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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빈번히 나타나는 정책담론을 핵심으로 정책형성이나

변동을 설명하는 정책담론모형의 한국 정책변동 과정 설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그를 위해 분석대상으로 현재 전면무상보육으로 점철된 보육료지원정책을 선정하고

모형의 분석요소를 준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 정책담론모형의 정책변동 설

명력에 대해 제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보육료지원정책

의 변동과정은 정책담론모형의 외적 조건들,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정책담론과 핵심 정책신념 등 다양한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정치적 담화 전략 사용 전제에 위배되는 전략의 사용, 이슈 선점 옹호연합의 이질적 행동,

기존 연합의 핵심구성원의 상대 측 연합에 편입 등 정책담론모형의 규정과 몇 가지 상이한 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요인을 정책변화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촉발기제와 그를 근간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사업가들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담론모형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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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책변동(policy change)은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그를 동력으로 하는 합

리적 조정(주재현, 2008: 92)이라는 명목적 정의보다 훨씬 다의적(polysemous)이다. 정책형성

에 동반될 뿐 존재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개념이라는 인식(유훈, 2009: 135)이 존재하는 반면

에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수시로 나타나는 불가결한 정책수정 활동이라는 주장(양승일, 

2006: 66)까지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가 모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정책

변동은 과거 정책의 형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정책과정을 정부(government)가 주도하여 

독점적으로 행할 때보다 최근 정책행위자의 범주가 확대되어 다양한 부문의 비정부부문의 

개체와 조직들이 공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가 주를 이루면서 보다 복잡하고 역동

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변동은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속성

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빠르게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한 최적의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이다(Fischer, 2014: 344). 그에 따라 정책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욕구 분출을 반영하는 정책변동(양승일, 2014: 68)에 대한 제고는 정책의 변화 과

정에서 나타난 여러 환경적 요인과 다각적인 상호작용, 관련 개체들의 영향 관계 등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차후 유사한 정책 사례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 유의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정책변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정책분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여러 정책변동모형들이 제시되었다(Hall, 1993; 

Hofferbert, 1974; Kingdon, 1984; Mucciaroni, 1995; Sabatier, 1988). 그러나 이들 각 정책변동

모형들은 고유의 설명력을 가지고 정책변동을 해석할 수 있었지만 하나의 모형이 모든 정

책변동 사례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모든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문

태현, 2003: 126) 정책담론(policy discourse)에 의한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정책담론은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논의를 뜻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논리적

으로 주장하는 인지적 기능(cognitive function)과 공동체의 기본 가치에 대한 부합 정도에 따

라 정책의 적절성을 주장하는 규범적 기능(normative function)을 수행한다(김길수, 2011: 

178). 또한 참여의 합리성과 형평성, 상호 토론･논변을 통한 의사결정과 설득, 참여자의 자

기성찰과 사회적 통합의 진행, 동태적 학습과정 등을 함축하고, 특정 사회의 다양한 이해집

단으로부터 정책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화시킨다(박재창, 2009: 68-70; 이왕재, 

2007: 219). 이러한 의미를 가진 정책담론이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관련 요인

들과 함께 서사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 정책담론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이다. 정책담론모형은 정책과정 상 상대적으로 많은 담론이 형성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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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책변동 설명 도구로써 이미 자주 활용되었으나(Bridgman & Barry, 2002; Jones & 

McBeth, 2010; Hampton, 2011; Roe, 1994; Shanahan, McBeth & Hathaway, 2011), 국내에서는 

활용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의 정책과정 전반이 정치엘리트나 소수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적 인식을 유도

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통적 성격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끔 도모(dual framing)하는 

경우가 다분했기 때문이다(하연섭, 2010: 190-191).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

양한 욕구를 표출하는 비정부부문의 정책참여자들이 정책과정에 다수 참여하고, 조정

(coordinating)을 위한 정책담론이 형성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정

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근래 변동을 보인 정책 중 담론 양상을 보였던 정책을 채택

하여 정책담론모형이 한국 정책변동 설명에 유용한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대

상으로 보육료지원정책의 무상보육으로의 전환과정을 선정하였다. 무상보육으로의 전환은 

한국 보육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였으며, 선행연구들이 공통되게 거

론한 바와 같이(이진숙, 2012; 장수정, 2013; 황옥경, 2013), 정치권을 필두로 맞벌이와 전업

주부 가정, 학부모와 보육시설, 진보와 보수 등 다양한 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도는 보육료지원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책변동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탐색적 연구로써의 가치를 갖는다.

Ⅱ. 이론적 논의

1. 여타 정책변동모형의 의의와 한계

정책변동모형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근래부터 이루어졌으며, 다채로운 설명력을 가지고 

산출되었다. Hofferbert(1974)가 주창한 정책산출변동모형(Policy Output Change Framework)은 

역사적･지리적 조건, 사회경제적 구조, 대중정치행태, 정부기구 등 제도적 요인과 공식적 정

책전환 기제를 구성하는 엘리트의 행태가 정책변화를 결정(허훈, 1992: 76-77; 유훈, 2009: 

174)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변동에 있어 인간의 행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모형은 엘리트라는 극소수의 영향력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행태와 대립되는 속성을 갖는 사회적 담론에 대한 고려는 전면 배제되어 있다. 

Kingdon(1984)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s Framework)은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을 개량하여 정책변동 당시 불명확･불확실･복잡･혼란한 상황(ambiguity,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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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ity and confusion)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s)에 의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림으로써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책변화를 일으킨 촉발사건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정책문제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해결을 위해 정책을 변화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류지성, 2007: 202, 354; 

이재무, 2013: 570). 하지만 정치부문에 정책변동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 본 모형의 중핵적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변동에 대한 논의 역시 사회적이라기보다 정치의 흐름 상 국한되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있다.

Sabatier(1988)는 외부요인들(external factors), 장기적 연합기회구조, 하위체제 행위자들의 

단기적 제약조건과 자원, 정책하위체제라는 큰 틀에서 각각의 정책신념(policy belief)을 가지

고 있는 대립되는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들과 정책중개자(policy broker) 및 정책지향학

습(policy oriented learning) 등의 작용을 통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정책옹호연합모형(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제시하였다(Sabatier, 1988: 134-137). 본 모형은 여러 정책

변동 사례에 활용할 수 있고 설명력 또한 높아 매우 유용한 모형이지만 정책담론의 형성이

나 수행과 같은 복잡다단한 상호작용에 대해 제고하지 않으며, 담론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촉발기제에 대한 규정도 없다. 

Hall(1993)은 패러다임 변동모형(Paradigm Shift Model)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진전, 변이

의 축적(accumulation of anomalies), 실험(experimentation), 권위의 훼손(undermine the 

authority), 경쟁패러다임 간 광범위한 경합(wider contest between competing paradigms) 등에 

기인해 기존 정책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대체(paradigm shift)됨으로써 정책변동이 이

루어진다고 판단하였다(Hall, 1993: 280; 이재무, 2013: 570). 정책학습을 강조하고 정책흐름

모형과 유사한 속성을 갖지만, 외부의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근간하여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정책변동을 지극히 단순한 과정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구체성이 결여(유훈, 2009: 156)되어 

모형으로써 설명력의 한계가 뚜렷하다. 당연히 정책담론에 대한 고려는 없다.

Mucciaroni(1995)는 정책의 유지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맥락(issue context)과 이슈맥

락보다 중요하며 입법부･행정부 구성원들의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나 행태를 의미하는 제

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책변동을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이익집단 위상의 기복을 설명하였다(유훈, 2009: 156-158). 본 모형은 직접적으로 

정책담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적 맥락의 분석과정 상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담론

형태의 논의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 차원의 담론이 아니라 제한된 담론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담론 양상을 보인 사례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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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담론모형의 이해

정책을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와 가치, 활동을 위한 전략과 수단을 포괄하는 활동계획

(Lasswell & Kaplan, 1970: 71)이라고 인식했을 때, 특정 개체나 분야의 편의나 이익에 치우

치지 않는 최적의 균형적 의사결정과 수단의 선택, 이를 위한 의사소통은 전체 정책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은 이러한 의사결정과 선택, 의사소통에 있어 여론의 

동의를 얻거나 우호적 여론의 형성,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조성 등의 형태로 정치

적 효과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된다(강국진･김성해, 2011: 

219). 그렇기 때문에 정책담론에 의한 정책과정은 특정행위자가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

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상호 담론적 작용을 통하여 특정 이

해관계가 정당화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McBeth, Shanahan, Arnell & Hathaway, 2007; 

Shanahan, Jones & McBeth, 2011). 더불어 정책담론을 구성하는 특징적 구성요소 중 하나가

‘담론의 줄거리(storyline)’이다. 담론의 줄거리는 행위자들이 현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다양한 담론적 범주를 인도해주는 일종의 생성적 각본(script)으로, 이를 제고함으로써 문제

의 정의와 원인에 대한 설명, 문제가 야기한 결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적 결과 등에 

대한 담론에 부여되는 의미구조 파악이 가능하다(Mosler, 2011: 40-42). 정책담론모형은 이러

한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졌다.

정책담론모형은 정책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써 다음 네 가지 필수 가정을 설

정하고 있다. 첫째, 정책담론은 정책과정 중심에 존재하며, 둘째, 정책담론은 미시적(micro), 

중시적(meso), 거시적(macro) 등 관점에 따라 3개의 분석단위로 구분되어 다루어진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 이익집단들, 언론 등 광범위한 행위자들에 의해 발생되고, 넷째, 정책담론을 

통해 정책정보의 조직화와 전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정책신념이 전환됨으로

써 정책과 사업들이 수립된다(Shanahan et, al., 2011: 540).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는 정책담론

모형의 분석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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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단계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분석단위 개인적 단위
집단/정책하위체계 내 

옹호연합
제도적/문화적 단위

담론의 구조적 
구성요소

담론 내 등장개체, 구성, 
해결방안, 인과메커니즘

담론 내 등장개체, 구성, 
해결방안, 인과메커니즘

불명

분석변수의 종류

담론내용(정체성 단정, 
정체성 위협), 

개인적 특성들(인구 
통계학적, 이념적, 

이슈에 대한 지식, 성별)

정치적 담론 전략(승자와 
패자의 식별, 비용과 
편익 구조, 응축된 

상징의 사용, 정책대리,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불명

이론적 인과관계의 
동인

합치와 불일치, 준법과 
위반, 담론 전달수단, 
서술자에 대한 믿음 

정책신념, 정책학습, 
공공의견, 가설, 갈등의 

범위
불명

행위자 유형
(변화의 동기유인)

다양한 개인 유형이 
적용됨

다양한 집단 유형이 
적용됨

행위자 유형 파악 
불필요

자료 : Shanahan et, al., 2011: 541의 내용을 재구성

<표 1> 정책담론모형의 관점별 분석내용

가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담론모형은 분석단위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되는

데, 미시적 관점의 분석은 개인적 단위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개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

담론으로 확장시키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중시적 관점의 분석은 집단과 정책하위체

계 내 옹호연합 단위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옹호연합이 그들의 정책신념을 근간으로 정책담

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정책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끝으로 거시적 관점

의 분석은 세부 분석을 위한 변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정책담론이 정책 산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적･문화적 규범을 형성하는지 초점을 맞춘다(Shanahan et, al., 2011: 

540). 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세 가지 관점의 분석 중 정책변동을 포함한 정책결정과 형

성에 대한 제고에는 정책적 요인에 집중하고 있는 중시적 관점의 분석이 적절하다. 

중시적 관점의 분석이 갖는 담론의 구조적 요소는 문제 상황이 설정되었거나 설정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며(setting or context), 담론 내 등장하는 인물(characters)과 정책담론의 

구성(plot)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해결방안이 윤리성을 내포해야 한다(Moral of Story 

in policy solution). 여기서 문제 상황이란 강렬한 감정적 갈등이 정책분야에서 충돌하는 정

책문제를 뜻한다. 무언가 대립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대

립이 나타나는 기관이나 지역 등 공간적 범위는 특정 범주에 한정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Ney, 2006: 152). 정책 담론의 구성은 정책과정 내에서 나타난 개별적 사건의 나열이다. 단

순히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포함해 내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하며, 담론 내 

여러 의도와 부주의, 사고와 인과관계의 메커니즘 등을 설명해준다. 담론 내 등장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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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담론행위자(actor)로 별칭 되며, 영웅(heroes) 혹은 동맹(allies), 악당(Villain) 혹은 적

(enemies), 피해자(Victim)로 지칭되는 세 가지 범주의 특성을 갖는다. 해결방안이 가져야 하

는 윤리성은 담론은 반드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교훈적 활동으로 바람

직한 행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Jones & McBeth, 2010: 340-341).  

정치적 담론 전략은 첫째, 승자와 패자를 정체성으로 채택하는 전략(Identifying winners 

and losers)이다. 특정 이슈에 대하여 자신들의 옹호연합을 결속시켜 정책독점 지위를 유지하

려고 하는 경우 승자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반대로 패자를 언급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신념을 확대시키고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둘째,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

(construction of benefits and costs)이다. 이슈를 선점한 옹호연합 측은 이슈를 정의함에 있어 

정책편의를 부각시키고 정책비용은 희석시켜 대중의 관심을 얻고 이슈를 확장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슈의 선점에 실패한 측은 정책비용을 도드라지게 부각시켜 이슈를 재정립하여 당

시까지 무관심했던 시민들을 동원하여 정책균형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때 편익과 비용 어

느 쪽을 부각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전략이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이다. 셋째, 응축된 상징의 

사용 전략(the use of condensation symbols)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찬성하는 쪽 옹호연합이

나 반대하는 쪽 옹호연합이나 모두 담론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서술하기보다 복잡한 개념어

를 압축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응축된 상징 사용 전략은 의미 전달의 용

이함에 기인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호나 함축된 언어를 사용하는 전

략이다. 넷째, 정책대리 전략(The Policy Surrogate)이다. 현재의 정책담론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소수 개체나 집단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이다. 이때 이름

이 언급되거나 지적 받는 개체나 집단은 정책적 희생양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정책대리 전

략이라고 명명된다. 다섯째,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Scientific Certainty and 

Disagreement)이다. 이슈를 점유하고 있는 옹호연합은 특정 이슈를 과학적 확실성 측면에서 

정의하여 논란을 근절하고자 한다. 반면 이슈 점유에 열세인 옹호연합은 과학적 결과를 근

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과학적 확실성에 합의된 사실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통해 담론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

고자 활용하는 전략이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이다(McBeth et. al., 2007: 90-92).

3. 연구의 분석모형

본 연구는 중시적 관점 분석의 가정을 기반으로 Shanahan et. al.(2011)이 제시한 정책담론

모형을 선용하였다. 해당 모형은 대표적 정책변동모형이자 대립하는 옹호연합과 정책신념을 

근간으로 하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조를 차용하여 정책 산출까지의 과정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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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모

형의 도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책옹호연합모형 구조를 차용한 중시적 관점의 정책담론모형

자료 : Shanahan et. al., 2011: 543 그림을 재구성.

세부적으로 분석요소를 살펴보면, 외적 조건들은 정책의 창출과 변화에 있어 정책하위체

제에 부단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칭하며, 외부환경 변화(external environment 

changes),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적 맥락의 변수들(relatively stable parameters cultural 

context), 여론(public opinion)으로 구성된다. 외부환경 변화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통치

연합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들의 변화, 과학적 정보의 변화로 세분화되고, 옹호연

합이 구성되고 그들이 핵심 정책신념을 바탕으로 정책담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Shanahan et, al., 2011: 545).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적 맥락의 변수들은 사회적 역사와 

경제적 역사,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등이 해당되며, 종교를 바꾸는 것과 같이 변화 속도가 

더디고 속도가 더디고 범위도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 범위를 한정하고 

정책하위체제들의 신념체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전진석, 2003: 214-217). 여론은 옹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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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들이 정책담론을 형성함에 있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약이 되거나 자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정책 산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책하위체제는 정책행위

자로서 정책과 직접 관련된 관료, 정치인, 각종 이익집단 등 철의 삼각(iron triangle)을 비롯

하여 언론 혹은 학계 등 정책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이해관계자를 모두 아우

르는 공동체 개념이다(이원영, 2008: 71-72). 보편적 정책변동의 기본 분석단위이며, 외부조건

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정부나 민간 행위자들의 참여수준에 따라 개방성과 폐쇄성

이 갈음된다(김순양･이지영, 2009: 107). 옹호연합은 정책행위체제 내에서 유사한 정책신념을 

가진 개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결속한 연합체이다. 협력을 전제하기 때문에 조정

기제를 가지며 특정 정책에 대한 연합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시킬수록 옹호연합의 생명력이 

커지고 발전하게 된다(Sabatier & Weible, 2007: 128). 신념체계(belief systems)는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행위자들의 이합집산을 창출하는 각 옹호연합이 갖는 정책과 관련된 믿음이다. 옹호

연합의 이념적 기반이자 전략의 근원이지만  거의 대부분 상충되며(Sabatier, 1993: 31), 가장 

본질적인 신념으로써 바뀌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심층적･규범적(deep･normative) 핵심신

념, 규범적 공리 달성을 위한 기본적 전략으로 심각한 상황 변화 이외에는 변화가 어려운 표

층적･정책(near･policy) 핵심신념, 앞의 신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의 선택에 활용되기 

때문에 협의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는 도구적･2차적(instrumental･secondary aspects) 정책신념

(policy belief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abatier, 1993: 31; Sabatier & Jenkins-Smith, 1999: 133). 

기타 승자와 패자의 결정, 정치적 담화 전략, 결집과 확장 등 나머지 요소는 상기 기술한 내

용과 같다. 정책과정의 산출물로써 정책의 현상유지 혹은 변동은 이상의 과정의 최종 과정에

서 보다 강한 권력을 보유했거나 담론전략에서 성공한 연합의 취지대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정책담론모형 분석변수들을 준거로 한국의 보육료지원정책이 무상보육

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보육료지원정책의 변동과정이 정책담론모형의 가정들과 일

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한국 정책의 변동에 정책담론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Ⅲ. 보육료지원정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

1. 외적 조건들

1) 외부환경의 변화

보육료지원정책과 관련된 외부환경의 변화 중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확연하게 2가지 

양태로 구분된다. 일제 폭압과 해방, 한국전쟁 이후 심각한 국제적 냉전이념 대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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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근대화의 행보를 진행하던 과거 한국 사회는 보육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을 정책관심

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이 상황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다방면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심각했으며, 무엇보다 여러 사회적 혼란과 격동에 기인해 국가와 민간이 모두 재정

적으로 극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 시기 한국 사회 내 정부를 비롯한 구성

개체들의 관심사는 의식주 문제의 우선 개선과 같은 생존과 직결된 원초적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었으며, 개발과 성장지향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선택

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1971년 국내총생산(GDP)이 약 3

조 4천억 원에서 2013년 1,428조 2천억 원으로 420배가 넘게 성장한 것처럼 사회의 재정적 

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 역시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그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생활 정도가 윤택해지고 지적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국가나 사회적 경제 중심적 정

책보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에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

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정적 어려움과 조세 부담 등의 논란에도 정치 부문

의 이해관계까지 개입되어 보육정책을 비롯한 복지 사업과 제도들이 다변화되고, 새로이 창

출되고 있다(이재무･김형수, 2013: 66). 요컨대 보육료지원정책이 무상보육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조건은 보육정책을 고려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곤궁하였던 상태

에서, 무상보육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만큼 여유로워지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상태로 변화

한 것이다. 

통치연합들의 변화에서, 통치연합은 한국의 경우 정부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 

보육정책은 가장 최근의 정책형성 및 집행구조조차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진퇴를 반

복하여 형성하는 연합 형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체제가 완전히 구축되

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재무･조경서･송영선, 2012: 28). 따라서 통치연합의 변화는 

각 시기별 정부의 근간 통치 이념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1990년대 초반 

산업근대화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전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기 

전까지의 정부들은 정책기조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맞추고 있었다. 1960년대까지 각 정

부는 절대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을 포함한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기조를 

구호에 국한하였으며, 이후로는 반드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주

의 원칙에 기초한 잔여적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박병현, 2011: 449-451).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 정책기조와 이전과 달리 보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91년 영유아복

지법의 제정과 함께이다. 영유아보육법이 마련되면서 한국 보육정책은 정책수립과 집행에 

법적 권위와 일관성･통합성을 갖게 되었고, 환경변화에 합리적 대응, 민관의 적극적 협력 

유도, 지역 간 보육 불균형 개선, 시설･전문 교사 부족 해소 등에 대한 단계적 해결이 시도

되게 된다(이재무･송영선, 2012: 380). 보육료지원정책의 시초이자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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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최초의 보육료 지원정책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 역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요약하면 통치연합의 변화, 즉 정부의 통치 이념의 

변화는 구호나 선별주의 중심적 기조에서 보편주의를 중시하는 정책기조로 변화한 것이다.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들의 변화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며 보육료지원정책이 무상보

육으로 전환된 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무상급식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다. 무

상급식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진행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원희룡 의원의 공약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여당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당론으로, 야권은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대립하였는데,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은 여

당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은 야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무상보육 시행에 대해 대립하

여 갈등을 빚고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한다. 결국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조례 통과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조례안 무효에 관한 법정 공

방과 무상급식 시행 무효 주민투표가 행해졌지만 모두 무상급식 시행을 찬성하는 측 의견

대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고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결과 진보진영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

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무상급식이 시행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무상버스 공약이 제시될 

정도로 속칭‘무상복지 시리즈’는 만연되고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

지인식이 사회적으로 근저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전에는 이용비용이 소요되던 다양한 분야

의 제도와 사업들이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여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정책형태로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고 무상급식정책처럼 실제 집행됨으로써 무상보육의 당위성 근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외부환경의 변화 중 과학적 정보의 변화는 보육료지원정책과 관련되어 

직접적인 양상을 보인 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2)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적 맥락의 변수들

현재 무상보육으로 점철된 한국의 보육정책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보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수시로 변하고, 비교적 점진적･소극적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김영모, 

1995: 2).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탁아소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다. 특히 영세민과 

맞벌이 부부의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한 양육서비스 지향적‘탁아사업’이 196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세계인권선언(UDHR), 아동권리협약(CRC)  등 

주로 국제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으며,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활동의 근간이 되었

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명시된 보육정책 없이 외국의 원조에 의존한 영유아보호에 편중된 

구빈적 사업이 전부였다(이진숙･이슬기, 2013: 110). 1980년대에도 뚜렷하게 보육정책으로 

규정할 정도의 국가적 관심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탁아 관련 부처들이 다원화되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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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도 적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순히 보호의 기능에만 치중하던 탁아사업이 급속한 도

시화와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교육기능이 내재된 형태로 변화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윤기영, 1984: 18).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 

어린이집을 흡수해 운영되기 시작한‘새마을유아원사업’이러한 특성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본 

사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단순한 영유아의 보호 개념을 교육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부각시

키는 계기가 된 교육서비스 지향 정책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

기로 보육정책은 대대적으로 전환된다. 민간중심의 보육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보육이 강조되었으며, 양성평등이 정책표면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진숙･이슬기, 2013: 112-114). 특히 21세기 다원화 지식기반사회로 사회상이 변혁되고 사

회문제 역시 노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편 요구

와 급변하는 양육환경에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보육(Public child care programs) 체제

가 강력하게 요구되기 시작하였다(표갑수, 2004: 1; 봉민근, 2009: 589). 그에 따라 2012년 만

0-2세 영아에 대해 보육료 무상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고, 2014년 현재 전면 무상보육이 실

시되고 있다.

보육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근래에 들어서야 존재한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될 당시

에도 보육정책은 별도의 부문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태동

한 1991년 예산을 보면 탁아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27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1,437억 원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보육사업 예산이 1,457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5배가 넘게 늘었다. 이어 2004년 여성복지부로 예산이 이관되기 직전 보육예산은 

4,037억 원이었으며, 다시 보건복지부로 예산이 재이관된 2008년 보육예산은 1조 5,834억 원

이었다.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다는 취지로 편성된 2014년 보육분야 예산은 5조 3,279억 원으로 2013년 4조 1,778억 원에

서 26.5%가 증가하였다. 또한 보육정책과 관련되어 수익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보육

시설 수는 2013년 기준 43,770개소로 2012년 42,527개소, 2011년 39,842개소에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률 역시 2013년 기준 63.3%로 2012년 62.0%, 2011년 54.1%에서 

증가하였다. 다만 보육아동 수는 2013년 기준 1,486,9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처음 미

세하게 감소되었다. 무상보육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은 2013년 2조 5,092억 원, 

2014년 3조 3,330억 원이었다.(보건복지부통계포털, stat.mw.go.kr; 국회예결산정보시스템, 

nafs.assembly.go.kr). 

보육정책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는 이상의 내용에서 갈음할 수 있다. 먼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정부 자체적 견해는 영유아의 단순한 보호에서 선별주의적 지원, 보편주의적 

지원까지 정책의 창출과 집행을 전담하는 주도자(leader)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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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약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나타난 보육관련 사업이나 제도들이 복지이념 변화에 충실

한 편이고, 그에 맞춰 예산이나 활동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방증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는 다소 단순하다. 절대적 빈곤에 의한 곤궁함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던 시기에는 정부역할의 기대나 견해가 거의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와 사회 전반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비로소 보육에 관한 관심이 생성되었

고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정된 복지정책을 제공해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즉 

정부가 복지의 충실한 공급자 및 배분자(supplier and distributor)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지양과 생산적 복지(workfare)가 최근의 통상 견해인 것처

럼 대체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분되어 있다(오세훈 외, 2005: 258).

3) 여론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여론은 일단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2년 1월 29일 연합뉴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연구’를 인용한 기사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1.5%가 무상보육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2013년 1월 21일 동아일보에서 역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내용

을 보면, 만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지원찬성 의견(56.1%)가 반대(41.5%)보

다 우세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민들은 보육료지원정책의 근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

적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권신문이 2012년 9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기사에 따르면, 2012년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지 

7개월여 만에 폐기된 사실에 대한 여론의 의견은‘지원 폐기에 반대한다.’즉 무상보육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41.5%)이 반대한다는 의견(40.9%)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갤럽이 2012년 7월 실시한‘만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

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73.0%)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22.0%)보다 훨씬 많았으며, 2013년 5월 실시한‘만0~5세 영유아에 대한 소득에 상관없

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소득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

보육 의견(75.0%)이 정부의 국비지원 증가를 통한 전면 무상보육(20.0%)보다 압도적으로 많

았다. 이처럼 무상보육을 포함한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균형적인 대립상태

를 보인다. 이와 같은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단기적이지만 여론이 제공하는 자원과 제약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 추정된다. 차후 여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논의는 아래 변동요소의 분석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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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하위체제 분석

1) 무상보육정책의 전개과정 및 옹호연합 별 핵심 정책신념

무상보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몇 번의 거론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상황의 표면에 

나타나게 된 것은, 선별적 대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보육료 지원을 2010년 3월 

18일 한나라당 당정회의에서 2015년까지 만0-5세 중산층 및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결정되고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중산층 및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에 맞추어 이루어지다가,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관계부

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2012년부터 전 계층의 만5세 아동의‘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발표하고, 이어 당정이 2012년부터 만0-2세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을 결정함에 따

라 만3-4세를 제외한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되게 된다. 그러나 만0-2세, 만5세에 대한 전면무

상보육을 실시한지 불과 7개월만인 2012년 9월 재정문제로 인해 전면무상보육 정책이 전격 

폐지되고, 다시 ‘선별무상보육연합’의 정책신념과 같이 부모의 소득 수준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 소득하위 70%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

로 대체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했던 전면무상보육

정책 관련 공약으로 다시 재조정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에 대한 가정 바우

처 및 기본보육료 시설 지원 등 지원수준이 2012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아동을 보육시

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월 10~20만원씩 연령에 따라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며, 만

3-5세는 모두‘누리과정’대상으로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전면무상보육정책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상의 무상보육정책의 전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무상보육정책의 전개과정

이상의 보육지원정책이 무상보육으로 전환된 과정과 관련되어 나타난 옹호연합은‘선별무

상보육연합’과‘전면무상보육연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별무상보육연합’은 새누리당(한나

라당)을 포함한 보수성향의 정치권 및 시민단체가, ‘전면무상보육연합’은 민주당(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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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정치권 및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다. 이들 두 연합의 세력

은 매우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전개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입장 차이로 인해 대

립하였고, 직접적인 보육정책 관계행위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학

부모와 보육기관 등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각 연합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적

인 여론 역시 보육료지원의 원론적 취지에는 여론이 찬성하는 입장이 크지만, 무상보육의 

운용 상 세부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 연합을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약이나 지원의 수준 차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각 연합의 정책담론의 요지에서 나타나는 정책신념은 다음과 같다. '전면무상보육연합'은 

사회정의의 실천이라는 가치를 핵심신념으로 갖는다. 최근의 보육정책 핵심은 저출산 및 고

령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국가가 감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라고 믿으

며, 부유층은 실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납세자 계층인데 부유하다는 이유로 국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수

혜대상자 선별이나 관리에 오히려 더 많은 행정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유세 

등의 세제 개편과 예비비 집행, 추경편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선별무상보육연합'은 공정하고 형평성 확보라는 가치를 핵심신념으로 갖는다. 즉 전면무상

보육의 경우 재벌의 자녀들까지 무상보육의 지원을 받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

므로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무상보육은 선거에서 승리

하기 위한 무리한 포퓰리즘 일 뿐,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를 위한 재정이나 보육환경 측면의 

제고도 부족하고, 중상위 계층이나 학부모의 이기심에 기인하는 비효율 때문에 사회 전반적

으로는 실질적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다분하다고 믿는다. 

2) 정책하위체제 구성요소별 분석

앞서 확인한 것처럼 무상보육정책은 네 번의 변동과정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각 변동의 시점에 맞춰 세분화하여 형성된 담론과 그에 따른 정치적 담화 전략을 파악

하였다. 

첫째,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던 보육료 지원 정책이 2011년 중산층 및 소득하위 

70% 가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정책으로 전환된 1차 변동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선별적 지원 방식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실체적 

정책이슈로써 무상보육이 등장한 것은, '선별무상보육연합'의 구성원으로서 당시 이명박 대

통령 후보가 2007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며‘하위 60% 가정의 만0-2세 아동에 대한 보육

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과 전체 가정의 만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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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 기원한다. 이어 무상보육과 관련된 의견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만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계속된다. 결국 이 두 번의 선거는 모두 여당의 

승리로 귀결되어 무상보육정책이 영향력이 있었음을 방증되었다. 이때까지 무상보육과 관련

된 정책담론은 동아일보 2007년 10월 31일 ‘재원 없는 거품 복지공약보다 정도 경제정책을’, 

세계일보 2007년 12월 4일 ‘공약실현 가능성 따져보니’등과 같이 주로 재정과 관련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예산배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달성이 가능하다

는 의견과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주요 담론을 형성하였다. 선별적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던 상황은‘선별무상보육연합’이 정책이슈를 주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선별

무상보육연합’이 승자의 정체성을 표명하고, 세계일보 2007년 6월 15일‘이명박 정책구상, 맞

춤형 복지로 빈곤 탈출’, 내일신문 2008년 1월 7일 ‘자율･효율성 강조, 맞춤형 복지로’의 기

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선별적 무상보육정책의 점증적 실행을 맞춤형 복지라는 표현을 

반복되어 사용하는 응축된 상징의 사용 전략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비용과 편익구조 

전략 역시 동원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정책담론모형에서는 이슈를 선점한 옹호연합은 정책

편의를 부각시키고 정책비용은 희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례에

서는 반대의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전면무상보

육을 실행하게 되면 심각한 재정적 파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력을 결집시키

고자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에 대한 대립이 본격화되기 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정책대리 전략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과학적 확실성과 불일치 전략은 본 정책이 자

연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전면무상

보육연합’은 원론적 측면에서 비판적 담론이 있었을 뿐 무상보육에 대해 자신들의 신념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야권을 중심으로 무상보육정책으로 승리한 여당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전면무상급식’이라

는 무상복지정책 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전면무상보육연합’은 전면무상

급식에 무상보육정책을 내재시켜 보편적 복지라는 응축된 상징의 사용 전략을 활용하게 된

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면무상급식이라는 이슈에 대항하기 위해 '선별

무상보육연합'은 중산층 및 소득하위 70% 가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내세우며 보다 강한 선별적 무상복지 제공에 대한 신념을 중심으로 결집을 꾀하게 

된다. 이 시기의 정책담론이나 정치적 담화 전략은 앞서 두 번의 선거 때와 크게 달라진 것

은 없으나 이때의 무상보육정책 안은 야당의 전면무상급식 안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책 

성격이 강해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2012년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계획이 이미 마

련되어 있음에도 시일을 2015년으로 미룬 것은 기존 계획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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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고 비평한 것(복지동향 편집부, 2010: 28-29)처럼 정책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다수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6.2 지방선거는 여당이 패배하였지만 기존

의 선별대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식이 중산층과 소득하위 70% 가정의 아동들에게만 보육

료가 지원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을 뿐‘선별무상보육연합’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시기의 정책변동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각자 정치적 담화 

전략을 활용하여 결집과 확산을 시도하였으며, 결과 정책의 현상유지 혹은 변동이라는 기존 

정책담론모형의 틀에 부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2011년 중산층 및 소득하위 70% 가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이 2012년 전체 계층 가정 만0-2세,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2차 변동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선별무상보육연합'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

통령은 2011년 1월 3일 신년 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배제한 맞춤형 복지를 거론하면서 

단계적으로 복지 수준을 상황에 맞춰 개선해나갔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맞춰 2011년 5월 전체 계층 가정 만5세에 대하여‘누리교육’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

을 도입함으로써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연령대는 기존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공표한다. 국민일보 2011년 5월 2일‘만5세 무상교육, 최소한의 양질 교육 동등하게, 선거 겨

냥한 票퓰리즘 시각도’,  한국일보 5월 2일‘재원 마련이 관건, 세수 늘고 초중고 예산 줄어 

충당 가능’등의 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된 정책담론 양상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

진 것은 없었으나, 세계일보 2011년 5월 2일‘교육계 대체로 취지 공감, 일각 실효성 의문’, 

한국일보 5월 2일‘만 5세 무상교육 내년 첫발, 유치원･어린이집 대체로 환영’등의 기사내용

과 같이, 영유아기의 경험이 후속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OECD 회원국들이 유아기에 대한 교육과 보

육의 국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나정, 2002: 46) 근거로 만5세 아동에 대한 지원 자

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기존 선별적 무상보육이라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

기 때문에‘선별무상보육연합’의 전략도‘생애맞춤형 복지’라는 새로운 상징적 표어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상황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경향신문 2011년 1월 23일‘한나라 복지 

때리기 멈칫’, 경향신문 5월 2일 ‘만5세 의무교육, 모든 계층에 혜택, MB 선별적 복지 바뀌

나’등의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선별무상복지연합’내부에서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

할 정도로 기존의 보수 일변도의 담론 양상이 다소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반면, '전면무상

보육연합'은 이전까지 무상보육에 있어서 '선별무상보육연합'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관

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편이었으나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계기로 민주당이‘3+1(무상급식･
의료･보육 + 반값등록금)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무상보

육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자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된다. 이들은 일단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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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슈의 선점에는 실패했지만 패자의 정체성을 선택함과 동시에, 문화일보 5월 4일

‘민주 5세 무상보육, 우리가 원조’, 경향신문 5월 10일‘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복지정책, 

시혜 아닌 국가 의무’의 기사 내용과 같이 보편적 복지의 유용함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하

고, 이 과정에서‘3+1정책’등과 같은 응축된 상징의 사용 전략을 채택하여, 어린이집과 유치

원 비용의 100% 지원을 통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로의 대전환 등 정책의 편익을 적극적으

로 부각시키는 비용과 편익구조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다만 동아일보 2011년 1월 20일‘민

주 내부 거세지는 무상복지 역풍’의 기사내용에서 지적한 것처럼‘전면무상보육연합’측에서

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승자와 패자의 

정체성을 표명한 각 옹호연합이 결집 혹은 확산, 독점유지와 동원화의 과정을 거치는 도중

에 돌발적 상황이 나타난다. 이미 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결정된 상황에서 2011년 11월 

29일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이 만0-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전면무상보육연합’의 신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다. 다만 예산편성에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여 만3-4세까지 무상보육 범주에 포함시키지 못

하고 결국 만0-2세까지만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무상보육정책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으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이 때 형성된 담론을 보면, 문화일보 2011년 12월 1

일‘임기 말 퍼주기 식 예산폭탄 만성 적자국 자초한다’, 중앙일보 2011년 12월 2일‘망국적 

포퓰리즘이라더니, 복지 강화하는 與’등과 같이 모두 재정과 포퓰리즘에 관한 것이며, 그동

안 선별주의를 고수해온‘선별무상보육연합’의 이질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왜냐

하면 규범적 공리의 달성을 위해 표명하는 기본적 전략에 관한 본질적 입장을 의미하는 정

책 핵심신념은 쉽게 바뀔 수 없다(Sabatier, 1993: 31; Sabatier & Jenkins-Smith, 1999: 133). 

그럼에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선별주의를 강력하게 고수했던‘선별무상보육연합’이 

태도를 너무 쉽게 달리했기 때문이다. 즉 본질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한 비판이 집중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책 핵심신념이 쉽

게 바뀔 수는 없지만 심각하거나 지대한 영향력의 상황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

화가 가능(이재무･박용성, 2014: 35)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복지에 관하여 헤게모니를 차지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시기의 

정책변동은 결과론적으로‘전면무상보육연합’의 정책담론과 신념에 따라 보편주의적 무상보

육정책으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전면무상보육연합’의 담론

과정에서의 전략과 확산의 승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승자와 패자의 구분, 정치적 담화 

전략의 활용이 명확한 상태를 유지하던 중, 승자 측의 정부 여당이 돌연 패자 측과 동일한 

정책신념을 옹호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치적 담화 전략을 통해 정책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정책담론모형의 틀에서 제시한 정책변동 양상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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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2012년 전체 계층 가정 만0-2세,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전면 철폐되고,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소득하위 70% 가정의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

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3차 변동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말 갑작스럽게 예

산이 증액 편성되어 전 계층의 가정 만0-2세와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전

면무상보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2012년 초의 정책담론은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문제와 보

수･진보의 이념 대립이라는 기존 양상에 다양한 가치 대립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문화일보 2012년 1월 25일‘또 떠도는 평등지상주의 망령’, 동아일보 2012년 1월 25

일‘복지약속 쏟아내는 여야, 재원은 누가 만드나’, 세계일보 2012년 3월 27일‘세금 아껴 맞

춤복지 vs 재벌 증세로 보편복지’ 등 기존의 정책담론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 새롭게 

경향신문 2012년 1월 6일‘전원책 부끄럽다, 박세일 보수･진보 융합’,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31일‘정부･여당 입에선 사라진 복지 포퓰리즘’ 등 노선을 변경한‘선별무상보육연합’의 중추

인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조선일보 2012년 3월 13일‘보육시설 보내야 할 3-5세에, 안보내

면 양육수당(집에서 키울 때 주는 돈) 준다는 이상한 공약’, 동아일보 2012년 3월 15일‘잘못 

설계된 만0-2세 무상보육’등 영유아 무상보육 방식의 옳고 그름, 한국일보 2012년 1월 10일

‘무상보육 우선순위 선결이 정책 헛돌기 막기 위한 첫걸음’, 동아일보 2012년 3월 23일‘국공

립 어린이집-양육수당 쏙, 알맹이 빠진 보육대책’등 전업주부 가정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양

육수당의 적절성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담론 주제도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보

육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려되었던 재정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계일보 

2012년 6월 4일‘MB 재정난 지자체, 도움 요청 안 돼’, 서울신문 2012년 8월 3일‘지자체, 정

부 무상보육 대책 수용 못해’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매우 격렬한 갈등까지 빚어지

게 되어 담론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동아일보 2012년 6월 

15일‘0-2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결국 패자뿐이다’, 문화일보 2012년 6월 18일‘무상보육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신문 2012년 6월 19일‘무상 복지정책 포기한 日 민주당 본 받아라’등 

보편적 무상보육에 대한 원론적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고 대세를 

이루게 된다. 또한 원래의 담론 대립 양상으로 돌아가 국민일보 2012년 7월 4일‘선별적 무

상보육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문화일보 2012년 7월 4일‘전면무상보육 더 늦기 전에 선별

로 전환하라’등 정부여당을 제외한 기존의‘선별무상보육연합’의 입장이 다시 표면에 두드러

지게 나타나게 된다. 결국 전면무상복지정책을 선택한지 7개월여 만인 2012년 9월 24일 정

부가 공식적으로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선별적 무상보육 체제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 담론의 내용이나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략은 거의 없다. 전면무상보육정책 자체가 옹호

연합 별 이념과 가치에 맞춰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라 4.11총선을 앞두고 정쟁적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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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이질적인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판단해보면 전면무상보육정책이 폐기되고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된 

것은 양측 옹호연합이 각자의 정책신념에 따라 정책담론 과정을 유지하던 가장 초기의 형

태로 환원된 것이다. 즉‘선별무상보육연합’은 정책비용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다시 소

득수준과 맞벌이･전업주부를 구분하여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합리성을 주장하며 

결집을 시도하였으며, ‘전면무상보육연합’은 무능한 정부를 부각하며 4대강 사업 등 재정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충분히 운용이 가능했던 전면무상보육을 철폐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

로 공략하며 정책대리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넷째, 2012년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소득하위 70% 가정의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

하는 정책이 2013년 전체 계층 가정 만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

환된 4차 변동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2012년 10월 18일‘앞뒤 모르고 스

웨덴 따라 하기’, 문화일보 2012년 10월 19일‘복지는 공짜 아니야, 포퓰리즘 공약 재정건전

성 해칠 것’등과 같이 전면무상보육정책이 폐기된 이래로 재정문제라는 선험적 정책비용 측

면을 부각시켜 선별적 무상보육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선별적 무상보육정책 기조를 유지하

려고 시도하던‘선별무상보육연합’은 입장 번복에 따른 비판적 여론과 함께 기존의‘선별무상

보육연합’의 구성원이던 여당이 입장을 선회하여‘전면무상보육연합’의가치를 옹호하게 됨에 

따라 세력의 결집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

령까지 보편적 복지를 선언하며 전면무상보육정책을 주창함으로써‘전면무상보육연합’이 정

책에 관한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 다시 전면무상보육정책으로 정책이 전환되게 된다. 이 시

기‘선별무상보육연합’의 전략은 전술한 것처럼 실제 경험한  재정적 문제를 근거로 전면무

상보육은 불가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집중하였으며, ‘전면무상보육연합’은 동

아일보 2012년 7월 20일‘무상보육선별지원을 vs 대국민약속 지켜야’, 조선일보 2012년 9월 

25일‘박근혜 0-2세 무상보육 약속 지켜야, 정부 방침 반박’, 서울신문 2012년 12월 25일‘국민

과의 약속, 완급과 경중 가리길’등과 같이‘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응축된 상징이 다수 사용되

어 확산이 시도되었다. 또한 국민일보 2012년 11월 13일‘서울 자치구, 무상보육 확대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한국일보 2012년 11월 13일‘착한 정치의 함정’재정과 관련된 담론 역시 부단

하게 형성되었지만, 동아일보 2012년 11월 13일‘무상보육에만 연 7조, 화려한 복지공약, 재

원대책은 빈칸’의 기사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재정과 관련된 담론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양 연합의 중추인 정치권이 모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자세

를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한겨레신문 2012년 10월 17일‘보육, 사회보험으로 해

결하자’, 경향신문 2012년 10월 14일‘아동수당제 도입, 무상보육의 대안이 될 수도’등 새로

운 방안에 대한 담론도 많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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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의 논의

<그림 3> 보육료지원정책 변동과정 상 각 연합 구성원과 정치적 담론 전략의 추이

앞 절에서 확인한 보육료지원정책의 변동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하고 그에 따른‘선별

무상보육연합’과‘전면무상보육연합’의 구성원과 전략의 추이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기본적으로 보육료지원정책의 변동과정은 다양하게 형성된 정책담론이 정치권과 여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의 변화를 유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활용된 전략 등이 정책담론모형

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변동 과정 상 분석요소들과 부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을 통

해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담론모형의 분석구조와 상이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첫째, 전체 변동과정에서 양 연합은 명확한 비용과 편익구조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형의 전제와 달리 이슈를 선점한 옹호연합 측이 정책비용을 부각시키고 정책편의를 희석

시키는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 계층가정 만0-2세 및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승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력의 결집을 추진하던

‘선별무상보육연합’이 갑자기 패자 측인‘전면무상보육연합’의 신념과 전략을 모방하여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된 점이다. 셋째,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회귀된 이후 다시 2013년 전면

무상보육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선별무상보육연합’의 핵심구성원이던 여당과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와 척을 지고‘전면무상보육연합’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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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면무상보육정책을 관철시킨 점이다.

이중에서 첫 번째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의 상이함은 담론의 궁극적 대상인 정책의 유형

에 따른 전략적 방법론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즉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복지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몰비용의 성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한‘선별무상보육연합’은 비용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으며, 실제 

대립하는‘전면무상보육연합’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했고, 비용과 편익 구조 전략을 통해 

결집이나 확산을 꾀했기 때문에 모형의 규정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모형의 수정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선

별무상보육연합’의 구성원들의 일부가 자신들의 정책신념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상대측 연합

에 동조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12년 4월 총선과 2012년 12월 대선

이라는 각각의 정치적 촉발기제(political event)에 기인하여 이질적 행동이 일어났으며, 활동 

중심에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책변동 상황에

서 남다른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 최고 권력자의 영향력(이재무･박용성, 2014: 52)은 Kingdon

의 정책변동모형 중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s) 개념이 연상된다. 정책사업가는 특정 정

책의 결정 과정에서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 이상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이념과 가치

의 관철을 위해 중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시간, 돈, 역량, 명성 등 각종 자원

을 기꺼이 투자하는 존재이다(Zahariadis, 2003: 153; 정익재･김정수, 1998: 36; 이재무, 2013: 

572-573 재인용). 따라서 모형의 수정에 있어 정치적 촉발기제와 정책사업가의 영향력을 반

영해야 하며, 이들의 영향력으로 기존 모형에서 제시한 과정이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했을 때, <그림 4>와 같이 모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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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정된 중시적 관점의 정책담론모형

Ⅳ. 결 론

본 연구는 최근의 한국 사회가 다원화 양상을 보이면서 정책형성이나 변동에 있어 정치

적 담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

변동모형의 제고를 통해 정책변동의 설명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를 위

해 국내 연구에서 생소한 정책변동모형인 정책담론모형을 선택하여, 모형의 분석요소들을 

준거로 최근 정책이슈들의 중심에서 부단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잦은 정책변화를 거쳐 

전면무상보육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지원정책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근거로 정책담론모형의 정책변화 설명력에 대해 숙고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

요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책담론모형의 분석요소인 외적 조건들이나 정책하위체제 내‘선별무상보육연합’

과 ‘전면무상보육연합’등 옹호연합의 존재, 다양한 정책담론과 핵심 정책신념 등이 파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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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반적인 정책담론에 따른 정책변동 과정의 대부분이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정치적 담화 전략 중 비용과 편익구조 전략의 사용에 있어 모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정책이슈를 선점한 옹호연합 측에서 정책비용을 부각시키고 정책편익을 희석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선별무상보육연합’이 기존의 정책신념과 전략을 모두 폐기하고 갑작스

럽게 전격적으로 전면무상보육정책의 전환을 주도한 점, 무상보육정책이 실패한 후 원래의 

선별적 무상보육체제로 회귀한 뒤 일부‘선별무상보육연합’의 핵심구성원들이 ‘전면무상보육

연합’과 동조하여 다시 전면무상보육정책으로 정책을 변환시킨 점 등 모형의 수정을 요하는 

몇 가지 부분 역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요인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책변

화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촉발기제와 그를 근간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사업가들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를 감안하여 정책담론모형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다원화 사회의 민주적 정책형성과 변화에 강하게 작용하는 정책담론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담론모형의 검토와 수

정을 통해 한국의 정책변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차별되는 가치를 갖는다. 더불어 한국의 정책변동 상황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촉발

기제의 영향력과 정치적 권력자의 이익구조에 따른 파괴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정책담론모형의 설명력 확인을 

위해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정책변동 사례가 한 가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신뢰

도를 확인할 수 없어 본 연구의 결과가 우연히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모

형의 수정에 있어 정치적 촉발기제와 정책사업가의 영향력을 첨가하였는데 영향력과 담론

의 영향력 간의 과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론이 무시되고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정책변동 설명이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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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f the Applicability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for Investigating Policy Change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ild Care-Education Subsidy 

Policy

Jae-moo Le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plore whether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can 
be applied to explain changes in policies in Korea.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explains the formation of or changes to policies, with policy discourse frequently 
emerging as its core as Korean society is diversified. The study took the child care 
benefit policy, which is interspersed with overall free child care, as the subject of the 
analysis, and performed an analysis, with the elements of the framework as the criteria. 
A s a resul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towards policy 
changes was reconsidered, and the parts that need to be modified were contempl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rocess of change to the child care 
benefit policy basically conforms to most of the diverse criteria, such as the external 
conditions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and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e 
policy sub-system and their diverse policy discourses and policy beliefs. However, 
some points were found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ules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such as the use of the strategies going against the premises for the use 
of the political narrative strategies, disparate behaviors of advocacy that preoccupy 
issues, and key members of existing coalitions who transfer to coalitions on the other 
side. Therefore,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was modified, judging that the main 
causes of those phenomena represent a political triggering mechanism that exerts great 
influence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the policy entrepreneurs who lead the 
changes on the basis of this.

【Keywords: policy change, narrative policy framework, child care-education

subsidy policy, gratuitous child care-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