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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법론을 활용한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Frisch-Aviram 외(2019)의 휴리스틱 프레임워크(Heuristic Framework)를
통한 정책기업가 전략을 중심으로

김정훈(동아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전략의 중요성과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국외와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업가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Q-Method)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주관
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
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
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 유형은 4가
지(실무적 전략 활용, 선동적 전략 활용, 최종결정 전략 활용, 독재적 전략 활용)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
들 유형은 각각 다른 행위자들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존재하는 정책기업가 전략의 새
로운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정책기업가 연구에 대한 가설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
만 아니라, 기존 Q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요인 결정의 객관적 준거와 여러 선택의 근거
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Q방법론 연구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제어: 정책기업가, 주관성, 인식유형, Q방법론

Ⅰ. 서 론
정책과정에서 정책기업가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인정받아왔다(Kingdon, 1995, 2011; King &
Roberts, 1987; Roberts & King, 1988; Majone 1988;, Mintrom & Vergari 1996; Mintrom, 2019).
하지만, 정책기업가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다소 일반적이었다(Brouwer &
Biermann, 2011). 따라서 정책기업가에 대해 면밀하게 집중하는 연구 흐름은 비교적 최근 현
상이라 할 수 있다(Mintrom 외, 2014). 특히 정책기업가의 전략은 정책기업가의 성공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책기업가의 속성과 함께 구분되어 파악된다(Zahariadis, 2008). 특히
Frisch-Aviram 외(2019)는 휴리스틱 프레임워크(Heuristic Framework)를 활용하여 정책과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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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광범위하게 포착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정책기업가는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고 있다(오수길, 2006; 권
석천･장현주, 2015; 최정묵, 2016; 이득순･김문성, 2017; 허준영･김지혜, 2017; 장현주, 2017).
한편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다룬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사례연구에 국한된
다. 장현주(2017)에 따르면,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이며, 정책기업가를 기술
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성락･박민정(2012)에 따르면 국내에는 정책
공동체가 작고 공식적 직위가 없는 행위자가 정책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공식적 지위
가 없는 행위자가 자유롭게 정책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정책기업가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립된 개념들만을 적용하는 경
우에 새로운 통찰을 줄일 수 있다(Mintrom & Norman, 2009).
이러한 한계에 따라 국내에서 정책기업가가 사용하는 전략을 탐색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주관성의 유형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는 Q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은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서 응
답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이론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설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
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 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 학습한 대학원생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
며, 직･간접적으로 정책기업가를 경험하였다.

Ⅱ. 정책기업가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
1.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에 대한 논의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는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아왔다(Kingdon,
1995, 2011; King & Roberts, 1987; Roberts & King, 1988; Majone 1988;, Mintrom & Vergari
1996). 정책기업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제안이나 문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투
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문제와 해결책을 결
합시키고자 하며, 이것들 모두를 정치와 결합시키는 사람이다(Kingdon, 1995, 2011: 20). 정책
기업가는 전문성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 공식적 직위를 통한 신뢰성, 정치적 커넥션(political
connections)과 협상력, 투자의 지속성 및 집요함을 갖추어야 한다(Kingdon, 1995, 2011). 뿐만
아니라, 정책기업가는 구분된 것을 잘 통합하고, 성취 지향적이며,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뛰어
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한다(King & Roberts, 1992). 정책기업가는 특정 해결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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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옹호자(advocate) 그 이상이다(Herweg 외, 2018). 정치적 이익이 더 크고, 아이디어의 단
순 모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Wampler, 2009).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정책기업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Kingdon(1995, 2011)은 정책기업가가 선출직, 직업 공무원, 로비스트, 학자, 기자들과 같이 다
양한 직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Crow(2010) 역시 정책기업가를 시민기업가, 전문가기업가, 선
출직기업가로

구분하면서

다양한

행위자가

정책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Mintrom(1997)은 특정 직위를 정책기업가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정책기업가를 입법가로만
한정하여 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기업가를 정부 외부에 있는 행위자로 본 연구도 존재한다. Roberts & King(1988, 1991)
은 정책기업가와 정책지지자(policy champion), 정치적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를 구분
하였다. 여기서 정책기업가는 정부 외부에 존재한다. 이후 King & Roberts(1992)는 상호간 유
형, 힘을 행사하는 방식, 가치와 이념의 실제화와 관련하여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관료인 행
정기업가(administrative entrepreneur)와 정부 외부 행위자인 정책기업가를 구분하였다.
Herweg 외(2015)은 Roberts & King(1991)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내부 행위
자인 정치적 기업가와 결정 외부에 있는 정책기업가를 구분하였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개념
적 구분이며,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정책기업가를 정부 내부 행위자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Arnold(2015)에 따르면, 기존 정
책기업가와 관련한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 의사결정단계까지에 집중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
가, Arnold(2015)은 혁신적 정책의 집행에서 일선관료가 정책기업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Lavee(2018)는 Arnold(2015)가 확인한 집행 과정에서의 일선관료에서 더 나
아가고자 하였다. 정책기업가는 장기적으로 집행 뿐 아니라 정책 설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장현주(2017)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책기업가는 정부(예를 들어서, 관료집단)가 가장 많았으
며, 대통령, 국회의원 순이었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이나 이익집단 등 비공식 행위자는 상대적
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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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에 대한 논의
학자

정책기업가가 될 수 있는 행위자

연구의 초점

Kingdon(1995, 2011)

선출직, 직업 공무원, 로비스트, 학자, 기자들

특정 직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님

Crow(2010)

정부 내부/외부에 있는 행위자

시민기업가, 전문가, 선출직 기업가로 구분

Mintrom(1997)

언급하지 않음

입법가만이 정책기업가는 아님

Roberts & King
(1988, 1991,1992)

정부 외부 행위자

정책지지자, 정치적 기업가, 행정기업가와 구분

Herweg 외(2015)

정부 외부 행위자

정치적 기업가와 구분
다만, 동일인물일 수 있음

Arnold(2015)

정부 내부 행위자

일선 관료의 정책기업가 가능성(집행)

Lavee & Cohen(2018)

정부 내부 행위자

일선 관료의 정책기업가 가능성(정책 설계)

장현주(2017)

정부(관료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엘리트 집단에 집중

2.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학술적 논의
Kingdon(1995, 2011)은 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기업가는 문제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표를 강조하고 상징을 사용한다. 제안
(proposal)과 관련하여 정책기업가는 정책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이 다수에
게 익숙해져 수용성을 가지도록 한다(Softening up). 문제, 제안, 정치와 같은 요소들을 결합시
키기 위해서 정책기업가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장소
(venue)를 찾아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협상한다.
Roberts & King(1991)은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특히 이들은
정책기업가의 전략이 복잡하고 중첩되면서 반복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아이디어 창
출, 문제 프레이밍, 전략적 활동(로드맵 수립 및 단기적 전술 수립), 증명 프로젝트, 관료적 내
부자 및 옹호자 배양, 고위 엘리트 집단과의 협력, 선출직의 지원 얻기, 로비, 언론 관심 및 지
지 얻기, 행정 및 평가가 있다.
Zahariadis(2003, 2007)은 Kingdon의 논의를 의사결정과정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Kingdon(1995, 2011)이 다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정책기업가 전략을 구체화시키고자 하였
다. Zahariadis(2003, 2007)은 정책기업가가 문제의 프레이밍, 제안을 조금씩 구분하여 통과시
키는 살라미 전술, 수용적 청중을 발견하기 위한 상징의 사용, 현재 상황에 대한 편향을 주기
위한 감정점화 전략을 활용한다고 보았다.
Frisch-Aviram 외(2019)는 자신들의 체계적 문헌검토(systematic review)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Frisch-Aviram 외(2019)는 정책 단계(policy stage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 단계에 기초한 구분(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집행 및 평가
과정)을 통한 휴리스틱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구분하였다. 기존 정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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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전략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와 달리 Frisch-Aviram 외(2019)는 정책순환(policy cycle)전반
에서 행해지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Frisch-Aviram 외(2019)은 정
책기업가의 전략을 크게 문제 프레이밍(problem framing) 전략, 전략적 기획(strategy planning)
전략, 팀워크(teamwork) 전략, 집행(implementation) 전략 및 평가(evaluation) 전략으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는 국내 정책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
Frisch-Aviram 외(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
였다.
<그림 1> Frisch-Aviram 외(2019)의 휴리스틱 프레임워크를 통한 정책기업가 전략

자료: Frisch-Aviram 외(2019)

3. 국내에서의 정책기업가 행위자 및 전략에 대한 학술적 논의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과 관련한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사례연구에 국한된
다. 오수길(2006)은 Mintrom(2000)이 제시한 정책기업가 전략을 도입하여 공무원 선택적 복지
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책기업가는 공무원이었다. 권석천･장현주(2015)는 검찰개
혁과정에서 정책기업가가 공약 제시, 검찰개혁 주장, 개혁의 정당성 확산과 같은 활동을 수행
하였다고 보았다. 정책기업가는 대통령 후보, 시민단체, 검찰 내부 세력이었다. 최정묵(2016)
은 정책기업가가 지속적인 협상과 법안의 수정을 통해서 국가재정법 제정을 이끌었다고 보았
다. 정책기업가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었다. 이득순･김문성(2017)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

26 / 2020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형성과정에서 정책기업가가 설득, 인터뷰, 시민참여 운동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정책기업가
는 충북지사와 세종시장이었다. 허준영･김지혜(2017)는 정책기업가가 관심 유발, 의견 교환,
회의 개최, 회의 참여, 조정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정책기업가는 국회의원 및 국내외 시
민단체, 부시 미 대통령과 북한인권특사, UN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행위자와 전략을 탐색적으로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대통령과 같은 공식적 직위를 가진 행위자가 정책기업가로 파악
되었다. 최성락･박민정(2012)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정책 공동체가 작고 어떤 법안에 영향을
끼칠 인물이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 직위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공식적 직위를 초월해야 한
다는 정책기업가의 정의와 다소 벗어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기존 수립된 개념들만을 적
용하는 경우에 새로운 통찰을 줄일 수 있다(Mintrom & Norman, 2009). 둘째, 선행연구에서 전
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연구가 드물었다. 오수길(2008)만이 Mintrom(2000)이 제시
한 전략을 기반으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확인하였다. 장현주(2017)에 따르면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해서 다소 기술적인 경우가 많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정책기업가의 행위자와 전략을
탐색적으로 파악할 필요성가 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국내에서 정책기
업가의 전략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유형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전략 집합과 관련한
행위자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2> 국내 정책기업가 선행연구
학자

정책기업가

정책기업가 전략

비고

문제 확인, 정책 네트워크, 정책 Mintrom(2000)이 제시한 전략
논쟁 형성, 연합구축
에 국한

오수길(2006)

공무원

권석천･장현주(2015)

대통령후보, 시민단체,
검찰내부

*기술적(descriptive) 서술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 없음

Kingdon(1984)의 모형 활용

최정묵(2016)

대통령과 집권여당

*기술적(descriptive) 서술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 없음

Kingdon(1984)의 모형 활용

이득순･김문성(2017)

충북지사, 세종시장

*기술적(descriptive) 서술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 없음

Kingdon(1984)의 모형 활용

허준영･김지혜(2017)

국회의원, 시민단체, 미
대통령 및 UN 등

*기술적(descriptive) 서술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 없음

Kingdon(2011)의 모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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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Q방법론적 접근의 의의와 분석절차
1) Q방법론의 의의
본 연구는 국내 맥락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을 탐색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에 따라서 Q방법
론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Q방법론은 스스로를 참조하는 방식(self-reference)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주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포착한다(McKeown & Thomas,
2013). Q방법론은 연구대상에게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진술문을 제시한다. 정규분포 형태의 분
포표에 선호 정도를 분류한 자료를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Q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인
식에 따라 진술문의 순위를 매긴다. 이는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측정한다고 여
겨진다. Q방법론은 검증이나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Watts & Stenner, 2012). 도출된 요인이
기존 이론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특징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설 생성적이다(김순은,
2010). 특히 개념정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드러내는 관점은 매우 가치 있
다(Watts & Stenner, 2012).
2) Q방법론의 분석절차
Q방법론의 분석절차는 크게 5가지이다. 이는 Q표본 구성 단계, P표본 선정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자료 분석 단계, 해석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Q표본 구성 단계는 진술문이나 그림 등으로 관련된 주제에 대한 표현들을 모은다. Q
표본은 연구대상자들이 주관성을 표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Q표본을 통해서 주관성을
표출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주관성을 표출할 규모를 줄이기 위함이다(McKeown &
Thomas, 2013). 김순은(2010)에 따르면 Q표본은 전통적 연구의 표본을 따른다. 반면에, Watts
& Stenner(2012)에 따르면 비교적 적은 수의 Q표본으로도 만족할 만한 연구가 나온다.
둘째, P표본 선정 단계는 연구대상자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Q방법론에서 연구대상자가 변
수가 된다. 따라서 P표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된다. Brown(1980)에 따르면, P표본의 수
는 다른 요인들 사이를 비교할 수 있으면 족하다. 김홍규(2007)는 탐색을 위해 적은 수의 표본
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Watts & Stenner(2012)는 Q표본이 P표본의 2배가 될 것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Watts & Stenner(2012)의 기준을 따랐다.
셋째, 자료 수집 단계는 우편이나 온라인, 대면방식을 활용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이다. 여기서 요인 해석을 돕기 위한 인구 통계학 정보가 수집과 Q분류 수행, 사후 정보 수집
으로 이뤄진다. Q분류는 양극단에 양수와 음수로 이뤄진 정규분포 형태의 분포표에 순위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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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강제 분포 방식으로 주로 이뤄진다. 자유 분포 역시 가능하나 연구대상자에게 지나친 자
유로 인해 추가적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잘 사용되지 않는다(Watts & Stenner,
2012). 분포표의 기울기는 연구주제의 복잡성과 연구대상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Brown, 1980). Q분류 이후에 수집되는 사후 정보는 왜 이렇게 배열하였는지를 얻고자 한다(김
홍규, 2007).
<표 3> Q분포표의 기울기 결정 기준
연구주제 단순명료성

낮음

높음

낮음

기울기 다소 가파름

기울기 가장 가파름

높음

기울기 다소 편평함

기울기 가장 편평함

연구대상자 전문성

자료: Brown(1980)을 재구성

넷째,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PQ-Method와 PC-QUANAL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지만, PQ-Method의 분석 방법이 더욱
다양하다. 먼저 Brown(1980)은 센트로이드 요인 분석을 권하지만, 주성분 분석과 그 결과가
유사하다는 연구도 있다(Harman, 1976). 실제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김순은,
2010). 요인 분석 이후에는 아이겐 값을 통해서 요인의 수를 결정한다. 아이겐 값이 1 미만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Brown(1980)은 험프리의 법칙과 같은 객관적 준거를 제
시하였다. 험프리 법칙은 회전되지 않은 요인 행렬에서 각 요인에서 가장 적재치가 높은 2가
지 항목의 교차 항목이 표준 오차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요인으로 추출하는 법칙이다.1) 이
렇게 결정된 요인에 대한 회전은 주로 베리맥스 회전이 이뤄진다. 수동 회전의 경우에 어떠한
이론적 근거나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는 베리맥스 회전이 주로
활용된다(김순은, 2010).
다섯째, 최종 도출된 요인에 대한 해석단계이다. 주로 양극단 요인들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Q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주관성을 표출할 수 있는 Q표본을 구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요인 해석에는 진술문의 요인가와 요인분석표가 중요하다(김순은,
2010). Wastts & Stenner(2012)에 따르면 전체론적인 측면을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진술문을
해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내에서 Q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베리맥스 회전을 활용하였고, 3∼4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주로 아이겐 값을 활용하여 요인을 선정하였다. 다만, 아이겐 값 이외에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관성을 표출하는 분포표의 기울기 도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윤은자 외, 2016; 오민지, 2018; 김규미･김남조, 2019). 이에 따라서 본 연구
1) 1 ÷ 
표본에서 항목의 수 = 표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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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포표의 기울기 도출 근거와 요인 분석 및 요인 회전 방법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서술하고
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구자 주관에 따라서 좌우되었던 최종 요인 도출에 있어서 아
이겐값과 함께 험프리의 법칙을 적용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서 추후 연구자들이 Q방법론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2. Q 분석과정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기업가의 역할과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 도출된 정
책기업가의 역할 사이에서 새로운 가설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도출하
기 위해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한다. 먼저, 정책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서 진술문을 구성하고,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진술문을 분포시킨다.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
서 진술문 분포와 관련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을 수집한다. 연구목적에 맞게 요인분석과 요인
회전을 한 후에 요인에 대한 해석과 기존 선행연구와 연결된 논의를 수행하여 새로운 가설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흐름도

2) 진술문(Q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Frisch-Aviram 외(2019)의 정책기업가 문헌에 대한 체계적 검토(systematic review)
에서 제시한 정책기업가 전략 분류를 위한 휴리스틱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진술문을 구조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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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 진술문 수집을 위해 먼저 Kingdon(1995, 2011)3)의 단행본과 Sabatier 외(2014)4), Weible
외(2018)의 단행본5) 내에서 각각 Zahariadis의 글과 Herweg 외의 글을 활용하였으며,
Zahariadis(2003)의 단행본6)을 활용하였다. 단행본 자료 이외에 Google 학술검색 및 PAR, PSJ
에서 MSF, MSA, Multiple Stream, Policy Entrepreneur 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선행연구를 수
집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서 다중
흐름모형, 정책의 창 모형, 정책흐름모형, 정책기업가, 정책혁신가, 정책선도가, 정책창도가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하였다. 정책기업가가 국내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이동규 외,
2014) Policy Entrepreneur라는 영문 키워드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선행연구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수집된 60개 진술문에서 Frisch-Aviram 외(2019)의 분류에 맞게 중복
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총 27개의 진술문(Q표본)을 도출하였고, 20분 동안 사전검사(pre test)를
수행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진술문의 수를 줄이고 삭제한 내용을 포괄하
는 형태로 진술문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23개
의 Q표본은 다음과 같다(<표 4> 참고). Watts & Stenner(2012)에 따르면, 적은 수의 Q표본으로
만족할 만한 요인을 도출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Q표본의 수는 문제가 없다.

2) Frisch-Aviram 외(2019)는 198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판된 정책기업가에 집중한 문헌 229개에서 정
책기업가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의제설정,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단게에서 정책기업가가 수
행하는 전략들을 파악하는 휴리스틱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3)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1995, 2011)
4) Theories of Policy Process(2014)
5) Theories of Policy Process(2018)
6) Ambiguity and choice in public policy(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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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진술문의 구성
범주

구성

계

#1. 문제 프레이밍
#7. 해결책 제시
#8. 장 쇼핑(venue shopping)
#19. 가치수용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

4

#2. 장기적 계획
#9. 상징 사용
#12. 위험 감수
#13. 중요부분 지키기
#15. 덜 위험해 보이게 제시
#16. 언론 활용
#17. 전략적 정보 사용
#18. 갈등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

8

#3. 정책 네트워크 주도
#10. 잠재적 혜택/피해자 관심 유도
#11. 조직간 파트너십 구축
#14. 정치인, 관료와 네트워크
#20. 민간 및 제3부문과 네트워크
#21. 일반 시민의 참여 촉진
#22. 정책결정 및 정치에 활발히 참여
#23. 갈등 중개

8

집행

#4 정책 위험에 대한 인식 줄이기
#5. 실제 집행을 통해 정책을 확실히 함

2

평가

#6. 정책의 평가에 참여

의제 형성

전략적 기획

정책 형성

팀워크

합계

1
23

3)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자의 관련성과 연구대상자의 수 결정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
인 P표본을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자의 관련성에 있어서 정책기업가라는 학
술적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정책기업가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 석사 및 박사과정생이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들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인원으로 구성
되었고 직･간접적으로 정책기업가를 경험하였다. 둘째, P표본의 수와 관련하여 Q표본이 P표
본의 2배가 되어야 한다(Watts & Stenner, 2012). 강의를 함께 수강하는 11명의 대학원생 집단
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탐색적 연구목적의 연구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충분하며(김홍규, 2007), 두 명의 연구대상
을 활용한 연구도 존재한다(Kline, 1994). 이러한 연구대상 선정의 근거는 “모집단에서 다른 요
인과 비교하여 특정 요인의 참여자 비율이 얼마인지는 Q기법의 관심사가 아니”(Brown, 1980:
192)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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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직접 조사지를 배부하고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대
면방식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온라인의 경우 저급 자
료를 걸러낼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Dairon & Parkins, 2017) 고려되지 않
았다. Q분포표의 기울기는 Brown(1980)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에 따른 기울기 제시에 따랐다.
연구대상자가 정책기업가 역할에 대한 대학원생이고 정책기업가의 역할과 관련한 개념이 단
순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최종적으로 다소 가파른 분포표를 사용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Q분
포표는 다음과 같다(<그림 3> 참고). 동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동의하는 경우 +3, 매우 동의하
지 않는 경우 –3으로 진행하였고, 양극단 진술문에는 4개의 진술문이, 중립에는 5개의 진술문
을 위치시키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 Q분포표(n=23)
(5)
(4)

(4)

(3)

(3)

(2)

비동의

-3

(2)

-2

-1

0

1

2

3

동의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정책기업가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하였으며 Q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진술문에 따라 Q분류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개
인정보수집과 관련한 동의를 받았으며,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남
성이 8명이고, 여성이 3명이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20대와 60대가 각각 1명이었고, 30대가 4명,
40대가 3명, 50대가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력의 경우에 석사과정이 4명이었으며 박사
과정이 7명이었다. 소속과 지위의 경우에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는데, 소속의 경우 공무원, 공
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공기관으로 그 외 전업 학생 또는 은퇴자 등은 그 외로 분
류하였다. 지위 역시 팀장, 부장, 계장으로 작성한 경우에 관리자로 그 외 담당, 주무관과 같이
응답한 경우에 실무자로 보았으며, 나머지 전업 학생 또는 은퇴자는 그 외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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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자(P표본)의 특성
분류기준
성별

연령

소속

지위

학력

특성

표본수(명)

남성

8

여성

3

20대

1

30대

4

40대

3

50대

2

60대 이상

1

공공기관

7

그외

4

관리자

3

실무자

5

그외

4

석사과정

4

박사과정

7

Q분류를 마무리한 이후에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1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한 내용은 녹취하여 문서화 하여 자료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서
자료수집 1주일 뒤에 연구대상자 중 1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거쳤다. 소요시간은 20분이었
으며, 상관관계는 0.8로 Brown(1980)의 0.8이상의 시험-재시험의 신뢰성은 인정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로 PQ-Method version 2. 35(by Schmolck)을 사용하였다. 센트
로이드요인분석과 주성분분석방법이 실제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연구(Harman,
1976)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경우에 센트로이드요인분석을 활용하라는 연구
(Brown, 1980)에 따라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전할 요인을 결정하는 것은 집
단적 관점의 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해석 단계에서 이들 요인에 이름
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다(Garbellini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 활용되는 아이겐 값이 1.00 미만을 제거하는 방법과 험프리의 법칙을 사용하여 객관적
준거를 준수하였다.
요인회전에 있어서 특정한 방식이 명백히 맞거나 틀린 것은 없다(Watts & Stenner, 2012). 실
제 연구들에서는 배리맥스 회전이 많이 사용된다(김순은, 2010). 이에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배
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자료해석은 기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술문들을 통한 빠르고 압
축적 요인해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Watts & Stenner, 2012). 본 연구는 전체론적 해석을 위해
Garbellini 외(2019)와 같이 요인 내에서 크게 양극단 진술문들과 다른 요인들과 가장 구분되는
진술문들으로 나누어 자료를 해석을 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녹음한 후 문서화하였고,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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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근거로서 사용하였다.

Ⅴ. 연구결과
1. 요인형성
연구설계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11명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요인의 회전을 돌리지 않은 상태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회전되지 않은 요인 행렬의 아이겐값과 적재값 백분율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었다
(<표 6> 참고).
<표 6> 회전되지 않은 요인행렬의 요인적재값, 아이겐값 및 변량(%)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1

0.6532

-0.3379

0.2375

-0.1568

-0.2009

0.4532

-0.1581

0.1649

2

0.5193

0.3636

0.2014

-0.4397

-0.4705

-0.2211

-0.0757

-0.2654

3

0.6312

-0.4532

0.0705

-0.1452

-0.0214

-0.3914

0.2905

0.3458

4

0.6753

-0.2846

-0.0194

-0.1761

0.575

0.1182

-0.1391

-0.1589

5

0.0852

0.7153

0.3214

-0.2956

0.049

0.4051

0.1943

0.1791

6

0.7272

0.3594

-0.1222

-0.3445

0.2684

-0.2053

-0.012

-0.0502

7

0.3825

0.4734

-0.6235

0.2196

-0.0143

0.1978

0.3326

-0.0642

8

0.4671

0.659

-0.0745

0.4029

0.0115

-0.2163

-0.1825

0.1789

9

0.7132

-0.0006

0.0714

0.5212

-0.1178

0.0673

-0.295

0.017

10

0.5155

-0.2355

0.5135

0.4369

-0.0192

0.0355

0.3917

-0.2356

11

-0.3948

0.4541

0.6887

0.1319

0.2649

-0.1516

-0.0299

0.0235

아이겐값

3.3817

2.0937

1.3579

1.1666

0.752

0.7424

0.5575

0.3696

설명변량

31

19

12

11

7

7

5

3

누적변량

31

50

62

73

80

86

91

95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8개 요인들 중에서 다음 과정을 통해서 최종 요인을 도출하였
다. 첫째, 아이겐값이 1.00 이상이 되는 요인은 4개가 도출되었다. 둘째, 객관적 준거로 험프리
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법칙 적용을 위해 계산된 표준 오차는 0.21 이었다. 0.21 표준 오차의
두 배인 0.42보다 교차항목이 큰 요인은 요인1(0.54), 요인2(0.47), 요인3(0.43)이었다. 3개의 요
인은 누적 변량의 약 62%를 차지하였다. 요인4의 경우에 0. 23으로 준거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으로 정책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유형을 다양하게 살펴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두 항목의 곱이 표준 오차를 초과하기만 하면 된다는(Watts & Ste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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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덜 엄격한 험프리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최종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누
적 변량의 73%를 차지하였다(<표 7> 참고).
<표 7> 험프리의 법칙에 따른 요인 결정
험프리의 법칙
표준오차
요인 결정 여부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0.21

0.54

0.47

0.43

0.23

엄격

O

O

O

X

덜 엄격
누적 변량(%)

O

O

O

O

31

50

62

73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 3개에 대해서 배리맥스 회전을 수행하였다. 배리맥스 회전을 통해
서 도출된 요인과 연구대상자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값은 다음과 같다(<표 8> 참
고). X 표시는 해당 연구대상자가 속하는 요인을 뜻한다. 요인1은 1, 3, 4, 11번 연구대상자가,
요인2는 2, 5번 연구대상자가, 요인3은 7, 8번 연구대상자가, 요인4는 9, 10번 연구대상자가 속
하였다. 6번 연구대상자는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았다.
<표 8> 요인회전 후 요인적재값
Q분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성별

학력

1
2

0.6859X

0.1467

-0.1155

0.3414

남자

박사재학

0.3391

0.7131X

0.1084

0.0246

남자

석사재학

3

0.7503X

-0.0170

-0.0683

0.2486

남자

박사재학

4

0.7212X

0.0877

0.0842

0.1830

여자

박사재학

5

-0.2409

0.8029X

0.0799

-0.0198

남자

박사재학

6

0.5069

0.5831

0.4412

-0.0109

남자

석사재학

7

0.0448

0.0545

0.8919X

-0.0833

남자

박사재학

8

-0.1452

0.3524

0.7236X

0.3893

여자

석사재학

9

0.3114

-0.0207

0.4355

0.7060X

여자

석사재학

10

0.2533

-0.0049

-0.0894

0.8388X

남자

박사재학

11

-0.6859X

0.4252

-0.3413

0.2934

남자

석사재학

설명
변량(%)

24

17

17

15

유형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9> 참고). 요인1의 경우에 다른 요인들과 각각 0.0537,
0.0809, 0.4429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인2의 경우에 요인3과 요인4와 각각 0.2660, 0.0421의
상관관계를, 요인3과 4는 0.1522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인 간 상관관계는 0.7이하는 높은 수
준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오민지, 2017). 본 연구에서 요인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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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과 요인4의 0.4429라는 점에서 각 요인마다 독립된 특성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표 9> 유형 간 상관관계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1
-0.0537
0.0809
0.4429

요인2

요인3

요인4

1
0.2660
0.0421

1
0.1522

1

각 진술문에 대한 요인가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고). 이러한 요인가는 유형별 특성을 해
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해당 요인에 대해 극단 값(3 또는 –3)을 가지는 진술문과 다른 요인보
다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지는 진술문들을 중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표 10> 진술문의 요인가
진술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요인1
-1
2
-2
0
3
2
2
3
1
-3
1
-1
-1
1
0
0
1
0
0
-2
-3
-1
-2

요인2
3
-2
1
-1
-3
-3
1
1
2
2
1
-2
0
3
0
2
-1
-1
0
-1
0
0
-2

요인3
-2
-3
1
0
0
2
-2
1
3
2
-1
-3
0
0
1
3
1
-1
-1
-2
-1
1
0

요인4
0
1
3
0
3
2
2
-1
0
2
1
-3
0
1
-1
-2
1
-2
0
-1
-3
-1
-2

2. 유형별 특성
네 가지 요인들에 대한 해석은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사람들의 중요한 시각으로 여겨
질 수 있는 관점들을 드러냈다. 각각의 요인들은 개인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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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 관련하여 응답자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이상적인 관점이다(Curry & McClenaghan,
2013). 양극단 진술문과 다른 요인에 비해서 높거나 낮은 순위에 있는 진술문은 각 요인의 우
선순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진술문들에 따라서 각 관점에 대한 명명이 가능하였다.
1) 요인1: 실무적 전략 활용
요인1은 아이겐값이 3.38로 설명변량의 가장 큰 24%를 차지하였고, 연구대상자들 사이에서
지배적 담론이었다. 3명의 연구대상자가 요인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40대 2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평균 연령대가 가장 높은 요인이었다. 성별은 여
성 1명에 남성 3명으로 구성되었고, 박사과정 3명에 석사과정 1명(남성)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정책기업가가 이미 만들어진 대안을 가지고 이 대안을 받아들여줄 곳을 찾아다니고, 결정
된 정책의 집행에 관심을 가지며, 보다 장기적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전략 활용’이라고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기업가가 자신의 제안을 들어줄 곳을 찾아다니면서(#8: +3) 실제
로 규제, 규칙제정, 집행을 통해 결정된 정책을 확실하고자 한다(#5: +3)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
을 보였다. 이러한 진술문 이외에도 요인2는 정책기업가가 조직과 조직의 미래 방향을 관리하
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보았다(#2: +2). 뿐만 아니라, 요인1은 정책
기업가가 평가 활발히 참여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았다(#6: +2).
반면에, 정책기업가가 혜택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정책 대상자(#10: -3)나 일반 시민의 참여
를 촉진시키는 것(#21: -3)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하
는 것(#3: -2)과 협상과 협력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것(#13: -1)에 대해서 다른 요인보
다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요인1이 정책기업가가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하거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협상하기 보다는 이미 도출된 대안을 활용하는 실무가적으로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7) 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일으키는 것(#10: -3)에 대해서 요인1만이 부정
적으로 보았고, 다른 요인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7) “문제를 프레임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주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썼는데 ...(중략)...”와 “정책네트워크를 주도한다기 보
다는 끌려 다닌다는 느낌이었어요.”(요인1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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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요인1의 범주화된 진술문
진술문 번호(요인가)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5

정책기업가는 규제, 규칙제정, 실제 집행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8

정책기업가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결정권을 가진 곳을 찾아다닌다.

진술문 번호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10

정책기업가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21

정책기업가는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높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2(+2)

정책기업가는 조직과 조직의 미래 방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낮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3(-2)

정책기업가는 활발하게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한다,

#13(-1)

정책기업가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협상하고 협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킨다.

진술문 번호

그 외 중요 진술문

#6(2)

정책기업가는 제시된 정책의 평가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2) 요인2: 선동적 전략 활용
요인2은 아이겐값이 2.09로 연구의 총 설명변량의 17%를 차지하였으며, 요인1 다음으로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총 2명이 포함된 요인2는 30대 박사과정생이었다. ‘선동가적 전략 활
용’라고 명명한 요인2는 정책기업가가 문제를 프레이밍하고 정치인 및 관료와의 네트워크 전
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에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선동적 전략 활용’이라 명명하였다.8)
구체적으로 요인2는 정책기업가가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
식으로 문제를 프레이밍(#1: +3)하고, 정치들 및 관료들과 네트워크(#14: +3)를 구성한다는 것
에 긍정적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정책기업가가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시
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에 다른 요인보다 긍정적으로 보았다(#21: 0).
반면에, 집행(#5: -3)과 평가에 참여(#6: -3) 전략에는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자들이 정책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자 솔선수범(#4: -1)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정보를 사
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 보다 부정적으로 보았다(#17: -1). 그 외에 갈등을 줄이고자
중개를 한다(#23: -2)는 것9)과 조직과 조직의 미래 방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
적인 계획을 세우거나(#2: -2), 자신의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
8)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디테일한 집행계획보다는 큰 방향을 뭉뚱그려 설정해서 나를 따르라? ...
(중략) ... “잠재적인 수혜자,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지 생각을 해
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프레임의 정당화를 더욱 견고히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데 도
움이 되니까”(요인2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 중)
9) “계속 갈등을 분출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그런 쪽은
아닌 거 같아요.”(요인2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와의 인텨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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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2: -2)한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진술문들에 대한 응답은 요인2의 선동적 전략
활용에 대한 해석을 강화시켰다.
<표 12> 요인2의 범주화된 진술문
진술문 번호(요인가)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1

정책기업가는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문제를 프레이밍하려고 한다.

#14

정책기업가는 정치인과 관료들과 네트워크를 한다.

진술문 번호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5

정책기업가는 규제, 규칙제정, 실제 집행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6

정책기업가는 제시된 정책의 평가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높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21(0)

정책기업가는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낮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4(-1)

정책기업가는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자 솔선수범한다.

#17(-1)

정책기업가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정보를 사용한다.

진술문 번호

그 외 중요 진술문

#2(-2)

정책기업가는 조직과 조직의 미래 방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12(-2)

정책기업가는 새로운 해결책과 연합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다.

#23(-2)

정책기업가는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중개를 한다

3) 요인3: 최종결정 전략 활용
요인3은 아이겐값이 1.36으로 연구의 총 설명분산의 17%를 설명하였다. 요인3에 속한 연구
대상자는 30대 박사과정생 남성과 30대 석사과정생 여성이 포함되었다. 요인3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최종결정 전략 활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언론
을 활용하고, 이야기, 이미지, 상징을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장기적 계획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요인3은 정책기업가가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 이미지, 상징과 같은 것들
을 사용하고(#9: +3) 언론을 활용한다(#16: +3)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요인3
은 정책기업가가 정책결정과 정치에 활발히 참여(#22: +1)하고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중개(#23: 0)하고 정책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덜 위험해
보이게 제시(#15: +1)한다는 진술문에 대해서 강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요인들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에, 위험을 감수(#12: -3)하거나 조직과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12: -3)는 것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책기업가가 대안과 관련하여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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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바람직한 방식으로 문제를 프레이밍(#1: -2)하는 것과 해결책제시(#7: +1)에 다른 요인보
다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정책기업가는 최종 결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결
정과 정치에 참여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덜 위험해 보이게 제시하는 최종결정을
돕는 전략을 활용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표 13> 요인3의 범주화된 진술문
진술문 번호(요인가)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9

정책기업가는 공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 이미지, 상징을 사용한다.

#16

정책기업가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다.

진술문 번호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2

정책기업가는 조직과 조직의 미래 방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12

정책기업가는 새로운 해결책과 연합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다.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높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15(+1)

정책기업가는 정책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덜 위험해 보이게 제시한다.

#22(+1)

정책기업가는 정책결정과 정치에 활발히 참여한다.

#23(0)

정책기업가는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중개를 한다.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낮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1(-2)

정책기업가는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문제를 프레이밍하려고 한다.

#7(-2)

정책기업가는 자신이 문제라고 본 것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11(-1)

정책기업가는 조직간 또는 여러 부문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19(-1)

정책기업가는 가치수용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만족시켜 대안이 살아남도록 한다.

4) 요인4: 독재적 전략 활용
아이겐값이 1.17인 요인4는 총 설명변량의 15%를 차지한다. 요인4는 20대 석사과정생 여성
과 40대 박사과정생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요인4에서 정책기업가가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하
면서 집행까지 확인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요인4를 독재적 전략 활용이라고 명
명하였다.10)
구체적으로 요인4는 정책기업가가 활발하게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하고(#3: +3), 규제, 규칙
제정, 실제 집행을 통해 결정된 정책을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5: +3)는데 긍정적이었다.

10) “정책기업가를 넘어서서 선도가라고 봐야 할 정도의 특정 개인들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는 경우를 많
이 봐왔거든요...(생략)...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와 절충으로 입장을 관철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
니다. 환경이나 여론과 같은 종합적인 고려보다는, 당위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단편적인 표를 위해 주
변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는... 그래
서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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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인보다 더 긍정적으로 본 진술문이 없는 요인4에는 중립에 위치한 진술문들이 의미가
더욱 있을 수 있다. 요인4는 이야기, 이미지, 상징을 사용한다는데(#9: 0) 중립을 취했다. 이는
Q 분포에서 중립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Stenner & Watts, 2012) 상
황에 따라서 이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새로운 해결책과 연합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상
당한 위험을 감수하거나(#12: -3),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
(#21: -3)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쪼개서 덜 위험해 보이게 제시하거나
(#15: -1), 언론을 활용하고(#16: -2),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18번: -2)에 대해
서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요인4가 정책기업가가 독재적 전략을 활용한다는 해석을 강화
한다.
<표 14> 요인4의 범주화된 진술문
진술문 번호(요인가)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3

정책기업가는 활발하게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한다.

#5

정책기업가는 규제, 규칙제정, 실제 집행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진술문 번호

-3에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12

정책기업가는 새로운 해결책과 연합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다.

#21

정책기업가는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높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없음

없음

진술문 번호

다른 요인 보다 낮은 순위가 매겨진 진술문 내용

#8(-1)

정책기업가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일 의사결정권을 가진 곳을 찾아다닌다.

#9(0)

정책기업가는 공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 이미지, 상징을 사용한다.

#15(-1)

정책기업가는 정책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덜 위험해 보이게 제시한다.

#16(-2)

정책기업가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다.

#18(-2)

정책기업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의 수정을 꾀한다.

3. 유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은 기존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먼저 실무적 전략을
활용하는 요인1은 가시성 높은 행위자를 정책기업가로 보았던 Kingdon(1995, 2011)의 정책기
업가와 차이가 있다. Arnold(2015)나 Lavee & Cohen(2018)의 일선관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요인1은 정책기업가가 규제, 규칙제정, 실제 집행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
자 한다는 진술문(5번)에 가장 찬성하였다. 정책기업가는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진술문(21번)에는 가장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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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2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인과 관료들과의 네트워크 전략을 선호한다. 따
라서 요인2와 관련한 정책기업가는 가시적 행위자에 가깝다. 특히 문제 프레이밍(1번)과 정치,
관료와의 네트워크(14번)에 가장 찬성하고, 집행과 평가에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
인2의 정책기업가는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또는
다른 이익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에 가까울 수 있다.
요인3 역시 가시적 행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징 사용(9번), 언론 활용(16번)과
같은 전략에 가장 찬성하였기 때문이다. 장기적 계획(2번)에 가장 반대하였다는 점도 장기적
계획이 중요한 비가시적 행위자들(예를 들어서, 관료)과 차이가 있다. 요인3은 정치 참여(22번)
와 중개(23번) 전략 활용을 다른 요인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요인2보다 좀 더 의
사결정권을 가진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Herweg 외(2015)가 결정과정에서 좀 더 직접적
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로 제시한 정치적 기업가에 가깝다.
마지막 요인4의 경우에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하면서 집행까지 확실히 하는 독재적 전략을
선호한다(#3, #5).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곳을 찾아다니거나(#8) 상징을 사용하고(#9), 살라
미 전술(#15), 언론 활용(#16), 정책 수정(#18)과 같은 전략에 다른 요인보다 부정적으로 보았
다. 대부분의 전략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같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행위자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정책공동체의 규모가 작아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최성락･박민정, 2012). 정
책변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책기업가의 공식적 지위가 높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정책기업가를 대통령으로 파악한 연구는 다수였다(장현주, 2017).
그 외 모든 요인들에서 포착된 특징 두 가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책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에 모든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맥락에서 정책기업가
의 직위와 관련될 수 있다. 실제로 공식적 직위를 가진 사람이 정책기업가로 포착되었다는 점
에서 이들이 공식적 직위 이상을 수행할 위험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국내 맥
락에서 정책기업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요인2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정보제공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전문가 기
업가가 수자원 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 제공이 정책 변동에 가장 중요했음을 파악한
Crow(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국내의 정책과정에서도 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정책과정에서 정책기업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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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나 미국과 다른 국내 맥락에서 정책기업가가 다를 수 있
다는 점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기업가 개념을 알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책 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
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결과와의 연결을 시도하였고, 새로운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Q방법론을 통한 분석결과, 국내 맥락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응답은 4가지 요인으
로 유형화되었다. 각각은 양극단 진술문 뿐 아니라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긍정하거나 부
정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전체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인1은 ‘실무적 전략 활용’, 요
인2는 ‘선동적 전략 활용’, 요인3은 ‘최종결정 전략 활용’. 요인4는 ‘독재적 전략 활용’이라고
명명되었다.
추가로 이러한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해서 요인1(실무적 전략 활용)은 관료
의 수준의 비가시적 행위자가, 요인2(선동적 전략 활용)는 가시적 행위자인 정치인과 이익단
체, 요인3(최종결정 전략 활용)은 가시적 행위자인 정치인, 요인4(독재적 전략 활용)는 대통령
과 같은 행위자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요인4(독재적 전략 활용)의 경우에는 정책
공동체의 크기가 작아 공식적 지위가 중요한 국내 정치 맥락에서 강조될 수 있다.
그 외 정책기업가의 위험감수 전략에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국내 맥락에서 정책기업가의 새
로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전략에 요인2(선동적 전략 활용)를 제외하고
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은 국내 정책 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와 이론적 한계가 있다. 먼저 방법론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론적 해석을 위해 요인에 속한 여러 가지 진술문을 통해서 요
인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정책기
업가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한 대학원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론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영역과 특정 맥락에 따라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은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국한 시켜 논의를 좁혔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둘째, Arnold(2015)와 Lavee & Cohen(2018)과 같이 일선관료가 정책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정책 집행이나 평가 시기 등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조금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수행절차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후속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Q분포표의 기울기 결정이나, 요인 도출 및 회전 방법의 선정, 최종 요인 선정 근
거를 제시하지 않는 선행연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Garbellini 외(2019)
의 해석절차를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이상 논의한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표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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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학술적 기여: 연구 질문의 해결
연구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질문
발견 요인1:
내용 실무적 전략 유형

요인2:
선동적 전략 유형

요인3:
최종결정 전략 유형

요인4:
독재 전략 유형

연구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질문
-비가시적 행위자
발견
-가시적 행위자
-공기업 및 정부 기관 종사자,
내용
-정치인, 이익단체
일선관료

-가시적 행위자
-정치인

-가시적 행위자
-대통령 및 최상위 의사결정자

연구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 하는가’
질문
-정책공동체의 크기가 작아서 정책기업가가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를 행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음(최성락, 박민
정, 2012) -> 위험을 감수하기가 힘듦.
발견
-Crow(2010)는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내용
->요인2를 제외하고 정보제공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인
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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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귀하의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귀하의 소속

(

)

귀하의 지위

(

)

귀하의 학력

(

)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한
친숙함 정도

전혀 친숙하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친숙함.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작성하여 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오직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통계법」
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에 의거, 개인에 관한 일체의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서명:

번호

설문 내용

1

정책기업가는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문제를 프레임화하려고 한다.

2

정책기업가는 조직과 조직의 미래 방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3

정책기업가는 활발하게 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한다.

4

정책기업가는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자 솔선수범한다.

5

정책기업가는 규제, 규칙제정, 실제 집행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6

정책기업가는 제시된 정책의 평가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7

정책기업가는 자신이 문제라고 본 것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8

정책기업가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일 의사결정권을 가진 곳을 찾아다닌다.

9

정책기업가는 공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 이미지, 상징을 사용한다.

10 정책기업가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11 정책기업가는 조직간 또는 여러 부문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12

정책기업가는 새로운 해결책과 연합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
한다.

13 정책기업가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협상하고 협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킨다.
14 정책기업가는 정치인과 관료들과 네트워크를 한다.
15 정책기업가는 정책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덜 위험해 보이게 제시한다.
16 정책기업가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다.
17 정책기업가는 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정보를 사용한다.
18 정책기업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의 수정을 꾀한다.
19 정책기업가는 가치수용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만족시켜 대안이 살아남도록 한다.
20 정책기업가는 민간 및 제3부문의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한다.
21 정책기업가는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22 정책기업가는 정책결정과 정치에 활발히 참여한다.
23 정책기업가는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중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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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3개 문항을 읽으시고 정책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을 분류하고 확신하지
못하거나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진술문을 마지막에 분류해주십시오. 각 영역당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가장 동의
가장 비동의
보통

위에서 3가지로 분류한 것 중에서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아래 빈칸에 먼저 채워주시면 됩니다. 동의하는 것의 분류가 마
무리되면 예시와 같이 선을 그어 동의하는 영역의 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동의 부분에 있는 것들을 분류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중립 부분을 채워주시면 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반대

중립

-3

-2

-1

0

동의

1

2

3

(2)

(2)
(3)

(3)
(4)

(4)
(5)

<예시>

반대

중립
-3

-2

-1

0

1

2

3

2

8

10

1

16

3

5

4

7

18

17

12

9

7

(2)

15

21

11

13

23

(2)

(3)

22

19

14

(3)

(4)

20

(4)

(5)
감 사 합 니 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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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후 인터뷰
연구자: 가장 ‘비동의’하시는 게 16번이라고 하셨는데..
10MM: 저는 16번과 21번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정책기업가는 어떤.. 관계인들의 관계 속에서 대안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성은) 소홀할 것으로..
연구자: 그러면 대중(일반시민)보다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관계인들’하고(보다 긴밀하게)..
10MM: 네. 모든 사람보다는, 관계인들하고만..
연구자: (이번 FGI에서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우선 질문드리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3MP
선생님
3MP: 네.
(본인의 답변지 배부)
연구자: 가장 동의하신 것과 가장 동의하지 않으신 것의 번호(문항)와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3MP: 가장 동의가 ‘7번’입니다.
연구자: 7번하고 8번인가요? (3MP ‘네’라고 답함) 혹시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3MP: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분야 쪽에서는 의사결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예
산부서나 정책결정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정책화시키려고 계속.. 로비.. 로비죠. 로비도 하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끔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봐서 7번과
8번을 골랐습니다. 가장 비동의하는 부분이 21, 23번입니다. 저의 경험상 (21번)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지는 않고
요.. (정책기업가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여론전이나 이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
고 있고 23번의 경우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줄이기 위해 중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사이의) 갈등을 촉진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연구자: 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연구자: 4WN 선생님. 가장 동의하시는 게?
4WN: 네. 5번 6번이에요. (연구자 ‘왜 혹시.. 5번 6번을?’) 어.. 그.. 제가 그것을 하면서 중간에 멈췄던 게 (영화) ‘미스
슬로운’하고 겹쳐서 그랬거든요. 별다른 뜻은 없고, 정책기업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합법
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비동의는 3번하고 12번이에요. 정책네트워크를 주도한
다기 보다는 끌려다닌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것은 정책기업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결정하는 거 같다.. (연구자 ‘주변 환경이요?’) 정치환경이겠죠.
연구자: (정책기업가는)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 (4WN ‘네네’) 감사합니다. 5,
6번에 관해서 다시 한번만 질문을..
4WN: 영화하고 겹쳐져서….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연구자: 6MM 선생님. 어떤 부분에 가장 동의(를)..?
6MM: 네. 9번하고 14번이구요. 그 사람들(정책기업가들)이 자기들이 뭔가 정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최선의, 모든 자료
를 활용해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구요.. 이미지, 상징 이런 걸 무조건 사용할 거 같
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과 연결이 되어야 될 거 같으니까.. 정치인, 관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 부분에 가장 동
의를 하고요. 반대로 비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들이든지.. 여론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해서 더 좋은 방
향으로 나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2번 13번을 가장 ‘비동의’로 선택했습니다. 상
당한 위험까지 감수한다라... 그 분들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할 거 같지는 않고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만
하지.. (위험부담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자 ‘그러면 20번 문항 같은 것도 동의하시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동의, 비동의로) 나눠지는 건 없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중립 언저리에서...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연구자: 11MN 선생님.
11MN: 제가 가장 동의하는 문항은 21번 22번입니다. 23개 문항을 다 분류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동의’로 21, 22번 문항을 고른 이유는 정책기업가는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데.. 제가
시사나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을 때에(정책기업가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완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동의는 18, 19번입니다. 정책
기업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고친다거나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 가치수용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만족시키려면 정책기업가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자: 그러면 ‘정치인’을 정책기업가로 보시는 건가요?
11MN: 정치의 흐름을 받아 가지고.. (정책기업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안이나 그런 쪽에서 뭔가 하기는) 어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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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연구자: 9WN 선생님.
9WN: 네. 가장 동의하는 건(문항은) 2번이랑 3번이구요. (2번과 3번에 대한 동의의 정도에서) 차이는 없는 거 같아서 그
냥 (빠른) 순서대로 적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위한 게획(플랜)을 짜야하기 때문
에.. 이게 가장 강력한 속성이지 않을까 싶어서(2번을 골랐고).. 3번도 같은 맥락으로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연구자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 형태
로..’) 네. 계획 이후에 실현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그리고 비동의하는 건 12번이랑 18번이에요. 12번을 고른 이유는 (정
책기업가 역시 일종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본인의 일을 하는 건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고요. 18번도 갈등을 줄이기 어떤 변화를 꾀한다기 보다는 오
히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나.. 그래서 (18번을 가장 비동의로 했다)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연구자: 8WP 선생님, 어떤 부분에 가장 동의를?
8WP: 동의가 3번, 6번이거든요. 두 문항이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활발하게 정책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제가 생
각하는 정책기업가는 어떤 정책이 결정되게 하는(만드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존재).. 가장 비동의는 5번이랑 12번
이거든요. 12번은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에게 위험이 될만한 것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5번은 이런 집행을 통해서 결정된 걸 확실하고자 하는 게 ‘주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 방향대
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연구자: 혹시 3번 6번을 가장 동의로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동의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8WP: 10번. (연구자 ‘잠재적 수혜자･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음.. 이것도 하나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봐
서 그렇게 고른 거 같아요.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7MP: 저는.. 아까 설문할 때 질문드렸던 것처럼 ‘재난영역’에 국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책기업가의 역할
을 좁혀서 (답변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재난영역이란.. 그 특성상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사전 대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책)기업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비동의로 12번과 2번으로 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정책기업가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무리가 아니겠나... 12번도 새로운 해결책을 형성하
는 그런 부분이 동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9번과 16번인데요. 지금까지 봐왔던 재난에서 (정책기업가의) 역
할을 보면.. 이미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최대한 관련 기관들이나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9번과 16번의 경우 공적인 관심, 지지를 위해 상징과 언론을 활용한다.. 이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연구자: 네.. 다음 분..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2MP: 저는.. 8번이랑 11번이 가장 동의입니다. (연구자 ‘어떤 이유로..?’) 예.. 저도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실질
적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막바지에 다달아서 (기업가가) 그 힘을 쏟아야 하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을 찾아다닌다든가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싣는 쪽으로.. 그런 방향이 가장 부합하지 않나 해서 그
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동의가 5번이랑 20번을 했는데요. 이게 또 5번 같은 경우에는 규제, 규칙제정 및 실제집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디테일한 집행계획보다는.. 큰 방향을 뭉뚱그
려 설정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책이 실현되는 가운데에 그때서야 디테일한 것들이 결정될 거 같고요.
20번은, 제가 아까 동의한다고 했던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민간이나 제3부문 행위와의 네트워크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정책결정에 얼마나 반영될까.. 생각해보면 요식행위에 지나는 거 아닌가.. 이미 (내부적으로) 답
은 정해져 있고.. (연구자 ‘그러면 혹시 21번에 대해서는..?’) 21번도 낮은 점수(동의하지 않음)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1MM: 저는.. 정책기업가는 정책을 입안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틀을 좁혀놨고요. 저희 입법과정에 대한 경
험을 토대로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중심으로 답변했습니다. 비동의.. 보면 12번(위험감수)처럼 ‘절대로’ 그렇게 움
직이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21번의 경우는 고민을 좀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공론화라든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입법과정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참여해
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가회의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대대적
공론화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
는 걸 법률화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궤도수정은 있지만 문제를 프레임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본격
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주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썼는데.. 이들도 각 단계별로 (자기
들만의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접근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의
사결정자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유리한 지점(포인트)’을 물색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뭐 정치권이
든, 국회든, 국회예산처.. 특히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입법과정을 거치는 걸 봤습
니다. 그래서 1번 8번을 가장 중요시(동의) 했습니다. (비동의에 있어서) 12번은 확실한데 21번은 약간 의문점(퀘스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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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이 있기는 합니다.
(답변지 배부하는 소리)
5MN: 답변할까요? (연구자 ‘네’) 일단 저는, 제가 실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언론기사라든
지 국회회의록이라든지 정부기록물, 백서 이런 걸 봤을 때 정책기업가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
처럼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국민들이 위험하다’, ‘우리가 더 안전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중의 사고’를 하고
있는거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실체는 분명치 않아요. 제가 가장 동의하는 건 1번 14번인데 그러니
까.. ‘프레임’ 속에 이미 확고한 의견이 들어 있는거죠.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보
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써서 푸쉬(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거죠. 그러
기 위해서 관료들.. (입법)조사관이라든지 (각 부서의) 주무관이라든지..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의견을 듣고 현제도상 통과
시키려는 법안이 어렵다고 답변을 들으면 그들을 겁박하는 장면만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안 하겠
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1번 14번에 제일 동의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푸쉬가 동력을 잃어가는 거 같
다 싶으면.. 잠재적인 수혜자･피해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지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게 아
니라 결국 프레임의 정당화를 더욱 견고히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정책기업가
들이라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사고 저 밖 너머에 있는거죠. 계속 갈등을 분출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갈등을 줄
이는.. 그런 쪽은 아닌 거 같아요. 자신들의 프레임 속 잠재적 갈등을 더 꺼내오기 때문에.. 가장 비동의가 6번하고 23번이
거든요. 재난영역에서의 정책이 돌아가는 걸 보면.. ‘대중들이 소외’되어 있다. 일반시민/대중은 그냥 그들(정책기업가와
의사결정자)의 서사 속에서만 등장하는 거지. 현실에서 그들을 진짜 찾고 그러지는 않는 거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구자: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있나요?
5MN: 저는 그게 궁금해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다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책기업가의 상에 영향을 준
실존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실제 현장에서 강렬한 체험을 공유해주시면 이번 연구가 좀 더 가
치있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MP: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일단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도의원들과의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K에 헬기가 떨
어져서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한 대 도입하려 하는데 사천시에 A 산업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C’이라는 헬기를 만드는 회
사이기도 한데.. 도의원 질의과정에서 SC 도의원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헬기가 100억 정도로 친
다고 한다면.. 사천시 도의원이 ‘150억에 C 헬기 2대를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좀 기가 차던데, 어
디서 (내부정보를) 알아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서 C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향응이
오고 간 게 적발이 되어서 줄초상이 났고, 해병대에서는 C 헬기가 떨어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관련해서도
도의원 질의가 들어오는데 대충 그런 식입니다. 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안 사고, 멀리 조달업체에서 사느냐.. 실제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버리면 다 따라해야 하니까.. 지역경제이권(이해관계)이나 이런 게 (자리잡고) 있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MN: 6MM 선생님께서는...?
6MM: 글쎄 우리한테는.. 정책기업가라는 게 딱히 도움이 된다고 볼만한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국회의원님들 중에
우리를 위해서 액션을 강하게 해주시는 L 위원같은 경우 국가직화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F유니폼을 입고 나오시기도 하
고. 그럴 때 문자나 이메일로 고맙습니다는 감사표현하고.. 300분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분들 중에 그나마 L 같은 분이 있
어 주는게.. 경찰같은 경우는 P의원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또 힘을 실어드리는 게 우리고..
5MN: 11MN 선생님은 어떠세요? F에서 오래 계시면 조직의 큰 변천사를 다 경험하셨을텐데.
11MN: 저는 현장, 밑에서 오래 생활해서.. 저 위에 정책기업가(또는 결저자)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
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5MN: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위에서 어떤 게 오고 가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11MN ’예예‘)
1MM: 이게 저희가.. 30일날 법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20년 숙원 사업으로 삼았던 것들은 (이번에도) 못 했는
데 그래도 몇 가지는 해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 거는 요인‘.. 이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애요. 아까 ’의사결정자 찾아
다니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했었는데.. 실제로 (입법을) 해보면 의원실을 쭉 돌거든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때는 다 OK를 해
요. 그런데 그 순간(표결이나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제랑 관계가 덜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 브레이크를 건 분
이 행안부에 계셨던 분인데 행안부에서 저희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었고 행안부 공무원들의 경우 지자체에 정무직으로, 부시
장, 도지사, 부도지사 이런 걸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좋은 히스토리(이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본인한테 딱 꽂혀
서 바뀌기가 어려운 거에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보통 공적 영역은 업무영역이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충돌이
될 경우가 거의 없는데 신생조직들의 경우 회색지대(그레이존)이 있거든요. 우리의 입법이 진행되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쓸
어담는 효과‘가 있거든요. 몸무게 100kg짜리가 10kg 빼는 건 쉬운데, 10kg가 10kg 빼는 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소
규모-신생조직한테는)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로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는 정부
사이드에서 중요한 역할(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기본적으로 가는데.. 요즘은 쉽게 통과시
키려고 의원입법으로 선택하거든요. 우리 기관이 추진하던 법안과 이를 막기 위한 시도를 정부가 조정해줬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말을 못하거든요. 감독기관에서 거기(의원들 사이를) 한번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브레이크 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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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에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전방위적으로 여론, 정
책전문가, 로펌까지 다 활용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니까.. 몸통(정말 중요한 부분)은 멈춰 있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만 확 달려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 부분들을 정부가 이어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 자본금이 n에서 3n가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 같은데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별로 체감
될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조직구조 조금 바꾸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정말 통과되어야 하는 것들이
멈춰 있는..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신기한 상황입니다.
5MN: 예.. 저도 행정일을 좀 해봐서 그 심정 알죠. 눈 뜨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돌이 날아오는..
1MM: 회사가 해외사업투자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H‘이라는 큰 테마가 있었어요. 무슨 법이든 정책이든 ’글로벌 금융‘
표지만 달면 무조건 OK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
면서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참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차이가 있었다면 예전에는 2005년부터 제가 그걸
했었는데.. 2008년에 G 이런 곳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수석전문위원이라든지 국회예산처라든
지 이런 곳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 경험상 그들의 역할이 300% 이상 늘었다고 해야 하나? 거의 절
대적으로, 그 분들의 페이퍼 하나하나가 중요했고 우리도 그 분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공을 많이 들였고.. 그 분들의 역량
이 증대된 점도 있겠지만 이번 국회의 의원들이 다른 일들에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5MN: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분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이 종사하시는 영역은 Q
쪽이고.. 소속은 지자체잖습니까? 저번 주에 발표 들어봤을 때 안전에 관한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건 한수원이고.. 두 분이
근무하시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껴있는‘ 그런 상태인 거 같아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의 본질적 영역은 원자력
이기도 하고.. 혹시 지자체쪽에서 기업가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2MP: 지자체쪽에 있어보니까.. 저희가 ’Q 사고에 의한 재난에 대한 대응‘인데.. 이게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Q이라는
공학적 전문지식과 지자체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Q 진흥, 규제라든지.. 행정-정책-기술의 3가지 카테고리가 섞여 있는 거
같습니다. 기관별로 각 카테고리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규제기관인 QQ 및 그 산하기관인 QQQ
에서는 기술 쪽에 편중되어 있고 사업자인 W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자체에서는 행정만을 담당하고.. 시의회나 이런 곳에
서는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저희(8WP 포함) 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나이도 젊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갭이 느껴집니다. ’쟤네들은 저 말만 하는데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는데‘는 생
각이 계속 듭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별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순환보직이고 Q에서도
발전소 사고는 없다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3가지를 다 아울러서 뭔가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그나마 있었다라고 할 거 같으면 중앙부처나 W은 아닙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에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을 기르시고 행정적 경험을 누적시켜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성과가 좋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런 시도를 하신 분이 교체되고 마셨어요. 앞으로 몇 분이나 더 저런 시도를 하실지.. 그런 과정을 어람나 더 거쳐야 정말로
성과를 거둘지..
4WN: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정권 이전에는 (정책기업가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행된 탈원전 논의로 거의 대부분 자취를 감추시고, 시민단체의 주장과 맞섰을 때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설득이 안 되니까. 현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셨다는..
5MN: 그러면, 앞에 노력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교체되고 하시면 남아 있는 분들의 의지나 사기 이런 부
분에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퍼지는 거 같나요?
2MP: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관성에 젖어서 가는 사
람이 있을거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저 사람처럼 되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래도 관
료다보니 자리가 중요하죠. 자기가 많이 알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라갈 수 있어야.. 아는 게 소용이 있고 결정자들에게 힘을 쏟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아직 직급이 낮아서 그
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그럴 권한을 가진 분들이 그냥 계신 걸 보면 좀 실망도 되고 그렇죠. 지자체에 있으면
서 그런 부분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인 거 같아요.
5MN: 재난 관련 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께는 질문 다 드렸는데.. Y도 C분야 내에서는 색채가 엄청 강한데.. 혹시..
10MM: 저희 분야의 경우 분명합니다. 정책기업가를 넘어서서 선도가라고 봐야 할 정도의 특정 개인들에 의해서 정책이 좌
우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게 국회의원일수도 있고, 담당 정부관계자 일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다수 이용자나 이러한 산업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이해집단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사
실상 어렵습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나 조정을 거쳐서 하나의 대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
한 문제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와 절
충으로 입장을 관철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환경이나 여론과 같은 종합적인 고려보다
는, 당위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단편적인 표를 위해 주변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는... 그래서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에 가깝다고 하면 되겠네요. 공청회나 이런 것도 많지가 않아요.
5MN: 더 질문하실 거는 없나요?
연구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