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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책의 결정 양상과 집행 결과에 대한 탐색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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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 꾸준한 지속성과

같은 자질과 구조화 전술 단계적 해결 전술 상징 활용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 대처 등의 전략이

정책결정의 근원인 결합논리와 결정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에서 정책승계 유형의 변동 양상을 보인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

통령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구조화 전술을 구가하는 반면에 단계

적 해결 전술과 상징 활용은 잘 선택하지 않았고,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특성을 조합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

에서 정치적 의도를 결합논리로 무모하게 정책결정을 행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결정된 정책들

은 모두 부정적인 정책집행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및 협의가 필요하고, 부단한 설득과 자발적인 협력 유도를 통해 문

제해결지향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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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책의제(policy agenda)가 형성되고 집행될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과

학적 관심은 지대한 수준에서 지속되어왔다(최성락･박민정, 2012: 119). 정책의제는 상존하

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정책결정자 또는 그와 긴밀한 존재들의 관심을 자극하여 논의의 

장을 창출하고(노화준, 2007: 191), 정책결정자들에게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

기감을 제공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채택된 특정 쟁점이나 문제이다

(Anderson, 1975: 47; 류지성, 2007: 184 재인용). 그래서 정책의제 형성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개체와 집단의 관심이 필수적 전제 조건이며, 실상과 관계없이 정부 인사들이 문

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식해버리는 경우･관심은 끌었지만 운용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문
제해결 과정에서 일단의 실패가 예측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제반 상황(Kingdon, 1984: 108-115)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특정 결과에 대

한 목적지향성을 강하게 갖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이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정책의제

가 집행정책으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 상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도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직접적이고 핵심적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승종･강철구, 2006: 117). 그래서 정책의제 

선정부터 정책결정까지 각 과정 단계별로 우월한 정치 역량을 가진 존재의 영향력은 절대

적이다. 최근에는 과거의 정책 일체와 완전하게 단절된 정책이 존재하기 어려운 다원화 사

회의 속성에 근거하여, 특정 정책의제 형성부터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기존의 

정책이 변화한 결과로 인식하는 정책변동(policy change)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정

책과정이 일단락된 후 정책집행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여 성과와 과오에 따라 정책을 

쇄신･승계･ 종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정책변동은 특정 결과를 준거로 이루어져 정치적 의

도성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며(Schwenzien, 2010: 1), 정책부문의 관심영역이 다양성, 차별

성, 구조적 특성 등 다방면으로 확장됨에 따라 복합적 속성의 다원화 사회 내 최적의 정치

수단으로 인정된다(Fischer, 2014: 344; 양승일, 2005: 42; 박호숙, 2005: 207). Cobb & 

Elder(1972), Cunningham(1972), Downs(1972), Anderson(1975), Jones(1977), Eyestone(1978),  

Nelson(1978) 등이 정책의제 형성부터 정책결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학자들이

며, 특히 정책의 창(policy window) 개념을 도입한 Kingdon(1984)의 이론은 정책의제 형성부

터 정책결정 및 정책변동 과정의 설명에 관하여 지금까지도 유용성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Kingdon의 이론은 쓰레기통 모형이 개량된 형태를 가지며, 서로 독립된 문제의 흐름

(problems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정책의 흐름(policies stream) 세 가지 흐름을 

가정한다. 문제의 흐름은 정책의 창이 열리기 전까지 발생한 관련된 문제들의 순차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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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정책결정자 및 국민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기제로

써의(Birkland, 1997: 1; 이진만, 2009: 3)초점사건(focus events), 지표(indicators), 환류정보

(feedback), 관심(attention) 등을 통해 파악된다(Kingdon, 1984: 95; Zahariadis, 2003: 153). 정

치의 흐름은 철저히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협상과 합의를 근간으로 하여, 자체의 규

칙과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다른 흐름들과 완전히 별개로 구동되며(Kingdon, 1984: 170), 국

가의 전반적 분위기(national mood), 압력단체들의 캠페인(pressure-group campaigns),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교체(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turnover)(Zahariadis, 2007: 73; 이순남, 2004: 

265) 등을 통해 기술된다. 정책의 흐름은 다양한 개체들이 수없이 생성한 방법들(idea) 중에

서 극히 일부 방법들의 혼합(soup)으로 창출된 대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다(Travis & 

Zahariadis, 2002: 496). 가치수용성(value acceptability), 기술적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기타 정책연계의 규모･양태･역량･접근성 등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에 부합될수록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Zahariadis, 2003: 155). 

이 세 가지 서로 독립된 흐름들이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채 순류하는 상황 속에서 의도성

을 가진 존재에 의해 순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정책의 창이라고 지칭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때 결합논리(coupling logic)와 결정방식(decision style)이 정해지고 

권위적 선택과 실행으로써 공식적인 새로운 정책의 결정 혹은 정책의 변동이 이루어진다

(Kingdon, 1984: 175; Zahariadis, 2003: 153).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 흐름

을 상호 결합시켜 정책의 창을 여는 존재가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이다. 이들은 정

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중개자(power broker)이며,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에 대해 단순히 지지를 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재원･역량･명성 등 다양한 자원을 주저 없이 투자한다(정익재･김정수, 1998: 

36; 이재무, 2013: 572). 아울러 정책의 창 개창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아이디어가 채택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변동에 관여하는 결정자들

과의 접근성이 우월하고, 정책사업가로서 요구되는 자질(qualities)과 다양한 전략들(strategies)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Zahariadis, 2003: 153). 그래서 형식 상 정책사업가는 사회의 어떠

한 위치의 구성원도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요구(claim)에 대해 원만한 

추진력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통령･국회의장 등 유력 정치인이나 강력한 이익

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Kingdon, 1984: 189). 

이상의 내용을 통해 특정 정책의제가 집행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치적 과정에 정책사업가

의 자질과 전략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사업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정책사업가가 문제･정치･정책의 흐름을 결합하는 논리와 

결정방식은 모두 상이한데 정책사업가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요인이 정책사업가로서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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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략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정을 확인하고자 한국의 각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대상으로, 정치･행정 구조 상 독보적 권한과 위상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가진 정

책사업가로서의 자질과 전략 형태에 따라 어떠한 정책결정 양상을 나타내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이 집행된 결과 어떠한 평판을 받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대

부분의 선행연구가 Kingdon의 이론 틀에 맞춰 특정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변동 과정의 전

반적인 양상을 기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뿐 정책사업가의 속성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

한 사례가 흔치 않으며, 대통령 리더십과 정책의제 형성 간 관계를 규명한 김혁(2014)의 연

구처럼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과 정책결정 양태를 확인한 연구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

로 본 연구는 Kingdon의 이론에 기반을 둔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계속적 연구이면서, 기존 

연구방식과 차별되는 분석방법을 착안하여 행해진 독창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

의 정책상황에서 가장 실제적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의 특성과 정책의제 형성 사이의 관계

에 대한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한 자료로써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와 가치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변동을 위한 사회적 조정에 객관적 

근거로써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정책사업가의 자질과 전략에 대한 이해

Kingdon(1984)은 정책과 관계되었다면 어떠한 개체나 조직도 정책사업가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실효적으로 정책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비되어야 

하는 자질과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정 존재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정책사업가로서 성공에 기여하는 자질은(Kingdon, 1984: 189-190), 첫째, 정책사업가

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관한 것으로 특정 정책적 요구를 듣고(hearing), 그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수반되는 각종 부차적 활동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추진력과 역량이다. 이 때문

에 강한 정치력과 높은 위상을 가진 존재들이 거의 대부분 정책사업가 역할을 수행하게 되

며,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갖는 정치적 권력과 지대한 중요성(immense importance)은 여타 정

책사업가 후보들을 압도한다(Eshbaugh-Soha 2005: 257). 특히 한국과 같이 식민지를 경험한 

후발산업화 국가에서의 정책과 관련되어 국민과 사회가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한은 비견될 

존재가 없다(한병진, 2009: 6). 둘째,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political connections and 

negotiating skill)이다. 정치적 연계 기술은 정책사업가가 지지하는 정책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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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과 행하는 의사소통 수준을 의미하며, 협상기술은 의사소통 

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뜻에 동조하게끔 유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들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은 각각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두 기술이 따로 발휘될 때

보다 함께 발휘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두 기술 모두 능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끈질긴 지속성(persistence)이다. 본 자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성과 정치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정책사업가들도 부단히 배양하고자 시도하는 자질

이며, 앞서 두 자질보다 정책사업가로서 성공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속성이다. 지속성

의 의미에는 다른 특성들을 조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독단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경이로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의지를 함의한다.

다음으로, 정책사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략은(Zahariadis, 2003: 156-157), 첫째, 구조화

(framing)로, 정책집행을 통해 특정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gains)이나 손실

(losses)을 가시적으로 조작(manipulation)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화 전술의 선택에 있어,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예상 편차가 클 경우 문제를 사회적 손실에 연계하여 표현하며, 반대

로 예상 편차가 작은 경우에는 문제를 사회적 이익에 연계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책집행 결과에 대해 불확실 때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집행 결과

에 대해 확신할 때는 사회적 이익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해야 정책의제 형성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단계적 해결전술(salami tactics)으로, 정책사업가가 

자신이 소신을 가지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순차적으로 행하는 전

략을 의미한다. 정책사업가들은 정책결과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계획(grand design)

을 가지고 자신의 합리적 확신을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책반영이 이루어

져야 치명적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상징(symbols)활용으로, 상징은 정책사업가의 

감정적이고 인지적 의미에 따른 성향에 의해 선택된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사고를 기호나 

기타 압축적 표징으로 나타내는 상징 활용을 통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

들의 동의를 획득하기 용이하고, 고차원적 기호를 사용할수록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의 수용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정책사업가는 이러한 자질과 전략을 갖추고 정책의제의 새로운 집행정책으로 결정 혹은 

정책변동을 위해 문제･정치･정책의 흐름이 하나로 결합시키고 정책의 창이 열게 된다. 이때 

결합은 두 개의 결합논리(logic)와 두 개의 결정방식(decision style)이 교차되어 적용된다

(Zahariadis, 2003; 2007). 결합논리는 정책사업가가 정치권의 영향이나 사상에 무관하게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결합이 시도되는 경우(consequential)와 정치권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원리

주의적으로 결합이 시도되는 경우(doctrinal)로 구분되는데, 인위성이라는 특성을 준거로 구

분되어, 전자는 문제의 흐름이 부각되어 정책의 창이 발현될 때 주로 나타나며, 후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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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흐름에서 정책의 창 개창을 주도할 때 나타난다(Zahariadis, 1996: 406-407; Zohlnhöofer 

& Herweg, 2012: 4). 결정방식은 신중한 결정(cautious)과 무모하거나 덜 신중한 결정(reckless 

or less cautious)으로 나누어진다. 두 결정방식의 차이는 정책결정 전에 필요한 정보

(information) 중 확보할 수 있는 양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의 난

이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정보의 양은 크게 급증하며, 정보의 양이 적을수록 불가피하게 예

측력이 낮아지고 무모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Zahariadis, 2007: 74). 다만Kingdon이 주장한 

정책사업가의 자질과 전략은 정책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는데 높은 유용성을 갖지만 정책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대립집단들과 그들의 갈등에 대처하는 측면이 간과되어 있다. 

이는 다수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Kingdon 이론의 한계로, 정책사업가가 실질적으로 정책중개

자(policy broker)의 역할을 포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김이수, 2011: 267) 정책사업가로서 대

통령에게 요구되는 전략에 이러한 내용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갈등 대처 

방식에 관한 정책결정자의 유형화는 갈등의 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 수준에 따라 비난회피

자, 일반중개자, 옹호자, 혁신가 유형으로 구분한 최은영･지현정(2008), 박용성･최정우(2011)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비난회피자 유형은 심각한 정책갈등 속에서 

소극적인 행태, 일반중개자 유형은 보통의 정책갈등 속에서 통상적인 행태, 옹호자 유형은 

보통의 정책갈등 속에서 특정 집단에 치중한 행태, 혁신가 유형은 낮은 정책갈등 속에서 주

도적 행태를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명확한 준거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

로 유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정책사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2. 분석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핵심 정책사업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자질과 전략에 따라 한국

의 정책결정 과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양상이 최종 결정된 정책이 

집행된 후 평가 결과와 유의한 연계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계된 사료, 정부문서, 언론기사,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과 자료

를 통하여 결과를 추론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

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책사업가로서 대통령의 자질 중에서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 끈질긴 지속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가 정책사업가의 범주를 대통령이라는 공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

으로 한정해 설정했으므로 정책사업가에게 요구되는 추진 역량이나 정치력 측면의 자질은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사업가가 대통령으로만 규정된 가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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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와 미디어가 가진 권력이 남다르며, 고도의 합리적 다원주

의 사회가 구축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 정책의제 형성에 있어 정치권력의 원천으로써 대통

령의 영향력은 다른 잠재적 정책사업가들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Peake, 2001: 70), 아직 안정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여건이 구축되지 못한 한국 정책상황에서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거의 유일한 정책사업가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

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해당 정책의 관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

과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공론의 장을 확보했으며, 반대를 천명했던 개인이나 집단 중에서 

입장을 선회한 존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고하여 판단하였다. 끈질긴 지속성은 앞서 기술

한 것처럼 지속성에 다른 의견의 조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제 선정과정에서 초지

일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는지 혹은 제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화했는지 제고하

였으며, 정책으로의 형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사업가인 대통령이 견지했던 전략에 대한 확인 역시 앞서 자질에 대한 분석방

법과 동일한 방법을 활용했다. 그에 따라 정책사업가로서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의 

수용을 위해 사회적 이익과 손실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정책사업가로서

의 활동은 체계적･단계적이었는지 판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상징을 주로 

활용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갈등상황의 강약 수준에 따라 분류한 선행연구의 중개 전략 

유형화가 범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갈등 수준을 고려하지 않

고 갈등 자체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혁신적, 독단적, 회피적 중개 전술로 구분하고 어떠

한 중개 전술을 활용했는지 파악하였다. 혁신적 중개 전술은 대립 갈등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한 태도를 의미하며, 독단적 중개 전술은 대립 갈등상황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지 관철을 시도한 태도이며, 회피적 중개 전술은 대립 갈등상황에 소극적인 대

응으로 일관한 자세를 보인 것을 뜻한다. 

셋째, 정책결정을 위해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결합논리가 순수하게 정책문제에 기반을 

둔 결과였는지, 정치권의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는지 구분하고, 결정방식에 내포된 신

중함과 무모함의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이 차후 집행을 

통해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함께 고찰하였다. 또한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판단은 정책집행

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나 여론의 만족도 수준과 형성된 사회적 담론(discourse) 수

준을 통해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지 않고 계량화를 통해 긍정 혹은 부정에 대해 판

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론의 만족도 수준은 수치적으로 제시된 조사결과 내용을 근

거로 판단하였으며, 사회적 담론 수준은 분석대상 정책이 시행된 각 첫해년도 한국언론진흥

재단에서 제공된 기사들 중에서 관련된 직접적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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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정책 중에서 ‘정책승

계(policy succession)’의 변동 양상을 보인 정책들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을 세 정부의 정책

들로 제한한 이유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책과정은 정상적 정책결정과 의사참여가 불가능한 

독단적 정부 주도의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행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으로 부적절하며, 이들 정부들의 정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다수 존재하고 수집이 용이

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승계의 변동 양상

을 보인 정책을 선정한 것은 정책승계가 동일한 정책분야에서 특정 정책이 다른 정책으로 

교체되는 유형으로 정책변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책결정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한석태, 2012: 165). 정책승계 유형의 정책은 의도적으로 변화된 정책이고 법률 개

정･예산 및 기존 정책수단 조정･조직개편 등 점진적 변화를 특성으로 가지며, 외부환경이나 

초점사건의 영향을 가장 다분하게 받는다(이재무, 2015). 따라서 정책승계의 변동 양상을 보

인 정책은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성을 갖는 가장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

에 큰 이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 견주어 선정한 각 정부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간경쟁제도’ 중심의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은 경쟁

기반의 자생력 배양을 지향한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이자 기업유형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이재무, 2013: 577). 이전까지 중소기

업공공구매정책은 1965년부터 시작된 단체수의계약제도 위주로 운용되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주었으나 1980년대부터 각종 비리와 연계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에 정부는 1984년 차등가격제, 1994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도입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

신하고자 했지만 중소기업들과 관련 이익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모두 전면 철회된다. 이

후 1997년 세계화추진위원회, 1998년 WTO체제 출범에 맞춰 각각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모두 무실해진 상황에서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여 

2004년 감사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건의되고 2006년까지 3년 유예 후 완전 폐지

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42년간 이어지던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심의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

이 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으로 대체된다. 중소기업간경

쟁제도 중심의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결정 사례는 의도적으로 변화된 정책이며, 기존의 

법률과 예산체계 등이 일부 조정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책승계 변동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가뭄･홍수･수량부족 해소 및 

수질개선, 지역주민 문화 공간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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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국토재창조 프로젝트이다(윤순진･이동하, 2010: 16). 이전의 4대강 및 하수 관리 사업

이 단편적이고 지역적이었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업

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구상되어있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기초로 계획된 사업이다. 이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를 통해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나 정치 및 사회 다양한 부문의 강한 반발로 무산

되었고, 2008년 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다시 등장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2008년 12월 나

주와 안동을 사업의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전국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발족되면서 2009년 4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2013년 완료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은 기존 강과 하수관리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다는 명목으로 추진되어 다분

히 의도적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체계라기 보다 기존의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추진되었

기 때문에 정책승계 변동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전면무상보육정책’은 매우 많은 논란과 잦은 변화를 보인 정책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서울시장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원희룡 의원의 무상급

식정책 공약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무상보육정책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 가정의 만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무상보육정책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그때까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 및 소득하위 70% 가정 아

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전체 계층 가정의 만0-2세,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적 무상보육으로 

확대되었으나 예산배정의 문제로 인해 시행 9개월 만에 전면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다시 보육료 지원방식을 전면무상보육 지원방식으로 전환시킨 것은 집권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당시 집권 여당이나 

관계된 지지연합들의 정책신념과는 상이한 것(이재무, 2014: 130)으로 후보 당시 약속했던 

전면무상보육정책을 당선과 동시에 시행을 지시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면무상

보육정책으로의 정책결정은 기존의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던 중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

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역시 관련된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승계 

변동 사례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이상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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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의 틀

Ⅲ. 분석결과

1. 정책사업가의 및 각 정부 중점 정책별 분석

1) 노무현 대통령과 중소기업간경쟁제도

첫째, 정책사업가의 자질 측면에서,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

령의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태도를 들 수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중소기업청에 폐지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단체수의계약의 폐지보다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표(한국경제, 2004. 1. 29)하거나 언론으로부터 폐지

나 대폭적인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받았다(서울경제, 2004. 1. 28). 물론 이

후 실무적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 도입한 실무를 담당하

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청이 중앙부처이고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사안에 대해 

즉시적으로 거동하지 않은 행태는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었거나 협상을 통해 완전히 

이해시킨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돕고 지원해야 할 정부 여당 역

시 상이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200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개최된 ‘중소기업 비상

경영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당의장은 기존 단체수의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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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치를 약속했으며(서울경제, 2004. 4. 8), 2004년 7월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회 의

장과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최소 1~2년 간 유예한 뒤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생존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보완방법을 행정부와 협의

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서울신문. 2004. 7. 28). 이후 2004년 8월 이러한 조건을 산업

자원부 및 중소기업청과 합의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원장 의장이 발표했으나 즉시 주무부처

인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은 사실무근임을 확고하게 피력하였다(내일신문, 2004. 8. 30). 

이처럼 정책당사자인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중소기업간졍쟁제도의 시행 

결정을 위한 각종 연계 노력이나 협상이 부족했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정치권과 행정

부 내부와의 조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 

측에 대한 자질 발휘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기 

이전에 대표적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약 50년 동안 운용되면서 2003

년 4조 5,558억 원의 납품실적을 보일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

는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종종 운용 방법을 악용한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중소

기업공공구매정책으로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도입이 거론될 당시 중소기업의 저항은 매우 

극렬했다. 실 예로 2004년 7월 열린우리당 주최로 마련된 ‘경제주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권

국범 한국자동제어협동조합 이사장은 “겨우 6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단체수의계

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하였으며, 정현도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장은 “정부와 감사원이 중소기업들을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집단으

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최창한 대한민국가구연합회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

권하면 중소기업을 잘 보살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

되면 바로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분개하였다(동아일보, 2004. 7. 27). 그럼에도 대통령이 

중소기업 측에 대해 의사소통을 제안하거나 협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2004년 6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극단적인 입장차만 확

인하고 어떠한 조율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4년 7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청회는 이

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형식적인 미봉책으로 추진되는 공청회라고 판단한 중소기업 측이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상의 내용에 미루어 보았

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도입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의 정책관계자들을 연계하고자 한 노력은 없었으며 협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반

대하는 존재들의 의식을 전환시킨 사례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연계나 협상 

기술 측면의 자질이 발휘되지 못한 만큼 끈질긴 지속성 측면의 자질은 매우 강하게 발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도입의 결정까지 전술한 것처럼 다양한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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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노정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감

사원과 산업자원부 등을 부단하게 독려하여 자신의 굳은 의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켰다. 또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무부처, 정부여당, 최근접 정책관계자들과 심각한 대치 상황 속에

서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추렴하거나 다른 특성을 조합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선 이후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의제 선택부터 집행까지 개혁에 대한 강박관념

으로 일체의 과정이 지나치게 독선적이라고 보수 세력이나 언론 등에서 표현한 사실(한국일

보, 2003. 4. 2; 국민일보, 2003. 4. 7; 동아일보, 2003. 5. 2; 프레시안, 2003. 7. 7)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끈질긴 지속성 측면의 자질 발휘 양상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정책사업가의 전략 측면에서,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도입의 결정을 위해 노무현 대통

령이 선택한 구조화 전술은 사회적 손실을 부각시키는 전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고유업정지정제도나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제

도는 자생력 배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으며(머니투데이, 2004. 7. 7), 감사원을 통

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감사하도록 조치한 후 결과를 근거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임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납품물량을 배정하는 부정

적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알선수재나 뇌물공여 등 불법적 비리행위가 잦기 때문

에 국가적으로 큰 손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한국경제, 2004. 1. 26). 단체수

의계약제도 폐지와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도입의 결정까지 1번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점진적 감축, 폐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순의 단계적 해결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혼란이 예상되는 여러 현실적 여건

에 의해 일괄 폐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폐지시기를 조절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정책결정 과정 상 나타난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의지도 부족했고, 관련된 

활동도 없었던 바 이를 단계적 해결전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징 활용 전술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 정책의제화 하는데 상징은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생력’이나 ‘경쟁력’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표

현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빠르게 관철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한국경제, 2013. 3. 13). 대립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전술은 독단적 중개 전술을 전면 활

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반복되어 확인되었지만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도입의 결정과 관련

하여 대통령과 정부행위자, 정치권, 정책대상자들 사이의 갈등을 포함해 정책대상자인 중소

기업들끼리의 갈등까지 다방면의 대립과 갈등양상이 표출되었음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최소

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즉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 관철에만 집중하는 독단적 

중개 전술 행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중심의 정책에 대해 반대의지가 매우 굳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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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체

수의계약제도 폐지 및 새로운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시행을 재고해달라고 대통령을 설득

하고자 청와대를 방문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예방 후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씨알도 안 먹혔다. 대통령이 오히려 제도의 무용론으로 회장단을 설득했다. 정치인

들은 대부분 설득했는데 대통령이 안 된다니 어쩔 수 없다.”(중앙일보, 2013. 2. 1)라고 밝힐 

정도로 대통령의 불변의 사고가 정책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

책의제 형성을 위한 결합이 정치적 의도에 입각한 대통령의 주관대로 이루어져 외형상 일

정 수준 원리주의적 양태를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이재무, 2013: 585), 결합논리를 원리주의

적 논리에 의한 결합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미국 등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신

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와 산업 추진 형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격 및 입찰 담합, 생산제

한, 시장분할을 위한 경쟁자간의 반경쟁적 합의 등의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금지권고

가 채택된 것이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의 변혁에 중요한 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

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창한 근거 역시 OECE의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였다(한국경제, 2003. 12. 27). 즉 대통령의 주관이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던 부문에서 때마침 촉발기제로 인하여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해 의제형

성을 위한 결합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의제 형성과 관련된 결

합논리는 문제지향적 논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세력들과 조정이나 협의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의제화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OECD 경성카르텔 금지권고 위반을 개

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결합된 것이지만 실제 경성카르텔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

격문제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무관하다는 근거와 논리가 충분히 존재하였다(내일신문, 2004. 

7. 27; 한국경제, 2013. 12. 28). 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적용하는 구매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구매를 요청하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

고 제시할 뿐, 영업력과 생산력 수준에 따라 단순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이나 물품

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가격결정의 어떠한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물론 

OECD에서 한국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성카르텔 금지권고 위반 제도로 규정한 적은 정책

의제 형성 이전이나 과정 중, 이후에도 없었다(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0: 25). 요컨대 결정

에 있어 충분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없이 무모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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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첫째, 정책사업가의 자질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 결정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

통령의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은 일정 수준 발휘되었으나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는 보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4

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수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그를 통해 지

역균형발전에 공헌할 것임을 천명하였다(머니투데이, 2008. 12. 15). 그리고 2009년 5월 서울

에서 개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청회를 비롯하여 4대강 유역에 위치한 12

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아시아경제, 

2009. 5. 3; 파이낸셜뉴스, 2009. 5. 22),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

립회의’를 통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등(동아일보, 2009. 9. 2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만

한 수립과 합리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는 사회 각 계층을 설득

하고 연계하려는 시도를 적지 않게 경주하였다. 아울러 앞서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도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통령과 주무부처, 정치권의 불협화음과는 달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정부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모두 공감하고 깊이 연계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2009년 3월 정정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복구

사업에만 집중했던 그동안의 강･하천 관리와 달리 수질과 수량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매

우 효과적인 다목적 사업으로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소기업 50% 이상을 참여시

켜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였다(연합뉴스, 2009. 3. 16). 함께 한나라당 중진의원

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09. 3. 4).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

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치적 연계 전술을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1960

년대 한국의 본격적인 근대화 시도에 따라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화로 인해 오염원과 오

염물질배출이 양산되고 자연환경 상 발생한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관련 

정책들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창출･집행되어왔기 때문에(안형기, 2009: 1-2) 어렵지 

않게 자신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정책사업가로

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연계를 위한 전술 활용에는 활발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협상 기술 측면의 자질 발휘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량 부족에 관계된 국내 실정에 

대한 정확한 산출 및 증거 제시 부족, 97%의 국가하천 정비율 및 기록적 호우 시에도 

32.4%에 불과한 4대강 본류 다목적댐 평균저수율 상황에서의 홍수 피해 규정의 모호성, 치

명적 위험이 예상되는 4대강 사업에 기인한 생태적 변화에 대한 예측조사 미흡, 장기적 안

목 하의 세밀한 진행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려는 속도전식 사업 양상 등

(박진섭, 2009: 67-80)의 비판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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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라

는 입장에서의 설득과 협의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즉 진솔한 수용과 전략적인 협상이 아

닌 선전에만 매진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활발하게 움직인 정치적 연계 전술

이 자칫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위장전술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에 따라 경남지역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설명회가 파행되고(서울신문, 2009. 5. 20), 인제

대학교 교수 69명의 내각 총사퇴를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오마이뉴스, 2009. 6. 10)과 불

교계 조계종 승려 1,447명의 시국선언(한겨례, 2009. 6. 15)을 통해 대통령의 독단과 오만을 

지적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이념 차이에 따른 편향적인 반대로 볼 수도 있으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한나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6월 언론과의 인터

뷰를 통해 경청과 소통이 부족하게 너무 이른 시기에 시행된 사업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

한 것처럼(데일리안, 2010. 6. 21), 실효성 차원에서 미흡한 연계와 협상이 아니었다는 비판

은 단순히 이념적 사고가 부합하지 않은 집단의 트집이라기보다 실제적 현상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정치적 연계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형식적이었다

고 의심과 비판을 받는 만큼 끈질긴 지속성 측면의 자질은 매우 강하게 발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의 결정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에 모든 관심과 자원

을 막대하게 투입하였고, 다른 입장의 의견이나 특성은 완전히 묵살하는 태도를 견지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철저하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할망정 자신의 생각을 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또한 앞서 거론한 것처럼 자신과 다른 의견을 추렴하거나 다른 특성을 조합하기

보다 상대방의 인식을 자신의 인식과 같이 바꾸려는데 집중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

나 ‘민주주의의 후퇴 및 권위주의로 퇴행’이라는 표현이 언론(오마이뉴스, 2009. 6. 18)을 통

해 거론될 만큼 사회적 비판에도 독단적 행보를 중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론과 언론, 심지

어 여권의 일각에서조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한국일보, 

2009. 6. 26)에도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정도로 끈질긴 지속성 측면의 자질 발휘는 투철했다. 

둘째, 정책사업가의 전략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의 결정을 위해 이명박 대통

령은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구조화 전술을 사용하였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배포한 2009년 6월 8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4

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안에는 미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 대응, 본류 수질의 평균 급수 개선 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보의 설치･중소규모 댐 건설･농업용 저수지 증고, 퇴적토 준설･노후제

방 보강,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이 거론되어 있으며, 함께 하천의 생

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 강 살리기로 확

보되는 인프라･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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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시급한 문제해결 의지보다는 사업을 통해 얻어질 

다양한 사회적 편익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계적 해결 전술 차원

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초기에는 성공적이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거론하고 그에 대한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했으며, 이후 다수

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기대만큼 내지 못하자 임기 내 4대강 사업의 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 달성의 저해

를 우려하면서 토지보상 조사 35일 및 환경평가 90일 등(한국일보, 2009. 6. 22) 이후 정책

결정 과정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속도전 양상을 보이게 되고 단계적 해결 전술은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한다. 상징 활용 전술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대한 

토목 및 건설 공사와 연계되어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구체화･계량화되어 확인되는 사

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업의 당위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보다 사업을 통해 나타날 

성과와 미래 비전을 ‘뉴딜정책’, ‘속도전’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자주 선택하였다. 

실 예로 이명박 대통령은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지방건설사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지역 경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기 예산집행 주문을 시달했으며(세계일보, 2008. 12. 15), 빠르고 

조속하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자주 표하고(매일신문, 2008. 

12. 16; 서울경제, 2008. 12. 23), 언론 역시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심중을 속도전으로 공식 

표현하였다. 대립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전술은 4대강 살리기 시행 결정 과정 초기 대립집

단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활발한 양태를 보였지만 큰 실효를 보이지 않자 이후 해소 노력

이 크게 축소된 것을 모두 감안하면 회피적 중개 전술 행사의 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의가 있을 수 있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이 결정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세분화･고도화되는 환경･종교단체의 사업 반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충청일보, 2010. 5. 9) 이외에는 부각되는 갈등 해소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립 갈등상황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의 결정의 결합논리가 순수하게 정책문제에 기반을 둔 결과

라고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4대강 살리

기 사업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강과 하천을 보수･관리하는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

었으며, 한국의 수질과 수량과 관련하여 물 부족 현상이나 가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격적

인 관리 사업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은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사업이 실시될 4대강의 수질은 이미 76%

가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에 도달해있었는데 굳이 수질이 나빠질 위험성까지 감해

하면서 수자원에 관한 법정 최고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별유역종합치수계획’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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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으로 개정하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SBS, 2009. 6. 

9). 게다가 당정회의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지역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불만이 

제기 되기까지 하였으며(폴리뉴스, 2009. 8. 8), 심지어 가장 보수성향을 보이는 언론에서조

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접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

기에 이른다(조선일보, 2010. 5. 23).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결정을 행하였고 이후 

사업의 집행 역시 매우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결합논리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에 기반을 둔 원리주의적이었으며, 정

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동의가 동반되지 않았고 단순한 국민 여론조차 그리 

긍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방식도 무모했다고 

볼 수 있다.  

3)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무상보육정책

첫째, 정책사업가의 자질 측면에서, 전면무상보육정책의 결정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의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은 무난한 수준에서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상보육정책의 

시발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이지만 그 시기 무상보육정책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에 대한 숙고가 반영되지 못하여 시행 7개월여 만에 전격 폐지되

었다. 이후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무상보육정책을 최우선 이행 공

약으로 발표함으로써 다시 정책의제로써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무상보육정책과 

관련된 2개의 지지 세력이 존재하는데, 바로 무상보육은 실시하되 선별적으로 실시하여 점

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집단과 보편적 복지체제를 통해 전 계층에 대한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집단이다(이재무, 2014: 124).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책사업가인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이념적으로나 사상적 소속은 선별적 무상보육을 실시

해야 한다는 집단 측이었고 볼 수 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집단의 주장대로 전면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나

왔을 때 가장 먼저 자신들의 우호세력에서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방침과 다

른 부분을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연합뉴스, 2012. 12. 19)을 거쳐 이해를 도출해내었다. 또

한 여야합의를 통해 전면무상보육 실시 예산 1조 4000억 원을 비교적 원만하게 증액시켰으

며(경인일보, 2012. 12. 30), 이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 전면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당정이 함께 고려하여, 지방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제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모두 1500억 원 정도 선에서 그치게 하였



170 ｢행정논총｣ 제53권 제2호

다(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2012. 12. 31). 이렇듯 정책사업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연계나 협상 자질의 충분한 발휘를 통해 이미 한 번의 실패 경험

이 있는 전면무상보육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권 내 반대, 야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다양

한 협상과정을 거쳐 자신의 뜻대로 정책의제 형성을 이루어내었다. 꾸준한 지속성 측면에서

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정책에 투영하여 그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치력

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보육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재원마련과 지방자치

단체의 세 부담을 필수적으로 감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내일신문, 

2013. 1. 7; 세계일보, 2013. 1. 10), 행정안전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 보조비율을 과거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SBS, 2013. 1. 15) 다른 의견 역시 수용하는데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정책사업가의 전략 측면에서, 전면무상보육정책 도입의 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은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구조화 전술을 사용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면무상보육정

책의 의제 형성 초기 단계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육정책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반적으로 ‘일하는 여성'보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방점을 찍었

다(MK뉴스, 2012. 12 3). 즉 선별적 무상복지가 사회문제 해결에 미흡하기 때문에 완전히 

개혁되는 차원에서 보편적 무상복지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전면무상보육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단계적 해결 전술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실패

한 전례가 존재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의사의 소통이나 결정에 있어 

순차적 단계별로 진행되었다기보다 대통령 당선이라는 계기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한 

형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전면무상보육정책이 완전히 철회 결정된 것이 2012년 9월이었는데,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 전면무상보육정책의 재실시가 결정되는 2012년 12월까지 고작 3개월여 시간밖

에 소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석 달 정도의 시간은 특정 정책문제를 단계적

으로 처리하기에는 분명히 짧은 시간이며, 그에 따라 모든 과정 상 활동이 일괄적이고 집중

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징 활용 전술 역시 크게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면무상보육정책을 상징하는 용어가 별도로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전

면무상보육정책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반 복지정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대통합’이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자신

의 복지정책을 담아낸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차별성을 위해 박근

혜 대통령은 ‘복지국가’라는 뉘앙스를 최대한 자제한 편이었다(뉴스원, 2012. 12. 19). 그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 복지정책의 기초로써 전면무상보육의 정책적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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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징보다는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전면무

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대립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전술은 앞서 고찰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가 유사하다. 전면무상보육정책 도입 결정 초창기 정책시행의 결정과 

관련하여 존재했던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 야당,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립갈등에 

대해 전술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인 양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

러나 이후 끊임없이 지원예산 문제로 인해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언론 역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함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다(한국일보, 2013. 9. 4; 연합뉴스, 2013. 9. 5). 이에 대하여 전면무상보육정책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원칙을 공언한 바 있는 전면무상보육정책의 본질을 생각할 때, 

재정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채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전면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대립 갈등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

처 전술은 회피적 중개 전술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셋째, 전면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및 여성 복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본 

정책이 정책문제에 근간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전면무상보육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

환한지 3개월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의 검토와 기획으로 다시 재도입된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물론 단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모두 질이 낮거나 문제해결 지향적 정책이 아니

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무상보육정책이 결정 후 집행 과정에서 심

각한 지원예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시행할 당시에

도 정책을 철회할 만큼 위협적인 요소임이 밝혀져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헤 대통령은 이러

한 중대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 없이 전면무상보육정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전면무상보육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었고 표

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정책이다. 따라서 결합방식은 지극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원

리주의적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결정방식 또한 재정의 비효율이라는 문제에 대한 선험적 정

보가 축적되어 있었고, 그를 근거로 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정치적 의도로 

결합한 결과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정책집행 결과 간 관계에 대한 논의

중소기업간경쟁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무상보육정책이 각각 집행할 정책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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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후 시행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경우, 제도가 처음 시작된 첫 해인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도입에 따라 조사

대상 기업들의 48.5%가 과거보다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납품단가 인하율은 

평균 12.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머니투데이, 2007. 6. 28). 또한 2008년 7월 김용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간경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경제투데이, 2008. 7. 18). 이러한 

현상은 이후로도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간경쟁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흐른 2013년에도 공

공기관의 75%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양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이

뉴스투데이, 2013. 10. 1), 2014년에도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진정한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고 있으며(충청일보, 2014. 12. 11), 발주물량 감

소나 물량부족으로 과당경쟁의 발생(아주경제, 2014. 12. 7), 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

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강타임즈, 2014. 10. 8; 한겨례, 2015. 1. 29) 등 제도의 운용과 

관계되어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회적 담론 수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는 서울지역 종합일간지 10개지,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25개지, 경제일간신문 9개지, TV방송뉴스 4개사, 인터넷신문 10개지 등의 기사

들 중에서 ‘중소기업간경쟁제도’, ‘중소기업공공구매’ 2개의 키워드로 제목이 검색되는 2007

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63건의 기사 중 단순한 

정보 제공 성격의 55건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2건, 부정적인 내용이 6건으로 집계되

었다. 키워드를 제목에만 적용한 이유는 해당 정책이 제목으로 나타나는 기사가 보다 직접

적이고 의미 있게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2009년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추석에 즈음

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5%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

보해야 한다고 절대적인 수준에서 반대하고 있다(경향신문, 2009. 10. 7). 또한 2010년 머니

투데이 정기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72.4%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응답(중앙일보, 2010. 7. 5)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여론이 매우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영산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뉴스1, 

2014. 7. 2), 어종 감소와 녹조 현상 만연(한겨레, 2014. 7. 9), 4대강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자

원공사 부채원금 세금충당(KBS 취재파일, 2014. 7. 11) 등의 지속적인 문제발생으로 결국 박

근혜 대통령이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에 지시하여 전면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감사결과 

각종 부실이 총체적으로 존재(머니투데이, 2014. 12. 23)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엄청난 후폭

풍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담론 수준의 확인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단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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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검색한 결과, 288건의 기사 중 

단순한 정보 제공 성격의 219건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28건, 부정적인 내용이 41건

으로 집계되어 여론의 반대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 전면무상보육정책의 경우, 2012년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

면 무상보육 등에 대한 전면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0.9%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을 지원

한 후 선택적으로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에 이르렀다(조선일보, 2012. 12. 7). 

또한 2014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무상보육을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미취학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는 약 61%가 전면무상보육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한국경제, 2014. 11. 14). 이처럼 여론조사 대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결과가 존재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기인하여 전면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별적 복지 양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전

면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여론은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담론 수준은 

오히려 그 차이가 더 크게 났다. ‘무상보육정책’단일 키워드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검색한 결과, 14건의 기사 중 단순한 정보 제공 성격의 3건을 제외

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1건, 부정적인 내용이 10건으로 집계되어 부정적인 담론이 주를 이

루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의 내용과 같다.

구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무상보육정책

정책사업가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질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 × △ ○

끈질긴 지속성 ○ ○ ○

전략

구조화 전술 사회적 손실 사회적 이익 사회적 이익

단계적 해결 전술 × △ ×

상징 활용 × ○ ×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 대처 독단적 회피적 회피적

결합
결합논리 문제지향적 원리주의적 원리주의적

결정방식 무모 무모 무모

집행

결과

여론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담론 형성 수준
2 : 6

(부정적 우세)

28 : 41

(부정적 우세)

1 : 10

(부정적 우세)

<표 1> 분석대상 정책의 각 요소별 분석결과



174 ｢행정논총｣ 제53권 제2호

분석결과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사업가로서 대통령의 정

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 구조화 전술, 단계적 해결 전술, 상징 활용, 결합논리는 정책집행 

결과와 의미 있는 추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구조화 전술 측면에서 정책사업가로

서 대통령은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켜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의 전술이 더 선호

되고 있었으며, 단계적 해결 전술이나 상징 활용은 잘 선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대립

집단 및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는 독단적이거나 회피적으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못한 양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책결정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은 정책사업가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영향관계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실시되지 않

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세 사례에서 모두 끈질긴 지속성이 강하게 

확인되어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들은 다른 특성을 조합하거나 

의견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결정이 무모

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결과는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방식이 우호적으로 받아드려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극히 당연한 인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들은 정책집행에 따른 사회

적 이익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부각시키고, 정책과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만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부정적인 집행결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정보의 획득을 지향하여 Kingdon의 이론

에서 기본적인 분석틀을 착안하였으며, 그에 맞춰 정책사업가로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

질과 전략이 정책결정의 직접적 요소인 결합논리와 결정방식과 어떤 양상으로 연관되고, 최

종적으로 정책의 집행결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

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던 정책승계 형태의 변동이 있었

던 정책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당시 형성되었던 담론과 사실 관계를 근거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구조

화 전술을 구가하는 반면에 단계적 해결 전술과 상징 활용은 잘 선택하지 않았고,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는 부정적 행태이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특성을 조합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결합논리로 무모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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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은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한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특정 정책

의 결정을 위해 대통령이 정책사업가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사회 각계

각층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각종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개인적 이념과 사상에 무관하게 다른 의견 혹은 반대편 주

장을 용납하여 받아드리고 적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 사례가 없었으며 그에 따라 대

통령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통령

은 자신이 특정 이념이나 정당, 계층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절대적 영향력

을 가진 정책사업가로서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사상, 주장을 조합할 수 있

도록 열린 소통의 장을 상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을 위한 결합논리가 모두 

철저하게 높은 정치적 의도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결정된 정책이 특정

한 정치적 의도에 형성된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책이 대통령

이나 정책결정 보조자들의 특정 정치적 논리에만 치중하여 설정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짧은 재임 기간을 가진 한국 대통령의 정치권력 특성 상 정책수행 하락으로 정책 

지속성이 저하되어(Blondel, 1984: 1-6), 실효성과 유용함이 충분함에도 정치적 논리로 사장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회 

각 부분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

여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지향적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정의 연구목적을 달성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분석대상으

로 선정한 정책들의 타당성과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분석대상으로 

최근 세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승계 유형의 변동 사례를 보편성을 

근거로 선정했지만 소수이어도 정책쇄신 유형의 변동 사례가 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가시적 특성이 클 수 있음을 감안하면 주관적 준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분

석에 시간의 경과나 기타 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연히 각 정책별 분석

결과가 본 연구처럼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황이나 관계 담론에 

대한 판단이 정량적 방법이 아닌 정성적 방법으로 행해져 결과와 해석의 객관성에 대한 비

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과학적 자료로써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량적 기법을 

동원한 연구방법의 설계와 그를 통한 보다 명확한 연구수행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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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Exploratory Study of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Qualities and

Strategies of Korean Presidents as Policy Entrepreneurs

Jae-Moo Le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d logic and 
decision methods, which are direct factors of policy making, and political connections, 
qualifications such as consistency of negotiation skill, and strategies such as 
structuralization, graded solutions, use of symbolism, coping with conflict coalitions 
and situations, all of which are greatly needed by the president as the nation’s policy 
entrepreneur. Accordingly, President Roh Moo-hyun,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Park Geun-hye, who each led changes in policy showing policy succession 
types, were evaluated and analyzed .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esidents were 
neg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stency in combining and accepting differing 
attributes. In addition, policy entrepreneur structuralization strategies focused on 
highlighting social interests, but such strategies as graded solutions or use of 
symbolism have been relatively less used. Besides, coping with conflict coalitions and 
saw negative behavior, and decision-making was carried out recklessly with the intent 
of combining political decision-making logic in a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or states that do not accept the opinion. Therefore, polic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olicy implementation both showed negative result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such presidential efforts as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citizens, setting problem-shooting-oriented policy making according 
to continued persuasion and by leading through voluntary cooperation.

【Keywords: policy making, policy entrepreneur, the qualities and strategies of

President in Korea, policy coupling logic and making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