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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설비는 발 소에서 생산된 기를 산업 장과 가정

에서 안정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 기공사업은 

이러한  기설비를 설치ㆍ시공하는 업종으로 기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만이 도 받아 시공할 수 있고 기공사업

법에서는 기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방하

기 하여 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일반

으로 건설을 하기 해서는 발주(ordering system)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발주는 발주기 의 사업기획부터 수

주자와의 계약체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입찰․계약을 포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수주 계약의 범 에 따라 일 발주

와 분리발주로 나뉜다. 일 발주는 계약을 수주한 측에서 

계획, 설계, 조달, 시행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턴키

(turnkey) 계약이라고 하며, 분리발주는 일 발주에 응하

는 방식으로 체 계약을 하나의 업체에 발주(의뢰)하지 않

고 각 기술 분야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다. 일 발

주는 발주자의 선택권 제고와 산 감의 장 이 있는 반

면, 문성  부실 계약의 단 이 있으며, 분리발주는 문

성  신뢰성 강화가 있는 반면,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과 

산 과 가능성의 단 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합한 발주 방식이 선정되는데, 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선택권  비용 감의 제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민의 재산․안  보장을 한 공사 품질의 확보

와 공사 업체의 문성 확보를 해 분리발주 제도를 법

으로 인정하고 있다.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운

되어 왔으며 기설비의 품질 향상과 기공사업의 경쟁

력 강화를 한 제도  보장책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책 장에서 법으로 강제되어온 분리발주 제도에 한 체

계 인 정책  근이 부족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

서 기공사 분리발주의 집행 에서 순응에 한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되어 분리발주 제도를 정책의 순

응도  순응요인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공사

업의 분리발주가 민간․공공 발주에 따라 수도에서 차이

가 나타나는 에 착안하여 이에 한 원인으로 인식의 차

이를 고려하여 발주자의 인식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이러

한 인식도 차이의 발생 원인으로 통합  근방법을 사용한 

모형인 메틀랜드(1995)정책모형에 용하여 정책 순응도 확

보를 한 정책 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리발주 제도의 개요

2.1 분리발주 방식과 일 발주 방식

일반 으로 발주의 종류를 크게 일 발주(turn-key)와 분

할발주(설계와 시공을 분리)로 나 다. 일 발주는 표 인 

건설공사 계약 방식의 일종으로 일 수주계약이라고도 하는

데 턴키(turn-key)발주라고도 불린다. 턴키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

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을 모

두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화력발 소 등 랜트 건

설공사에 턴키방식이 용되며, 주택사업으로는 교 신도

시, 은평 뉴타운 등 공 개발 주택 단지 등에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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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발주는 발주기 의 기본계획  입찰지침에 따라 업체

가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시공 일 입찰(턴키1)과 발주기 의 기본설계와 입찰지침에 

따라 업체가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하는 실시설계·시공입찰(턴키2, 일명 Semi-turnkey)이 있다. 

일 발주는 입찰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

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

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설계·시공사의 기술

능력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한다. 한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발주기 의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므로 민간의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고 실시 설계 

입찰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과  (基本設計費의 약 3배)한 

문제  등으로 부실시공  소 건설사의 수주 기회 감소

로 인한 문제 이 있다.  분리발주는 일 발주에 응하는 

방식으로 체 공사를 하나의 업체에 발주(의뢰)하지 않고 

각 기술 분야별로 분리하여 각각 공정별 문업체에게 발주

하는 방식이다. 분리발주 방식은 각 공정별로 문화된 업

체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  안 성, 문성 등

을 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한 문화를 통한 공사

비의 감효과도 있다. 하지만 발주 차가 일 발주에 비해 

다소 복잡하며 공사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 발주 방식에 

비해 높게 나오는 등의 단 이 있다. 이상의 일 발주와 분

리발주의 장․단 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기공사의 경

우에는 분리발주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기공사업체들로 하

여  원청자의 지 를 보장함과 아울러 정가격에 시공을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장기 으로는 업체들의 경 합리

화와 국내의 기공사업 발 을 한 제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의 장단  비교

Table 1 strength and weakness comparison of combine 

order and separate order

구분 분리발주 통합발주

장

◦ 문성  정공

사비 확보로 품질

향상

◦지역업체  소

기업의 수주 기회 

확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발주  계약 리 차 단

순

◦등 별공사의 경우 상  

등 업체 선호도 충족

◦하자 책임의 단수화

단

◦행정 불편의 증

◦시공 리 불편, 

하자책임 복수화

◦ 기업 주의 편  발주

◦지역 업체  소기업의 수

주 기회 감소

◦하도 에 따른 정공사비 

미투입 

건설공사는 크게 건축, 토목으로 분류되며, 세부 으로 

기, 통신, 소방, 조경, 환경 등의 문화된 여러 공종에 따라 

참여하는 복합 인 시공생산체계를 가진다. 이  기공사,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

으며, 이러한 분야의 경우 배 , 가스설비, 제어 등 기계설비 

공사와 시공 생산체계상 치가 다르다. 기공사업법 제11

조에서 “ 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하

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기공사는 토목․건축과 같은 건

설공사와는 분리하여 발주되어야 하며 통령이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가 용된다. 

표   2  기공사 분리발주 근거

Table 2 base for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order

구 

분
근거  련규정

분

리

발

주

◦ 기공사업법 제 11조( 기공사의 분리발주) : 

기공사는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

리

발

주 

외

◦ 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외) : 법 

제11조 단서에서 “ 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 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 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국가안보 등과 련한 공사로서 기  유

지를 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외국에서도 분리발주 제도를 활발히 운 하고 있다. 독일

의 입찰  계약제도는 VOB(Verdingungs Ordnung fur 

Bauleistungen, 건설공사도 계약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민

에서도 이 규정을 용하고 있다. VOB는 건설공사의 발

주에 한 일반 규정인 VOB-A, 건설공사 시공에 한 일

반 계약조건인 VOB-B, 건설공사에 한 일반 인 기술수

인 VOB-C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공사의 발주에 한 일반 

규정인 VOB-A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통일 이고 안 한 시

공과 포 인 보증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주되어야

하며, 이를 해 시공은 자재공 과 같이 발주가 되어야 한

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서에 한 수주 확보에 한 법

률」에서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제4항에 

“ 기․통신․환기․ 배수․냉난방․승강기 등 건설 설비 

공사는 당해 문 공사업자에게 분리발주를 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종별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요 공공기 의 공공공사는 90%

이상 분리발주를 하는 등 분리발주가 안정 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소 건설업체 우 제도와 같은 소건

설업 보호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 건설공사

가 인텔리 트 빌딩과 같은 문 인 설비 문 시공업체의 

공사 능력이 요구되는 추세에 있고 통 으로 지진과 같은 

재난에 비하기 해서 높은 품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주별로 상이한 제도를 운 하고 있지만 뉴욕주, 펜실

베니아주 등에서는 분리발주 제도를 명문화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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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리발주 련 선행연구

분리발주 제도와 련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동욱(2010)은 시공 품질 하  기술력 정체 등 국내 조

경 건설업 부분의 주요 문제  해결을 해 정부 공공공사

의 계약  입찰단계에서 조경 건설업 분야의 분리발주 도

입을 논의하 다. 조경 건설업 분야의 분리발주를 통한 공

사의 품질 강화  문성 확보 등의 기 효과를 분석하고 

분리발주를 한 정책 안을 제시하 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윤일주(2006)는 

시설공사에서 원도 자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 하여 시공하

는 행 시설공사제도에서는 실질 인 시공자에게 정 공

사비가 지 되기 어려우며 이는 공사의 품질 하, 문성 

약화로 이루어지는 문제 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발주자와 시공자가 직 인 역할을 수행  하

는 공정별 분리발주가 필요하며, 이는 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산의 수방지  시공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설공

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 다. 박용부(2005)는 건

설폐기물의 처리와 련해서 규제개 원회의 공공기  발

주에 해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도록 한 「폐기물

리법 시행규칙」  「건설 폐기물 재활용 진에 한 법

률」등의 도입배경  시행 효과 등에 해 연구하 다. 양

도(2005)는 행 건축기계설비공사에서의 주요 문제 인 

하도  단계에서의 부실시공 방지를 한 근본 인 해결책

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하 으며 분리발주 활

성화를 해 행 분리발주 제도의 문제 을 분석하고, 이에 

한 해결을 한 문가 그룹 면담조사, 업계 실무자의 설

문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이상호(2002)는 2001

년도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리발주 확   교육인 자원부  건설교통부의 조 공

문 등에 의거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  추진의 배경 

 도입 효과 등을 논의하 다. 한 공사발주의 기본원칙

으로 “동일 구조물 공사  단일 공사의 분할 계약 지” 

등을 규정한「국가 계약법」등 기존의 법규와의 충돌 가능

성 등을 논의하 으며 이에 한 법규  개선 방안을 제시

하 고,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효율 인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한 입법 방안 등을 제시하 다. 조 일(2001)은 기

계설비 공사에서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배경 등을 논의하고 

분리 발주 도입의 기  효과를 논의하 다. 한 분리발주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 을 논의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 인 분리발주 제도를 한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

다. 손장열(2001)은 기계설비 공사에서 분리발주 제도의 도

입 배경 등을 논의하고 일본의 분리발주 황을 제시하 으

며, 일본의 분리발주 황  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분리발

주 제도의 방향  보완  등을 제시하 다. 

3. 정책 이론

3.1 정책집행 이론

정책집행이란 정책이 내용을 실 시키는 과정을 의미하

며, 이러한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

진다. 정책수단이 실 되었다고 해서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

성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수단이 실 되었기 때문에 정책집

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책수단의 실 이 있

으면 정책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책집행이 있었는

데도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는 불집행이 아니라 정

책집행이 실패한 경우로 본다. 이와는 달리 집행이 시도되

었으나 집행의 산출물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정책의 실패

라고 한다.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이유이며 이 목표의 달

성은 정책 수단의 실 , 즉 정책집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만, 외 으로 상징  정책(symbolic policy)인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특정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

실 자체에 목 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정책집행이 필요 없거

나 재에 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3.1.1 정책집행의 향요인

정책집행의 향요인은 근방법에 따라 하향식 근방법

(Top-DownApproach)과 상향식 근방법(Bottom-Up 

Approach), 통합 근방법으로 구분된다. 하향식 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 달성을 한 수단  행 로 보

며 결정된 정책이 정책집행기 에서 지시․시행 달되고 

이것을 받은 집행기 이 이 집행을 비하여 집행 활동을 

하는  과정을 에서 아래까지(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살펴보는 근법이다. 하향  근방법은 바람직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 

다. 기본 인 시각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를 출발하며 바

람직한 집행은 정책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실 시키는 과정

이라고 본다. Sabatier는 하향  근방법에서는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sound 

theory)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상 집단의 

순응을 극 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셋째, 유능하

고 헌신 인 집행 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집행기 장

은 정치 , 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결정된 

정책에 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집단, 그리고 주요 

입법가 는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 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정책목표는 안정 이어서 집행과

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 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 한편, 상향식 근방법은 정책 집행을 다수의 

정책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으

며, 정책 결정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하는 하향  근방법과 

달리 특정 문제나 쟁 에 한 운 수 에서 상호작용하는 

수 많은 일선 행 자들을 분석하는데서 출발하며 정책 결정

과 집행의 상호작용, 집행 료의 집행행태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상향  근방법에 따르면 정책결정자가 집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결정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게 해야 한다는 하향  근방법과는 반 되는 논

리이다. 상향  근방법은 집행과정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 집행 료로서, 

분명하고 일 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

표 신에 집행문제 해결에 을 맞춘다. 이러한 상향  

근방법의 장 은 하향  근방법의 약 을 극복할 수 있

다고 Sabatier는 설명하고 있다. Sabatier는 상향  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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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 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집행과정

의 인과 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정부  민간 

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고 한

다. 한 집행 장의 참여자들이 인식한 문제와 해결논의에

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 측면에서 민간조직  

시장의 역할과 정부 로그램의 상  요도를 평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 어

떤 정책도 지배 이지 못한 채 추진되는 다양한 공   민

간 정책 로그램이 교차하는 집행 역을 잘 다룰 수 있으며, 

범 한 추구 략에 을 맞추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략  상호 작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향  근방법이 ‘숲은 보되, 나

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상향  근방법은 ‘나

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Sabatier

는 일선 료의 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에 정책결

정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의 거시  틀의 요성이 경

시되며, 공식  정책목표가 요한 변수로 취 받지 못하게 

되어 집행지상주의에 빠져 정책 목표를 도외시 할 험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모형은 하향  근과 상향  

근이 지닌 각각의 장단 을 보완하고 각 근방법의 변수

들을 통합하여야만 집행과정에 한 다양한 측면을 설명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한편 Matland의 근방법은 집행

의 변수를 찾는데 을 둔 것이 아니라 양 근방법이 어

떠한 조건하에서 더 잘 용되는지 그리고 이때 요해지는 

집행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 다. 매트랜드의 분석틀은 

조직이론에서 용되는 모호성과 갈등의 두 가지 개념을 기

로 네 가지 집행상황 즉, 리  집행, 정치  집행, 실험

 집행, 상징  집행을 표 3과 같이 설정하 다. 여기에서 

모호성과 갈등의 수 이 낮은 경우는 리  집행이 일어나

고, 모두 높은 경우는 상징  집행이 일어난다. 모호성의 수

은 낮지만 갈등의 수 이 높은 경우는 정치  집행이 일

어나고, 이와 반 로 갈등의 수 이 낮지만 모호성의 수 이 

높은 경우는 실험  집행이 일어난다고 한다.

표   3 Matland의 Ambiguity-Conflict Matrix : 정책순응 과정

Table 3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갈      등

낮 음 높 음

모호성
낮음 리  집행 정치  집행

높음 실험  집행 상징  집행

이러한 정책집행을 근방법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집행의 

변수를 심으로 하는 향요인에 하여 분석해 볼 수 있

다. 정책이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거나 기존의 제도 내에 이

미 확립되어 있는 유형을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 인 조

치라고 본다면, 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화된 정

책, 정책 상 집단, 집행조직, 환경  요인 등이 있다고 본

다. 정책집행의 주요변수로는 정책의 목표와 기 , 가용자원, 

조직간 계, 집행기 의 특성, 경제·정치·사회  환경의 특

징, 집행자의 성향  반응 등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가장 

요한 변수로는 집행자의 성향을 들 수 있다. Edwards는 

1980년에 발간한「정책의 집행」(Implementing Public 

Policy)에서 정책집행에 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으로서 

주로 집행담당조직의 내부구조와 련된 커뮤니 이션, 자

원, 성향, 료제의 구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 인 정책

집행의 요인에 한 경험 ·체계  연구를 종합·정리하여 

방 하고 포 인 요인들을 제시한 학자는 Mazmanian과 

Sabatier이다. Mazmanian과 Sabatier는 정책집행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의 추  가능성(tractability of 

problem), 정책 결정의 집행구조화 능력, 집행에 향을 미

치는 비법률  변수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정책 집행은 근방법과 향요인을 동시에 

용하고 분석하여 보다 정책집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3.1.2 Matland의 정책집행이론 

Matland의 이론 인 근방법은 집행의 향을 주는 변

수를 찾는데 을 둔 것이 아니라 상향식  하향식의 두 

가지 근방법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더욱 용이 잘되는지, 

그리고 이때 요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 다. 즉, 

집행구조의 상황에 따라 요인들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두 가지 근방법의 설명이 달리 나타난다. 매트랜드는 

장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변수들을 모두 제시하는 것은 집행

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가 가

장 향을 많이 미치는지 그리고 요하게 미치는지를 제시

하는 것이 더욱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했다. 매트랜드의 분

석틀은 조직이론에서 논의되는 모호성과 갈등의 두 가지 개

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으로 갈등은 권 나 정

책과 한 련이 있으며, 생산 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괴 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갈등의 순기능은 효율성의 

증 와 문제해결, 목 의 명료화 등을 통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 하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개입된 사람

들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조직의 복잡성으로 인한 갈등

을 나  수 있으며 갈등의 유형은 수직 이고 수평 인 구

조  측면의 갈등과 역할에 따른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한

다. 이와 같이 매트랜드의 분석틀은 모호성과 갈등의 두 가

지 개념을 기 로 네 가지 집행상황 즉, 리  집행, 정치

 집행, 실험  집행, 상징  집행을 설정하 다. 여기에서 

모호성과 갈등의 수 이 낮은 경우는 리  집행이 일어나

고, 모두 높은 경우는 상징  집행이 일어난다. 모호성의 수

은 낮지만 갈등의 수 이 높은 경우는 정치  집행이 일

어나고, 이와 반 로 갈등의 수 이 낮지만 모호성의 수 이 

높은 경우는 실험  집행이 일어난다고 한다. 기공사의 

분리발주에 하여 매트랜드의 상황을 용하면 기본 인 

내용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모호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그리고 지경부와 국토부, 종합

건설사와 문 기공사업체 사이의 갈등은 매우 높은 정치

인 상황이 된다. 이러한 정치  집행으로 인하여 분리발

주는 항상 기술 인 근 보다는 정책 인 결정에 의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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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정책내용과 

련된 

요인

소망성
정책의 실질  내용과 목표, 

수단의 바람직스러움.

명료성 외형 인 측면에서 보아 분명함.

일 성
시간 , 공간  측면에서의 

동일한 집행

정책결정 

 기 과 

련된 

요인

신뢰성
정책집행기   집행자의 태도가 

성실, 공정함. 

정통성
정책결정기 과 집행기 의 

정통성 

인식도
간매개집단  집행 료의 

상부기 에 한 인식

순응주체와 

련된 

요인

능력도 지 능력과 경제 인 능력

의욕성 단순한 귀찮음  심리  거부감

경제성 경제  비용부담이나 경제  손해

표   4 정책집행 발생요인

Table 4 primary factor of policy Compliance

3.2 정책순응이론 

정책은 일반 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데 사

회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문제의 해결과 련된 정책 

상 집단의 행태변화가 필수 이다.(노시평, 2001) 즉 정책집

행은 정책 상 집단이 정책내용에 순응(compliance)하거나 

수용하게 되면 성공하지만 반 로 불응을 하게 되면 정책집

행은 실패로 끝난다. 순응이란 특정한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특정행 자의 모든 행동을 말하며 불응이란 규정과 일치하

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

시키는 과정인데, 이러한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

단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이러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정책집행 과정상의 문제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 불응이 유발되어 

정책집행이 실패하게 된다. 정책순응에 해서 Duncan(1981)

은 순응을 수용(Acceptance)  동조(Conformity)와 구분한

다. 순응은 외면  행동이 특정한 규범 는 규칙에 일치하

는 것을 의미하며,  수용은 외면 , 표면  행동은 물론 내면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 인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

고 있다. 한 동조는 명시  혹은 묵시  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 순응과 수용

의 개념을 모두 포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Young(1979)는 순응(Compliance)을 특정한 행동규

정(behavior prescription)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행 자의 모

든 행 를 말하고 반 로 불응(non-compliance)은 행동규정

에 일치하지 않는 행 를 의미한다고 한다. 

정정길(1999)은 표 4와 같이 정책순응 발생 요인에 하

여 정책내용과 련된 요인, 기 과 련된 요인, 순응주체

와 련된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 순응이란 정책

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 를 의미한다고 

하며 반 로 여기에 따르지 않는 행 를 불응이라고 정의했

고, 순응은  Duncan의 주장과 같이 내면  가치 의 변화까

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겉

으로 나타난 행동이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이면 순

응으로 본다고 한다. 

한 Anderson은 정책 으로 규정된 규칙과 목표에 따라 

상 집단이 행동하는 것을 순응으로 보았고 박용치(1998)

는 정책집행자가 정한 정책  지시사항에 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가 

환경에 해 따라  것을 요구하는 상황과 환경이 일치된 

행동을 나타낸 것을 정책 순응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불응은 정책 환경결정자의 지시나 정책집행

자의 환경에 한 요구를 피지시자나 환경이 들어주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 정책 순응의 주체는 정책집행상 정책 내

용  지침이 규정하는 일정한 틀에 해 일치된 행동변화

를 가져오는 것이 요구되는 주체를 말한다. 일반 으로 정

책순응의 주요 주체는 정책집행자, 정책 상 집단, 간매개

집단으로 분류 할 수 있으나 정정길(2007)은 정책집행자와 

간매개집단은 동일할 수 있으며 이들 두 집단의 순응이 

매우 요하다고 한다. 정책 상 집단의 순응은 정책의 성

공을 하여 무엇보다 요하며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의약분업과 건설업자의 아 트 분양가격과 같이 

상집단의 순응은 정책집행의 필수 요건이다. 한 정책집

행에 개입하는 간매개집단과 일선집행담당자의 순응도 매

우 요하며, 일선 료의 순응문제는 집행담당자의 재량권 

행사와 깊이 련되어 있다. 기공사 분리발주를 집행하는 

부류도 이에 비추어 공식  책임자는 아니지만 집행책임자

와 기 을 신하여 집행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리발주 순응에 해서는 법의 

명료성, 처벌의 확실성과 그 정도, 법에 한 정당성의 인식, 

강제시행, 정책에 한 동의 등이 요한 요인으로 생각한

다. 한 개인의 이익 ,강제시행, 유인, 사회  압력, 의무 , 

습 , 례는 부수 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공사 분리

발주에서 순응을 확보하려면 왜 불응을 하는지 원인에 따라 

책을 세워야 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한 순응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편익제공, 유인, 처벌 등의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4. 결  론

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 1976년 도입이후 그동안 

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크게 기여한 제도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한, 분리발주 제도는 기공사업과 련한 정부의 다

양한 정책 방안 에서 가장 핵심 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리발주 제도라는 제도  보장 방안에 한 심도 깊

은 정책  근이 부족한 실 속에서 이번 연구는 분리발

주 제도를 정책 집행의 이론에 근거하여 근해 보는 계기

가 되었다. 하나의 정책이 형성되면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

로 집행된다. 그 과정에서 정책에 한 순응과 불응, 갈등과 

신뢰, 정과 부정 등의 여러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결과들이 정책을 평가하는 세부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효율 으로 집행하기 한 이론  고찰이야 

말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가장 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그동안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 분리발주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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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범에 근거한 강행 인 수단으로만 집행되어 왔다. 그 

결과 민간부분 보다는 공공 부분에서 더 순응도가 높게 형

성되었다고 평가되어 진다. 다만, 정책의 집행 수단이 법

인 강제성에만 의존한다면 체 인 정책 집행은 효과 이

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연구의 결과 분리

발주에 한 기술 인 부분과 달리 정책 집행  측면에서 

분리발주 제도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법 인 강제수단 이

외의 다양한 유인과 같은 정책 순응 방안이 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분리발주의 공정성과 규제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요즘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IT기술이 용되는 시 에 특히 기기

술과의 계는 더욱 요하여 정책분야와의 학제간 공동연

구를 활성화 하여 기술과 정책이 상호 력하여 사회의 발

을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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