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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의 이론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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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논의되어온 정책결정 모형들의
특징, 장점, 단점, 공통점과 한계점을 고찰·분석하여 명확한 특징을 지닌
모형 이론들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한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과 가치 기준을 탐색하고 이를 조
합하여 새로운 정책 결정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그 동안 정책결정 이론으로 소개된
아홉 가지의 모형들을 고찰하여 각 모형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세 가지의 정책결정모형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한국과 제3세계 국
가들의 정책 결정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로 속진모형(speedy model)을
제시하였다. 둘째, James E. Anderson이 제시했던 정책 결정자가 정책결정
시 판단하게 되는 5가지의 가치 기준을 고찰하고, 이에 더하여 경제적 가치
를 추가하였다. 셋째, 네 가지의 정책결정 모형과 여섯 가지의 정책결정 기
준을 조합하여 스물 네 개의 정책 결정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가와 결정 당시 어떠한
가치가 정책 결정에 기준이 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정책 결정모형의 이론
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본 논문은 그 동안 외국의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온 정책결정모형과 정책결정 기
준을 검토하여 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결정 모형과 정책결정 기
준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 결정 유형을 제시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은 까닭은 그 동안 정책결정 이론의 주요 연구동향이 외국 학자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주력해 왔을 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작업은
극히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각계에서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도 학문의 토착화, 한국상황에 맞는 이론의 개발과 심화작업은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도로서 그 동안 학자들이 간과해온 부분
을 지적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결정 모형과 정책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조합하여 해당 정책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정책결정 이론으로 제시된 아
홉 가지의 정책결정이론을 분석한 결과 한국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써 세
가지를 추출하였고, 또한 기존의 정책결정이론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으로 속진모형(speedy model)을 제시하였다. 또한 James E. Anderson이 제
시한 다섯 가지의 정책결정 기준에 경제적 가치를 첨가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정책결정 이
론 모형과 여섯 가지의 정책결정 기준 유형을 조합하여 24개의 정책결정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책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 결정되었는가와 결정 당시 어떠한 가치가 정책 결정에 기
준이 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정책 결정모형의 이론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정책결정 모형
본 장에서는 우선 그 동안 연구되어 온 정책결정 모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모형들의 장·단점과 한계점은 무엇인가를 고찰·분석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새롭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정책결정 모형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므로 정책결정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의사결정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6:91-92).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정책결정
이론 또는 의사결정이론이라고 달리 명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책결정이론으로
통칭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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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책결정모형 또는 정책결정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온 것을 살펴보면 합리
적-종합적

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점진모형

(incremental model), 혼합검토모형(mixed-scanning model), 최적모형(optimal model), 쓰레기
통모형(garbage can model), 회사모형(firm model),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Allison 모형(Allison model) 등 아홉 개의 이론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정책결정이론의 유형
1) 합리적-종합적 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

합리적-종합적 모형을 누가 처음으로 제시했는가에 대한 언급은 선행연구들 속에서도 밝혀
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모형은 학자들에 따라서 합리모형으로도 명명되고 있는데, 이 모형
을 정의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관점은 합리적-종합적 모형이 인간의 전지전
능을 기본 가정(assumption of omniscience)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목표나 가치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목표나 수단간의 우선순위도 결정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탐색
하여 그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관점이다(정정길, 1988:383-397).1)
그러나 바로 이런 가정 때문에 합리적-종합적 모형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충분히 탐색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정보를 충
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 가용자원이 충분하
지 못하다는 점 등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요점이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합리적-종합적 모형이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접근(normative-idealistic
approach)모형이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종합적 모형은 실현 불
가능한, 단지 이상적인 정책결정 모형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이론이므로 정책결정
이론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여기에 합리적-종합적 이론을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즉 주어진 목적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
제인(homo economicus)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 James E. Anderson
은 합리적-종합적 이론을 의사결정 이론들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가장 널리 받
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고, 이 이론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James E.
Anderson, 1984:7-11).
① 의사결정자는 다른 문제들과 구별될 수 있거나, 적어도 다른 문제들과 비교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1) 정정길은 이러한 관점을 완전분석 이라고 칭하고 있다.

② 의사결정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 가치 또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들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
위를 매긴다.
③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된다.
④ 각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결과들(비용과 이익, 장점과 단점)이 검토된다.
⑤ 각 대안과 그의 부수적인 결과들을 다른 대안들과 비교한다.
⑥ 의사결정자는 목적, 가치, 또는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대안 및 그 결과를 선택한다.

합리적-종합적 이론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결정, 즉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과적
으로 달성시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기
법들이 시도되어왔다. 각종 통계적·계량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영과학 분야에서 사용된 각종
계량화 모형, 예컨대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 대기행렬이론(queuing theory) · 게
임이론(game theory) · 모의실험(simulation) · PERT/ CPM 등의 OR (operations research)
기법과 기획예산제도 (PPBS), 경비-이득분석(cost-benefit analysis), 경영정보체제(MIS), 기대이
론 등의 기법을 들 수 있다(김종철, 1989:741;안해균, 1984:321;김윤태, 1995:181).
여러 학자들이 합리적-종합적 모형에 대하여 많은 지지와 비판, 한계점을 지적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다. 우선 이
모형의 단점으로서 지적되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을 정치적 과정의 측면으로 보고 있지 못하
다는 점이다. 즉 정책결정자들 중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다른 해결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위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때는 위에서 언
급한 단계를 처음부터 되풀이하기보다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절충을 하게 되는 것이 현
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결정의 형태이다.
또한 이 모형의 장점으로 새롭게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형이론에서 추구하는 방식
에 의거하여 정책결정을 한다면, 그만큼 실패의 확률과 시행착오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만족모형은 James G. March와 Herbert A. Simon이 주장한 이론이다. 만족모형은 합리모형
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강조한다
(Herbert A. Simon, 1972:161-176). 즉 의사결정자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최선
의 대안을 탐색할 시간, 능력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한다
는 것이 만족모형의 핵심이다. Simon은 이를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에 대비되
는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족모형은 현실적이
고 경험적인 접근방법(realistic-empirical approach)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결정을 내릴 때 만족하는 수준이 개인마다 다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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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족화의 기준
은 주관적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다분히 소극적·보수적인 성향과 현실만족적인 가능성이
높으며 어떠한 혁신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김종철, 1989:742).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
서 살펴볼 점진모형과의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들의 만족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ichard M. Cyert와 James G. March는 다음에서 살펴 보게될 회사모
형(firm model)을 제시하게 되었다.

3) 점진모형(incremental model)

점진모형이론은 Charles E. Lindblom이 중심이 되어 주장한 이론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합
리적-종합적 이론의 많은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시된 결정이론이다(Charles E.
Lindblom, 1959:79-88). 점진모형은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럭저럭 해
나간다(muddling through) 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이 모형은 현대 민주주의사회
에서 정책결정의 형태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여 점진주의(incrementalism)라고도 불린다. 점
진주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띄고 있다(James E. Anderson, 1984:9-10).
① 목표의 선택과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의 경험적 분석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
게 얽혀 있다.
② 의사결정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가운데 일부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것들은 기존의 정책
에 비해 점진적·한계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③ 각 대안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단지 제한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을 평가한다.
④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재정의(再定義)된다. 점진주의는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무수한 수단- 목표 및 목표- 수단의 조정을 허용한다.
⑤ 문제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결정 또는 올바른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결정이란 분석가
들이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하는 결정이라기보다는 그 자신들이 직접 동의하는 결정을
말한다.
⑥ 점진적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교정적(remedial)이다. 즉 장래의 사회 목표 촉진보다는 현재의 구체적
인 사회문제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입장을 띄고 있는 점진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띄고 있다. 우선 이 이론
의 장점으로는 첫째, 점진주의는 정치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과 정책은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참여자간의 상호 합의와 타협 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각종 집단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거나 또는 전부(all) 아니면 전
무(nothing) 의 성격을 지닌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것일 때 합의에 도달
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의사결정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가져올 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활동하는

만큼 점진적 결정은 불확실성의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셋째, 점진주의는 또한 모든 대안의 포괄적 분석을 위한 시간, 정보 및 다른 자원들이 부족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이다.
넷째, 사람들은 실용주의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일한 최선책을 찾기보다는
웬만큼 괜찮은 해결책을 추구한다.
간단히 말하면 점진주의는 제한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정을 낳는다.
현대사회에서 점진모형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볼 수 있다. 즉 작년
도의 예산지출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새해 예산은 그 보다 약간 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할 때
흔히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점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진주의는 타성과 보수주의
를 정당화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즉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기존질서에 너무 초
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공공정책에 필요한 쇄신을 저해한다.
둘째, 위기상황에 부딪힐 때 점진주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셋째, 점진주의는 과거의 행동과 기존 정책 그리고 그것의 변용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탐색 또는 이용을 단념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점진주의적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혜택받지 못하는 계층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반면, 조직화된 강력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
다섯째, 결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것은 등한시되고 단기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4) 혼합검토모형(mixed-scanning model)

혼합검토모형이론은 Amitai Etzioni가 주장한 이론이다(Amitai Etzioni; 1967:385-392). 그는
합리적-종합적 이론이 주장하는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점진주의의 보수적 정책결정을 비판하
며 이 두 가지 견해를 혼합한 정책결정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사용하는 결정자는 근
본적인 결정과 지엽적인 결정을 구별하고 근본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결정자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대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하나 합리모형과 달라 세부적인 문제는 생략한다. 그러나 지
엽적인 결정은 근본적인 결정에 의하여 설정된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유훈, 1995:76).
이 이론은 정책결정 방법을 기상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두 대의 위성카메라로 그 예를 설
명하고 있다. 하나는 비교적 덜 세밀하기는 하지만 전체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광각카메라이
고 나머지 하나는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정밀카메라이다. 광각카메라로는 전
위성을 관찰함으로써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이변의 돌출현상을 빠짐없이
관찰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합리적-종합적 이론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자료가 된
다는 것이다. 정밀카메라로는 광각카메라가 이상징후를 발견한 곳을 집중적으로 관찰함으로
써 정확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혼합검토모형은 기본 방향을 정해주는
고차적인 중요한 정책결정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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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과정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혼합검토이론

또한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이종수·이대희

역;

1987:25-26). 우선 그 장점으로는 첫째, 혼합검토이론은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상이한 상황에
서 합리적-종합적 이론과 점진이론을 둘 다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점진주의
가 적당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합리적-종합적 노선을 따르는 보다 완벽한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혼합검토이론은 의사결정자들의 상이한 능력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결정사항을 수
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자들의 권력 동원능력이 크면 클수록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검토가 가능
하고, 검토의 포괄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의사결정은 효과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혼합검토이론은 점진주의와 합리주의를 결합한 일종의 절충적 접근방법이다.
단점으로는 Etzioni는 실제로 이 이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Etzioni는 우리들에게 의사결정은 중요도에 있어 각기 다르며, 결정의 속성
에 따라 상이한 결정과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5) 최적모형(optimal model)

최적모형은 Yehezkel Dror가 주장한 이론으로써, Charles E. Lindblom의 점진모형이 타성
과 보수주의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모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Yehezkel Dror; 1983:14-17)
그는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직관, 통찰력, 창의성, 판단력
과 같은 초합리적(extra-rational)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초합리적 과정이 정책결정에 있어
서 적극적이고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Etzioni가 주장하
고 있는 혼합검토모형과 다른 점이다. 최적모형이론은 다음과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제시하고
있다(유 훈, 1995:79).
① 가치·목표·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② 대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문헌의 비교조사, 경험, 이용 가능한 이론 등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창조적이고 쇄신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식
적인 자극을 가한다.
③ 대안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strategy of minimal risk)과 쇄신전략(strategy of
innovation)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로 하는 기대비
용을 사전에 평가한다.
④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점진모형을 따르고, 쇄신전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면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가급적 철저하게 대안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⑤ 최적의 정책이란 제①단계에서 제④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충분하고 솔직한 토론 끝에 여러 분
석가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이다.

⑥ 다시 한번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⑦ 이론, 경험, 합리적 요소, 초합리적 요소 등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혼합할 것
인가는 각 요소들의 이용가능성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⑧ 정책결정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과거의 경험에 의한 체계적 학습과 적극성(initiative)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지적 노력을 고취시키는 계속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적이론의 특징이자 장점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적인 면을 인정하
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한의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노력이 정
책결정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때 최적의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 최적모형
은 초합리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합리모형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
였으며, 사회적 변동상황에서 혁신적 정책결정을 거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를 마련해 주었다(김윤태, 1995:186; 안해균, 1984:341-344).
그러나 최적이론은 직관 등의 초합리성을 어떤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
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합리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
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6)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쓰레기통 모형은 M. Cohen, James G. March, J. Olsen이 주장한 정책결정이론이다(M. Cohen,

James G. March and J. Olsen, 1972:1-25; 안해균, 1984:345-348). 그들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즉 조직화된 혼란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다. 이러한 혼란상태에서는 합리모형은 물론이고 조직모형보다도 훨씬 더 불합리하게 의사결
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쓰레기통에 마구 던져 넣은 쓰레기
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이다. 상·하위 계층제적 관계를 지니지 않
는 참여자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령 다당제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이나 의회·사법부·행정부가 모두 관련되는 결정 또는 행정부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
책결정 등에 쉽게 적용이 된다.
본 모형에서는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과 그 속에 네 가지의 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의 의사결정에는 과거의 의
사결정모형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정길, 1988:447-448).
세 가지 전제조건이란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유동적인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를 말한다.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심지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차
도 모르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불명확한 기술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끝으로 유동적인 참여자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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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단계에 항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불참하는 등 참여자들의 비일관성을 지칭
한다.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란 해결해야 할 문제(problem),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solution),
의사결정의 참여자(participants), 의사결정의 기회(opportunity)를 말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다양한 정책결정의 구성요소들이 순서 없이 쓰레기통에 모여든다.
문제가 흐르고, 해결책도 나름대로 흐르고, 선택의 기회 및 참여자들도 한 통 속에서 각자 흐
르다가 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 모형이론의 핵심이다.
쓰레기통 모형이 전제하는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 계기가 있을 때에 위의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지게 되는데 이 계기를 촉발사건(triggering
event)라고 한다. 첫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극적 사건이다. 중학교 입학시험 때문에 과외
공부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이 집단으로 가출한 사건이 중학교 입시문제를 정책
의제화시키고 정책결정을 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정치적 사건으로서 정권의 변
동이 국가적 분위기·정치이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극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의 발생은 어떤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희생과는 별개로 발생되는 주어진 사건들이다. 그
러므로 이 모형은 사회내의 신념체계·가치체계가 바뀌거나 정치체계가 바뀌는 등의 혼란상
태 또는 변동상황에서의 의사결정행태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정정길, 1988:452-454).
쓰레기통 모형의 장점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 차원이 아니라 결
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정책결정이론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결정이 모든 조직에서 항상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분의 조직에
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정형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안해균, 1984:348).
7) 회사모형(firm model)

회사모형은 Richard M. Cyert와 James G. March가 주장한 것으로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이라고도 불린다(Richard M. Cyert and James G. March, 1963). 이모형은 기업조직내
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고전파 경제학에서 기업이 합리모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데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Cyert와 March는 기업은 아주 복잡한 조직
으로서 첫째, 기업의 목표는 이윤만이 아니라 다른 목표들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Simon의 말대로 어느 것이 목표이든 그것의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달성만 있
으면 충분하며 둘째,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제약된 합리성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결정은 고전파 경제학자의 가정과는 다르다고 보았다(정정길,
1988:438).

이 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만족모형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조직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보고자 한 모형이론이다. 이는 조직은 단순한 개인
의 합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의 특징은 첫째, 조직을 유기체로 보지 않고 상이한 목표를 가진 하위조직들 간의
연합체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거대화된 조직에 속해 있는 하위조직들은 각자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위조직들이 전체조직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
조직만의 이익을 주장하여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목표가 충돌할
때 단위조직들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것이 바로 정책결정이라
는 것이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본다. 결국 조직은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함에 있
어 그러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장기적인 전략보
다는 단기적이고 급박한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셋째, 조직은 무슨 문제거리가 없나 항상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비
로소 탐색을 시작하고 그 문제에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탐색조차도 완
벽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만족모형과 점진모형의 절차에서처럼 현재의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목표를 만족시키는 대안이 없
는 경우에는 대안발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수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형의 단점은 첫째, 어디까지나 회사조직이라고 하는 사적 부문에서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공공조직에서의 정책결정의 행태에 적용한다는 것
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둘째, 이 모형에서 주장하고 있는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입각한 결정방식은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급격한 사회적 변동상황하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엔 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
째, 이 모형은 권한과 책임이 각 하위단위조직에 배분되어 있고, 하위단위 조직은 각각 독자
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다분히 민주주의적 성격의 조직관에 입각하여 전개된 것이므로 모든
결정권이 최고정책결정 조직에 집중되고 모든 하위단위조직의 활동이 철저히 그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행정체제에서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이 모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안해균, 1984:325-331).
8)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공공선택모형은 1967년에 창립된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의 주도하에 발
전된 것으로써 Vincent Ostrom과 Elinor Ostrom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Vincent Ostrom
and Elinor Ostrom, 1971;안해균, 1984:348-352). 정책결정과 관련된 공공선택모형의 주요 개
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단위로써 전통적인 경제적인 인간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을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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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에 대해 각자 상이한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자기이익적
(self-interested) 개인관, 모든 수단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는 합리적 인간관,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극대화전략을 취하려
고 한다는 개인관에 입각해 있다.
둘째, 이 모형은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농후한 모형이다. 즉 정책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각종
의 정부기관들이 산출해 내는 공공재화와 용역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사적 경제부문에서의 결
정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셋째,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의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
정적 효과로 나뉘는데, 전자는 의도한 효과를 말하고 후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정책결정이론에 있어서 공공선택모형이 갖는 의의는 아직 규범적인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합리모형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대표
적 참여 및 상황적응적인 행정구조를 강조함으로써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
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김종철, 1989:744).

9) Allison 모형(Allison model)

Graham T. Allison은 그 동안 연구되어온 집단적 정책결정모형을 크게 합리적 행위자 모
형(rational actor model)과 조직과정모형(organizational process model)의 두 가지로 구분하
고, 전자를 모형 1(Model 1), 후자를 모형 2(Model 2)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또한 이 두 형태
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정부 내에서의 정책형성과정을 제3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그
것을 정부정치모형(governmental politics model) 또는 관료적 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으로 제시하고 있다(Graham, T. Allison, 1971).
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정책결정에 참여 또는 관여하는 사람들의 응집성이
다.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 1)에서는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 간주하고, 조직과정모형(모
형 2)에서는 정부를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로 간주하며,
관료적 정치모형(모형 3)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취급한다. 이들의
특성과 기타 요인이 결합되어 세 가지 모형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갖게 된다.
합리적 행위자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논리를 집단적으
로 결정되는 국가정책, 정부정책의 경우에 유추한 것이다. 즉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정부는 국가목적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국가 또는 정부
는 합리적이고 단일적 결정자이다. 이들은 일관된 선호, 일관된 목표, 일관된 평가기준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조직성원 또는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참여자의 능력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정부 전체적으로
보아 상호모순·충돌되는 정책들도 있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보아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즉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국가전체의 이익(즉 정부조직체의 목표)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
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책결정에서 극대화하여야 할 목표는 오로지 조직
목표만 있게 되고 이 목표를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들의 이해
관계가 충돌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즉 집단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이다. 다만 특정국가의 외교정책이나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모형에 의한 설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때가 많다. 국가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전체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움직여 합리적인 정
책결정에 보다 가까울 때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 모형이 널리 적용된
다고 볼 수는 없다.
조직과정모형은 Simon, March, Cyert 등의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논리·개념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이 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 또는 정부는 합리적 행위모형에서와 같이 단일적
결정주체가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며, 이것이 국가정책
을 결정한다. 정부지도자는 이러한 집합체의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지만 정책은 하위조직들의
내부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의 산물이다.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로서 정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조직들은 각각 상이한 목표들을 지니고 정책결정에 임하게 된다. 정책결정
에 참여하는 하위조직의 성원들은 국가적 목표(전체조직의 목표)보다 하위조직의 목표를 달
성하려고 한다. 서로 다른 목표들을 지닌 하위조직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들간
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설령 타협에 의해 표면상으로는 갈등이 해결된 듯 보이지만 어느 하
위조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완전한 해결은 아니며, 준해결(quasi-resolution)의 상태에 머물
러 있다.
끝으로 관료정치모형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단일주체로서의 정부(합리모형)나 하
위조직으로서의 부처들의 연합체(조직모형)가 아니라 참여자들 개개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정책은 전체가 부딪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이들 개개 참여자들
간의 타협·갈등·흥정 등의 정치적 결과로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통령도 하나의 참여자
에 불과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자원(공식권한을 포함)을 이
용하여 정치적 게임규칙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정정길, 1988:454-458).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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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Ⅰ)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

집합체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

도자가 보유

산소유

원에 의존
조직전체의 목표 + 하위조직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권력의

행위자의
목표

정치모형(Ⅲ)

의 연합체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분

조직관

소재

조직모형(Ⅱ)

조직전체의 목표

목표의

조직전체의 목표 + 하위조직
들의 목표

의 목표

매우 강하다
공유도
정책결정의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약하다

양태
같이 명령하고 지시
정책결정의 매우 강하다

프로그램목록에서 대안 추출

일관성

(항상 일관성 유지)

표준운영절차(SOP)에

의 목표 + 개별적 행위자들

매우 약하다
대한

약하다(자주 바뀐다)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타협, 흥정, 지배
매우 약하다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출처 : 정정길(1988),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p. 459.

Allison모형을 정리하자면 합리적 행위모형에서는 정책형성의 합리성이 유지되며 그것은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형성하는 정부책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조직과정모형에서
는 정부는 기관장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 통제되지 않고 완만하게 통합된 반독립의 하위체제
의 집합이라는 것이며, 이들 하위체제는 저마다의 관점에서 국가목표를 재정의하므로 서로
상치되는 목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료정치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이 국가목표와
스스로 속하고 있는 하위체제의 목표는 물론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목표의 공유
도는 극히 낮기 때문에 저마다의 입장에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서로 이해와 관점을 달리하
면서 협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Allison은 그의 합리성모형이 기존의 이론 모형과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통합하고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힘의 소재, 즉 정책결정권을 중심으로
정책형성의 전체구조와 과정을 설명코자 하였다(김종철, 1989:744-746).
Allison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세 가지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에 큰 장점이 있다. 그
것은 바로 특정 정책이 이 모형 중 어느 한 모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기 보다는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사용될 때 설명가능하다고 Allison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결
정은 198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압도적이어서 미국에서는 쉽게 적용되
는 Allison모형의 설명력이 상당히 약하다(정정길, 1988:460)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정책결정이론을 규범적 접근방식이냐 실증적 접근방식이냐에 따라 그 정
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종합적
모형
Allison 모형Ⅰ

규범적

만족모형
최적모형

공공선택모형 혼합검토모형

회사모형
Allison 모형Ⅱ

쓰레기통모형
점진모형

Allison 모형Ⅲ

실증적

〔그림 1〕정책결정모형의 성격

2. 정책결정이론의 종합 분석과 한국적 적용가능성
가. 정책결정이론의 종합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아홉 가지의 정책결정이론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다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아홉 가지 정책결정이론을 상호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한계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첫째, 합리적-종합적 모형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견해를 취한다고 했다. 하
나는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보는 이상적인 견해에 따라 완전분석을 주장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각종의 통계적·수량적 분석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의 합리적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또한 이 점은 Dror가 주장한 최적
이론과 일치하는 점이기도 하다. 전자의 견해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이상적인 주장인 만
큼 실제적인 정책결정과정 분석을 위한 모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를 합리적종합적 모형으로 본다면 정책결정이론의 한 모형이 될 수 있다.
둘째, 만족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형을 비판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정책결정자는 최선의 대안보다는 웬만큼 괜찮은 대안에 만족하고 정책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자의 만족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
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 즉 만족모형과 점진모형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이다. 점진모형이 주장하듯이 정책결정자가 어제보다는 나은 대안의 선택 이라는 판단에 따
라 그에 만족하고 어떤 정책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만족모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점진모형으
로 볼 것인가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만족모형과 점진모형은 그 구분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결국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모형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족모형을 점진
모형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혼합검토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형과 만족모형, 점진모형을 융합한 이론이다. 근본
적이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합리적-종합적 이론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의 세
부적인 사안을 진행시킬 때는 만족한 수준에 맞게 점진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
장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어디까지를 합리적-종합적 모형에 근거한 정책결정이고, 또 어디서
부터 점진이론에 따른 정책결정인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어떠한 정
책이든 해당 정책은 그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도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를 통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정
책은 혼합검토모형에 속하지 않는 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정책결정을 혼합
검토모형에 의거한 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이러한 측면은 정책결정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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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포괄적이고 그것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특색있는 정책결정 이론의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넷째, 최적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리
적-종합적 모형에서 주장하는 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Dror가 정책결정단계로
18단계를 제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적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
형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형태의 정책은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나 형식
을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Dror의 주장대로 초합리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보아 최적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형의 틀 내
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론일 뿐 정책결정이론의 한 유형으로서의 이론적 독창성을 인정하기
는 어렵다.
다섯째, 쓰레기통 모형이론은 문제성 있는 선호를 가진 의사결정자들이 불명확한 기술상태
에서 불규칙하게 모여 의사결정을 한다. 결정과정은 문제, 그에 대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
정기회가 제각각 흐르다가 이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이게 되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다. 이와 같은 점에서 쓰레기통 모형이론은 정책결정을 규범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새
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여섯째,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만족이론을 비판하면서
조직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이론이다. 이는 곧 이해관계와 조직의 목
표를 달리하는 회사 내부의 하위조직단위에서는 자신들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타협을 하게 되며 이것이 곧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책결정에
대한 회사모형의 시각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모형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모형을 그대로 공공조직에서의 정책결정의
행태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 급격한 사회적 변동상황하에 있었던 개발도상
국과 같은 경우엔 그 적용이 어렵다는 점, 모든 결정권이 최고정책결정 조직에 집중되고 모
든 하위단위조직의 활동이 철저히 그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행정체제에
서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이 모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공공선택모형은 대체로 합리적-종합적 모형, 최적모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우선 공공선택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형, 최적모형과 같이 분석의 단위로써 정책결정자
로서의 개인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곧 개인이 합리적 인간으로서 모든 수단적 대안들의 우
선순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선호에 근거하여 가장 큰 이
익을 가져다 줄 극대화 전략을 취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선택모형 또한 규범
적인 성격이 강한 나머지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
책결정자로서의 개인을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므로 인해 합리적 행위자간에 이해관계를 달
리할 때 벌어지는 갈등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산출해 내는 정책은
때로는 공공선택모형에서 바라는 바와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특정 소수

집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산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면세정책이나 장기저리 융자정책, 무상지원금 보조정책
등을 수 차례 목격해 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선택모형은 또 하나의 이상적인
정책결정이론일 뿐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모형이라고 하겠다.
여덟째, Allison모형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응집성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행위
자 모형(모형 1), 조직과정모형(모형 2), 관료적 정치모형(모형 3) 등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합리적 행위자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형의 논리를 국가적 차원
에 대입한 것이므로 결국 합리적-종합적 모형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모형의 논리 및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모형과 그 성격이 동
일하다. 그러므로 회사모형의 장·단점 및 한계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조직과정 모형은 논
리의 타당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모형의 한계를 논할 때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
우 해방 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동상황하에서 모든 결정권이 최고정책결정 조직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따라서 모든 하위단위조직의 활동이 철저히 그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권위주의
적 정치행정체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 하겠다. 한편, 관료정치모형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정부나 하위조직으로서의 부처
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참여자들 개개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정책은 이들 개개 참여자들 간
의 타협·갈등·흥정 등의 정치적 결과로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통령도 하나의 참여자에
불과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자원(공식권한을 포함)을 이용
하여 정치적 게임규칙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Allison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세 가지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에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형 1은 합리적-종합적 이론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적모형,
공공선택모형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합리적-종합적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모형 2는 회사모형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만족모형, 점진모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점진모형의 틀에 넣어도 무리가 없다. 모형 3은 일부 내용이 쓰레기통 모형과 유
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은 1980년대 중반까지 대
통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압도적이어서 미국에서는 쉽게 적용되는 Allison모형의 설명력이
상당히 약하다 (정정길; 460)는 근거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아홉 가지의 정책결정이론을 상호 비교하여 그 이론의 특징, 장·단점,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한계점을 고찰·분석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책결정이론의 비교(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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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종합적
모형

구분
대안의
탐색정도
결정주체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정책결정
환경
국가의
성격

만족모형 점진모형

혼합검토
모 형
종합적
+부분적
개인

종합적
/ 부분적
개인

1

3

개인

개인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불안정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불안정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독재적
/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 양보와
타협을
- 최대의
통한 정
합리성
- 실제적 책
추구
- 실 패 의 - 경험적 결정
- 불확실
확률
성
감소
감소

- 합리성
추구
- 공공성
추구

左同

회사
모형과
同

회사
모형과
同

초 합리 적
요 소 를
어 떻 게
적 용 할
것 인가 에
대한 제
시가 없
음

- 규범적
- 현실적
대통령
대통령의
인 정책 적용되는
의
결정과
권한
정을 적 경우가
권한
절히 설 적음
경시
명하지
경시
못함

- 불확실
성
감소
- 현실적

- 불확실
성
융통적
감소
적용
- 현실적

단점

- 이상적
- 정책결
정 을
정치적
과정에
서 보
지 못
함

- 만족의
수준이
불명확
함
( 주 관
적)
- 단기적
- 보수적
- 소극적
- 혁신에
저해

- 보수적
- 추가적
인 대안
탐색을
고려 안
함
- 단기적

모호성
(이론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없음)

초 합리 성
이 반드
시 바람
직한 결
과를 가
져올 것
이 라 는
보 장 을
못함

- 시간
/정보
/ 자 원
부족
- 인간
능력에
한계

직 Allison
접 모형 1
점진모형
유 최적모형 회사모형
공공선택
만족모형
Allison
사 모형
모형 2

제한된
합리성

정책결
정을 지
나치게
우연성
에 의존

- 단기적
- 공공조
직에 일
괄적으
로 적용
하기 어
려움

모든 조
직의 정
책결정
을 설명
할
수
없음

S OP 의
강 조 로
불 안 정한
상황/ 권위
주 의 적인
정 치 행정
체 제 에서
의 정책
결 정 에
답을 주
지 못함
Allison
모형 2

합리적종합적
모형
+만족
모형,
점진모형

종합적

2

개인

조직

종합적

Allison모형

부분적

개인
비합리성
합리성
(최대한의
배제(불
비합리성 비합리성
합리성
합리성)
추구)

부분적

공공선택
모형

부분적

장점

관련
모형

종합적

쓰레기통
회사모형
모 형

종합적

- 완전성
추구
- 실패의
확 률
감소
- 근본적
개혁

한계

최적모형

개인
개인
비합리성
(최대한의
합리성
합리성
추구)

부분적

부분적

조직

개인

비합리
비합리성
성

합리적 회사모
종 합 적
형
모형

합리적합리적최적
종 합 적
Allison
종합적
모형/
만족모 쓰레기통
모형
만족모형
모형 3
모형
공공선택
형
모형
공 공선 택
최적모형
모형
모형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종합적 모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Allison모형
1이며,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모형은 최적모형, 공공선택 모형이다. 그러므로 크게
보아 Allison모형 1, 최적모형, 공공선택 모형을 합리적-종합적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
족모형은 점진모형, 회사모형, Allison모형 2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점진모형
에 포괄할 수 있다. 혼합검토모형은 합리적-종합적 모형에 만족모형, 점진모형을 합해 놓은
정책결정 이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합검토모형은 그 이론의 적용이 지나치게 포괄
적이며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특색있는 정책결정 이론들로 분류코자 하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
하고자 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Allison모형 3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모형을
쓰레기통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추가적인 관점 : 속진모형(s peedy model)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정책결정이론 중 나름대로 특색있는 모형으로 합리적-종합적 모형,
점진모형, 쓰레기통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Richard E.
Neustadt(1962)는 그의 책 『Presidential Power』에서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설파하고 있다.
한편, M. B. Miles는 개발도상국가에서 혁신적인 사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혁신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예상 가
능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통해
서 완전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만약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다면 주변세계가 그에게 박
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본다. 그는 자율성, 성취감, 명령,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한 상당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Ivor Morrish, 99). E. Katz는 근
대지향적인 사람은 모험을 무릅쓰고자 하며, 과학적 지식, 과학적 접근방법, 객관적이고 과학
적인 정보를 신뢰하고,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이 적격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고 보았다(Ivor Morrish, 99). E. M. Rogers는 혁신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Everett M. Rogers, 1965:55-61).
혁신가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모험적이고, 성급하며, 전위적이고, 위험한 것을 갈망한다.
사회체제에는 혁신에 대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복잡한 기술정보를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혁신가는 채택된 새로운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완전히 실패
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익한 혁신의 손실을 부담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재정자원을 통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의 우발적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이론
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가정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정책결정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봄으
로써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 즉 응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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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는 네 가지 흐름이 모두 나타나 있어도 촉발사건이 있어야만
네 가지 흐름이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고 정책결정자가 집단전체를
완전히 통제하여 그 집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에 의해서 전횡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손준종(1994)은 한국고등교육 정원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팽창을 설명하는
제 이론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상황에서는 그 대안적 관점으로써 국가론적 관점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여 그것이 한국고등교육 정원정책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써 작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송기창(1994)은 지방교육 재정정
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로는 교육적 요
인이나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정치적 변동이 심하고, 새로 탄생한 정부의 권력이 막강
했던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 모형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은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게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책결정이론의 유형으로써 또 다른 모형 이론으
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대통령의 결정권한을 기초로 하는 속진모형(speedy
model)이다. 이 모형은 그 동안의 정책결정이론이나 의사결정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기는 하지만 점진모형의 주요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지나
온 역사를 고찰해 보면 속진모형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띄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① 어떤 이상형을 미리 설정한다.
② 대안을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
③ 문제 해결책은 주로 최고 통치자나 집권층에서 마련하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동원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은 관련 당사자들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종종 강제나 폭력 등 비합리
적 과정을 수반한다.
⑤ 채택된 대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획일적으로 시행한다.
⑥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없다.
⑦ 정책은 갑자기 생성되고 갑자기 사라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한국의 역사나 오늘날 제3세계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교체가
합법적이기보다는 비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가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정책결정이론 중 나름대로 명확한 특징을 지닌 이론으로 합리적-종합적모형, 점
진모형, 쓰레기통모형과 본 연구자가 고안한 속진모형 이론 등 네 가지를 상호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표 3> 정책결정이론의 비교(Ⅱ)

구분

합리적- 종합적 모형

점진 모형

쓰레기통 모형

속진 모형

국가 통제력

중간

중간

강/ 약

강

국가 성격

민주적

민주적

독재적/ 무정부적

독재적

정책결정 환경

안정적

안정적

불안정

불안정

정책결정 소요시간

길다

중간

짧다

매우 짧다

정책결정 방식
(합리성 정도)

협상적(강)

타협적(중)

타산적(약)

독선적
(가장 약함)

정책의 성격

이상적·규범적

현실적

현실적

이상적·규범적

정책결정의 강도

혁신적, 근본적

보수적

혁신적/ 보수적

혁신적, 근본적

환경의 통제 정도

강

약

약

매우 강함

해결책 탐색 정도

총합적

부분적, 제한적

총합적/ 부분적

총합적/ 부분적

전망

장기적

단기적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

Ⅲ. 정책결정 기준의 유형
정책결정 기준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가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책의 결정과정이 합리적-종합적 이론에
근거하였든, 점진이론에 근거하였든 또는 혼합검토이론에 근거하였든지 간에 대안을 선택하
는 사람은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 자신의 가치가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정은 대부
분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1. Anderson의 분류
James E. Anderson(1984:11-13)은 의사결정자의 행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가치들을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s), 조직의 가치(organization values), 개인의 가치(personal values), 정책
적 가치(policy values), 이념적 가치(ideological values)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s)
정치적 가치는 의사결정자가 정당이나 선거구민, 고객집단에 대한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하고, 그 결정 또한 정치적 이익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정책은 정당, 선거구민, 또는 이익집단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간주된다.
정책안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표를 의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교육정책이라든지 농산물 가격 인상정책, 동성동본에게 특정기간에만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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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했던 정책들은 정치적 가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 조직적 가치(organization values)
조직적 가치란 어떤 공통되는 사안을 놓고 관계 부처들간에 벌이는 다툼을 의미한다. 행정
관청과 같은 조직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이 내세우는 가치를 수용하고 그 기반 위에서 행
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많은 보상과 제재를 이용한다. 개인들은 이 한도 내에서 조직의 생
존, 사업과 활동의 확장 및 증진, 그리고 그 조직의 권력 및 특권의 유지를 고려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들 특히 관료들은 조직적 가치에 의해서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해당 사업이 자기부처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처들간에 벌이는 알력과 경쟁을 조
직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흔히 부처 이기주의 라고도 명명되고 있
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경제기획원과 재정부가 통합될 당시 각 부처에서 보여준 관할권 지
키기 싸움, 동강댐 건설을 놓고 동력자원부와 환경부 간에 벌이는 경쟁, 농협과 축협의 통합
문제에 반대한 축협의 대표가 국회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한 사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승격
시키고 취학전 1년의 아동들을 유아학교에 보내어 무상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교
육인적자원부와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등이 조직적 가치를 대변하는 좋은 예이다.
다.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s)
개인적 가치란 개인의 물질적·재정적 복지, 평판 또는 역사적 위치를 방어하거나 증진시
키려는 충동에서 비롯된 결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적 가치는 때로는
정치적 가치 및 기타의 가치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만을 정확히 구분하
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개인적 가치를 기타의 가치보다는 개인차원의 사리사
욕을 추구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적 가치를 반영한 예들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가령 뇌물을
받고 특정 정책을 시행하도록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라든지, 풍문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진학할 시기에 중학교 무시험 입학정책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말이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개인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 망친 IMF 대통령 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 IMF 구제 금융 신청을 끝까지 보류했다면 이 또한 개인적 가치가 정책결정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 정책적 가치(policy values)
정책적 가치란 의사결정자들이 공익에 대한 그들의 지각 또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적절한 정책인가에 관한 신념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민권법(civil
rights legislation) 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그의 찬성 투표가 비록 자신의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평등이 공공정
책의 소망스러운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는 정책적 가치에 따라 결정
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법관들은 사건을 판결
함에 있어서 정책적 가치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가치를 교육정책적 가치의 견지에서 보고자 한다. 교육정책적 가치
란 교육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요구로서, 정치나 기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
수 교육적 차원에서 제기되어 결정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19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당시
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의 우선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이 헌법상 직
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원일치의 위헌결정을 내린 판결은 교육정책적
가치의 한 예가 된다고 하겠다.
마. 이념적 가치(ideological values)
정책은 해당 국가가 어떠한 이념에 기초하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념적 가치는
국가의 정치체제의 정책행위를 합리화시켜 주고, 그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해당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에 기초하는가, 맑스-레닌주의적 이념에 기초하는가, 또는
민족주의에 기초하는가에 따라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다.
자유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부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가치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이다. 가령 미군정기에 한국에 도입한 6-3-3-4제의 기본학제는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 때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었을 것이
다.

2. 추가적 관점 : 경제적 가치(economical values)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James E. Anderson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염두에 두
는 가치기준을 다섯 가지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가치기준에 또 하나의 가치기준
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가치(economical values)이다.
정책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에는 정치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압력, 주요 경제 동향의 변화 등 경제적 요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적 가치란 국
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안정 및 발전에 두고 그에 맞춰 공·사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
제하거나 교육제도와 정책을 창출·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
어서 교육적 논리보다는 주로 투자와 수익, 효율성, 효과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의 논리가 지
배하여 정책결정을 내리는 유형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
교 통폐합은 교육정책적 가치라기 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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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홉 가지의 정책결정이론의 유형을 고찰·
분석하여 각 이론들의 특징, 장·단점, 한국적 상황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그 한계점을 논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특징을 갖는 정책결정이론을 합리적-종합적 모형, 점진모형, 쓰레기통 모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고, 속진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둘째, James E. Anderson의 논의에 근거
하여 정책결정 기준의 유형으로 정치적 가치, 조직적 가치, 개인적 가치, 정책적 가치, 이념적 가치
등 다섯 가지 유형에다가 본 연구자가 경제적 가치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결정 유형은 정책형성의 마지막 단계인 정책결정이 어떠한 정책결정
이론에 근거했는가와 정책결정자는 어떤 가치를 정책결정에 반영했는가를 고찰·분석하기 위
한 것이다. 정책결정이론의 유형 4 가지와 정책결정기준의 유형 6 가지를 조합하면 아래의 <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4개의 정책결정 유형이 도출된다.
<표 4> 정책결정 유형
정책결정기준
유형 정치적 가치 조직적 가치 개인적 가치 정책적 가치 이념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책

결정이론유형
합리적-종합적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점진이론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쓰레기통이론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

(유형 16)

(유형 17)

(유형 18)

급진이론

(유형 19)

(유형 20)

(유형 21)

(유형 22)

(유형 23)

(유형 24)

이론

위의 정책결정 모형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어
떤 한 가지 이론이나 특정의 가치 하나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어떤 정책은 정치적 가치와 조직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가치가 혼합되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결정자가 비중을 두고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보다 사실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가 중복되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
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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