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치학연구 제27집 제2호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Vol. 27. No. 2. (June, 2020), pp. 61-87.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최 윤 호(숭실대학교, 직원)**
조 흥 순(중부대학교, 교수)***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
과정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
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
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 정책 관련 각종 법령, 유아교육에 대한 공
교육체제 확립 결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교체 등이다. 둘째, 정책행위자들
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옹호연합
을 결성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동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쟁하였다. 셋째, 옹호연합 간의 정치적인 성패는 외적
변수로부터의 재원과 제약, 그리고 다양한 정책전략을 통한 대응방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ACPS 모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
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적실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차후 유사정책을 형성 및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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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 여러 나라들은 향후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교육적 투자를 통해 미래 인적자
원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특히, 유아기의 교육적 효과를 인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인 지원을 하고 있다(하선철, 2017: 10).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기 교육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유아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불응과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는 등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불응과 입장차이가
어느 시점에서 기인한 것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못하고 정책이 추진되
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을 비롯한 많은 정책들은 순리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관련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복잡성, 또 이들의 역동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요인과 과정에 의해 정책이 변동되었는가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박균열, 2009: 2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분야에서 정책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띠며,
정책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정책사례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들 수 있다. 2004년
「유아교육법」 시행 이후, 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금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아졌다(김병주, 김성기, 2006: 349). 이에,
교육부는 2009년 12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며,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하
는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6).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여러 방안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의 입장차이로 인해 수년 째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교육부, 2014).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치원 공공성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도와 만족도 분석(변정심, 2019),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쟁점 고찰(이성규, 고재욱, 2019; 이학춘, 2017) 등 특정 현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유아교육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복잡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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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
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대상기간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보편화하고자
‘유아교육의 선진화 추진 계획(안)’을 결정한 2009년 12월부터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
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심의·의결한 2019년 7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아교육분야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ACPS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유사정책을 형성 및 추진할 경우
채택과 배제, 또는 일정부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책변동
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개념
정부는 그 나라의 사회 유지 및 발전,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하여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민이 생애 처음으로
접하는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유아학비 지출 문제, 국·공립 유치원 부족 문제, 일방적인 폐원·휴
원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일반적으로 정책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기처럼 꼭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
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책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Easton(1953)은 ‘전체사회를 위한 가치
의 권위주의적 배분’이라고 하였으며, Higginson(1966)은 ‘행동화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하였
다. 또한, Lasswell & Kaplan(1970)은 정책에 대해 ‘목표, 가치, 행동노선을 담은 사업계획’으
로 정의하였으며, Andersin(1975)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목적이 있는 행동 대안’이라고 하였
다. 이상의 학자들이 개념 정의한 정책의 키워드(keyword)를 살펴보면 보면, 가치의 권위주의
적 배분, 행동화하기 위한 지침, 행동노선을 담은 사업계획, 목적이 있는 행동 대안 등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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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개념을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거쳐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연관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의한 이유는
정책은 권위가 부여된 국회나 국무회의와 같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뿐 아니라, 행정적
과정을 통해서도 결정되며, 공적목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경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경과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구분하여 분석하게 된 기준은 ‘사립유
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2004년 「유아교육법」시행 이후, 해년마다 재정 지원이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련되지 못하다가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국고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점과 2018
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며, 이전 보다 더욱 구체적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했다는 점에서 구분하게 되었다.
즉, 2018년이 이 정책과 관련해 이전정부와 현정부간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
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1)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며,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인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 도입,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도입,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4-17). 이를 토대로, 학부모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가 유치원 운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회계의 설치(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유치원회계의
운영(제19조의8)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신설 2012.3.21)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1-40; 교육과학기술부,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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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한유총’과의 정책 갈등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6월 25일, 공개적으로 사립유치원 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12c; 매일경제, 2012.6.25; 연합
뉴스, 2012.6.25; SBS NEWS, 2012.6.25),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취소되었고,
2014년 10월 7일에도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에서도 ‘한유총’ 측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
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무산
되었다(교육부, 2014; 뉴시스, 2014.10.07; 세계일보, 2014.10.07; MBN 뉴스, 2014.10.07).
결국,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은 우여곡절 끝에 2017년
2월 24일에 개정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었다(교육부, 2017: 1).
<표 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경과
시기

추진 내용

2009.12.08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 및 「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 등 세부방안 제시

2014.10.07

•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한유총’이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공청회를 무산시킴

2017.09.01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2) 문재인 정부
2018년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감사결과(’13 ~ ’17)를 공개하며 사립유치원 부당운영사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교육부, 2018a: 2). 여러 사립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를 아이들의 교육
보다는 운영자의 사익을 위해 편취되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교육당국에 사립유치원 비
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서울신문, 2018.10.15).
이에, 당정(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25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문제를 근절하
기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교육부, 2018a: 1). 또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 부당사례 근절을 위해 당내 대표 발의하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
법·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유총’은 2018년 11월 29일, 광화문에서 ‘유치원 3법’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
다. 그들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무기한 개학연기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뉴스워치,
2018.11.30; 오마이뉴스, 2019.2.25). 더구나 ‘유치원 3법’이 여야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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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
대신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에듀파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
기 위하여 2019년 2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다(교육
부, 2019b: 1). 에듀파인은 2019년 3월부터 원아가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교육부, 2019a: 1),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
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교육부, 2018b: 19).
이에, ‘한유총’ 측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유보, 유치원 회계에
서 공적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를 통보하였다(연합뉴스,
2019.2.28; MBC NEWS, 2019.2.28).
<표 2> 문재인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경과
시기

추진 내용

2018.10.11

• 박용진 의원,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 공개

2018.10.25

•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2018.12.27

•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상정

2019.3.1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시행
- 원아가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 대상 시범 실시

2. 정책변동
정책변동(policy change)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접근입장 차이로 인해 다양
하게 개념정의하고 있다. 먼저, 국외 학자들 중 Hofferbert(1974)는 “정책변동을 해당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Hogwood & Peters(1983)는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정책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정책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ucciaroni(1995)는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에 뚜렷하게 달라지
는 것”을 정책변동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학자들 중에서는 박해룡(1990)은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정치체계적 변화 등에 의해 기존 정책과 다르게 결정되지만, 기존 정책
의 기반으로 정책이 형성되는 것”을 정책변동이라고 하였으며, 정정길(2000)은 “정책결정에
서 발생하는 정책산출물의 수정·종결 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도 정책변동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을 “공적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이 정치적·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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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책에 부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대상의 변경을 기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Ⅲ. 분석틀로서의 ACPS 모형
1. ACPS 구조와 의의
ACPS 모형은 ACF와 PSF의 앞글자 두 자를 결합시킨 용어로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
(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의 장점을 상호·보완하여 결합한 것이다(Sabatier,
2007: 330). ACPS 모형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적변수(안정적인 외적변
수, 역동적인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 내의 옹호연합 형성과 활동에 전략적인 자원을 제공하
거나 제약을 가하는 상황에서 옹호연합들은 일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정책문
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 중 하나의 정책흐름이 결정적 시작점인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면 본격적인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그 창 안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 서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경로 및 정책전략을 펼치며
치열한 상호작용을 벌이게 된다. 결국, 정책중개자의 중재로 인해 창은 닫히게 되고, 이전과
다른 내용의 정책 산출물이 생겨나게 되어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된다(유홍림, 양승일, 2009:
194-196; 김재열, 2012: 25-26; 양승일, 2014: 75; 지병석, 2016: 41). 이러한 ACPS 모형의
구조 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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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CPS 모형의 구조 틀
자료: 양승일(2014).

에서 수정·보완

p.74

ACPS 모형은 정책변동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실효성이 있다. 정책
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수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여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인과론적으
로 정책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며(ACF의 장점), 옹호연합을 분석단위로 설정함에 따라 복잡
한 정책현상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ACF의 장점). 또한, 정책흐름(정책문제흐름, 정책대
안흐름, 정치흐름)에 의한 촉발기제가 명확하여 잠재되어 있던 사회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킨
사건이나 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PSF의 장점), 옹호연합 간 여러 정책전략을 체계적
으로 조명할 수 있어서 치열한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다(PSF의 장점).
아울러,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옹호연합들 간의 상반된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합의된 정책 산출로 이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ACF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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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PS 모형의 구성요소
외적변수는 옹호연합의 형성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책변동을 일으키는 촉발기제로 작용한다(제갈문규, 2017: 27).
이러한, 외적변수는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로 구분된다.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변화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마치 종교의 개종처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더디고 범위가 협소하여 정책하위체제 내에서 정책행위자들의 활동과 전략의 재원에 거의 영향
을 주지 않는다(Sabatier & Weible, 2007; 김재열, 2012: 27; 김진식, 2013: 22; 양승일, 2014:
75; 지병석, 2016: 45). 그러나 비록 영향강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약하지만 장기간에 거쳐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안정적인 외적변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정책하위체제 내의 정책행위
자들에게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Persons, 1995; 김재열, 2012: 31; 장지호,
2004: 177). 즉, 정책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강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짧게 영향을 미친다
는 특징이 있다(김진식, 2013: 22).
옹호연합은 유사한 정책신념을 가진 정책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선호하는 바를 정책
에 반영시키기 위해 형성된 집단이다(양승일, 2014: 60; 제갈문규, 2017: 29). 옹호연합은
입법부, 사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분야의 학자, 언론인, 학부모단체, 이익단체 등
집단의 형성 범위는 제한적이지 않고 광범위하다(Sabatier & Weible, 2007). 대게 하나의
정책하위체제 내에는 2~5개의 옹호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흥순, 2008:
67-69). 옹호연합의 핵심전략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의 정책학습을 전개하며 결속력을 다진다. 또한, 옹호연합은 유지하기 위해 상대편
옹호연합과의 갈등과 대립을 벌이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바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정책전략
을 펼치기도 한다(김진식, 2013: 40). 옹호연합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념체계를 얼마만큼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신념체계란, 사람의 주관적인 믿음으로서,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기이며
응집력이라고 할 수 있다(한은석, 2011: 85).
촉발기제는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으로 기존의 정책이나 목전에
있는 정책 결정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Kingdon, 1984). 즉, 잠재되어 있던 어떤 사회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킨 사건이
나 현상 등을 의미한다(안병철, 2000: 44; 지병석, 2016: 48). 이러한 촉발기제는 정책흐름모
형의 구성요소인 정책문제흐름(지표의 변동과 위기·재난 등), 정책대안흐름(정책적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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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개입 및 주장 등), 정치흐름(정권교체, 국민적인 분위기, 국회의석수의 변화 등)
중 하나에 의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는 시발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흐름이 주를 이룬다
(Kingdon, 1984).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면, 창안에서는 옹호연합들 간에 경쟁하며 자신
들의 신념체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고 전략적 수단을 통해 활동을
전개한다(정원숙, 2014: 36). 즉, 정책변동의 창은 정책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정책대안을 관철
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창이 열리는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정책참여자들은
이 기간 동안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책과 관련하여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김재열, 2012: 36; 정원숙, 2014: 36).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해당 정책은 강한
저항을 받아서 장기간 동안 지연되고 정책의제화가 안될 수 있다(정원숙, 2014: 36). 따라서
옹호연합들 간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변동될 수 있도록 치열한 상호작용을 펼치며
노력한다(지병석, 2016: 48).
정책중개자는 옹호연합 간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는 제3자를 말한다(김진석, 2013: 27;
지병석, 2016: 50). 정책중개자의 주요 관심은 정책을 둘러싼 옹호연합들 간의 사이에서 발생
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Sabatier & Weible, 2007). 즉, 정책중
개자는 옹호연합들 간의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합의된 결정물을 산출하
며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옹호연합 간의 정책불일치(policy
disagreements)는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중개자는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양 옹호연합 간 합의
를 통해 선출될 수도 있다(조흥순, 2008: 92). 정책중개자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며, 정책을
둘러싼 옹호연합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Sabatier & Weible, 2007). 정책중개자는 정
부, 정치인, 선출직 관료, 고위공무원, 연구자, 언론 등이 맡을 수 있는데 주로 의회, 행정부처,
혹은 정책 관련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중개자에 의해 옹호연합 간 정책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되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진석, 2013: 27; 지병석,
2016: 50).
정책중개자에 의해 정책변동의 창이 닫히면 정책산출이 일어난다. 정책산출은 정책집행의
일차적인 결과로서, 정책중개자에 의해 조정된 정책선호나 전략, 정책학습에 의한 신념 변화,
협상에 의한 합의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한은석, 2011: 87; 김용하, 2014:
57; 제갈문규, 2017: 53). 이러한 정책산출은 정책과정 단계에서 수시로 도출되는데, 이전과
다른 정책산출로 변화할 경우(기존 정책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수정 또는 대체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현격한 변화) 정책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김진석, 2013: 28; 지병석, 2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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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1. 외적 변수 분석
가. 안정적인 외적변수
본 연구에서의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정책문제의 기본 속성,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기본적인 헌법 구조(규칙)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기본 속성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문제이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유아들의 공정한 출발선 확보 방안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04년 「유아교육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교
육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우명숙, 박경호, 전홍주, 2013: 6). 유치원 대부분의
설립유형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이며, 재정지원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만큼 누리과정 시행
전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김병주, 김성
기, 2006: 349). 교육당국은 우선적으로 학부모의 알권리와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알리미’를 개설하여 공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d: 1). 그러나 사립유
치원에 적용 가능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은 사립유치원 측과의 의견차로 인해
무산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c; 매일경제, 2012.6.25; 연합뉴스, 2012.6.25; SBS
NEWS, 2012.6.25).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
칙」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매년 사립유치원 운영의 부당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a; 교육과학기술부, 2013b). 즉, 정부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09: 16), 막대한 국민의 혈세
가 유치원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 기제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사립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문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책반대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는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공공성을 띤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안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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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2-43; 박정진, 2012: 58).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5.31교육개혁안은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교육개혁이었다(김상철, 2018: 115). 신자유주
의(neo-liberalism)란, 기본적으로 시장과 이윤추구 활동을 저지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여
자본을 통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 활동의 조절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론을 말한다(신현석, 2003: 229). 즉, 정부는 교육시장에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안병철, 2000: 42-43; 박정진, 2012: 58;
김병만, 2014: 44). 이러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유치원 경영자들은 사유재산, 영리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수익달성을 목표로 운영하게 되면서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임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은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사립학교로서의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에도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그들은 “국가가
법을 근거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한겨레, 2018.11.14; 경향신문, 2018.12.10), “설립자가 자신의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컷뉴스, 2018.10.18). 이처럼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
화 정책’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책반대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 기본적인 헌법 구조(규칙)는 「유아교육법」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
을 미친 각종 법령(법규)이다. 각종 법령(법규)의 재·개정과정에서 정책 이해당사자도 참여하
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당국의 관료들이 작성한 정책변동안을 통해 입안되기 때문에 ‘사립유치
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정책찬성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 역동적인 외적변수
본 연구에서의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대중 여론의 변화, 체제지배연
합의 변화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이다. 민간보육시
설의 양적 확충으로 인해 거대 이익단체인 ‘한유총’이 설립되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
지만, 정부가 1995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책반
대옹호연합의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대중 여론의 변화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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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
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사립유치원 공적 감사 의무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즉, 국민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번 조치가 단발성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유아교육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술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공공
성 강화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지하는 여론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추진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정책찬성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 체제지배연합의 변화는 ‘대통령 정권 변화’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유총’의
고질적인 사립유치원 부당 운영과 강경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보다는 보육대란 및 표심
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지하게 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
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반대옹호연합인
‘한유총’의 재원으로 작용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찬성옹호연합인 교육부의 재
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정책하위체제 분석
가. 옹호연합과 신념체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찬성옹호연합과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공유하였다. 즉, 정책찬성옹호연합은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당성, ‘사립유
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고수, 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과 세부 방안 추진을 찬성하는
신념 등을 공유한 반면,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의 정당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반대, 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과 세부 방안 등의 추진을 반대하는 신념 등을 공유하였다.

나. 촉발기제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시점’(이명박/박근혜 정부)과 ‘2018년 국정감사 시점’(문재인 정부)
이 촉발기제로 작용하였다.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시점’(이명박/박근혜 정부)은 국가의 유아
학비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누리과정 시행 첫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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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 부당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정책문제로
대두되었고, ‘2018년 국정감사 시점’(문재인 정부)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를 공개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회계비
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정책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을 둘러싼 양 옹호연합 간에는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
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게임의 장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정책변동까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촉발기제는 Kingdon의 정책흐름 중 정치흐름에 의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즉, 차기 정권을 의식한 여당이 2011년도 당시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맞설 정책전략으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의 무상보육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했다는 점과 2018년 국정감사
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가 밝혀진 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전 보다 구체적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Kingdon의 정책흐름 중 정치흐름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정책변동의 창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고 양 옹호연합들 간에는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
한 정책경로 및 정책전략 등을 펼치며 치열한 게임의 장이 이어졌다. 정책찬성옹호연합은
협상전략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 마련을, 정책반대옹호
연합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각자의 방식대로 협상테이
블을 마련하여 정책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각자의 상반된 신념과 가치에 의해 제대로 된 협상
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시위전략에서는 정책반대옹호연합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
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 이후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며 상황은 점차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립유
치원단체로서의 대표성과 교육당국과의 협상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홍보 전략에
서도 정책찬성옹호연합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전략
을 펼치며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얻는데 반해,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상대방의 전략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자세만을 취하였다. 반면, 정책반대옹호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며,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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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이 ‘한유총’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유치원 3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틈에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위헌 소송과 에
듀파인 강제규정 무효화 소송, 그리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정책중개자
법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
헌 소송과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결정 취소건 등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MBC NEWS,
2019.7.8). 따라서 정책반대옹호연합인 ‘한유총’은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기각되었지만(국민일
보, 2019.7.23), 추후 판결에 따른 ‘한유총’ 존·폐위기와 그에 따른 정치적 위축, 그리고 ‘한유총’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내분 등으로 인해 극적인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교육당국이 추진하
고자 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결 소식을 접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안착을 지원하
고 20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MBC
NEWS, 2019.7.8). 아울러,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MBC NEWS, 2019.7.8).
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 정책 갈등은 큰
틀 차원에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정책 산출 및 정책변동
정책찬성옹호연합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정책 추진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 산출 및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유아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위한 최초의 가시적인 법적변
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에서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변동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의 ACPS 모형
지금까지 ACPS 모형을 적용하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변동과정을 다각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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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외적변수 중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과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은 정책반대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하였으며, ‘사립유
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각종 법령’은 정책찬성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역동적인 외적변수 모두는 정책찬성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하였다. 즉,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
교체’ 등이 정책찬성옹호연합의 재원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책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강도
가 높은 수준인 역동적인 외적변수가 정책찬성옹호연합에 재원으로 작용하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3> 정책하위체제에 대한 외적변수의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

찬성옹호연합
(교육부)

반대옹호연합
(‘한유총’)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각종 법령





역동적인 외적변수

찬성옹호연합
(교육부)

반대옹호연합
(‘한유총’)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 교체





주:

↓는 제약 ↑는 재원을 의미함
,

.

둘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찬성옹호연합과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공유하였다. 즉, 정책찬성옹호연합은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정당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고수, 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과 세부 방안 추진을 찬성하는
신념을 공유한 반면,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의 정당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반대, 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과 세부 방안 등의 추진을 반대하는 신념을 공유하였다.
셋째,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시점’(이명박/박근혜 정부)과 ‘2018년 국정감사 시점’(문재인
정부)이 촉발기제로 작용하였다. 즉,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시점’(이명박/박근혜 정부)은 국
가의 유아학비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등 사립유치
원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누리과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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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부터 사립유치원 운영 부당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정책문제로 대두되었고, ‘2018년 국정감사 시점’(문재인 정부)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
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를 공개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
고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정책문
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을 둘러싼 양 옹호연합 간에는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게임의 장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정책변동까지 이루어
지게 함으로써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촉발기제는 Kingdon의 정책흐름 중 정치흐름에 의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즉, 차기 정권을 의식한 여당이 2011년도 당시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맞설 정책전
략으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의 무상보육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했다는 점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가 밝혀진 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전 보다 구체
적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Kingdon의 정책흐름 중
정치흐름에 의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고 양 옹호연합들 간에는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경로 및 정책전략 등을 펼치며 치열한 게임의 장이 이어졌다. 협상전략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법적·제도적 마련을, ‘한유총’은 정책결정
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각자의 방식대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여
정책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각자의 상반된 신념과 가치에 의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시위전략을 펼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에는
강하게 반발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
건 이후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며 상황은 점차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립유치원단
체로서의 대표성과 교육당국과의 협상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홍보 전략에서도
정책찬성옹호연합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전략을
펼치며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얻는데 반해,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상대방의 전략에 대비
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반면, 정책반대옹호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며,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유치원 3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
이 높아졌다. 이틈에 정책반대옹호연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위헌 소송과 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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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정 무효화 소송, 그리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표 4> 정책변동 창안의 양 옹호연합 간 정책전략 결과

주:

안정적인 외적변수

찬성옹호연합(교육부)

반대옹호연합(‘한유총’)

협상 전략





시위 전략





홍보 전략





지연 전략





소송 전략





↓는 제약 ↑는 재원을 의미함
,

.

여섯째, 정책중개자인 법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정책의 창은 닫히게 되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정책
추진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 산출 및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위한 최초의 가시적인 법적변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에서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변동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결과
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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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변동의 ACP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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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역동적으로 전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변동요인과 과정 그리
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 ‘정책 관련 각종 법령’,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교체’ 등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변동을 촉진하는 요인
이 되었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
며 옹호연합을 결성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동원 가능한 다양
한 정책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쟁하였다. 옹호연합은 크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찬
성옹호연합과 저지하기 위한 정책반대옹호연합으로 대별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활동과 정책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념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규범적 핵심 신념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정책핵심 신념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입지 상황을 고려하
여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더욱이 도구적 측면 신념은 상황에 따라
비교적 쉽게 바뀌었다. ‘한유총’이 2019년 3월 악화된 여론과 교육당국의 강경대응으로 사립유
치원의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한 사실이 그 예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극적인 상황에
따른 옹호연합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 옹호연합 간
신념이 충돌하는 대립과 갈등의 정책 경쟁의 장에서는 합의를 이루어 내기가 쉽지 않다. ‘한유
총’이 불리해진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고자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였지만, 2개월 후 「사학기
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무효화 소송과 에듀파인 의무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정책중개자에 의해 완화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
였다. 법원은 ‘한유총’ 내 회원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양 옹호연합은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정책행위자들의 정책전략을 통한 대응방식 및 활동 수준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옹호연합 간의 정치적인 성패는 외적변수로부터의 재원과 제약, 그리고 다양한 정책
전략을 통한 대응방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정책찬성옹호연합은 정책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강도가 높은 수준인 역동적인 외적변수에서 유리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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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략을 펼치는 게임의 장에서도 정책찬성옹호연합에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결국,
정책중개자에 의한 중재를 통해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변화
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ACPS 모형의 적실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abatier의 옹호연
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여 결합한 ACPS 모
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변동과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에 적실
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ACF의 단점인 정책행위자들이 하위체제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 PSF의 단점인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수와 옹호연합 및 신념체계 공유
등을 상호·보완해 줌으로써 정책현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ACPS 모형은 옹호
연합을 분석단위로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며, 각 옹호연
합 간 3개의 위계로 되어 있는 신념체계를 고찰함으로써 정책현상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다.
사립유치원이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책임져 온 공로는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역시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공익(公益)을 위해
그 존재 의의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사익(私益)만
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공익을 위해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술한
요약 및 결론을 토대로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 사립유치원 공공성 증진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마련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별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관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도교육
청에 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 유아들의 학습권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은 미흡하다. 또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나가야 한다. 즉, 육아정책연구소 내에 센터를 설치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는 이미 ‘유아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전반적
인 유아교육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가칭) 사립유치원 공공성 증진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청-학부모-사립유치원 간의 협의체를 구성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마다 교육환경에 대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개별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온도 차이는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역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묶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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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현황 및 성과,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치원 3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
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공개 및 처벌하기로 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유치원에서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온정주의식 봐주기’가 행해지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회계비
리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처벌하고,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의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유치원 3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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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Change Process
of Private Kindergarten using the ACPS model
Choi, Yun-Ho(Soongsil University, Staff)
Cho, Heung-Soon(Joongbu University, Professor)
In the situation that recently many policy performers are participating, 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Private
kindergarten"

that

has

changed

trough

complex

and

dynamic

policy

processes and clarifies Policy Changing's factors, processes, and the causality
among the consequence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ACPS model that
combined

Sabatier's

ACF

model

and

Kingdon's

PSF

and

the

major

consequence is like below. Ⅰ. Looking at the policy performers' activities,
they shared an equivalent belief system about specific policies, organized
coalitions and kept them. Also, they competed actively with each other by
using usable various policy strategies to reflect their belief to the policies.
Ⅱ. The political consequences(success and failure) among the coalitions
depended on finances and restrictions from the external variable, and the
way of reacting through the various political strategies. Ⅲ. The ACPS model
which is an analysis frame of this research has the adaptability to analyze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the Private kindergarten."This research
is going to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when
similar policies are formed and proc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Private kindergarten, the
process of policy changing, the ACP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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