

2000년 
보육업무 이관 방안

- 정부기능조정위원회에서 여성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여성부와 교육
부로 보육업무 이관 추진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강한 반발

2003년
보육업무 이관 방안･
10차 유아교육법안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보고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유아학교(유치원의 교육･보호과정 포함) 도입 취지

의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

12차 유아교육법안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및 사회복지관련단체 반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및 한
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주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반대성명서 발표, 언론기
관에 반대 광고, 삭발 및 단식,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유아교육법 반대 집회
(약 35,500명), 법안 중 보호 부분삭제 합의 후 약속 불이행으로 백지화 및 
재결집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 독립적 유아교육법안 통과 적극지지 
및 국회통과 촉구

2004년
13차 유아교육법안

- 보호 부분 삭제되어 유아교육법안 정기국회 제출
- 양측의 합의로 법안 통과

2005년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 유아교육법 상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시도: 업무 중첩으로 무산되고 여성부 
산하 유아정책개발원의 설치 방안 대신 추진 

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라는 영유아교육복지 체제의 

일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타 세 가지 흐름에 포함되며, 유보통합 추진과정의 연속선상에

서 있었던 활동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들은 다음 <표 2>과 같이 정리된다.

<표 2> 유보통합 추진과정 상 활동내용과 관련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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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정책개발원 설치 방안
-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이 교육보다 보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유치원 측의 

거센 반발

2007년
유아교육발전 방안

- 유치원 취원 연령을 0~5세로 확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유치
원 방과 후 보육 

- 대상아동의 감소를 우려한 어린이집 측의 반대로 무산

2011년
유치원 무상급식 방안

- 초중고교 내 무상급식의 실시로 유치원에도 무상급식 지원
- 어린이집연합회 등: 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유치원연합회 등: 어린이집과 교육적 기능에서 완전히 별개라며 무상급식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반발 

2012년
만5세 공통과정

(누리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만5세 아동에게 우수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적용, 
초등학교와 연계성 강화, 비용지원 대상 확대

- 질 높은 교육이라는 유치원의 우월한 비교 요소가 감소함에 따른 유치원 
측의 반대

2013년
만3~5세 공통과정
(누리과정 확대)

- 누리과정의 대상자를 만3~4세까지 확대
- 누리과정 상 규정한 교육량의 과다, 재정적 문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측 

모두 비판

2014년
유보통합추진단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대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와 정
책의 상이함에 따른 불편과 총체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영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결성

- 2016년까지 완전한 유보통합 추진

둘째, 외적 요인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에 대한 내용은 정책문제의 본질적 특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술한 정책문제의 흐름에서 기술한 내용을 통해 상당 부분 갈음할 수 

있다. 함께 유보통합의 근원인 영유아에 대한 교육복지는 한국의 특유한 사회적 문화가치와 

사회구조의 변천과 밀접하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사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화되면서 창출된 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

용이 많이 소비된다(정미라 등, 2007: 208).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도 변

함없이 표출되는 만연된 상황이지만 병폐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개인

적･가정적･지역적･사회경제적 요인 등 여러 원인에 기인해 나타나는 각종 교육 소외와 불

평등 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수준 높은 교육을 영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국가의 성장 동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다양한 노력들의 총체(이태수 등, 2004: 21)’

로 정의되는 교육복지는 한국의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일체 무시되었고 1980년대 초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때까지 일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과거 가족 위주의 

유교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에 입각하여 교육을 성공의 수단으로 인식한 배타성이 사회적으

로 보편화되어 있었고, 효율과 성장이라는 경제 논리가 사회적 이념으로 거의 유일하게 존

재하면서 사회 공공의 이익과 인간으로서 삶의 질 부분에 관해서는 고려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정영수, 2009: 32). 사회구조 역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보여 도시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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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심화되고, 1960년대 이래로 대자본, 중산층, 일반 근로자와 농민, 도시빈민층이 형

성되어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발전국가(development state)의 유지를 위해 잔여

적 복지에 근간한 제도와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이종오 등, 1986: 50; 이호용･손영화, 2013: 

1471). 이 시기 당연히 영유아에 대한 교육복지와 관련된 담론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영유아

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양육에만 초점이 맞추고, 보육을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여 구

호적 시각에서 기획, 집행되었다(남궁선혜, 2005: 125; 이재무 등, 2012: 28). 1980년대 이후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근대화가 완료되면서 인간화와 다원화, 부의 공정한 분배, 사

회적 불평등의 제거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양극화와 부익부인익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복

지정책이 부각되었다(최송식 등, 2007: 128). 또한 개개인의 욕구와 개성이 존중되기를 바라

는 다원주의가 핵심이념으로 자리 잡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전반에 포진하였

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노화되면서 사회구조는 매우 복잡해졌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 해결과 다원적 사회의 사회적 

평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결부되며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여성인력

의 활용과 미래 국가발전 원천으로서의 영유아에 대한 역량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Michel 

& Mahaon 2002: 1; 이재무･김형수, 2013: 82; 이재무 등 2012: 28 재인용). 특정 사회의 지

식과 문화를 전수하고 개인 잠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교육의 기회

를 그동안 소홀했던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

감되기 시작한 것이다(정미라 등, 2007: 208). 이와 같은 시대적 변동에 따라, 빈곤이 영유아

의 사회성과 정서･인지･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믿음 하에 계층 간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교육취약 집

단인 저소득층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정서적 취약성 강화를 목표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복지가 본격화되었다(김헌진･김혜래, 2011: 333). 

보다 동태적인 외적 사건의 내용들의 저변에도 상기‘복지에 대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의

식 변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사회만의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으나, 한국 내 사

회적 변화는 거의 대부분 단시간 내에 경제성장과 일체화되어 급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상마다 혹은 분석적 요인마다 상호 분리되는 특성이 잘 부각되지 않는다. 1960~80년대 국

가의 모든 기조가 성장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재정적 여유와 안정을 기반으로 아동이나 노인, 교육복지 등 대상과 활동별 공공복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빠르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범사회적 의식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여론과 

민의의 변화는 무상급식과 보육 등의 시행으로 이어졌으며, 보다 실효적인 성과를 위해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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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즉 유보통합의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옹호연합의 정책신념과 자원

첫째, 본 유보통합 사례에는 크게 2개의 옹호연합이 존재한다. 먼저 유아교육의 주무 중

앙부처인 교육부와 유치원,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찬성하는 약 14,000개소 민간어린이집, 민

간어린이집 원장 14,000여명과 사립유치원 원장 3,700여명이 참여하여 2012년 발대한 유보

통합운동본부가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이익단체, 기타 교육단

체 및 교육전문가, 교육 지향의 통합을 지지하는 정치인 및 학부모 등과 함께‘교육부중심통

합 찬성연합’을 형성한다. 반면 영유아복지의 주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반대하는 다수의 어린이집,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이익단체, 기타 보육복지단체와 보육전문가, 복지지향의 통합을 지지

하는 정치인 및 학부모 등과 함께‘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을 형성한다. 이때 상호 대립되

는 연합의 명칭이‘보건복지부중심통합 찬성연합’혹은‘보건복지부중심통합 반대연합’이 아닌

‘교육부중심통합 찬성연합’과‘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으로 지칭된 이유는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경우 입장과 가치관이 동일하고 일관된 것에 비해 국공

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참여

하고 있는 반대연합은 각 어린이집의 처한 환경적 여건이 매우 상이해 입장들이 다소 복잡

하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의 통합기조가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중

심의 일원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 두 연합은 각각의 정책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선‘교육부중심통합 찬성연합’은 

교육(education) 중심의 유보통합이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채택한 세계적인 추세로써 이

탈리아나 프랑스 등 연령별 이원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도 3~5세 유아는 교육부처 소

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문이 영유아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믿는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45). 또한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교사의 자격과 보수 차이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

육 격차, 정상적인 3~5세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장학지도 및 행정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

율성 등 때문에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교육중심의 유보통

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일원화 교육에도 가장 부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중심으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교육부

중심통합 반대연합'은 보육이 사회적 돌봄(care)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해 영유아는 물론 여

성과 가정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사회복지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과 근원적으로 상

이하고 교육을 초월하는 공공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양육 기능의 보장과 강화 차원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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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유보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확신한다(표갑수, 2004: 35). 또한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

과 함께 전국 사립유치원의 연평균 비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는 등 사립유치원들의 병

폐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대

한 답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 취지와 목적, 운영 형태와 성과 등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통합 강행은 여러 부작용으로 시행 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처럼, 사전 준비도 전무한 상태에서 교육중심의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 초라해진 

부처 모양새를 갖추려는 궁여지책이라며 교육중심의 유보통합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각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를 세분화하여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옹호연합들 간 신념체계 비교

구분 교육부중심통합 찬성연합 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

규범적 핵심 
신념

- 교육은 인간의 사회화를 위한 최적의 수
단이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국가적 활
동의 효과성 제고와 서비스 질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문이 주도해야 함

- 보육은 교육범주를 초월하여 사회양육 
기능의 보장과 총체적 사회복지 제공 등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부문 중심의 통합은 무의미함

정책 핵심 신념

- 유아교육법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
해야 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도와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도 교육 중심 일원화가 가
장 적합함

- 유아교육에 특화된 전문교원 창출과 양
성이 필요함

- 영국, 스웨덴 등 교육기반의 유보통합을 
통한 전 연령교육 강화가 세계적 추세임

- 영유아보육법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제도
의 창출이 요구됨

- ‘가르침’보다 영유아에게 편안한 환경을 
확보하여 ‘돌봄’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함

- 복지마인드를 갖고 영유아의 발달과 흥
미 기반의 상호작용에 적합한 교원 창출
과 양성이 필요함

- 핀란드, 덴마크 등 보육기반의 유보통합 
사례가 다수 존재함

정책 핵심 신념

- 이미 최적의 교육기반이 견고하게 구축
되어 있음

- 통합 시 교원자격은 특정 학력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보수교육도 엄격하게 제
한해야 함 

- 보육에 대한 인식이 늦은 것에 비해 빠
르게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가 확보되고 
있음

- 일정 기간 규정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으
로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원자격 통합

도구적
(2차적) 정책 

신념

- 교육부가 주관부처가 되어야 하지만 영
유아 교육･보육을 전담할 독립부처 신설
과 그의 관리는 수용

- 교원에 대한 처우는 현재보다 개선되어
야 함

-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가 되어야 하지만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담할 독립부처 신
설과 그의 관리는 수용

- 교원에 대한 처우를 최소한 유치원 교사
수준 만큼 개선해야 함

이처럼 두 옹호연합의 정책신념이 극명하게 상이하다. 특히 변화 가능한 도구적(2차적) 

정책 신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변화가 어려운 규범적 핵심 신념과 정책 핵심 신념만이 

작용하다보니 두 옹호연합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갈등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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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하게 표출되었다. 갈등 양상의 사례는 많지만 2004년 7월 제13차 유아교육법안 상정과 

관련되어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개최된 유아교육법 찬반 집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소속 유치원 교사 

4,000여명은“교육중심의 영유아복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조속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였

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반대단체 회원 4,000여명은“교육중심의 유보통합은 교육부의 부

처이기주의에 근원한 것이며, 저소득층의 보육혜택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찬성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천명하고 삭발식을 갖는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향후에도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셋째, 두 연합의 자원은 정책행위자들의 역량과 동일하다. 먼저‘교육부중심통합 찬성연합’

의 경우, 유보통합운동본부에 참여한 14,000여개 민간어린이집,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및 유보

통합운동본부에 참여한 3,700여개 유치원, 교육중심 통합을 지지하는 학부모, 학자, 교육전문

가, 교육단체 등이 주요 정책행위자이자 이해당사자들이다. 핵심구성원이자 교육주무부처인 

교육부가 2013년 57조 1,3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유아･초･중등교육부문에 41조 1,920

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축소되

면서 과거 2차관4실3국66과에서 현재 1차관3실3국49과로 조직이 감축되었으며, 부처정원도 

752명에서 518명으로 감축됐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유치원 수는 

8,538개소로 국공립유치원이 4,525개(53.0%), 사립유치원이 4,013개(47.0%)였으며, 유치원 원

생 수는 613,749명, 유치원 교원 수는 42,235명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 측에서 보육중심의 유

보통합을 찬성하는 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연합은‘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에 비

해 상대적으로 견고하며 그만큼 연합의 역량을 자신들의 입장 관철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상대편 연합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수는 적지만, 상기 기술한 것처럼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가 

영유아들에게 합당하고 충실한 교육복지 제공이며, 유보통합의 갈등양상이 대부분 교육중심 

통합의 핵심법안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되어 어린이집 측의 반대에 근간하여 나타난 사

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의 국정운영 기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

합’이 물리적으로 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우려하여 

정치권이 중립적 위치를 고수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보육을 비롯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이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유치원들도 유

보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신념을 투영하려는 노력이 

다소 약하며, 집회나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인원이‘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에 비해 적고 일

부 시간에만 평범한 수준으로 하는 등 집단행동의 강도도 강하지 않다.

반면에‘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의 경우,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반대하는 25,000여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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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및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 보육중심 통합을 찬성하는 

학부모, 학자, 보육전문가, 보육전공 담당 교수 등이 주요 정책행위자이자 이해당사자들이다. 

핵심구성원이자 보육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3년 41조 6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보육 및 저출산 부문에 4조 1,4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

체가 약 3조 6,000억 원의 지방비를 무상보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과거 1차관4실3국16관64과1팀에서 현재 1차관4실5국14관64과로 재편되었으나 부처정원은 

3024명(본부 746명)에서 3009명(본부 731명)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국가통계포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어린이집 수는 39,842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이 2,116개(5.3%), 

법인･민간어린이집이 16,466개(41.3%), 가정어린이집이 20,722개(52.0%), 기타 538개(1.4%)였

으며,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1,348,729명, 어린이집 교원 수(특수교사 포함)는 181,588명에 

달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상당수가 ‘교육부중심통합 찬성연합’에 참가하고 있으며, 교육

중심 통합에 반대한다는 대전제는 같지만 보육중심의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과 현재와 같은 

이원화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대응전략이나 행동 마련이 쉽지 

않다. 또한 유보통합의 기본정책 방향이 교육중심으로 되어 있어 정치권이나 언론 측면의 

지원이나 지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수가 상대편 연합보다 많으며, 교육

부가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이 성사되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정책

신념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강력하며, ‘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주최의 반대토론

회나 공청회, 성명서 발표와 청원서 접수 등이‘교육부중심통합 찬성연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표갑수, 2004: 28-32), 낙선운동을 비롯해, 삭발이나 단식을 실시하는 등 집단행동의 강

도 역시 매우 강하다. 

정책신념과 자원분석의 함의는 두 연합 모두 상반되는 정책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과 

보육이라는 가치에 대해 절대적인 우열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하나의 가치를 선택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연합의 자원 수준이 매우 비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중심통합 찬성연합’의 경우, 일단 교육부가 일부 기능의 타 부처이관으로 부처의 조직과 인

원이 축소되어 그 위상이 과거보다는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합 내 유치

원의 정책신념이 분열 없이 탄탄하고 상대편 연합의 주요 구성원인 어린이집이 본 연합에 

다수 참여하고 있어 구성원의 양적 위세와 통합일원화의 명분을 함께 확보하고 있기 때문

에 교육부의 위상 약화를 충분히 보완한다. 반면에 교육부중심의 통합을 반대하는 정책연합

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기능이 특별히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연합 내 어린이집들이 각 

시설특성과 상황에 따라 보육중심의 통합, 현 이원화 체제의 유지로 정책신념이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 교육중심의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아 연합의 응집력을 저하시킨다. 

정책변동에 있어 본 사안과 같이 극명하게 정책신념이 대립되는 경우는 매우 긴 시간 동안



50 ｢행정논총｣ 제52권 제3호

의 정책지향학습과 다수의 정책중개자의 활발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 점진적으로 변동이 이

루어지거나(전진석, 2003: 224-227; 229), 한 쪽 옹호연합의 자원이 월등하여 상대방 옹호연

합을 약화 혹은 소멸시킬 때 정책변동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박용성･이재무, 2010: 201-202). 

따라서 본 유보통합 사례는 정책신념의 대립이 투철하고 양 연합의 권력관계가 대등하기 

때문에 빠른 변동을 기대하기는 불가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지향학습의 

영향력에 의한 변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3) 정책중개자 및 정책지향학습의 존재와 특성

앞서 선행이론 연구에서 고찰한 것처럼 정책중개자의 범위는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료나 정치인, 시민단체 등 누구라도 될 수 있으며, 특히 본 유보통합 사례에

서 정책변동 상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중개자는 역할에 따라 정책혁신가

(policy entrepreneur), 옹호자(advocacy), 중재자(mediator), 비난회피자(blame- avoider) 등 네 가

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이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포하고 두 옹호연합 간 권

력관계가 대등한 경우는 중재자로서 정책지향학습 기회의 제공, 관련 이해집단 간의 적대심 

완화, 대립하는 연합들의 요구를 상호 수용하는 절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최

은영･지현정, 2008: 109; 113-114). 그러나 본 유보통합 사례에서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

행해야할 관료나 시민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옹호연합의 구성원으로 모두 편입되어 중립적

으로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집단이나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며, 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창 개창에 주역이자 많은 사례에서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인들

조차 분립되어 있는 형편이다.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치권의 이견은 2013년 2월 28일 새누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소득에 무관하게 전 국민 무상교육 및 보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누리과정의 제공에 따라 어린이집 역시 유아교육과 융합되었으니 유보통합을 통한 

일원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심재철 최고위원이‘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유보

통합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감안하여 지

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한 것처럼, 여야 간은 차

치하고 같은 여당 내에서도 상이하게 표출되고 있다.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변화시켜 전략을 수정시키는 정책지향학습 또한 정책변동에 있어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본 유보통합 사례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옹호연합 사이

에 강한 갈등이 상존하고 논쟁의 장인 공개포럼이 다수 열려져 있는 등 정책지향학습을 위

한 전제가 충족된 상태에서 정책지향학습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몇 번에 걸친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지만, 양적 역동성에 비해 정책지향학습이 각 옹

호연합 신념체계의 동인을 자극해 전략을 수정하게끔 유도하는 본연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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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처우문제에 대한 조

정에 있어, 이질적인 각 시설 교사의 자격 통합을 위해 교육부는 보육교사가 1년간 보수교

육 프로그램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유아교육계

에서는“외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정 학력 이상을 

충족하고 보수교육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교사의 평균 월 급여는 187만원, 어린

이집보육교사는 167만원으로 유치원의 교사수당을 감안하지 않고도 큰 급여 격차를 보이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정부가 보육교사 급여를 유치원 교원 수준으로 올려줘

야 하는데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대안 마련의 고려조차 쉽지 않은 상태이다. 더불어 유보통

합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원화 체제가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유

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현실

적으로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2012년 1월 29일 육아정책연구

소 주최로 개최된 2013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 토론회에서 토론자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

는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유아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다른 토론자 서영숙 숙

명여대 교수는 보육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보육계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정책지향학습이 실

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시민단체와 정부, 전문가들 사이의 정책지향학습에서도 동

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보통합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중개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

책지향학습 역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중개자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와 전략을 추구하는 옹호연합들 사이의 정책불일치가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가속화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유보통합과 관련되어 명확한 정책중개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 갈등양상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유보통합은 

무상복지정책이 저변화 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유보통합에 대해 거론하기 이전까지 

장존해있었지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상태였다. 즉 정책중개자가 본 사례에서 나타

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표출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정책불

일치가 더욱 격화됨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증례로 유보통합과 관련되어 

다양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대립양상이 심화되면서 2014년 2월 14일 국무조정실이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개선 실무조직인 유보통합추진단이 공식 출범하였고, 그동안 유보통합추진위

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유보통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하

지만 정책중개자의 등장이 정책갈등의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정책변동분

석모형의 정책변동 예측 요소에서 볼 때 정책신념의 변화와 합의의 가능성이 다소 낮을 것

으로 예측되며, 유보통합의 통합관리부처를 선정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정책중개자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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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옹호연합 간 신념 대립 수준이 매우 높고 두 연

합 사이의 권력관계가 대동소이한 본 사안에 있어 정책변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중개

자와 정책지향학습의 역할이 중요함을 규정한 바 있지만 유보통합은 실효성 높은 정책중개

행위의 부재와 극단적인 정책연합 간의 정책신념대립으로 인해 정책중개자와 정책지향학습

에 의한 전향적인 정책변동은 근시일내에는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책사업가의 등장여부

정책사업가에게 요구되는 특성은 정책결정자들과의 높은 연계수준, 풍부한 가용자원, 전

략적인 태도와 다양한 전술 고려 능력 등이며, 그들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특정 정책 이

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상호 결합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

들은 어떠한 자질이 주를 이루는가에 따라, 설득력 강한 언어 구사 역량을 가진 선동가

(agitator),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력을 가진 협상가(negotiator), 인내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근면가(persistent person)의 성향을 보이게 된다. 

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정치부문 및 정책결정자와 강하게 관계되어 있고, 가용 자원이 

충분히 풍부하며, 다양한 전술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을 갖고 있는 정책사업

가의 등장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수반이자, 법안제출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함

으로써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고, 2013년 감사원장에 황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임명한 

사례와 같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

안에서 정책사업가의 역할을 대통령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법･제도적 상황에

서 정책사업가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고 독보적으로 우월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

한 대통령이 유보통합의 원천적 제안자라는 점은 희망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3년 

2월 18일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등 164개 공약과제를 상반기에 

실행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당선인 시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 문

제를 거론하며 빠르게 유보통합을 단행할 것을 밝혀왔으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유보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사업가의 성공여부는 정책신념을 실질적인 정

책으로 전환시키는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대립되는 

정책연합간의 신념과 정책이해를 정책에 투영하고 정책연합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

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원칙의 제시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간과 재원, 

역량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사업가의 등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2013

년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유보통합

은 이해집단 간 갈등이 크게 잔존하고 있으며, 재정부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 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정책을 중심으로 53

다.”라고 소회를 언급했는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상호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책 모

색은 유보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해답 없이 평행선을 달려온 현상임에도,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유보통합을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

은 시점에 대통령이 다시 과거의 답습을 주문한 것은 유보통합을 위한 역할 수행에 소극적

인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요컨대 적극적인 정책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정책상황

에서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결합시키려는 정책사업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슈들 중 화두에 있고, 아직 정책변동이 종료되

지 않은 채 변화의 시작 전에 있지만 강한 대립상태에 있는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에 대해 그 성사여부 즉, 전향적인 정책변동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이라는 효과적인 정책변동 설명모형을 의미 있게 

융화하여 정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교육부중심통합 찬성연합' 및 '교육부중심통합 반대연합'으로 지칭될 수 

있는 두 개의 큰 옹호연합이 대등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었으며, 

이를 중재해 원만한 정책변동을 유도해야할 정책중개자가 부재하고 현재 정책지향학습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한 대립양상을 가속화시킬 뿐 그 기능을 제대로 이행

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책사업가가 등장하여 정책의 창을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가시적

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결과, 현 상황이 유지된

다면 양 연합의 타협과 협의에 의한 정책신념의 변화에 근간한 이상적인 정책변동, 즉, 유

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즉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는 이루어지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소결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변동을 위한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첫째, 대등한 

자원 수준과 정책목표와 전략 간의 치열한 대립 상황은 정책변동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두 옹호연합이 강제로 자원을 감축하거나 대립을 인위적으로 경감시킬 이유는 없다. 

2)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관심사인 유보통합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유치원･
보육 일원화 체제 혹은 이원화 체제 중 우월한 체제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음 유보통합을 위한 제언은 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제외하고 단순히 유보통합이라는 정책변동에 대

한 예측의 일환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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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양 옹호연합 간 정책학습을 거부하는 자세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치하고 있는 양 연합은 모두 상대방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입장에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 이는 모두 이미 확인한 것처럼 두 연합 모두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아동과 여성 등

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근본 취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연합의 구성원인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헤게모니의 독점이라는 독점적 정책하위체계에 기인한 현상이므로 

중립적인 정책사업가가 국민여론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양 연합역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고 서로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적

극적 정책학습의 제도적 공간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한 전 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유보통합 사례는 확인한 바와 같

이 정책중개자를 담당해야할 존재들이 거의 대부분 양 옹호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정책사업가 또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겸할 수밖에 없다. 이때정

책지향학습은 당사자들의 참여는 물론 가능한 최대의 여론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사업가가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여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인 정책신념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확고한 신념하에 주도적인 

활동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사업가의 성공여부는 정책신념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사업가는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현 이원화 체제의 장점에 대한 논리는 물론 연령구분에 대한 합의 곤란, 교사 

자격 및 처우 보완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일원화체제의 단점에 대한 논리를 타파할 수 있는 

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함께 경주될 때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라는 발전적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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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for Predicting Policy Change using 

Policy Change Analysis Models: A Focus on the Integration 

Policy of the Infant Educational Welfare Management System

Jae-moo Lee & Yong-sung Park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increasing in Korea. This 
study develops and employs policy change model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policy change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welfare management based 
on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and nursery school. A systematic policy change 
prediction model was built and us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Multiple Streams Structure Framework (MSF).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wo advocacy coalitions with confrontational policy beliefs and an absence 
of policy brokers and policy-aim learning were identified and examined. The analysis 
also suggests that the positive actions of a policy entrepreneur are required and 
proposed factors needed to shape and determine the policy integrat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welfare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Keywords: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chang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Multiple Streams Structure

Framework (MS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