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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적 정책변동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정책변동 설명력이 높은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결합시키고, 거시적

인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순차적 진행과정 틀 속에 정책변동과 관련된 분석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해줄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요소들의 배치하였고, 각 정책변동 단계별 요소들의 배치 위치를 검증

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정책변동 단계를 타당성 높게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

구는, 세 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초점사건 이외에 외부요인들은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사업가는 대통령이 전담하여 원리주의

적이고 신중하게 열었지만 여론과 사회적 담론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대립되는 옹호연합 중 

개혁정책 찬성연합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정책중개자의 역할과 정책지향학습이 

미미하여 정책 산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개혁정책 찬성연합 측 의견이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되었

다는 점, 정책변동 과정으로 창출된 최종정책에 대해 반대연합 측은 극렬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

게 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정책의 성과가 미지수이지만 대통령은 그를 통해 국정 추진 

원동력을 획득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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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책이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는 정책변동(policy change) 연구는 최근 가장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연구 분야이다. 물론 정책의 변환과정이 일반적인 정책

창출 과정과 대동소이하고 변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기존 정책과 크게 상이한 형태

와 성격을 갖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책변동 연구에 대한 의미부여 측면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구조 다변화에 따라 정책요구가 다원화되면서 과거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의 

등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과정 상 중요한 독립적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이재무, 

2015a: 206). 정책변동 연구 초기에는 하나의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근래 유용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분석모형을 결합

하여 분석결과를 구체화하고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보다 많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변동과 관련된 영향요인이나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각 가지고 있는 

정책변동 분석모형으로써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속성이 내재된(김상봉･이명혁, 

2011:2; 남상민, 2005: 33-33) 정책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과 다중흐름구조모형(MSF, Multiple Streams Structure Framework)의 구조적 결합모형

이 다수 제시되었다(김인자･박형준, 2011; 양승일, 2005; 이동규･우창빈, 2013; 이동진･
이대희, 2014; 이재무･박용성, 2014; 최성구･박용성, 2014). 

보편적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이 모두 정책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두 모형을 융합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하려는 

행위 자체가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모형의 결합은 단순히 모든 구성요소를 합

치는 것이 아니라 각 모형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한국 실정에 적합한 요소들이 선택되어 

배치됨으로써 한국적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실증다원주의 방식의 산출에 근거를 두고 있어 미국 이외

의 국가에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Sabatier & Weible, 2007b: 199). 그

리고 다중흐름구조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수행이 가정된 서구의 이익집단과 달리, 한국의 

이익집단은 국가의 지속적 후원(patronage)에 의존하여 정치성이 떨어지고 호전적이지

도 협상적이지도 못하다(Gereffi, 1991; Fields, 1995; 김윤태, 2000: 74-75 재인용). 이처

럼 이들 모형들은 정치구조와 기타 제반 요인들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현

실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척도의 선택에 있어 이러한 상황적 조건 차이에 

대한 적절한 재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분석을 위한 구성요소들이 선별되면 이들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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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 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분석

을 진행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이 제시한 요인들이 나타나는지 확

인하고 그 영향관계를 근거로 각 요인들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적인 구조 틀

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설명력이 변화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세

부적으로 파악하는데 맞춰져 있고,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일련의 정책변동 양상을 순행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결합모형의 주요 맥락적 기초는 다중흐름구조모형이 사용되고, 분석의 세밀화 수단으로

써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적소적으로 내재화되는 위치에 대해 숙고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이다(이재무･박용성, 2014: 38).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책변동 과정을 실효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을 제언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옹호연합과 다

중흐름구조모형, 기타 복합적 정책변동모형들을 고찰하였다. 이어 정책변동 과정을 개

괄하여 규정한 뒤 한국의 개혁정책들의 정책변동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각 요소들의 위

치를 규명할 수 있는 검증과정을 구상하였다. 개혁(reform)이라는 개념 자체가 크고 포

괄적인 정책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변동모형에 대한 연구와 가장 본질적으로 부합

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한 개혁정책은 로스쿨정책과 노동개혁정책을 선택하였는

데, 두 정책이 정책수혜자나 기능 등에서 상이함에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정책은 모두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서 대통령이 중

요한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정책으로, 높은 정치적 의도성을 내재한다. 그리고 두 

정책은 모두 매우 강한 대립 집단들이 양립하고 있어 정책관계자들이 가지고 표출하는 

정치적 속성들이 명확하게 식별된다. 따라서 정책유형에 무관한 설명력을 갖춘 정책변

동모형을 기본 틀로 응용하고 있으며, 서구보다 다원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

하게 작용하는 한국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정책변동모형을 착안하겠다는 취지에서 수행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특성 측면에서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두 정책을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본 연구의 복

합적 정책변동모형은 한국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기술하는데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롭게 정립된 정책변동 과정을 기반으로 정책변화의 결과

와 성패를 예측하는 연구에 응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정책분석 연구

의 기초적 정보로써 가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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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정책변동모형에 대한 고찰

1) 정책옹호연합모형 및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이해

첫째, 정책옹호연합모형은 각기 다른 정책신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들의 갈등과 대립, 타협, 기타 상황적 변수의 영향 등으로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다(최창근･장지호, 2015: 675). 본 모형은 특정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소요된 10년 이상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 부문이 반드시 참여

하고 있는 정책하위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옹호연합의 가치

체계와 정책신념이 공공정책으로 표출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구성된다(Sabatier, 1993: 

16).

<그림 1>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도식

자료: Sabatier, 1988: 132의 내용을 재구성.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모형은 크게, 외부요인(external factors)과 정책하위체

제(policy subsystems)로 구성된다.1) 외부요인은 역동성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와 외적 사건들(external events)로 구분되고, 사회 

1)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최근 모형에는 장기적 연합기회 구조(long term 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s)와 하위체제 행위자들의 단기적 제약조건과 자원(short term constraints 

and resources of subsystem actors)이 부첨되었다. 하지만 이는 초기 모형의 하위체제 내 제약과 

자원(constraints and resources of subsystem actors)을 세분화에 불과하고, 사례에 따라 분석에 포

함되지 않기도 하므로 크게 개의할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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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헌법 구조, 정책문제의 본성, 여론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경 등 정책변화와 관

계된 제반 환경적 영향요인을 의미한다. 정책하위체계는 전술한 것처럼 정책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형의 핵심부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미치는 이

해관계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총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전진석, 2014: 3). 정책하위체

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은 자신들의 가치체계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사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의도하는 정책행위자들의 결속체이다

(Sabatier & Weible, 2007a: 128). 그래서 옹호연합의 구성원들은 협력을 조건으로 단결

되며, 공통된 믿음과 조정기제를 갖고, 보유한 자원 수준에 따라 전략과 활동이 결정된

다(양승일, 2005: 43). 여기서 연합구성원들이 갖는 공통된 믿음과 유사한 가치체계의 

총체가 신념체계(belief systems)이다. 그렇기 때문에 옹호연합의 중심적 조직 원리이자 

존속 기반이지만 각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끼리는 상충되어 필연적으로 대립을 야기한다

(Munro, 1993: 115; Sabatier, 1993: 31). 신념체계는 심층적･규범적 핵심 신념(Deep & 

Normative Core Beliefs),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Near & Policy Core Beliefs), 수단

적･2차 대안적 신념(Instrumental or Secondary Aspects Policy Beliefs)으로 분류되는데

(Sabatier, 1993: 31; Sabatier & Jenkins-Smith, 1999: 133),2) 심층적･규범적 핵심 신념

은 존재론적 가치(ontological value)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성이 강해 변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은 하위체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차원

의 신념으로써 앞서 심층적･규범적 핵심 신념보다는 변화가 쉽지만 역시 본질적으로 바

뀌기 어려운 신념체계이다. 반면에 수단적･2차 대안적 신념은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

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론적 결정이기 때문에 변경이 용이하고, 이해관계에 근접할수록 

정책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기제로써 작용하기도 한다(Weible et al., 2009: 122; 김순양, 

2011: 65; 허만형･이정철, 2012: 49). 정책중개자(policy broker)는 옹호연합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조정을 담당한다(Sabatier & 

Weible, 2007a: 128). 중개자 역할은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 누구라도 될 수 있

으며, 정책지향학습을 촉진해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변화를 조장하는 방식과 적극적으로 

갈등상황에 개입하여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중립적이어야 하는 본래 속

성에서 벗어나 특정 연합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이동규 외 2013: 38). 정책지

향학습(policy oriented learning)은 주로 옹호연합의 수단적･2차 대안적 신념과 직결되

2) Sabatier의 최근 연구에서는 신념체계를 Deep Core Belief, Policy Core Belief, Instrumental 

Aspects Belief로 지칭하고 있으나 초창기 연구에서는 Deep(Normative) Core Belief, Near(Policy) 

Core Belief, Secondary Aspects Belief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명확하고 함축적인 신념체계

의 구분을 위해 두 개의 기술을 모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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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각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념체계를 수정시킬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새로

운 경험과 정보의 제공 활동을 총칭한다(Sabatier & Weible, 2007b: 198; 이재무･박용

성, 2014: 35; 주경일, 2011: 42). 정책중개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신념체계

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갖는다(박상원, 2015: 140).

둘째, 다중흐름구조모형은 Kingdon(1984)이 주창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 개념

을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이재무, 2015b: 154). 

본 모형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

써 명확하지 않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정책의제가 형성되거나 정책이 변화했는

지 확인할 수 있다(Zahariadis, 2007: 65; 김상봉･이명혁, 2011: 2). 

<그림 2>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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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모형은 크게, 세 개의 흐름(streams)과 결합(coupling)

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흐름 중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

기 전까지 정책과 연관되어 표출되어온 문제들의 일련 과정을 의미하며, 문제라는 규정

에 근거가 되는 지표(indicators)와 중요 초점사건(focusing events) 등으로 확인한다

(Zahariadis, 2007; 68).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은 문제의 흐름이나 대안의 흐름과 

상이한 역동성과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자체적으로 흐름을 유지한다(Kingdon, 1984: 

170). 정책의 창 개창에 지대하게 작용하며 국정 전반의 기조, 정치권의 변화 등으로 규

명할 수 있다(최인규, 2011: 126). 대안의 흐름(policies stream)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료나 학자 등이 생성한 아이디어 중 끝까지 생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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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이디어가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구체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Travis & 

Zahariadis, 2002: 496). 정책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가치수용성(value 

acceptability), 기술적 실행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등을 파악하여 수준을 알 수 있

다(Zahariadis, 2003: 155). 정책의 창은 이상 세 가지 흐름을 결합시키려는 시도의 시작

을 의미하며, 서로 높은 독립성을 가진 흐름들이 동시적으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열리거나 오랫동안 존속하지 않는다(Kingdon, 1984: 175). 따라서 정책의 창이 열

린 것을 계기로 각각의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관심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정책에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압력을 행사한다(양승일, 2006: 95). 또한 정책의 창에는 결합을 시도할 때 

고려되는 연결논리(coupling logic)와 결정방식(decision style)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Zahariadis, 2003: 153).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는 정책의 창을 여는 주역이

다. 그래서 특정 사상과 가치체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력, 능력, 시간 

등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세 개의 흐름들을 동시에 결합시키고자 부단하게 노력

한다(전성욱, 2014: 124). 정책사업가는 특정 행위자가 독점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협상기술(negotiating skills)이나 인내력(persistence) 등의 자질과 

단계적 해결전술(salami tactics)과 같은 전략을 보유한 채 정책결정에 근접할 수 있고 

충분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 유력한 정치

인이나 높은 위상을 가진 이익집단이 담당한다(Kingdon, 1984: 189-190; Zahariadis, 

2003: 153). Roberts & King(1991)에 따르면, 정책과정에서 정책사업가는 새로운 사고

의 지지와 문제에 대한 재정의, 대안 개발과 구체화,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 아이디어 중

개, 여론 동원, 결정의제의 창출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정민경･이병량, 2014: 55). 

연구에 따라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이 정책의 형성 혹은 변동 과

정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태생적으

로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창출되었고,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정책변동에도 자주 쓰이

나 원래 정책의제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이다(유훈, 2009: 149; 152). 즉 두 모형은 

원천적으로 정책형성과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또한 합리적 정책과정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정책형성은 새로운 의제를 선택하고 

의사결정 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을 창조하는 가장 초기 단계의 활동이지만, 

정책변동은 정책형성을 거쳐 창출된 기존의 정책이 정책집행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

고 환류를 통해 실패했음이 인정될 때 수정 혹은 종결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다

(May, 1992: 341; 유훈, 2009: 135-136 재인용). 아울러 정책변동은 다양한 정책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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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들 간에 높은 수준의 정책갈등이 동반된다는 점도 정책형성과 차별된다(양승일, 

2006: 66). 물론 특정 정책이 처음 생성될 때에도 정책갈등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의 갈등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고의 대립이 주를 이

루게 된다. 그에 비해 정책변동 시 배경이 되는 갈등은 형성된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실체적 결과를 근간으로 나타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강하게 표출된다. 그리

고 그러한 연유로 정책변동은 정책갈등에 근거를 두고 특정 정치적 이익이나 의도를 충

족하기 위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형성보다 정책변동이 높은 정치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형성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설명하는 경우 특정 정책결정 

요인의 부족과 갑작스러운 결합에 따른 의사결정 등에 분석이 미진할 수 있으며, 정책변

동 사례를 다중흐름구조모형으로 설명하는 경우 다양한 정치적 특성과 정책갈등 상황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형성 혹은 정책변동의 설명을 위한 

두 모형의 적용 시에는 분석의 초점과 구조 상 선후 배치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행연구의 복합적 정책변동모형 검토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은 각 모형이 갖는 높은 정책변동 설명력으로 

인해 다수의 선행연구가 두 모형의 결합을 통해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을 구상함으로써 

분석의 구체성과 세밀함을 보강하고자 시도하였다. 

Compston & Madsen(2001)은 덴마크의 노동시장 관련 공공정책 중 가장 혁신적 변화

로 인정되는 실업 및 유급휴가 정책을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분석관

점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다중흐름구조모형을 정책결정과정의 기초로 인식하

고, 과정 내 정책네트워크의 관찰을 위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분석틀을 도입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결합보다

는 두 모형이 핵심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분석논리를 정책의 변화과정에 적용하여 과

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두 모형을 결합한 특정한 형태의 모형

은 산출되지 않았다. 또한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 역시 요인별로 미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거시적인 내용에 집중하고 있어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의 유용성을 논하기 어렵다.

Collins(2002)는 총기규제 정책의 보다 나은 집행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책옹

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중흐름

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이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결합되고 이후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정

책하위체계에서 변화를 위한 세부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설계했는데, 여기에 SC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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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Collins Classification and Elaboration Mode)와 GCCEM(Generic Collins 

Classification and Elaboration Mode)으로 명명된 고유의 분석방법이 첨용 되어 독창적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

모형의 융합은 SCCEM 및 GCCEM의 검증과 이론적 보강을 위해 두 모형의 변수와 설명

력을 차용한 것일 뿐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니다. 더욱이 두 모형의 결합 형태 

또한 거시적으로 시간의 경과와 결합의 계기, 활동주체로서의 정책하위체제만을 설명하

기 위해 단순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력은 크게 떨어지

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Howlett, McConnell & Perl(2016)은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 정책주

기모형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정책과정 모형의 분석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를 위해 

의제설정, 정책공식화, 의사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정책단계를 관통하는 흐름을 기

존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문제, 대안, 정치 등 세 가지 흐름에 공식화 단계에서의 방법

(process)과 집행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두 가지 흐름까지 5개의 다중흐름으로 구조화

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와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생성과 변화의 모습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모형의 결합은 특정 정책변동을 설명하기보다 정책과정 전반을 

숙고하기 위함이며, 예측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정책의 변화를 유

의하게 설명하는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본래 특성이 배제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변동에 특화된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으로써 유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인자･박형준(2011)은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규제정책의 변동과정을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정책하위체제 내 배치하고 정책 환경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옹호연

합을 구성하고 있는 정책참여자들을 자극함으로써 세 가지 흐름이 합쳐져 정책의 창이 

열리는 방식으로 분석모형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정책중개자를 옹호연합들로부터 영

향을 받으며, 정책의 창을 여는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배치는 세 가지 흐름이나 정책중개자의 개념을 차용함에 있어 원래의 모형이 규정한 

기본 가정을 위배하는 조치이다.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은 순차적 시간의 경

과를 의미하는데,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 옹호연합의 정체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며, 세 가지 흐름의 범위를 변동 시점으로만 국한한다면 정책

하위체제 내에 이들 흐름을 내재시키는 것은 시간적 단절을 전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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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의하는 정책중개자는 대립되는 옹호연합 간 중재와 조율

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옹호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지 영

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은 제한된 정책변동 

설명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양승일(2005)은 그린벨트정책의 허용시기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정책의 변동과정

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결합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외부요인과 정책하위체제 간 관계라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기본 틀에 다중흐름

구조모형에서 정책의 창 개념을 차용하여 구조화되었다. 정책변동은 정책하위체제 내에

서 정책흐름 속 촉발기제로 인해 각 옹호연합들과 정책중개자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

고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촉발기제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다중흐름구조모형에서 설명하는 정책의 창은 분명히 정치

의 흐름 속에서 정책사업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치 부문과 정치적 유력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 연구모형에서는 이들의 기능이 배제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의 지배가 두드러지는 구조로 인해 촉

발기제가 정책의제로의 전환이 실패되는 무의사결정이 빈번한 한국 정책상황(주경철 

외, 2010: 263; 민효상･양재진, 2012: 135)을 고려할 때 정책의 창 개창이 촉발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재무･박용성, 2015: 39). 아울러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우연성을 전제하는 쓰레기통모형을 기반으로 창출된 모형이기 때

문에 옹호연합들과 정책중개자가 인위적으로 정책변동을 위한 정책의 창을 연다는 설정

은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의도성으로 인해 본질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동규･우창빈(2013)은 초점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정책변동모형을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흐름구조모형

의 순차적 정책변동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초점사건이 자극이 되어 정책의 창이 

열린 후 정책하위체제가 정책변동을 완성시키는 형태로 분석모형을 구조화하였다. 기본

적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구성된 복합

적 정책변동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의 타당성 측면에서 지적할 사항은 없어 보인다. 다만 

본 연구 스스로 전제한 것처럼 본 연구모형은 비일상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변

화한 정책사례에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정책변동의 설명이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치성이 강한 각 정부의 개혁정

책의 경우 변동 전후로 확연하게 표출되는 초점사건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김대

중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전 정부에 비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김대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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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이념과 경험 이외에 특별한 초점사건이 추진의 근원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특정 초점사건이나 촉발기제가 한국 정책변동 원인의 전부인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동진･이대희(2014)는 무상복지정책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고자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결합한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중

흐름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이 흘러가는 중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의 창이 열린 후 게임

의 장이 펼쳐지는데 이때 옹호연합들 간의 다툼에서 승리하는 쪽의 신념체계가 정책변

동으로 나타나는 순서로 구조화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 역시 정책옹호연합모형

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기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설정이 확인된다. 정책의 창이 정책

사업가 없이 열리고, 촉발기제가 정책의 창 개창의 근원으로 명시된 점, 정책중개자나 

정책지향학습 없이 특정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대로 정책이 산출된다고 간주한 점 등은 

본 연구모형이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구성요소들을 차용했음에도 원

래의 두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적용으로 볼 수 있다. 

이재무･박용성(2014)은 정책변동을 미리 예측하는 모형의 창출을 위해 정책옹호연합

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결합하여 영유아교육복지관리체계 일원화 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적 속성의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구조 내에 미시적 분석수단

인 정책옹호연합의 분석요소를 배치하는 형태로 분석틀을 기획하였고, 각 모형의 요소

를 차용함에 있어 요소별 원래의 가정을 준수하고 있다. 즉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부요인들이 정책하위체제를 자극함으로써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들의 대립과 정책중개자의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호작용과 행위

들 일체가 정책사업가에 전달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는 구조로 모형을 정립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형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책변동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순탄한 정책 환경의 유지 중 나타난 변화의 계기, 옹호연합의 발생과 대립, 정책중개자

의 조율의 과정 후 유력한 권력자인 정책사업가에 의해 민주적이자 안정적으로 정책이 

변화한 사례가 적은 한국의 정책변동 양상을 일반적･보편적 양상을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성구･박용성(2014)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동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세종시정책

을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인 외

부요인들이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옹호연합들과 정책

사업가, 정책중개자들이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의 창이 열리는 방식으로 분석모형을 

구조화하였다. 외부요인이 세 가지 흐름을 자극한다는 다소 특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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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외부요인은 환경적 속성을 가진 요인으로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과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순서가 치명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만 정책의 창이 열리는 상황을 옹호연합들과 정책사업가, 정책중개자가 모두 결합을 시

도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써 다양한 정책이

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압력을 행사하고 강요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책의 창 개창이 옹호연합으로 칭할 수 있는 정책이해관계자

들의 이익추구 행위보다 선행적 위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도 특정한 정책

변동 사례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책변동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변동모

형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단계를 구상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두 가지 사항을 제고하였다. 하나는, 정책옹호연합

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결합하여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을 창출함에 있어 모형 전반

의 기본 틀은 다중흐름구조모형으로 설정하고 보다 분석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부

분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분석요소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따랐다는 점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중흐름구조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맞춰 정책변동의 배경과 변화의 계기, 그

에 따른 중요 행위자의 역할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거시적 분석모형이다. 그래서 정책변

동 과정을 일련의 서사(narrative)로 묘사할 수 있어 정책변동의 설명과 이해가 용이하

다. 또한 정책옹호연합은 정책변동과 관련된 더 많은 행위자들과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정책

변동 관계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보다 세밀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새롭게 

구상될 복합적 정택변동모형은 다중흐름구조모형 기반에 정책옹호연합모형 요인이 첨

가되는 형태가 타당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동과 결부된 10년 이상의 시간, 정부 부문

의 정책행위자 참여, 정책하위체제 및 옹호연합의 명확한 신념체계 등의 존재 여부, 문

제･정치･대안의 흐름이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

흐름구조모형이 모형의 근원적 전제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의 부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을 구성하는 세부적 분석요인들이 위치와 

영향관계와 무방하게 변동의 환경적 요소, 변동의 계기적 요소, 변동의 처리적 요소, 변

동의 결과적 요소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외부요인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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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흐름구조모형의 세 가지 흐름은 환경적 요소,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정책사업가와 정책

의 창은 계기적 요소,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 정책지향학습은 처

리적 요소,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 정책의 산출 및 영향은 

결과적 요소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책과정이 서로 유기적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환경, 투입, 전환, 산출의 정책과정을 순서대로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Easton, 

1965: 103-110)을 감안하였을 때, 환경, 계기, 처리, 결과 순으로 정책변동 과정을 정의

할 수 있다. 

둘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변동 단계마다 배치될 요인은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흐름, 외부요인, 정책사업가, 정책의 창, 옹

호연합, 정책중개자, 정책지향학습,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 정책의 산출 및 영향

이며, 이들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척도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

형이 제시하고 있는 척도들을 상황에 맞춰 선용하였다. 정책변동의 환경적 요소로써 세 

가지 흐름과 외부환경은 상호 유사성을 보이는 척도는 통합하여 기술하였다.3) 그에 따

라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basic attributes of the problem area), 여론 및 문제에 대한 

관심(attention), 행정부･입법부의 교체(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turnover) 등을 확

인했으며(Kingdon, 1984: 95; Sabatier, 1993: 18; Zahariadis, 2007: 68-73), 특히 정책

변동의 계기 이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s)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정책사업가는 정체성과 보유하고 있는 자질과 전략을 파악하였으며, 정책

의 창은 연계논리가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된 문제해결지향적(consequential)이었는지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원리주의적(doctrinal)이었는지 확인하였고, 결합방식이 정보의 

수집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한 행보(cautious)였는지 그렇지 않은 무

모하거나 신중함이 부족한 결정(reckless or less cautious)이었는지 확인하였다

(Zahariadis, 2003: 153). 옹호연합의 경우는 각 연합의 정책신념과 보유 자원, 연합구성

원의 상호작용이나 활동 수준을 확인하고, 정책중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특성, 정책

지향학습의 실행 정도를 확인하였다(Sabatier & Weible, 2007b: 198). 끝으로 정책변동

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의해 산출

된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숙고하였다. 다만 정책의 산출과 영향에 대해서는 성패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본 연구의 과정 상 이루어

지기 어렵기 때문에 변환된 정책이 기존에 있었던 갈등관계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제거

3) 예컨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설명하는 외부요인을 구성하는 외적사건들 중 여론의 변화나 체제 지배

집단의 변화는 정치의 흐름과 분석지표의 속성이 유사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문제의 

흐름의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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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에 대한 판단한 숙고하였다. 이상 본 연구가 검증할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의 가

설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본 연구가 검증할 복합적 정책변동모형 가설의 도식화

Ⅲ. 사례분석

1. 로스쿨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1) 세 가지 흐름 및 외부요인

로스쿨정책은 사법개혁을 위한 정책적 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로스쿨정책과 관련

된 문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한제국 말기 근대적 사법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부

조리의 양태가 탐색되는데 당시 도입된 사법제도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채 일제의 의해 강제된 것에 기인한다. 서양의 사법제도를 변용한 일제의 

사법제도를 재차 이식하여 한국 사정에 관한 합리성이 결여된 이 시기의 사법제도는 식

민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만 악용되었을 뿐 본래의 정상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신평, 2008: 232). 자생적이지 못했던 한국의 사법제도는 일제의 강압에서 벗어나서도 

불합리성을 개선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미군정과 권위주의 정부, 군사정부까지 근 40여 

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취지를 구현하기는커녕 불법적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국민의 사법 불신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김배원, 2012: 

91). 비정상적인 정치･사회구조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한말부터 

군사정권 말미까지 고착화된 사법제도의 병폐들로 인해 이후로도 사법개혁과 관련되어 

나타난 문제들은 상당히 일관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법제도의 기본 골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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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점기 형태대로 거의 대부분 유지되었고, 일부 사법엘리트들은 정치성을 보이면서 

방종한 사법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표출되었음에도, 사법부를 비롯한 위

정자 집단에서는 그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이었고 다방면의 요

구나 주장은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렇다보니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으로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점철되었다. 예컨대 1995년 공보처가 의뢰한 여론조

사 결과를 보면, 법원의 대국민 봉사 자세에 대해 국민의 40.5%가 낮다고 대답했으며, 

법률서비스 이용 용이성에 대해서는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78.1%)이, 사법제도 개혁 필

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83.4%)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연합뉴스, 1995. 3. 

16. ｢국민 83% 司法제도개혁 필요｣). 또한 1999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리 법조인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처리해야 하며(73.0%), 법률서비스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거나 불만스럽다고 피력(93.8%)하는 등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연합뉴스, 1999. 1. 26. ｢법조비리 근절위해 사법제도 

개선필요｣).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담론도 제도 

운용 상 나타날 수 있는 방법론적 차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동아일

보, 2004. 4. 21. ｢법조계 로스쿨 도입 공감대 확산｣; 한겨레, 2004. 6.21. ｢일반시민의 

편에 선 사법개혁을｣; 세계일보, 2004. 6. 22. ｢사법개혁 이상과 현실 괴리 안되게｣; 국

민일보, 2004. 6. 22. ｢사법개혁안 방향은 옳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이나 반대를 표명한 사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압력단체들 간에도 로스쿨 제도

의 도입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도입 찬성 측과 서울변호사협회 등 반대 측 

단체들끼리 찬반양론이 대립하기는 했으나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룬 여론으로 인해 로

스쿨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 대부분 세부 운용방법에 대한 논란에 한

정되었다. 각종 시민단체들의 압력 활동 또한 앞서 문제의 흐름 상 확인되는 양상과 대

동소이하다. 1995년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

족시켰고(연합뉴스, 1995. 2. 22. ｢시민협, 사법제도개혁 운동본부 설치｣, 1999년 민주시

민연합은 비리 법조인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소수의 법률서비스 독점을 지양하고 사법제

도의 각종 폐단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향신문. 1999. 1. 12. ｢시민단체 법조비

리와 전쟁｣). 그리고 200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가 개혁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을 주청하는 민간차원의 추천 운동을 벌이는(한겨레, 2003. 6. 

18. ｢민변･참여연대, 개혁 대법관 시민추천 운동｣) 등 매우 다양한 사법개혁 촉구 활동

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요구가 국민들이 금전적 및 심리적으로 법률서비

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사법접근성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난 정책이 로스쿨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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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의 흐름은 1990년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이 설치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래로 사법부 자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법제도 개혁을 고려하였으나,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치의 흐름과 밀접하게 나타나게 된

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대법원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해 1994년 6건의 사법

제도개혁법률안을 확정･공포하였으며, 1995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설치 후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검토하여‘법률서비스 및 법조인양성제도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

치해 전문법원 설치･사법시험정원 확대･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새로운 사법개혁을 시

도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되었고, 2004년 대법원장의 건의로 사법개혁위원회 후속기구 설치가 고려

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한국형 재판참여제도와 함께 법

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한국형 법조인 양성을 기틀로 하는 로스쿨정책이 제의되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기본적 헌법적 구조 측면에서 로스쿨정책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

로 정한다는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며, 법률가를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통제함으로

써 유지하는 법조관료주의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국운, 1999: 122). 또한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법률서비스 공급체계가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 수요에 유연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법률서비스 경쟁력 저하와 수임 

비리, 전관예우의 관행화와 같은 다양한 법조계 문제를 고착화시킨 점 등을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 및 사회구조 측면의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이성웅, 2005: 73). 외부

요인적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로스쿨정책의 도입을 촉발할 직접적인 기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결정된 노무현 정부 초기 국제 환경을 

비롯하여 국가 외적으로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외압이나 직접적 자극은 발견되지 않

는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적지 않은 법조인 비리나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존재해왔으나 역설적으로 그러하였음에도 유사한 성격의 사건

이 반복하여 나타난 사실에 비춰볼 때 이들 사건들은 로스쿨정책의 뚜렷한 촉발기제로 

볼 수 없다. 다만 축적된 이들 문제는 로스쿨정책의 정당성을 대변해줄 하나의 근거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시기 초점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은 포괄적인 관점

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참여정부의 발족뿐이다. 비록 대법원을 포함한 법조

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에서

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로스쿨 도입과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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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어 민간 정부가 들어섬에 따른 결과이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의 등장은 사법개혁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로써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

며, 특히 로스쿨정책 차원에서 지배집단의 변화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변기용, 2009: 234).

2) 정책사업가와 정책의 창

다중흐름구조모형에서 정책사업가와 정책의 창은 모형이 갖는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문제와 정치, 대안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며 정책의 

창출을 위한 특정 요소가 결핍된 예측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정

책이 생성되는 계기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중흐름구조모형의 특성은, 정

치적으로 유관한 사건의 연쇄적 영향을 강조한 Hofferbert(1984)의 모형이나 패러다임

의 단계적 변화에 따라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Hall(1993)의 모형,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을 근원으로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는 Mucciaroni(1995)의 모형 등과 같이 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일정한 흐름 속에서 순차적･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정책변동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 설계된 기존의 정책변동모형들이 규정하지 않은 고유의 설명력이다. 다시 말해, 

로스쿨정책이라는 사법개혁 시도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이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이라는 대안적 시도가 법조계의 강력한 반

발에 두 번이나 무산된 상태였으며, 사법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각종 사법계 문제들이 

여전히 잔존해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기타 정책부문에서 사법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거나 효과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즉 여타의 정책변동모형 

논리에 비춰보았을 때 정책변화가 나타나기 힘든 조건의 상황이었다는 의미이다. 하지

만 다중흐름구조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모형이 제시하는 가장 명시적이고 광범위한 정치

의 흐름인 정권의 교체(양승일, 2006: 95)가 계기가 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새로운 대

통령이 정책사업가로서 정책변동을 시도한 로스쿨정책의 변동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본 사례의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완전

하고 급작스러운 정책변동의 설명에 다중흐름구조모형이 얼마나 유용한지 입증해주는 

근거가 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로스쿨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창은 정책사업가로서의 노무현 대통

령이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여 사법개혁에 대

한 정책적 조언을 통해 향후 제도 개혁에 대해 구상했으며, 당선인 때부터 대통령 인수

위원회와 별도로, 당내 변호사 출신 정치인, 판･검사 등 현직 법조계와 재야 법조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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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개혁 특별 기구 설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해당 기구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단순

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구조화할 것은 천명했다. 이는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드

라이브를 걸기 이전에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

했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로써 그만큼 치밀한 복안에서 자신의 자원과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로스쿨정책을 처리하고자 했음을 방증한다. 로스쿨정책의 정책사업가로

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력과 지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매

우 끈질긴 지속성(persistence)을 보여 정책사업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사업가로서 다음과 같은 전술을 활용하였

다. 프레이밍(framing) 전술은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social 

gains)을 부각시켰다. 즉 로스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더 쉽게 법률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것이다.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전략은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예상 편차가 적을 경우 주로 활용되는데(Zahariadis, 2003: 156), 

로스쿨정책의 경우 비용 부담을 국민들 다수가 껴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집

행된 이후 결과에 대한 지적 역시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추측된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양태에서 단계적 해결전술(salami tactics)

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상징(symbols) 활용 전술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

는다. 이상과 같은 정책사업가로서의 자질과 전술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개창한 정책

의 창은 철저하게 정치적 의도에 따라 원리주의적으로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위성을 준거로 구분되는 정책의 창 연계논리는 특정 문제가 돌출적으로 

부각되면서 불가분하게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문제해결지향적 논리에 의한 결과로 간주

된다(Zohlnhöofer & Herweg, 2012: 4). 따라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사건 이외의 특별한 촉발기제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 로스쿨정책은 분명히 

원리주의적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보의 수집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

서 신중하게 이루어진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미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정책사업가인 대통령도 단계적 해결전술을 선택한 만큼 로스쿨

정책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다. 

본 사례에서 강력한 엘리트주의의 양태처럼 보일만큼 대통령이 강한 주도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 관철을 위해 주력한, 정책관계자들과의 역동적

인 관계 형성이 존재한다. 우선 당시 총선에서 승리하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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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열린우리당과 당정 간 관계 정립에 매진하였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결과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복심에 있는 인물로 다양한 언론에서 제

기한 천정배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고, 친노당권파로 분류되던 정동영 당

의장과 신기남 의원의 입각과 당권 장악은 내각과 당, 국회에서 대통령의 심중을 반영하

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전부를 대통령이 표면에서 작위적으

로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로도 2006년 2월 1일 있었던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의 만찬을 포함해 여러 차례 사법개혁안의 원만한 처리를 강조하는 등 한국의 정치권력 

구조 상 대통령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이렇게 정치적 지지 세력을 안정화시킨 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17일 

최종영 대법원장 및 4부요인을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하는 등 법조계와의 의사소통을 시

도했고, 강금실 법무부장관,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파격 임용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법개혁추진 로드맵의 달성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정책

의 관철을 위한 노력은 공동위원장을 민간위원에게 부여하고 시민단체를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정치권 이외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시도한 사법제도개혁추

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으로 점철된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치권력 구조에서 부여한 절대적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지지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다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의적으로 정책변동

을 위한 추진 원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3)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정책지향학습

로스쿨정책과 관련해 확인되는 옹호연합은 법무와 직결되었는지 여부로 구분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간결하다. 표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공식적으로만 로스쿨도입을 반대

하는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계열 정부 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법사위 등 법조계 

이익단체들이 ‘로스쿨도입반대연합’을 결사하고, 참여정부 대부분 행정부와 여당, 법학

교수 등 학계, 언론,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편에서 ‘로스쿨도입찬성연합’으로 결집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정부의 로스쿨정책 도입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는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대법원이 기존 로스쿨 

도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개방적 관점에서 도입을 찬성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이러

한 입장 변화는 그때까지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 대해 부단한 비판

이 있었고,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스쿨도입반대연합’은 기존 헌법에 규정된 법률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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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대한 국가주의를 심층적･규범적 핵심 신념으로 가지며, 국가주의에 근간한 국가고

시에 의한 법률가 자격 부여, 법률가 수의 제한, 한정된 법조계 진입을 통한 사법서비스 

질 관리 등을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으로 갖는다. 그에 따라 이들은 로스쿨정책을 도

입하더라도 1,200명 수준의 당시 사법고시 정원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인가주의를 

도입해 과도한 변호사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로스쿨정책 관련 수단적･2차 대안적 신

념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로스쿨도입찬성연합’은 다원화라는 사회변화의 대세에 따라 

법률시장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시장주의를 심층적･규범적 핵심 신념으로 갖는다. 또한 

사회적 수요에 맞춰 법률가들의 수도 정해져야 하고 대학에서의 전문법학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산하고, 경쟁기반의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을 견지하였다. 그에 따라 수단적･2차 대안적 신념 역시 반대연합과 차이를 

보여, 엄격한 준칙주의에 근간하여 최소 3,000명 이상의 법률가를 양산하고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두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원 측면에서 두 연합 사이의 차이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

가 집단이 매우 폐쇄적이나 독점적이라는 본질을 가지며 소수이지만 사법권이라는 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이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김영삼 정부시기에 

추진하던 로스쿨정책이 무산된 것도 바로 대법원을 구심으로 한 법률가 집단이 막강한 

권력자원에 기반을 두고 반대한 결과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정책을 다시 추

진하고자 시도할 때에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

게 밝혔으며,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로스쿨 도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로스

쿨법 처리의 난망이 예상되던 2007년에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청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정책을 추진할 당시의 두 집단의 균형

은 ‘로스쿨도입찬성연합’쪽으로 크게 기울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과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로스쿨제도 도입에 전향적으

로 찬성을 표하였다. 결정적으로 한국사회의 비주류로서 기존 정치권의 구조적･제도적 

부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심희기, 2002: 15)이 정책사업가로서 등장하

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의 창을 여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로스

쿨도입찬성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게 된다. 로스쿨정책

을 시작으로 한 사법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의지가 확고했으며, 사법개혁

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 전효숙 헌법재판소재판

관 등을 파격적으로 임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틀을 구축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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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로스쿨정책의 도입을 수시로 촉구했음을 언론(서울신문, 2004. 8. 5. ｢로스쿨 도입 

물건너 가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기타 민간영역까지 견제역량을 갖고 

있는 완성된 다원주의 국가인 미국과 달리 후발산업화 국가인 한국에서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과 위상은 현실적으로 비견될 존재가 없다(한병진, 2009: 6). 그렇다보니 

‘로스쿨도입반대연합’의 반대 활동에도 로스쿨정책은 ‘로스쿨도입찬성연합’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로스쿨정책 도입과 관련된 옹호연합들 사이의 중재를 담당하는 역할은 사법개혁위원

회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수행하였다. 이들은 2004년 4월 26일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첫 번째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시각 차이 

조율에 전념했는데 그 결과 일정 부분 공식적 중재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변기용, 2009: 242). 그러나 정책중개자를 담당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

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영향력에 의해 구성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된 기관이

라는 점, 그로 인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으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단히 대

통령의 의사반영을 위한 상호작용이 빈번했던 점, ‘로스쿨도입반대연합’의 심층적･규범

적 핵심 신념과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은 도입 자체의 반대에 점철되어 있었음에도 

제도 운영상 정원 규모의 일부 타협안을 제외하면 어떠한 신념체계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로스쿨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중개자가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

고 정책지향학습 역시 대립되는 두 연합의 의견을 원만하게 절충하는 완전한 형태가 아

닌 명분 마련을 위한 형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 및 정책산출

로스쿨정책은 최종적으로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대로 결정되었다. 변호사 자

격시험 합격률을 80% 정도로 전제하여 정원은 1,200명 수준으로 하며, 2008년도에 첫 

번째 신입생을 모집하고, 사법고시는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된 뒤 5년간(2011년-2015

년) 병행 실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정책안은 국회를 통과되어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이 2008년 8월 24일 처음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로스쿨정책에 대한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로스쿨도입찬성연합’

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찬성연합의 취지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로스

쿨정책이라는 개혁정책의 도입과 관련되어 대립되던 ‘로스쿨도입찬성연합’과 ‘로스쿨도

입반대연합’ 양측의 의견은 합리적으로 절충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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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 연합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수용된 형태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로스쿨정

책은 정책의 시작과 종결이 모두 대통령이라는 정책사업가와 특정 옹호연합의 막강한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시행 이후에도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자질 

문제, 사법고시의 존치 여부, 속칭 금수저 논란 등 로스쿨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자주 발생하였다. 자신들의 정책신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로스쿨도입반대연합’ 

쪽에서 새롭게 산출된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로스쿨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로운 사법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국정 추진원동력으

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로스쿨제도 운용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시도의 성공

에 기초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배심제 도입, 고등법원 

내 상고부의 설치 등 대법원 기능 재편, 법조일원화 및 공판중심주의 확립, 사법서비스 

개선 등의 후속 조치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2. 노동개혁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1) 세 가지 흐름 및 외부요인

노동개혁 움직임 배경에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급변속에서 나타난 병폐의 지속적인 확

산세가 문제의 흐름을 이룬다. 즉 한국은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

를 누리게 되고 국제시장에서의 위상도 올라갔지만 발전된 경제 부문의 수준에 일체의 

다른 사회･문화적 부문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양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

이다. 특히 노동부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

금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그로 인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성행하고, 장시간 근로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 등이 팽배해졌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장기적 여파로 실업

률이 증가하고 실직 후 재취업하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노동시장 자체가 경제를 위협하

는 요인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노동환경 변화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노동개

혁에 대한 여론은 항상 압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

다. 예컨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사관계 개혁

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90.5%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노사관계 개혁의 핵

심 관건인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관련해서는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종업원의 의견을 경

영에 반영해야 한다(88.8%)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연합뉴스, 1996. 5. 22. ｢勞改委,

노사관계개혁 국민여론 조사｣). 또한 20여년이 지난 2016년 1월 서울신문이 실시한 신

년 국민여론 조사 결과도,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한다(62.8%)는 의견이 노동



한국 개혁정책의 도입 과정 분석을 통한 복합적 정책변동모형 검증: 로스쿨정책과 노동개혁정책을 중심으로 161

개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21.7%)을 압도하고 있었다(서울신문, 2016. 1. 

3. ｢신년여론조사 노동개혁 필요 62.8%, 청년문제 해법 1순위는 좋은 일자리｣). 노동개

혁에 전반적으로 찬동적인 여론과는 상이하게 노동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담론은 상당히 상반되어 생성되었다. 보수성을 가진 언론들은 원론적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구조적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아시아투데이, 

2014. 12. 1. ｢노동시장 개혁은 구조개혁의 출발점｣; 문화일보, 2014. 12. 5. ｢노동개혁, 

배수진을 치라｣; 국민일보, 2015. 1. 30. ｢노동개혁, 경쟁 아닌 공생으로｣; 조선일보, 

2015. 8. 3. ｢한국노총, 진짜 노동 弱者 위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해야｣), 진보언론들은 

노동개혁 자체를 반대하고, 보수언론에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동아일보, 2014. 12. 8. ｢정부가 勞勞 갈등 부추긴다｣; 서울신문, 2014. 12. 

16.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우문현답이 답이다｣; 국민일보, 2014. 12. 25. ｢노사정 원칙 

합의만으론 노동개혁 이루기 어렵다｣; 한국일보, 2015. 1. 12. ｢대통령 시국인식 국민 

눈높이와 너무 다르다｣; 경향신문, 2015. 4. 6. ｢소득주도 성장 위해선 중소기업부터 키

워야｣). 압력단체나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담론의 양상과 다르지 않았다. 진보 언론이나 

학계, 야당 측에서 연일 노동개혁의 관점과 방식의 오류에 대해 비판하였고, 한국노총이

나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는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가 일방적이고 핵심 사안에 대해서

는 노동자 측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위와 총파업을 비롯한 다각

적인 대응에 나섰다. 반면에 보수 언론이나 경제단체, 정부 여당 측은 노동개혁을 반대

하는 쪽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

하였다. 

노동개혁정책으로 명명된 활동들의 목적은, 노사정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여 노사관계에서 불화를 야기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불가피한 인력정리를 최소화하면

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구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정책

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공약이자 박근혜 행정부의 핵심사업이지만 대안의 흐름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마다 정치적 이념에 맞춰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어왔다. 노동개

혁에 등한시하여 독단적이고 강압적이었던 군사정권 이후 민간정부의 사례만 보더라도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소한의 노사관계 제도화를 시도하여 노동

시장 유연화와 결합하고자 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노사관계 

제도화를 확대하더라도 유연화 기반의 급속한 확산을 지향했고,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 제도화와 유연화의 상호교환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명박 정부

의 경우 노동유연화 정책이 다소 일방적이었고 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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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지만(홍영표 외, 2011: 27), 원천적으로 노동개혁을 완전히 

방치했던 것은 아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핵심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하

였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라는 경제부문 기치 하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3

년 5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도출하였고, 2014년 12월 국민경

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한 후 경제

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결되었다. 이어 2015년 1

월 경제계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정년･임금･근로시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의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

하였고, 2015년 6월 제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기본적 헌법적 구조 측면에서 노동개혁과 관련된 헌법 규정은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2조 근로의 권리이다. 여기서 제15조의 경우 노동시장의 기

본 가정인 자유로운 노동력 거래를 근간으로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논외의 대상으로 인

식되므로 노동개혁과 관련된 해석적 논의는 제32조에 해당된다(이승길, 2015: 50-5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는 추상적 문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32조에는 근

로권에 대한 일반규정과 국가의무, 근로대중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개혁

과 관련된 논란은 이러한 헌법적 해석에 대한 차이에서도 기인된다. 즉 모든 국민이 자

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강제근로도 불가하

다는 내용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로써의 실업 해결을 위한 현실

적 논의가 상충되기 때문이다(김형배, 2013: 119).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사회문화적 가

치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대기업 위주의 자본주의 

산업･경제구조가 사회전반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갖는 본래

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운동이나 쟁의가 지나치게 많은 이념적 

갈등을 양산했으며, 일반 국민과의 대중적 의사소통도 적절하지 못하여(유범상, 2005: 

11)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된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연유로 노동개혁이라는 정부적 움직

임에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부요인적 측면에서는 앞서 확인한 로스

쿨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촉발기제는 명시하기 어

렵다. 노동시장의 구조는 특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IMF 전후와 같이 노동분

쟁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로 대두된 경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과 관련된 초점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약한 바와 같이 노동개혁에 전념할 것임을 공언했고 그에 맞춰 정부의 활동이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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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2) 정책사업가와 정책의 창

로스쿨정책의 경우와 달리 노동개혁정책이 도입될 즈음의 상황은 정책변화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4대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개

혁정책의 변화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다양한 노동

개혁 시도가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단절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임금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다양한 근로계약 보급을 통한 취업애로자 고용

가능성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미진했던 상황이었다(조성봉, 2010: 10-11). 또한 야

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고, 노동단체들은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정치의 흐름과 불협화음이 심각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은 기대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즉 정책변동의 예측 가능성은 높은 편이었지만 결코 노동개혁정

책으로의 전환이 쉬운 여건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본 사례의 결과는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사업가의 의지와 역할이 정책변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노동개혁정책의 정책의 창은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각 정부마다 다른 형태로 개창이 

시도되어왔다. 노동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

분 정부에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주도해온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 역시 

정책사업가로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정책의 창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만큼 강력한 추

진 의지를 견지하였으며, 당선 이후로도 공식석상에서 노동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

갈 것임을 적극 천명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경제부흥을 이루

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14년 12월에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논

의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리고 2015년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15년이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

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

을 다져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과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재차 노동개혁의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

다. 이어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를 만나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내 줄 것

을 당부하였으며, 2015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다시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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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라는 한국 정책 환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존재로서 노동개혁의 조

속한 추진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계

층에 대해 끈질긴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책사업가의 자질 측면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레이밍 전술 행사에 있어 사회적 손실(social 

risks)을 부각시키는 전술을 주로 활용하였다. 즉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

년들의 고용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으며, 노동구조의 구태적 병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Zahariadis(2003)의 설명에 따르

면,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측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전술로 볼 수 있다. 단계적 해결전술은 그 효과성이 확연하게 나

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기부터 노동개혁에 대해 주창하기는 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개혁을 위한 제시, 설득, 협상, 갈등, 타협 등의 단계별 활동보

다는 일관되게 조속한 일괄처리 추진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노동개혁정책

의 상징 활용 전술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고용절벽’이라는 상징을 들 수 있는데, 경기 

불황과 고임금,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 등의 이유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짐에 따

라 기업의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고용

절벽이라는 용어를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동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노동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한국 사회 모습을‘희망사회’라고 표현한 것

도 상징 전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절대적 정치권력 소유자의 등장으로 촉발된 노동개혁정책 원

리주의적 결합논리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적 의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당시 노동개혁이 불가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만큼

의 국제적 환경 변화나 국내 사회 충격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방식이 

신중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함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모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노동개혁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이던 시기부터 거론되었던 

정책이고, 이후로도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노동개혁의 추진과 의의를 천명한 뒤 이루어

졌으므로 충분히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통

령의 선택 전술이 단계적이지 않았고, 상징 전술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전술을 주로 활용

함으로써 정책 관철의지에 비해 설득 노력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박근

혜 대통령이 정책의 창을 열은 후 노동계를 비롯한 야당에서 노동개혁정책에 관한 우려

와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러한 결과들에 비춰보았을 때 정책의 창을 열기 

위해 세 가지 흐름을 결합하는데 보다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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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정책의 관철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주요 정책관계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이 확인된다. 먼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과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를 구하였으며, 국회의장, 5부요인, 여아 지도부 등 200여명의 인사들과의 신년인사회,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에서 잇달아 노동개혁 추진의 진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에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연맹,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논평을 통해 박

근혜 대통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으며(아시아

경제, 2015. 1. 12. ｢무협, 구조개혁 통한 경제살리기 매우 적절｣; 연합뉴스, 2015. 1. 

12. ｢경제계, 경제 살리기 구조개혁 적극 화답하겠다｣; 뉴스1, 2015. 1. 12. ｢경총, 朴대

통령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 적극 공감｣),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조개혁과 창조경

제 확산을 위해 고질적 규제와 보신주의 관행 타파를 주장하며 지지를 나타낸 것이 전향

적 이었다(서울신문, 2015. 1. 13. ｢경제활성화 정책 적극 협력｣. 또한 여당의 유력인사

인 최경환 부총리를 필두로 노동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를 

견고하게 확립하였으며, 국회에 노동개혁입법의 통과를 수차례 요구하기도 하였고, 경

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

도 하였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노동단체, 기타 일부 시민단체들의 호의까지

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가진 강한 정치자원 활용에 집중한 것이 확연하게 드러

나며 그를 통해 정책변동에 필요한 추진동력을 자신에게 동의하는 정책관계자들에게서 

충분히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3)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정책지향학습

노동개혁정책과 관련해 확인되는 옹호연합은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구성원들로 확연

하게 구분된다. 야당을 비롯해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언론 등이‘노동개

혁반대연합’을 구성하고, 정부 여당과 기획재정부4), 전경련 등 경제계, 보수언론 등이‘노

동개혁찬성연합’을 구축하였다. ‘노동개혁반대연합’은 심층적･규범적 핵심 신념으로 국

가의 강제나 시장주의 논리에 따른 노동권에 대한 훼손을 불용하는 불가침 권리로써의 

4) 중앙정부 중 기획재정부만을 노동개혁찬성연합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

조개선에 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던 여타의 중앙정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만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언급하는 등 돌출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

한 기획재정부의 언행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기획재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국민일

보, 2014. 12. 2. ｢기재부 잇단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언급… 고용부･노사정위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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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식을 갖는다. 그래서 노동자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노동개혁에는 일체 찬

동하지 않다는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으로 갖는다. 또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비정

규직 보완을 위한 일체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노동개혁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

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수단적･2차 대안적 신념을 표명하

였다. 그에 비해 ‘노동개혁찬성연합’은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강제적 개입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우선 논리를 심층적･규범적 핵심 신념으로 규정

할 수 있으며, 노동개혁만이 청년일자리 증대, 비정규직 규모 감축, 양극화 개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면적･대안적 핵심 신념으로 갖는다. 그에 따라 수단적･2차 대안

적 신념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의 도

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점철된다.  

자원 측면에서 두 연합 사이의 차이는 기득권 계층과 비기득권 계층의 대립인 만큼 

물질적 혹은 정치적 측면에서는‘노동개혁찬성연합’측이 월등하지만 인적자원의 수와 단

결력 측면에서는‘노동개혁반대연합’측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노동개혁반대연합’측은 인

력의 결집을 통한 반대 의사 전파와 확산을 주로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 한

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에서는 불통개혁과 

가짜정상화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노동개혁 내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포함

한 53개 시민단체 등이 2015년 11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함께 노동개악 반대의 

목적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역시‘노동개혁반대연

합’의 일원으로서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번 노동개혁정책

의 경우도 앞 절의 로스쿨정책과 같이 대통령이 노동개혁정책의 주도자로서 ‘노동개혁

찬성연합’에 참여해 매우 적극적인 양태를 보임으로써 연합 사이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노동개혁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옹호연합들 간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가 전담하였다. 이들은 2014년 8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 3대 의제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로

시간 단축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인 타

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는데, 2015년 4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같

은 해 7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을 다시 협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등 정책중개자로서 기본적인 기능은 온전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자체가 대립하는 각 옹호연합 구성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정책지향

학습도 이들 사이의 있었던 논의와 협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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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정 부분 성과적이었던 정책중개자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중재활동이 진정한 의미

의 실효적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힘들다. 노사정위원회가 대

통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었으며, ‘노동개혁반대연합’

에서는 끊임없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노동계를 허수아비 취급하여 결국은 정부의 뜻대

로 끌고 가는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며(한겨레, 2014. 12. 31. ｢소

득주도 성장 위해선 중소기업부터 키워야｣), ‘노동개혁찬성연합’은 또 그 나름대로 야당

을 포함한 반대연합의 몽니에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려 노동개혁 자체의 원 취지까지 훼손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조선일보, 2015. 12. 22. ｢경제5단체장 긴급회견, 경제활성

화･노동개혁 관련법안 국회통과 촉구｣) 하는 등 옹호연합 양측 모두에게서 심각한 힐난

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개혁반대연합’의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것

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조처 여부에 따라 행동을 유보한 것5)이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의 중재가 제 기능을 완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 및 정책산출

2015년 9월 15일 노동개혁과 관련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최종 의결된다. 이를 기

본으로 정부 여당은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근로기준법(근로시간단축) 등‘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해 노동개혁의 후속작업에 착수

하려 했지만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는데 비정규직 쟁점 관련 문제에 대한 이

견 때문이었다. 즉 한국노총은‘노동개혁찬성연합’이 주장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

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으나 추후 전면 재검토한다는 조

건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숙고 

없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

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야당은 법안 통과 자체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

서 최종 정책 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리하면 노동개혁정

책의 창출을 위한 기초 합의 내용은 도출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최종안은‘노동개혁찬성

연합’의 의도만이 반영됨에 따라 ‘노동개혁반대연합’은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개혁정책의 

추진도 불투명해졌다는 의미이다. 현재 상태는 아직 최종 국회의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

에 정책변동을 통한 정책의 산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산출

5) 이후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강행할 의사를 밝히자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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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노동개혁반대연합’의 중요 의견은 의사결정 과정

에서 무시된 꼴이 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개혁반대연합’이 향후에도 정책의 창출 자체

에 비호의적이고 극단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 자명하다. 반면에 ‘노동개혁찬성연

합’은 대통령이라는 강력하고 우수한 연합구성원의 역량과 노력에 힘입어 자신들의 의

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타협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개혁찬성연합’의 핵심요

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변동의 결과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을 보

다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 정책변동 사례 분석의 종합

본 연구가 정책변동의 환경, 정책변동의 계기, 정책변동의 처리, 정책변동의 결과라는 

일반적인 정책변동 과정 순에 따라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분석변수

에 준거하여 두 건의 개혁정책의 변화 사례를 확인한 결과, 두 모형의 분석요소를 선별

하여 준거로써 한국 개혁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각 요인들의 위치와 

강도가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외부요인들의 영향에 무관하게 정책변동의 계

기가 나타나고, 정책사업가와 정책중개자의 기능이 원래 모형에서 정의하는 바와 다르

게 행사되는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됨으로써 서구보다 다원성이 낮고 엘리

트주의적 변화가 일어나는 한국적 정책변동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유용해졌다는 뜻이

다. 본 연구가 한국의 개혁정책 두 건의 변동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고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변동의 환경 측면에서, 개혁정책들은 모두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

의 흐름이 개혁정책의 창출 전까지 오랫동안 관심사로써 인정되며 지속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장기간 지속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사용함에 반드시 전제되는 특정 정책의 변동

을 위한 시간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

다. 특히 개혁정책이라는 속성이 필연적으로 정치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치의 흐름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외부요인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두 건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제적 요인 중에는 두 

개혁정책을 유발할 지대한 요인이 부재했으며, 국내에서도 돌출적으로 치명적인 촉발기

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두 건에서 나타나는 여론과 사회적 담론 양상이 상이하고 

상반되는 여론과 사회적 담론 양상 중 한 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변동

이 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 요인의 영향력도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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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요인 중에는 정치적 초점사건으로서 대선만이 지대한 영향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새로운 최고 정치권력자로 선출되어 정치의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대통령

들이 세 가지 흐름을 결합시켜 개혁정책의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사업가로서 역할을 하

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정책의 변동 환경 측면에서 외부요인의 영향력이 정책사업

가에게만 한정적으로 미쳤을 뿐 세 가지 흐름에 직결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외부요인들

이 세 가지 흐름에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이하다. 

둘째, 정책변동의 계기 측면에서, 개혁정책들은 모두 대통령이 정책사업가로서 정책

의 창을 여는데 활약했으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근간하여 원리주의적으로 결

합논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리주의적 결합논리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렸

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의 확인과 관련된 정보와 자원을 일정 수준 준비한 뒤 

개창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어 정책의 창을 열기 위한 결정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편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개혁정책 모두 최종 정책변

동 이후까지 반대쪽 연합에서 정당한 합의가 아니었음을 피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건의 개혁정책의 정책의 창 개창이 무모한 

시도였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통령이 정책사업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미 다중흐름구조모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실제 한국 정책상황

에서도 다수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결과가 아니다. 또한 개혁이 최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혁정책이 정치성을 높게 갖고 그에 따라 정책사업가인 대

통령이 원리주의적으로 세 가지 흐름을 결합한다는 논리 역시 무리가 없다. 결정방식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대통령의 개혁정책 추진이 무모했

더라면 이해당사자들이 아닌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개혁정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므로 신중한 결

정방식이었다고 판단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사업가의 자질 측면에서는 

끈질긴 지속력을 보유하고 최대의 권한과 자원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특성을 확인했으나 

정책사업가의 전술 측면에서는 한국 개혁정책의 경우 공통된 특징은 찾을 수 없었다. 

사회적 이익과 손실을 각각 부각시켰고, 단계적 설득 전술이나 상징 활용 전술도 상이하

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정책의 변동이 다른 정책에 비해 극단적으로 정치적 

논리에 좌우됨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개혁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전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전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변동의 처리 측면에서, 한국 개혁정책은 변화과정 상 대치되는 정책신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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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두 개의 옹호연합들이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때 정책사업가이자 최상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개혁추진 찬성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권력을 자신이 속한 연합의 정책신념 관철에 집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옹호연합들의 정책신념 반영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책의 창이 

열린 후 대통령이 결과론적으로 승리한 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신념을 반영시킨 형태로 정책변동이 귀결되었기 때문에 반대 

측 연합의 지지와 호의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 대립되는 옹호연합

들 사이의 정책신념 체계의 변화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

의 주장이 미미한 수준에서 반영되는데 그친 반대쪽 옹호연합은 정책의 산출 이후에도 

전향적인 발전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정책을 재차 변

화시키고자 시도하게 된다. 아울러 두 연합의 중개를 담당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담

당한 기관들이 모두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맡음으로써 두 연합 

사이의 타협과 합의를 도출해야할 정책지향학습은 단순히 협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 부여에 사용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정책변동의 처리 측면에서 본 연구가 선행연

구와 차별적으로 제기한 내용은 정책사업가인 대통령이 특정 옹호연합의 구성원으로 참

여함으로써 정책변동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이 대통령의 

정책사업가로서의 자격이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비해 정책변동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작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

치 및 정책상황에서 선험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대통령을 능가할 존재가 없으며, 대통령

이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 인식되어버리는 한국 고유의 정치구조를 고

려하면 대통령이 특정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한국 정책변동

만의 고유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정책변동의 결과 측면에서, 균형적이지 못한 정책신념의 반영으로 귀결된 정책

중개는 정부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 역시 불평부당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작용한다. 그

에 따라 정책변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정책에 대해 반대 측 옹호연합의 지지 및 

호의는 일체 획득하지 못하고 반대 입장을 오히려 극렬하게 고수하게끔 야기하여 개혁

정책의 원활한 진행에 장애요인으로써 잔존하게 만들었다. 결과론적 주장이지만 실제 

로스쿨정책은 시행 내내 반대연합 측에서 로스쿨 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문

제를 제기하였고,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로스쿨정책의 반

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노동개혁정책은 반대 측 구성원들 중 한국노총은 아예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해버리고 투쟁을 결의했으며, 야당은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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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겠다는 투철한 반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변동과정으로 산출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성과적 측면에서 정책사업가이

자 개혁정책 찬성연합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 개혁정책이 정

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만큼 정치적으로 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국정을 보다 굳건하게 

주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정책변동 과정과 정책의 산출로써 얻게 된 것이다. 후속조치로 

새로운 개혁시도를 연이어 준비하거나 추진한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이상 한국의 개혁정책 변동과정을 검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과정별로 

배치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검증을 통해 산출된 한국 개혁정책 변동과정 설명 목적의 복합적 정책변동모형

Ⅳ.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정책과정 연구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로

써 한국적 정책의 변화상황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책변동모

형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취지에 맞춰 정책변동 설명에 가장 유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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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결합형태를 고려하였으며, 이미 몇 

차례 착안된 바 있는 선행연구들의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의 효용성과 한계를 재고함으로

써 정책변동의 환경, 정책변동의 계기, 정책변동의 처리, 정책변동의 결과라는 다중흐름

구조모형의 순차적 진행과정 틀 내에 정책변동과 관련된 분석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해

줄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요소들의 배치가 적절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혁이라는 가장 

큰 변화 양상을 속성으로 갖는 개혁정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계별 요소들

의 배치 위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 정책변동과정의 타당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개혁정책의 변동과정에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초점사건 

이외에 외부요인들은 세 흐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 세 흐름을 결합

시켜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사업가는 대통령이 전담하며 원리주의적 논리로 결합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여론이나 사회적 담론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대립되는 옹

호연합들 사이의 갈등에 대통령이 개혁정책의 찬성연합에 참여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고 자원을 투자한다는 점, 그에 따라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제한되고 정책지향학습이 명

분을 부여하는 수준에 그치며 결과적으로 정책의 산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개혁정책 찬

성연합 측 의견이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 정책변동 과정으로 창출된 최종정

책에 대해 반대연합 측은 극렬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게 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

여 정책의 성과가 미지수이지만 대통령은 그를 통해 국정 추진 원동력을 획득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복합적 정책변동

모형은,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의 기본 속성을 차용하여 분석대상이 되

는 정책의 특성과 무관하게 정책의 변동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

할 때보다 높은 유용성을 갖는다. 또한 외부요인이 필연적으로 정책변동 초기과정에 강

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결합모형은 외부요인을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책사업가인 대통령을 등장시킨 배경 정도로 국한해 

적용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들이 제시한 정책사업가와 정책중개자, 정책지향학습의 

역할과 달리, 본 연구가 제시한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은 대통령이 담당한 정책사업가가 

정책의 창을 여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옹호연합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면

서 옹호연합 사이의 균형을 깨고, 이러한 여파로 정책중개자와 정책지향학습이 정책 산

출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정책변동 현상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

을 갖는다. 즉 정책변동 결과로 산출된 정책이 원만하게 집행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소멸되어 버리는 한국적 정책상황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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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성을 추후 극복함으로써 보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첫째, 개혁정책 두 가지를 분석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수많은 정책변동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며, 분석을 위한 정책변동모형에서 

제시한 요인들만으로 복잡한 정책변동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

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으로 인해 근거로 사용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헌, 신문･TV 

기사, 유선 상 요청 등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 자료의 정보가 

이미 일정 수준 주관적으로 처리되어 제공되었을 여지도 존재해 실제 상황을 대세적으

로 반영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분명히 대통령은 한국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요인임에는 분명

하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이는 것이 행정부나 정치권의 

계산된 의도일수도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비협조로 보이는 행위가 실상 묵인하는 

조치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선 대통령의 직접적 영향으로 간주한 내용들이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요인적 영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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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erification Study of the Compositive Policy Change Model Utilizing 
Analysis of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Reform Policy in Korea: 

Focused on the Process of Forming Law School Policy and Labor 
Reform Policy

Jae-Moo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model that reasonably and effectively explains 

Korean policy changes.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with high explanatory power were combined and the factors of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were arranged in the sequential process of the macroscopic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policy changes. The phases 

of Korean policy changes could be explained with high validity by verifying the 

arrangements in each step of policy chan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three streams we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and external factors other than presidential 

elections did not have any direct impact. Even though the president was in full charge of the 

policy window, the policy entrepreneur and their approach was doctrinal and cautious, and 

public opinion and social discourse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Among opposing 

advocacy coalitions, the presiden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alition supporting reform 

policies. Due to the limited role of the policy broker and policy oriented learning, the 

opinions of coalition supporting reform policies were unilaterally accepted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Since the adverse coalition severely opposed to the policy created 

by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consistently maintained disobliging behavior, policy 

outcomes were unknown but the president acquired the power to promote administration 

through opposition.

【Keywords: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compositive policy change model, reformist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