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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FFFaaaccctttooorrrsssooofffUUUtttiiillliiizzzaaatttiiiooonnnooofffPPPooollliiicccyyy
IIInnnfffooorrrmmmaaatttiiiooonnniiinnnttthhheeePPPooollliiicccyyyPPPrrroooccceeessssss

Thepolicyprocessmeanstheprocesswhichchoosestheoptimum alternative

inordertosolvepublicproblems.Inthispolicyprocess,thepolicyinformation
playsthe role ofproviding various knowledge/information forchoosing the
alternativesinordertomakerationalandeffectivepolicy.
This information is the basis which influence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decisionmakingatallthestagesofpolicyprocessthroughdiverseutilization
forms.Also,thepolicyinformationenablesthepolicyproblem tobeidentified
exactly and to be reviewed in advance in relation to solving the policy
problem.In this,thepolicy information enhancesthequality ofpolicy and
commandstheimportantplacein thepolicy processfortherationalpolicy



making.
Liketheabove,becausetheutilizationofpolicyinformationcanheightenthe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policy process,withoututilizing this policy
informationproperly,rationalpolicymakingisdifficulttoattainAlso,without
utilizing the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 desirable
alternativecan notbepresented.So,in ordertoachievethemorerational
policymaking,theusefulinformationshouldbenecessarilyutilizedaccordingto
thesocial,politicalsituation.
As the economic developmentprocess was shortin our country,the

information hasnotyetbeen utilizedproperly in thepolicy process.Ifthe
policyinformationisnotyetutilizedproperlyinourreality,wecanpresentthe
questionhow wecanheightentheinformationutilizationinthepolicyprocess.
According to this question recognition,thepurposeofthis study is to

analyzetheutilizationofpolicyinformationinthehousingpolicyprocess,and
so,onthebasisofthisutilizationanalysis,examinethefactorsofinformation
utilization,andthenidentifytherelativeimportanceintheinfluenceofthose
factorsontheinformationutilization.
Inaddition,theanotherpurposeofthisstudyistodevisesystematicallythe

enhancementmeasures forutilizing th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policy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analysis on the housing policy
informationutilization,thuscontributingtotheutilizationpromotionofpolicy
informationformorerationalpolicymaking.
Ontheassumptionthatthehighertheinformationutilizationis,themorethe

policy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areheightened,thisstudy reviewed the



maintheoriesandprecedingstudyresultsaboutthepolicy-relatedinformation
utilization. Thisstudyestablish,theresearchmodelfortheutilizationanalysis
ofpolicyinformation,andso,inordertotestthehypothesisderivedfrom this
researchmodel,thisstudyselectedthesamplesrelatedtothepolicyaffairs,
andthensurveyedthequestionnaire.
Theanalysismethodofthisstudy wastousethequantitativestatistical

analysistechniquesincluding thefactoranalysisforidentifying theinfluence
factorsofeachvariable,thecorrelationanalysisforidentifyingtherelationship
between item variables,andthemultipleregression analysisfortesting the
hypothesis.
Theresultsderivedfrom theempiricalanalysisofthisstudyaresummarized

asfollows.
(1)First,thepolicymakers'informationutilizationforpolicyprocesswas

highaccordingtotherelevantinformation,thescientificandexpertinformation,
andtheofficialinformation.
(2)Second,inrelationtothefactorsinfluencingtheinformationutilizationin

thepolicyprocess,thepolicymakersreflectedsufficientlytheirwilltoutilize
the scientific and expertinformation produced by the socialscientists or
researchers.
(3) Third,the analysis result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informationutilizationaresynthesizedasfollows.
(ⅰ)Among the utilization factors ofinformation features,the factorof

information relevancy influenced the highest information utilization
Subsequently,the factor of information understanding,and the factor of



informationformalitywerefollowedinorder.
(ⅱ)Amongtheutilizationfactorsofresearchprocess,thefactorofresearch

applicability influenced thehighestinformation utilization,and thefactorof
researchtimeliness,andthefactorofresearchdesignsuitabilitywerefollowed
inorder.
(ⅲ)Amongtheutilizationfactorsofproblem structure,thefactorofproblem

structurizationinfluencedthehighestinformationutilization,andthenthefactor
ofproblem formality,andthefactorofproblem configurationwerefollowedin
order.
(ⅳ)Among theutilization factorsoforganization structure,thefactorof

organization opennessinfluencedthehighestinformation utilization,andthen
thefactoroforganizationrecognitionattitudewasfollowedinorder,butthe
factoroforganizationstratificationinfluencednoinformationutilization.
(ⅴ)Among the utilization factors ofinteraction,thefactorofreciprocal

understandinginfluencedthehighestinformationutilization,andthenthefactor
ofreciprocalinfluence was followed in order,butthe factorofreciprocal
interpersonalrelationinfluencednoinformationutilization.
Inthehousingpolicyprocess,thereasonswhythepolicymakersregarded

theinformationutilizationasimportantwereowingtotheutilizationfactorsof
information features, research structures, problem structures, organization
structures,andinteraction,inorder.
According totheresultsofthisstudy,becauseinthepolicy process,the

policy makers were more interested in the utilization of scientific and
systematicalpolicy information,such informationproductionandmanagement



arerequested.
And,inordertopromotetheinformationutilizationofpolicymakersinthe

housingpolicyprocess,consideringtherecognitionenhancementofinformation
and the importance of policy formulation,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ppropriateforthepolicyismostnecessary.

Keywords:policyprocess,policyinformation,informationutilization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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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국가와 산업 발전에 있어 지식과 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하여 지식기반 정보사회가 되었다.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정책정보는
정책과정에서 불확실성의 정도를 줄여주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는 정책관련 대부분의 조직 내에서
정보 산출과 정보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정보는 정책과정에서 어떤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안을 작성하는 데에

활용되어지고(유훈,1998:118),정책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로
서,활용 형태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남궁근,1992:156-157).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정책 오류를 방지하려면 정

책정보의 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정책정보의 활용은 정책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정책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서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윤상오,1994:2).
즉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정
치적 상황에 따라 유용한 정보의 활용이 요구된다.



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 된 정책연구(policyresearch)에서 정보 활
용(utilizationofevaluation)의 문제는 연구 설계(researchdesign)와 함께 가장 중
심적인 연구과정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Anderson,1984:151-153).
이것은 정책연구(policyresearch)가 다른 사회과학 연구와는 달리 공공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직접적인 기여를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 정보의 활
용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그러나 정책정보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실제로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Rich,1977:333-334).
현대에 와서 학문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과학자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보의 활용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크게 늘
어나지 않는다고 한다(Emmert,1985:97-98).
이와 같이 정책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것으로써 정책

관련 정보의 활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즉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그 활용에
의한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와 더불어 정책의 질적 향상이 궁극적 목표이다.그
러나 정책연구자들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이 생산해 내는 정책정보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
히 회의적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주택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부동산정책
의 특징에 따라 도시정책이나 지역정책,토지정책 등은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이 입안 되었다.따라서 주
택정책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 중 하나이다.특히 주택정



책은 다른 정책들 즉 경제,사회정책 등과 비교하여도 결코 그 비중이 낮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일수록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하성규,1995:
25).
우리나라 주택 정책 목표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의 대안 선택을 위한 주택 정책과정에서 정책 관련자들이 활용할 수 있
는 정보는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하지만 정책 정
보를 활용함으로써,정책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정보가 반드시 정책 수립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보다
최선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정책정보가 본래 의도한 대로 주택정책과
정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주택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둘째,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

성은 어느 정도인가 즉 어떤 정보활용 요인들이 영향력을 더 갖는지를 규명하여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정보의 일반적인 개념과 정의 그리고 정보

활용의 제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정보를 보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정보활
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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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정책관련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
택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탐색과 활용도 조사를
위한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정책정보의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정보의 개념과 요건,그리고 정
책과정에서의 정책정보의 역할에 관해 검토한다.
둘째,정책과정에서의 정책정보의 활용의 의미와 그 유형을 고찰한다.
셋째,정책과정에서의 정책정보 활용이론과 경험적인 연구들을 검토한다.
넷째,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서 정책정보의 활용요인을 도출하고 본 논문에

활용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섯째,이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정책과정에서 주택정보 활용에는 어떤 요인들

이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기존의 선행문헌 및 연구들을 통해 검토하고 실증적 조사
를 하여 이를 확인한다.
여섯째,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앙정부
주택정책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의 공무원들이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정책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자료와 문헌
조사 그리고 주택정책과정에서의 정보활용 요인 탐색과 그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관료들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

루어졌다.
첫째,정보활용에 관한 과거의 실증적 연구결과와 이론적 내용들을 고찰하기 위
하여,국내외 각종 학술지.관련 논문 및 단행본,학위논문,통계자료 및 정기간행
물 등이 이용되었다.
둘째,위 단계를 통하여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추출함으로써 연구
모형과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셋째,실증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는 중앙정부의 관료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
하고,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넷째,통계자료인 설문의 측정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했으며 자료 분석
은 통계패키지(StatisticPackage)SPSS10.01을 이용하였다.
다섯째,주요 분석 방법으로는,각 변수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그리고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각 항
목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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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정책과정에서의 정책정보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유사 개념
으로서 자료(data),정보(information),지식(knowledge)에 관한 개념 정의가 이루
어져야 한다.
정보는 학자나 그것의 포괄 범위 및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된다
(오명,1988:33-34).
자료(data)는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평가되지 않

은 메시지로서 이는 현상에 대한 일부분이거나 현상을 부분적으로 인지 혹은 관찰
한 것이다. 자료 중에는 현실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관한 것에서부터 형이상학적
인 현상에 관한 주관적 의견에 이르기까지 넓게 존재한다.자료는 그 자체로서는
유용하다거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인지한 것에 대한 기록으로 존
재한다.그러므로 자료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재료(raw material)로서 자료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지니지 못 하고 있다.
즉 자료는 정보의 바탕이 되는 어떠한 관찰이나 일단의 증거 내지 사실,즉 우리
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이나 유의성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정보(information)는 그것을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유의미하고 현재 및 미
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형태로
가공·처리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는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자료보
다는 더 적극적인 상위 차원으로 인식되는 개념이다(Davis,1978:31-32).
지식(knowledge)은 객관적으로 확정적인 인식 내용을 의미하며,체계적으로 정

돈된 형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Bell,1980:125-127).
이상으로 자료(data),정보(information),지식(knowledge)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논의할 정책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정책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책정보를 Radport(1978:209)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각 정책 활동에 유용

하도록 구성된 자료(structureddata)이며 모든 목표지향적인 조직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환경
에 관한 정보,행위자로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 및 타 행위자들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정책형성에 사용되는 자료 및 지식으로 정책정보를 정책형성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나아가 정책형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정보의 기능도 달라지며,
정보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강신택,1989:211-214).
안해균(1991:232)교수는 정책정보에 대한 정의를 정책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각종
정책대안을 개발․예측․평가․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정책집행 및
평가활동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책에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다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한다.이것은 정책정보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각 정책 활동에 유용하도록 구
성된 자료로서 수집,분석,확산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정책정보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각 정책 활동에 유용하



게 구성된 자료로써 정책 상황의 분석,정책 대안의 개발,정책집행,정책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정의한다.

222...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요요요건건건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책정보가 정리되어 정책결정자에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전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정책정보로서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Davis(1978:169-176)는 다음의 9가지 요
건 즉,적시성,정확성,보완성,수정성,확인성,명확성,계량성,타당성,양화가
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정보는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정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정보는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정보는 착오나 편견이 없어야 하며 정보는

이러한 착오가 적을수록 그 정확성이 커지며 정확성이 클수록 신뢰성도 높아진다.
셋째,정보는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정보가 문제 해결에 바로 관련되고 적절해

야 한다.
넷째,정보는 보완성과 수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새로운 사실을 보완해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기
능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정보는 확인성을 가져야 한다.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기존정보의 내용을 재인식 시켜주는 기능을 갖는다.
여섯째,정보는 명확해야 한다.정보표현 용어의 모호성이 적을수록 정확성은 높아진다.
일곱째,정보가 계량성이 있을수록 훌륭한 정보로서 가치를 갖는다.



여덟째,정보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정보는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정보이어야 한다.
아홉째,정보는 공식통로를 경유하여 산출되는 정보는 잘못된 소문에 영향을 받

지 않아야 양화가능성(guantifiability)의 요건을 가져야 한다.
정책정보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출 때 비로소 유효하고 가치있는 정보로서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책과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보가 갖추어
야 할 요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정보는 필요할 때 즉시 찾아 볼 수 있어야 하
고 필요한 형태로 정보이용이 적절해야 한다.또한 정보는 진실한 형태로 존재해
야 하며,정보는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의 요구에 일치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33...정정정책책책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정책 정보 활용 이론를 검토하기 전에 정책과정에서의 정보의 역할에 관해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정책과정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다양하게 분류한다.
정책과정을 Anderson(1984)은 정책결정단계,정책집행단계,정책평가단계로 구분하
고,Johnson(1984)과 정정길 교수는 정책의제설정단계,정책결정단계,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로 구분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과정에 따른 정책정
보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11)))정정정책책책의의의제제제설설설정정정과과과정정정과과과 정정정보보보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정책과정의 첫 단계로서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한 사회문
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가 문제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비추어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
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결정자들이 사회 문제의 대두 단계에서부터 정책문
제의 채택단계까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문제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문제 분석이 필요한데 이때 분석
에 필요한 정책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정하기에 적합
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직관
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책의제를 설정하게 된다.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각종 문제들간의 비교 평가를 위한 지식과 기법
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더욱이 새로운 정책문제들을 탐색한 후 그 문제들간
의 비교 분석과 대안의 선택을 위해서는 각 문제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탐색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대안의 비교 평가에 관한 정보가 동시에 요청된다.이 같은
정책문제의 분석을 위한 정보는 정치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는 달리 비교적 관
리적이거나 운영 통제적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정우열,1999:153).

222)))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과과과 정정정보보보

정책결정과정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나 국가의 발전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
여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정부의 활동지침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적대안을 선택
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정보는 정책대안의 개발기능으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 방안을 강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이윤식,
1990:364-368).
본 논문에서는 안해균(1991:226-255)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 즉 ①
문제의 인지 ② 정보활동 ③ 대안형성 및 선택 ④ 합법화 및 자원배분 등의 단계
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정보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111)))문문문제제제인인인지지지 및및및 상상상황황황탐탐탐색색색 기기기능능능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한 최초의 단계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
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문제의 인지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에 대한 인지와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목표의 파악이다.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 및 영향뿐
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과 그 결과로 초래될 효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결정은 무리 없
이 수행된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문제와 그 해결방안과 정도를 나타내는 정책목표가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가능성,사회환경,조직
구조,정책결정자의 태도 및 가치관 등과 관련하여 정보가 활용된다(정우열,1999:
155).

(((222)))정정정보보보의의의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기기기능능능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이에 관련된 자료(data)나 정보(information)를 통해 그 문제를 분석,파악하여야
한다(안해균,1991:232).그리고 정책 관련 정보나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공식적
정보 외에도 비공식적 정보를 자주 활용하게 된다.
정책연구,평가에서 발견된 정보는 정책의 질의 향상시키고 합리적 결정을 위해
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구되는 정책관련 정보도 정책 활동이 어떠한
성격인가에 따라 또 어떤 수준의 조직이 요구하는 것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의 성격도 달라진다(Davis,1978:32).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서 정책문제가 구체화되면 그와 관련된 정책정보
를 수집,분석,보존,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밝는다.분석․보존․전달 과정을 거



쳐 처리된 정보는 정책결정과정의 대안형성 및 선택과정에서의 제반 정책결정과정
에 이용되게 된다.(안해균,1991:233)

(((그그그림림림 222---111)))정정정책책책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 요요요구구구되되되는는는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성성성격격격

구 분 정 책 결 정
활동의 성격

정규적 정책결정 비정규적 정책결정
관리적 정책결정 전술적 정책결정 전략적 정책결정

요
구
되
는

정
보
의

성
격

원 천 내 부 적 → 외 부 적

범 위 한 정 적 → 포 괄 적

개 별 성 세부․개별적 → 종합․요약적

시간지향 역 사 적 → 미 래 적

정 확 성 높 다 → 낮 다

활용빈도 매우 빈번하다 → 드 물 다
정책결정기관의
계층적 수준 저 고

자료:Gorry& ScottMorton,1971:59

(((333)))대대대안안안의의의 작작작성성성 및및및 평평평가가가기기기능능능

정책결정자가 당면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정확하고 유용
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구
체적인 대안을 작성한다.
각 대안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포함하여 그 대안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정에서 미래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을 하게 된다.(안해균,1991:238)
그러한 예측은 연구결과에 얻어진 정보에 비교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
택하게 된다.



결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문제의 해
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대안의 모색은 문제
의 해결이나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안을 포함하게 한다.이와 같은 여
러 대안이 고안되면 이들 대안의 장단점,실행가능성 및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방법으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진다(March,1988:201).
현실적으로 인간의 분석능력과 예측능력에 한계가 따르게 되므로 대안의 분석,검토
작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 정보의 활용은 대안의 형성 및 선택과 관련하여 정책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따라서 정보활용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444)))합합합법법법화화화 및및및 자자자원원원배배배분분분 단단단계계계

정책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한 후에 추가되는 과정이 합법화
(legitimation)와 자원배분 단계이다.여기서 합법화 단계란 특정의 선택된 정책대
안이 정당성 내지 권위를 갖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Jones,1977:5).
이것은 곧 정책대안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이 단계에서 정책정보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안해균,1991:
250-251).
첫째,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정부 정책 활동의 권위가 절대 다수의 국민의사

가 반영된 법에 있기 때문이다.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은 정책연구를 통해 환류
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결정된다.
둘째,정책결정자가 특정의 정책대안을 선택할 때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인식된다.
셋째,정부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정책의 실현성은 정부가 정책



을 발표하였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인 국민의 협조와 순응이
있어야 비로소 달성된다.
그리고 특정의 정부정책 대안은 그것이 실시되기 전에 정책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이와 같이 정보는 전술한 각 대안의 정치적 합리
성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들의 판단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강우열,1999:
155).

333)))정정정책책책집집집행행행과과과정정정과과과 정정정보보보

정책집행과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을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정길,1999:
593).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정책집행자는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
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정보의 사용은 정책집행의 수정․보완기능과 통제․관리 지원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이러한 정보는 주로 정책집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과 정책
대상의 반응에 관한 것으로서 정책집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정보의
역할을 정책집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우열,1999:156-157).

(((111)))정정정책책책지지지침침침 작작작성성성단단단계계계

정책 대안의 작성단계에서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 필요한 제반 분석기법과 표준
운영 절자(standardoperationprocedure)의 작성에 관한 정책정보가 정책 집행자
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지침(policyguidelines)이란 정책 집행자가 따라야 할 것과 정책의 집행에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이나 편람(handbook)또는 구두 형
식을 취한다.다시 말해서 정책 지침은 정책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으로 구체화시켜서 집행담당자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도록 세밀
하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지침의 개발 및 작성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 활동과 본질적으로 같다.이러
한 정책 지침은 집행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게
된다.이러한 정책 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하나가 집행기획으로서 PERT와 사
업평가 및 심사분석 그리고 핵심경로분석 등의 논리를 사용한다(정정길,1999:596).
이때 정책 집행자에게는 정책 지침의 구체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어
서 정책집행을 수정․보완해 주기도 한다.

(((222)))자자자원원원의의의 확확확보보보와와와 배배배분분분단단단계계계

자원의 확보 및 배분단계에서 정보의 기능은 정책집행에서 문제시되는 자원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와 관련되
는 정보를 정책집행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정우열,1999:155).
자원의 양은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자원의 질적인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수성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는가의
문제가 정책집행 자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정정
길,1999:597).
즉 정책집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사용 문제가 중요하게 요청된다.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조직,기구의 성격 및 본질 그리고 기능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
히 수집․분석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정책집행시 요구되는 관련기관들과의 협
조 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333)))정정정책책책활활활동동동 단단단계계계

정책활동단계에서 정보는 정책 내용을 물리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즉 정책활동단계는 정책이나 정책 지침 속에 밝혀진 정
책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정책 대상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활동단계인데 여기서 정책집행자에게 다양한 정책
지침의 구체적인 이해와 정책 대상자에 관한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왜냐하면 그와 같은 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
우 정책집행이 본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강우열,1999:157).

444)))정정정책책책평평평가가가과과과정정정과과과 정정정보보보

정책평가과정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초래된 정책결과를 기초로 정책효과를 점검하
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정정길,1999:706-708).
정책활동의 목적이 바람직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고 볼 때 그 바람직한 정책수
립과 집행을 위해서 정책평가활동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하위정책과정이다(Wholey,
1970).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과정의 세부적인 절차나 단계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계별로 정보의 기능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정정정책책책목목목표표표의의의 식식식별별별단단단계계계

정책평가과정의 첫 단계는 정책목표의 식별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정보는 정책결
정자의 정보가 정책 평가자에게 제공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일반적으로 정책평
가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식별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목표의 식별은 본래의 정책목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특정 정책의



의의 및 가치가 달리 평가되기 때문이다.본래의 정책목표를 식별함에 있어서 정
책결정자의 의도와 집행자들의 인지 그리고 정책평가자의 판단 사이에 거리가 없
어야 한다(안해균,1999:437).

(((222)))평평평가가가모모모형형형의의의 작작작성성성단단단계계계

정책평가의 두 번째 단계는 평가모형의 작성 단계로서 이는 평가 이론에 입각하여
특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적인 틀을 작성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안해균,
1991:438).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평가 이론에 따라 어떤 모형의 평가를 수행할 것이냐에 관한
것과 수립된 평가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에 관한 것 등이
다.이 단계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평가 지식과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정보는 주로
본질적인 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예컨대 이 단계에서는 총괄평가
를 수행할 것인지,아니면 과정평가를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뿐만이
아니라 이들 두 유형의 평가 활동 중에 어떤 것을 취하든지 그에 다른 세부적인 평가
모형으로는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강우열,1999:158).

(((333)))평평평가가가기기기준준준의의의 설설설정정정단단단계계계

정책평가의 설정단계에서 정보는 평가기준의 계량화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
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평가기준의 설정단계에서는 정책평가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
게 되는데,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책평가의 목적이나 방향은 평가 시작 전에 결정
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설정 자체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그러나 채
택된 평가기준은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계량화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정확
히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444)))평평평가가가설설설계계계 단단단계계계

정책과정의 평가설계단계에서는 주로 평가모형에 필요한 변수들을 설정하고 구
체적인 평가 방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책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평가설계의 수립단계는 대개의 경우 정책목표와 결과간의 관계나 정책집행 결
과와 수단간의 관계에 관한 평가모형에 요구되는 제 변수들을 설정하는 것과 그러
한 관계를 분석하는 평가 방법이나 절차를 결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전형원․
김종후,1997:87-88).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평가 모형과 평가기준을 실제로

활용가능 한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즉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평가모형과 평
가기준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영향 관계를 설명하는데 수단이 되는 변수들을 제
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면,평가 자체가 그릇될 수
밖에 없다.

(((555)))자자자료료료의의의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단단단계계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절차 및 기법과 관
련되는 정보를 확보하고 지원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안해균,1991:
233-234).
정책 평가자는 각종 분석기법은 물론이고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

도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이 단계에서의 정보는 필요한 자료 자체의 활용뿐
만 아니라 자료의 수집 방법 및 절차와 분석기법의 내용과 장․단점 등을 고려하
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전형원․김종후,1997:93).

(((666)))평평평가가가결결결과과과의의의 보보보고고고 및및및 정정정책책책 제제제언언언단단단계계계

평가결과의 보고 및 정책 제언단계에서는 정책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



게 되고 후속 되는 새로운 정책결정이나 집행 뿐 만 아니라 집행 중인 정책에 관
하여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정보 산출 과정의 역할이 수행된(강우열,
1999:162).

444...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범범범위위위와와와 유유유형형형

정책연구는 정책의 유형과 목적에 의해 달리하지만,정보활용의 각 수준에 따라
정책 결정자에게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그 목
적중의 하나이다.
정보를 창출하고,비판함으로써 정책의 질을 개선시키려면 정책 결정자들이 그러
한 정책관련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김문성,1995:241-242).
위와 같이 정보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활용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1)))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의의의미미미

정책정보의 활용이란 그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그 이유는 활용의 정도와 활용의 목적에
따라서 정보의 활용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그 활용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
라서도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이승종,1991:21).
정책정보의 활용은 학자나 전문가로부터 그 사용자인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어
야 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지게 된다.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활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활용 문제는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일방적이고 직선적으로 전

달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조직적․사회경제적 요인,사용자들의 태도요인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활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이승
종,1991:22).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갖가지 정책 문제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의 활용문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정보가 원만히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underutilization)활용되고
있더라도 과소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Weiss,1972:10),넓게 활용되지
는 않지만 정책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한다(Patton,1977:141-142).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이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은 활용의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김명수,1993:4-6).
좁은 의미의 정보 활용은 각 연구,평가보고서에 제시된 결론이나 건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와 같
이 정보의 활용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정책연구가 이루어지면,그 결과로
해당 정책의 성패여부를 알 수 있고,그리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운명을 그 결과
에만 의존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만약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정책을 계속
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확대 추진하게 된다.또한 그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
된 경우,해당 정책의 중단 혹은 수정 및 추진과 같은 조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초기에 정책정보의 활용문제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그 효과가 해당 정책에 대
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던 것이다.결국 정보의 활용
문제를 좁게 파악하는 입장은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정보의 힘을 과대 평가하여 그
것에 따라 해당 정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Alkin& White,
1972:225-226).
정보의 활용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활용을 도구적 활용(instrumental
use)과 관념적 활용(conceptualuse)으로 구분하고,활용은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본다(Rich,1977:200).



정보의 활용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물론 이러한 판단은 사례
별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실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넓은 의미의 활용에 더 많은
활용의 사례가 포함될 수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정보의 활용 여부는 정도의 문제이지 활용․불용으로 양분시켜 논한다든
지,수단적,관념적 활용으로 구분하여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즉 그것
은 완전한 활용과 완전한 불용이라는 양극단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관찰될 수 있는
상대적인 성질의 것이다.
완전한 활용이란 정책정보에 근거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반면 완전한 불용이란 어떠한 형태로든,또는 어떠한 시기에 걸쳐서든 정
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여기에는 정책정보가 잠재적 이
용자들에 의해 고려는 되었으나,활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와 정보에 대해 아
무 검토도 없이 무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정보 활용의 실제는 이러한 양극단을
잇는 연속선상에서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Werner,1981:91).
정책정보의 활용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든 좁은 의미로 파악하든 정보의 활용은
정책과정에서 문제 상황파악과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다.

222)))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정책정보 활용에 관한 기존 문헌에 따르면 여러가지 유형론이 제시되어 왔지만,
정보의 활용유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도구적 또는 기술적
(instrumental/engineering)활용,관념적 또는 계몽적(conceptual/enlightment)활용,
상징적 또는 설득적(symbolic/persuasive)활용 등으로 분류된다(Pelz, 1978:
346-357,Leviton& Hughes,1981:525-548).
그러나 Rich(1977:42-49)는 도구적 활용과 관념적 활용 두 가지를 Weiss(1979:431)



는 정보추구,문제해결,계몽,정치적 합리화,전략적 이용,정보 획득원,일반적 정
보발전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도구적 활용이란 과학적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결론이나 대안을 직접 정책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념적 또는 계몽적 활용이란 정책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수단

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관념이나 인식의 변화
(계몽)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정책 결정자들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직
접 문제해결을 위하여 활용하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과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관념적 활용은 상당부분이 사회의 일반
적인 지적문화(intellectualculture)환경 속에 사회과학적 개념,이론과 지식이 정
책결정자의 일상적 정보를 준거 기준으로 삼아서 장기간에 걸쳐 상호작용으로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Emmert,1985:103).
상징적 또는 설득적 활용이란 정책과정에서 미리 결정된 정치적 입장을 상대방에
게 설득 또는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하면 특정한 정책
에 대한 정당성이나 지지 또는 예산 확보를 얻기 위하여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Togerson,1986:33-59).
위와 같이 정보 활용도에 대한 서로 상이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활용도 유형 중 어
느 유형에 초첨을 맞출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를 활용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이승종,1991:26).
위의 활용유형에 관한 기존 문헌을 종합하여 보면 이세가지 유형 중 가장 보편

적인 활용의 유형은 관념적 활용,그 다음이 도구적 활용인 반면,상징적 활용은
저조한 활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구결과의 관념적 활용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보편적이



고,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의 정보
활용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한다(이승종,1991:25).결국
정책 정보의 활용유형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 또는 확산적 형태로 나타
나기 마련이며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구적 및

정책결정자의 관념이나 태도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념적 활
용만을 정보의 활용으로 간주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주주주택택택정정정책책책과과과 정정정보보보활활활용용용

주택정책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 중 하나이다.주택정책
은 다른 정책들 즉 경제,사회정책 등과 비교하여도 결코 그 비중이 낮지 않다(고
한다.특히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일수록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하성규,
1995:25).
우리나라 주택정책 목표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정책과정에서 정책 관련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 내외적 요

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정책 정보를 활용함으로써,정책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정보가 반드시 정책
수립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보다 최선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 될 수 있
다.즉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정책과정에서 주택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책연구에서 제공된 정보가 일반적인 기
초 자료가 된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은 지역간 그리고 점유형태간의 격차가 크지 않

을 때,즉 지역간,점유형태간의 소득분배의 왜곡현상으로 주택을 통한 상대적 빈
곤감이 크지 않을 때 가능하다.따라서 주택정책은 지역간 점유형태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의 기조가 설정되어야 한다.정책정보는
그 활용에 의해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와 더불어 정책의 질적 향상을 가늠하는



기준이다.그러나 주택정책결정자들은 보통 이에 대한 자료 및 정보 그리고 시간
이 부족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제도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활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택정책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쳐 정부가 공익실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이러한 대안선택을 위한 정보활용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킬 것이다(송희준,1994:187-189).
여기서는 주택정책의 의의와 정책 정보 활용 실태와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다.

111...주주주택택택정정정책책책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특특특성성성

주택정책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국민 복리증진을 위한 제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인간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주택정
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정부 기관이나 정부 관료에 의하여 개발,결정,집행되며,그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공익증진에 있다.
주택정책은 주택이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시설(오창근,1995:
369-372)이라면,정책은 고도의 가치판단적인 차원에서 정치체계가 규정해 놓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ortner,1982:8).
주택정책은 가치판단에 의해 형성된 이념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

부가 주택이라는 재화가 생산되고 거래되는 시장구조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즉 경쟁구조하의 민간조직에 의한 주택관련업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고
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한다.
주택정책은.토지문제,세금문제,주택문제 등 제 분야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



면 완전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된다.주택정책과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추구되
어야 할 개념은 주택과 인간관계를 개선‧발전시킴으로서 궁극적인 국가발전과 더
불어 국민후생을 증대시켜야 하는 일차적 목표와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이차적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주택정책
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노력 또는 대책을 말한다(김용민 외,2003:297).
주택정책은 어느 나라이건 간에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주택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시책을 획일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한 일이다.
주택정책은 종합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주택문제는 시대적.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택문제 성격에 따라 주택 정책의 목표와 범위
를 정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여러 관련법령을 근거로 결정.집행되며,가장 근간인 법령

은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있고,광의로 보면 헌법을 비롯해 국토종합
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등이 주택과 관련되어 있다.그리고,주택
건설․공급․관리의 각 단계에 따라 관계법이 달라진다(건설교통부,2003.5).
주택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수립,집행하는 계획은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중

기계획인 경제사업개발 5개년 계획,단기계획인 주택건설 종합계획 등 이 있다.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인 국토 종합개
발 10개년 계획,중기계획인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단기계획으로는 정부가 매
년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과 특정계획인 주택건설 10개년 계획,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기본계획,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에 의한 중추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지난 30여년 간 주택부문의 각종 계획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주
택정책의 목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택정책은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그리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 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
소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및 주택 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하여 집 값을 안정시키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결국 주택문제는 사회전체의 발전과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기본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주택 자체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정책 (socialpolicy)차원의 접근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건설교통부,2003.5:3).
주택정책은 국민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비중을 두고 주택 수급과 가격 안

정을 위하여 주택 투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택정책 목표의 설정은
제 문제에 대한 원천적 본질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정책 정보의 활용이 있음으로
써 합리적 정책 결정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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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정에서 주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의 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한 정책정보 활용이 요청된다.주택문제가 정부의 정책 대상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인은 주택이 지니는 속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임
은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전체의 사회 안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주택정책과정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모든 계
층과 지역이 상호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종
합적인 정보활용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서 사회전체의 주거수준
을 향상시키고 계층간의 괴리감을 해소하는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통하여 상호
의존적인 혼합사회를 이룩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곧 주택정책의 본질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하성규,1995:37).



주택 문제는 공급의 한계로부터 시작된다.주택의 절대적 공급한계성에서 비롯
되는 수급불균형은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많은 걸림돌이 되
고 있는 것이다.특히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급진적인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고지
가 및 투기화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주택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인 면에 치중하였으나 현
대사회의 복지국가에서는 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따라
서 주택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가 투기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 규제,거래
세 및 보유세 강화,주택거래세,택지소유 상환제 실기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세우면 주택 경기가 진정되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만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된다.그렇다고 해서 부양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경제는 호황의
국면에 들어서지만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거품경제가 초래되는 경우와 같이 딜레마
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경우가 많
다.주택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해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공공주
택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택문제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는 없다.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안정화와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목표에 따라 정책 수단을 강

구해야 한다.단지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일반적인 규제나 제한을 성급히 처리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이 가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택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활용실태를 파악해보는
것이 근본적인 주택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하지만 아직까
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주택정책의 정보 활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거나 논의된
것이 없어서 일반론적인 이론 검토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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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시장을 원활
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다.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주택문제를 정부의 계획하
에 실시한 것은 1962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이며 주택시장조절의 문
제가 제기된 것은 대체로 1978년 초부터의 일이다.
1977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일반 국민의 기대 인플레가 높아

지고 주택수요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1978년 초부터 주택시장이 과열상태
에 이르게 되었다.주택수요는 투기수요를 포함해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서 주
택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수급균형을 위한 가격의 상승이 정부당국의 개입으로
억제되자 주택초과 수요상태가 조성되었다.그리고 신규아파트의 청약경쟁이 일어
나고 분양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했다.이런 상황하에서 정부당국은 주택
시장 대책으로 청약예금제,국민주택 청약부금제,전매규제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행정 강화 등을 1978년 초부터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과거에는 주택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수급을 유지해 왔으

나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고,1980년대 말에 와
서야 일부 주택복지 지향적 사회주택의 공급이 시작되어 정책의 다양화와 국가 시
책에 따른 계획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여 정보의 활용문제도 적극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정책 수립에 비추어 정책정보의 활용은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가 되었다.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평가 그리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의 정보활용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정책과정에서 주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의 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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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지지지식식식특특특성성성이이이론론론

정보활용에 관한 지식특성이론(knowledge-specifictheory)은 정책관련 정보가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책정보가 지니고 있는 성격,이
러한 정보를 창출해낸 과학적인 연구 기법,그리고 정책연구자들의 형태 등을 들
고 있다.즉 이 분야의 연구자들,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그 자신
들의 학문적 입장에서 제한된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 연구하려는 학문적 지향을 지
니고 있다.
정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정책 연구결과의 실제적 적

용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려는 정책연구자의 학문적 지향성(academic
orientation)을 들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특정한 방법이나 계량적인
기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그 연구결과가 확산되고 활용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또한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대안의 제시보다는 문제자
체의 이해에만 치중하여 연구결과의 실용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정치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대다수 정책 결정자들에게 수용되기가 어렵
다.또한 정책 연구자들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그 자신들의 학문적 입장에서 제한
된 협소한 의미로만 받아들이려는 학문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정책정보의 활용가능문제를 정보생산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정보생산과정의 함수로서 적용시킴으로써,정보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제시되는 방식을 변화시켜
좀 더 많은 활용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다.(Weiss,1972:110-115)
정책정보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제시되는 방법
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좀 더 활용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다.그러나 이 같은 관점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한 설명에 필
요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정보의 활용은 정보 활용자들의 인지적 과정(user’scognitiveprocess)이기
때문에,이러한 사용자들의 인지적 과정에 기반을 둔 정책관련 연구만이 사용자들
의 의사결정에 보다 적실성(relevance)있는 내용 혹은 유형의 정보를 창출하여 제
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특성이론은 정보 생산자들의 관점보다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 구성 접근법(userconstructapproach)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사용자 구성접근법은 정보를 생산함에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의
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기대효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가에 관
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활용의 과정 역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측면의 일부가 됨으로써 보다 적극
적인 활용을 강조한다.이러한 사용자 구성 접근법에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은 상
호 배타적이 아니고 경계가 없는 연속적 단계들이라 할 수 있다(Dunn,1983:
120-133).

222)))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자자자 제제제약약약이이이론론론

정보활용의 정책결정자 제약이론(policy-maker'sconstrainttheory)은 정책결정



자가 활동하는 정책과정맥락을 둘러싼 특성,즉 관료적,조직적 속성들이 정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그리고 이러한 요인 외에도 수많은 인간적,조직적,사
회적,정치적인 내 외적 연결맥락 요인들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의사결정 절차
를 조직 자체의 규범이나 관행 등에 따라야 하는 계층적 조직구조에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물론 정치적 수용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Dunn,1980:
515-516).이러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인 수용가능성의 고려는 아무리 합
리적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기술적 정치적 입장에서 수용될 수 없다면 정보는 사용
되기 어려운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그러나 현실세계에
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리 예견된 것도 있지만,대부분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발
생한다.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에서도 실제로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시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자
기 자신들이 취급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정보의 특성에 정통한 이해
가 부족하다면 활용에 있어 오․남용됨으로써 오류를 범하게 되고,결국 정보의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조직 내에서의 관료적․조직적 통제와 관례 그리고
절차 등이 정책결정자들의 정보 활용에 다른 어떠한 요인들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의 관료적 규칙이나 절차 혹은 조직 설계의 전략적인 변화가
활용에 보다 많이 작용하도록 하는 데 둔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관련 정보가 활용되는 정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는 정책결정의 맥락적 요인들(policy-making contexts)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책적 맥락,즉,정치적,사회적,조직적 행태에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내․외적 연계를 구성한다.내적인 것은 정보생산자와 정보의 잠



재적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외적 요인은 정책결정의
다양한 단계에 있어 정책결정자와 평가자 및 연구자 사이에서 상호작용 패턴과 성
격에 따라 활용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정책정보의 활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수 있는 정책결정의 맥락에서 창출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Rich,1977:
333-334).

333)))두두두 공공공동동동체체체이이이론론론

두 공동체 이론(twocommunitiestheory)은 정책 연구자들과 정책 결정자들간
의 상호이해의 결핍을 두 집단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파악한다.
문화를 인류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동일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은 공통
의 습관,가정,생활양식,태도,기준,행동양식 등을 공유하게 되고,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일부분으로서 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신념 등
을 형성한다.즉 서로 상이한 하위문화와 인식론적 공동체(epistemiccommunities)
를 가지고 있는 양 집단은 서로 다른 가치관 세계관 신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자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정책 연구자와 정책연구체계,정책 결정자와 정책결정체계 사이의
양 체계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원용하여,양 집단 사이의 문화적‧인식론적 차이에
논의의 초점을 둔 것이 두 공동체이론의 기본이다(Snow,1965:126).
두 공동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정책연구자들과 정책 결정자들 사이의 서로 다른

경쟁적인 세계관,신념체계,보상체계 및 개인적 태도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을 제약한다.
즉 정책 연구자 집단과 정책 결정자 집단은 서로 다른 관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
으며 정책 환경에 대한 전제 조건들도 서로 다르다.결국 양 집단간에는 시각의



차이나 견해에 있어서의 갈등,상호간의 불신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정
책정보의 활용을 좌우한다.따라서 두 공동체 이론에서 정보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상호간의 차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연결장치,즉,연결자들의 역
할이나 관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양 집단이 서로 다른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를 연결시켜 줄

매개체나 의사소통에 대한 연결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Webber,1986:112).

222...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의의의 고고고찰찰찰

정책정보의 활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공공정책과 평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Caplan,Knorr,Patton,Rich,Weiss,Webber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
다.
정보 활용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 경험적 연구들은 두 공체 이론,지식특성이
론,정책결정자 제약이론으로 파악하고 정보 활용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하
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정책결정의 맥락적 기회 요인들을 추가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정보의 활용에 관한 학자들의 정보 활용도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연
구결과를 보면 <표2-1>과 같다.



<<<표표표222---111>>>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자자자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Nahan
Caplan
(1980)

-지식특성 이론변수
-정책결정자 제약 이론변수
-두 공동체 이론변수

다중희귀분석
(각 변수간
설명력 비교)

두공동체이론이가장설명력이높음(R²=14)
지식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 :
-불신요인,정책결정자의 신념,정치적
실현가능성,정보처리방식,사회적 관점,
정책결정자들의 경력계획

Weiss&
Bucuvalas
(1980)

-연구의 질
-연구결과의 행동지향성
-이용자들의 기대에
대한 부합정도
-기존정책에 대한 도전
-적실성(업무관련성)

다중희귀분석

연구의 질 요인이 가장 설명력이 높고,
다음으로 기존정책에 대한 도전요인,
행동지향성 요인 등으로 나타남.

David
Webber
(1986)

-두 공동체이론변수
-정책결정 맥락변수

희귀분석
경로분석

두 공동체이론 변수보다는 오히려 정책결정
맥락변수가 지식의 활용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Rosemary
Holland
(1988)

-연구의 적실성
-연구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참여정도
-연구결과의 질
-제안의 구체성

다중희귀분석
연구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구의 적실성이 가장 크고,연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구의 유용성이
가장 컸다.
직실성,참여정도,연구결과의 질도 연구의
진실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Lios
Recascino
Wise
(1988)

-연구기관
-연구비용
-조직환경
-연구의질
-유용성
-시기적절성
-이용용이성

다중회귀분석

조직 환경은 종속변수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절성은 연구의 이용용이성에만 영향을
미치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용은 이용용이성과 시기적절성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연연구구구자자자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Sune
Sunesson
etc.(1989)

-연구기원의 맥락
-활용기능
-활용맥락 빈도분석

교차분석

연구기원의 맥락에서 보면,질적인 면에서는
학교연구가 더 높고,행정지향성면에서는 R&D
기관의 연구가 더 높음.활용가능면에서 보면
도구적 이용에서는 연구의 행동지향성을 높게
평가하고,계몽적 이용에서는 과학적 세련미를
높게 평가함.

이희선
윤상호
(1996)

-개방성
-진실성
-효용성
-환경적
-조직적
-개인적 야망
-정책정보의 활용

경로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정책결정 맥락적 요인들보다 정책결정자들의
준거틀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은 정보의
활용요인으로로 밝혀졌다

정책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Caplan(1980:164-165)은 지식특성이론,정책결정자 제
약이론,두 공동체이론으로 파악하고,각 이론체계 중에서 어느 것이 정보 활용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가를 비교·검정하였다.
그리고 두 공동체이론 3가지를 동시에 검증하여 두 공동체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즉 정보 활용의 결정요인으로 지식특성이
론 변수,정책 결정자 제약이론 변수,두 공동체 이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각
변수간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효용검증을 통하여 두 공동체 이론의 설명력을
높여 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가 함축해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 정보 활용에 관한 이
론은 서로 다른 가치관,언어,보상체계,사회적이고 전문적인 협력관계 등에 있어
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다.즉,정책결정자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준
거 틀의 차이,제도적 규범과 환경의 차이,그리고 공통인자의 부재 및 전문분과모형
의 차이에 따라서 정보 활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하위문화를 가진 요인이 있듯이 사회과학 정보의 생산자와



활용자 사이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있고,이러한 요인들이 정보의 활용을 저해한다.
이 연구에서의 정보활용 요인으로는 사회과학에 대한 태도,사회지표에 대한 관심,
연구의 질에 대한 태도,사회과학정보의 활용여부,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믿음,응답자들의 개인적인 배경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보 활용의 저해 요인으로는 두 집단간 불신요인,정책 결정자들의 신념요인,정
치적 실현가능성 요인,정보처리 방식 요인,사회적 관점 요인,정책 결정자들의
경력 계획요인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두 공동체이론은 지식특성이론과 정책결정자 제약이론보

다 설명된 변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해준다고
한다(Caplan,1980:188-205).
Weiss와 Bucuvalas(1980:302-313)는 정책정보의 활용에 관해서 사회과학에 대

한 정책결정자들의 준거 틀을 파악하고 이 준거 틀을 이루는 요인들이 상호간에
정보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검증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이 사회과학 정보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실검정과
효용검증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 두 검증을 거침으로써 정보의 활용에 대한 변량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공동체이론은 정책 결정자 집단과 사회과학자 집단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차이를 낮은 활용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근본적인 면에
서는 양 집단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자 제약이
론과 지식특성이론 역시 이런 관점에 볼 때 정책 결정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차이
때문에 활용이 제약된다고 보고 있다
정보 활용의 결정요인으로는 연구의 질,연구결과의 행동지향성,이용자들의 기대
에 대한 부합정도,기존정책에 대한 도전,그리고 적실성을 주요 변수로 파악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병원,알콜 중독자 갱생,약물남용 등에 관련된 연방․주․지방
의 고위공무원 155명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50개의 실제 연구보고서에 대한 그들
의 반응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준거 틀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전략은 요인분
석으로 하였다.
여기서 요인분석은 자료축소기법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분석적으로 구별되는 차원
을 형성하는 연구 특성들을 군집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이러한 요인
들이 연구결과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밝혀졌다.
요인분석결과 준거 틀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이 파악되었다(Weiss,Michael&
Bucuvalas,1980:317-325).
첫번째 요인은 연구의 질이다.연구의 질은 사회과학과 관련된 항목들로서,기술

적 질,통계적 세련미,객관성,계량적 자료,내적 일관성,제안을 지지하는 자료,
설명변수 들의 포괄적 세트,일반화 가능성,타당도,서술적 혹은 인과적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부가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요인은 연구결과의 집행가능성 또는 행동지향성에 관한 것이다.응용

또는 행동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은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항목
들로서 명확한 제안,조작 가능한 변수,대상종속변수,행동경로에 대한 직접적 함
축,현존 프로그램 내에서의 적용가능성,실제적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부가
등이 있다.이것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정책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무
엇을 해야 하는가를 언급해 주는 것과 관련된다.
세 번째 요인은 이용자들의 기대에 대한 적합성,즉,이용자들이 알고 있고,또

한 믿고 있는 것들과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낸다.정책관련 정보를 생산해온 사회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것처럼,정책결정자들의 가치관이나 선입관 또는
신념을 통하여 연구를 고찰하는 경향이다.



이 요인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이용자들의 지위에 대한 지지,선행의 지식과의 일
치성,이용자들의 사고와 가치와의 적합성,이용자들의 상황에 대한 인지와의 일치
성,기대하지 않거나 새로운 발견 등이 있다.
네 번째 요인은 현존 상태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정책결정맥락에서 지식

및 정보,탐구,문제,조직,과정은 주로 개인적 이용자들의 선호보다는 제도의 운
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이것의 주요 관심은 제도적 관행과의 불일치이다.
여기에는 가정(assumption)과 제도의 배열(arrangement)에 대한 도전,철학,조직,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에 대한 함축,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관점,정치적
으로 수용 불가능한 함축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요인은 활용자들의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의 관련 적절성이다.정책결

정 과정에서 정책관련 정보 활용자들의 직무책임에 대한 연구의 실질적 적합성이
기준이 된다.정보의 현실 적합성,문제의 구조성,탐구방법의 객관성,조직간 의사
전달방식,정책과정에서 영향력 등 요인이 포함된다.
위의 5가지의 준거 틀이 정책정보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본 다음 단계로 이들

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연구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장치(screening
devices)로서의 진실검증(truthtests)과 효용검증(utilitytests)을 보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실제로 사회과학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가지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진실검증은 연구가 얼마나 과학적 방법에 충실한가 하는 연구의 질,연구
결과가 기존의 정보체계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활용자의 기대에 대한 부합성
등과 관련된다.
그리고 효용검증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과학적 연구가 정책결정자들이 현재 다루고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하여 수

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명백하고 실제적인 지시를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행동지향성이다.즉,이것은 연구가 문제해결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가에 관한 것으로,정보의 도구적 활용과 관련된다.
둘째,연구가 정책결정자들에게 개념 정립을 위해,소위 말하는 계몽을 제공할 수
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연구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즉,구조화가 잘 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개
념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또한 더 깊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된다.한편 정보의 개념적 활용 혹은 계몽적 활용에도 관련된다.
진실검증에서의 가설은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자들의 기대에 부합할수록 활용에

있어서 연구결과의 중요성은 낮아질 것이다’이다.효용검증에서의 가설은 ‘연구결
과가 현존상태에 대하여 도전적일수록 그 연구결과의 행동지향성은 낮아질 것이
다’이다.위의 두 가지 가설에서 볼 때 진실 검증에서의 두 요인간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효용검증에서도 두 요인간에는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한 요인이 증가하면 다른 요인이 감소하는 상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여 주는 중요한 의미는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자들의 기대에 잘

부합할수록 그 연구의 중요성은 낮아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
다.연구결과가 정책결정자들의 기존의 지식이나 사고에 잘 부합한다는 말은 그
연구결과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
이다.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발견
이나 사실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결과가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결정자
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실을 뛰어 넘어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지향성이라는 것은 연구결과가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자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연구결과가 행동 지향적
일수록 이는 정책결정자들의 기대에 잘 부합되고 잘 수용될 수 있다.



현존상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수단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
는 계몽적 또는 개념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Weiss,
Michael& Bucuvalas,1980:323-337).
Webber(1986:149-158)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관련정보의 활용에 관한 이론
가운데 설명력이 가장 높고 비교적 학자나 연구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두 공동체이론 이외에 의사결정의 맥락적 접근법(decision-making
contextapproach)을 추가하여,양이론을 대조시켜서 어느 이론이 더 설명력이 높
은가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Webber는 기존의 연구경향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공동체
이론만으로는 정보의 활용변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의사결정 맥락적 요인을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도 그가 의도한대로 두 공
동체이론 보다는 오히려 의사결정 맥락적 요인들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배포하여 자료를 수집

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였다.기본적인 분석
모형은 경로모형이며,두 공동체이론과 의사결정맥락적 접근법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들을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정보의 활용에 대한 설
명력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의 모형 중에서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통합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두 공동체이론의 연구모형과 가설에서는 첫째,정보의 생산자(사회과학자)와 정

보의 이용자(정책결정자)사이의 서로 다른 가치관 등 준거 틀의 차이는 정책과정
에 있어서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이러한 가치관
에는 개방성의 정도,이데올로기,사회과학에 대한 태도,등이 있다.



둘째,정책 맥락과 함께 논의중인 정책문제가 과학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로 분
리될수록,그리고 정책관련 정보에 대한 연구의 유용성이 높다고 정책결정자들이
인정할수록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은 높은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 맥락적 접근법의 가설로서 셋째,정책과정에서 정책구조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은 정책관련 정보에 대한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간 구성이나,
정책결정자의 임기,정책결정에서 정책결정자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 등이 정책관
련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둘째,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태도나 지향이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의 활
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이것은 정책결정자의 목적,의사결정의
유형,정치적 야망 등이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위 4가지 모형에 대한 가설의 분석결과,가설4(입법적 지향가설)가 정보의 활용변
량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2(배려가설(consideration))가 그
다음으로 정보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은 가설1(세계관
가설)이며 가설3(구조 가설)이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ebber,1986:
249-290).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두 공동체이론의 모형보다는 의사결정 맥락적

접근법에서 도출된 모형들이 정보의 활용변량을 더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보의 활용이 기존의 견해처럼 정책결정자 집단과 사회과학자 집단
사이의 문화 인식론적 차이만으로는 정보 활용의 변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집단 사이의 문화적,인식론적 차이에 따라 주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정책결정의 구조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정책결정



자들의 임기,정책결정자들의 목적,의사결정의 유형,정치적 야망 등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두 공동체 이론이 비록 정책관련 정보에 대한 제한된 활용의 이유를 부분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만,정책결정자들이 정책연구자들 못지않게 정보처리 능력이나 전
문적인 지식을 보유함으로서 그들간의 격차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과정
에서 정책 관련 정보를 충분히 할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
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정책 결정자들의 동기를 부여시키는 맥락적 요인
들(contextualincentives)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희선,1996:89-93).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은 첫째,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외부환경 은
조직의 경계밖에 있는 것으로,정책과 관련된 정치적,법적,경제적,문화적,기술
적 등 환경 등은 그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처한 환경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정책 연구자는 어떠한 사회현상에서 개념적 정의와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과학
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생산된 정보의 과학적 엄밀성 등이 높
이 평가된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자들은 문제를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적합하
게 구조화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론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
조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이 처한 현실적 사회 환경
에서는 동원 가능한 자원,여러 세력들간의 권력배분 상태,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시각,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정책연구
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정책과정에서 문제해결에 시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활용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정책연구자나 결정자들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여러 가지 조직 구조 맥락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한편 조직구조 맥락에서 연구자는 독특한 상황에서 운영
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복잡한 현상들을 총체적(holistic)입장에서 접근하고 있



다.이러한 맥락적 요인은 조직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의사결정에의 의견개진 및
참여정도 등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위와 같은 맥락요인은 정책의 역사,정책 활동의 전개,의도된 정책 수혜자

들에 대한 서술,정책효과와 공식적 계획,비공식적 목표 및 외부압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한다.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위적인 단순화를 꾀한다.정책과정에서 이러한 조직구조 맥락은
정보 활용에 관련을 갖는다.
셋째,정책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개인적 요인은 조직내에서 승진에 대한 욕구나
계층적 또는 수평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구성원간 욕구,즉,동료,부하,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 일종의 보상체계 및 경력 발전의 경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욕구가 강한 정책결정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보다 문제탐색과 해결
에 보다 적극적이며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또한 조직
내에서 승진,경력 발전 등을 위해 동료 또는 조직구성원간에 빈번한 접촉을 통해
서 상호작용을 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두 공동체이론과 함께 정책결정자의 정책관련정보 활용
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희선․윤상호(1996:91-93)은 정책 관련 정보의 활용과정은 정보활용자의 인지
적 과정의 산물로써,정보 활용자인 정책 결정자들은 모두 획일적이고 단일한 수
준의 정보를 사용한다기 보다는 정책 결정 맥락에서의 의사 결정의 상황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준거 틀에 따라 다양한 차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책 정보활용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 결정자의 개방성 요인,진실성,
효용성,환경적,조직적,개인적 야망 등을 도출하여 활용하였다.
이의 분석 결과로는 정책결정 맥락적 요인,즉 환경적,조직적,개인적 야망요인
보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준거 틀 요인,개방성,진실성,효용성 요인이 보다 정보의



활용도에 미치는 큰 요인임을 나타냈다.
Dunn(1980:1-29)은 정책 과정의 지적인 과정과 정치적 과정은 정책 연구결과의
활용,과소 활용,및 미 활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한다.즉 정책 문제의 구조
화,예측,제안,점검 및 평가에 의해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단순히 방법론적이거나 또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조직적․사
회적 및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활용은 적어도 5가지 형태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즉 정보의
특성,정보생산을 위해 사용된 탐구양식에서의 차이,정책문제의 구조,정치적 구
조와 관료적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그리고 정책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및 다른
이해 관계자들간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본질 등으로 구분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의 활용성격을 살펴보면,첫째,정보특성에 관한 활용은 정책연구
에 의해서 생산된 정보의 특성이 정책 결정자가 이러한 정보의 활용여하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탐구과정 관련 활용은 정책결정자에 의한 정보의 활용은 정보를 생산하고
해설하기 위해 평가자나 연구자가 사용한 탐구방법이나 조사의 과정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는 정책관련 정보 및 탐구방법이나 조사과정이 질적으로 우수하거나
또한 연구 설계가 과학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인식되면,정책결정자는 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게 된다.
셋째,문제구조 관련 활용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관련 정보는 문제의 구조에
따라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정보활용 문제는 실현되지 못한 욕구,가치,혹은 기
회로서 정보의 활용을 통해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 상황,정책문제,정책 이슈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은 정책관련 정보

의 활용과 밀접한 상호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조직구조 정책정보 활용은 공공조직의 공식적 구조 절차 및 유인체계상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특히 조직적 맥락,즉,조직의 속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상호작용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정보 활용은 정책형성과정의 여러 단계에
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은 문제의 인지,지식 및 정보 수집,분석,대
안의 형성 및 선택,그리고 합법화 및 자원의 배분 등 단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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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의 제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과정에
서의 정보의 활용요인들은 학자나 연구자들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하
게 제시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여러 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요인들은 보통 실제경험과 사례연
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들이지만 실제로 경험했거나 관찰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들이 제시되어 일반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았다.위의 선행연구들의 분석결
과도 각 분석대상과 분석요인에 따라 그 의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조건이
가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는 조직의 규모나 업무영역 그리고 문화나 역사 등 여
러 상황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는 본 연구 모형에 활용하
기 위한 주요 연구자들이 제시한 정보활용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NathanCaplan(1980:164-165)는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
인으로 불신,정책결정자의 신념,정치적 실현 가능성,정보처리방식,사회적 관점,
정책결정자들의 경력계획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비교 검증한 결과,두 공동체
이론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eiss& Bucuvalas(1980:302-313)는 연구의 질,연구결과의 행동지향성,이용자
들의 기대에 대한 부합정도,기존정책에 대한 도전,적실성(업무관련성)요인 등으
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연구의 질 요인이 가장 설명력이 높고 다음으로 기존정
책에 대한 도전요인,그리고 행동지향성 요인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하였다.
RosemaryHolland(1988)는 연구의 적실성,연구에 대한정책 결정자들의 참여정



도,연구결과의 질,제안의 구체성요인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이 연구 결과는
연구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의 적실성이 가장 크고,연구의 진
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구의 유용성이 가장 컸다.또한 직실성,참여
정도,연구결과의 질도 연구의 진실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se(1988)는 정책 정보활용 요인을 연구비용,조직환경,연구의 질,유용성,시기
적절성,이용 용이성 요인으로 나누어 검증 한 결과,조직환경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시기적절성은 연구의 이용용이성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연구비용은 이용용이성과 시기적절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Leviton과 Hughes(1981:533-544)는 적실성,적시성,연구방법의 질,상
호작용,형식성,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Dunn(1988:1-29)은 정책 정보활용 형태 요인으로 정보의 특성,정보생산을 위해
사용된 탐구양식에서의 차이,정책문제의 구조,정치적 구조와 관료적 구조에 있어
서의 변화,그리고 정책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및 다른 이해 관계자들간의 이루어
지는 상호작용을 정보활용에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희선․윤상호(1996:91-93)는 정책 정보활용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결
정자의 개방성 요인,진실성 요인 효용성 요인,환경적 요인,조직적 요인,개인적
야망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책 과정에서의 정보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를 찾아내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 할 정책정보 활용요인으로는 이들 모
형으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Dunn이 제시한 정보특성,탐구과정,문제
구조,조직구조,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활용요인 등 5가지를 선정하였다.그리고
각각 변수에 해당되는 중요한 설명 변수는 정보 활용이론과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되고 있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선정하였으며,본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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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정정정립립립

본 연구는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정보활용에 있어서 독립변수들이 종속
변수인 정책정보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얼마만한 영향력을 가지며 정보활용에 있어
서 정책적 고려사항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있다.
정보활용에 관련된 제 이론의 분석과 선행연구의 검토에서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
서도 여러 변수들이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그 활용의 정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
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에 따라서도 정보활용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정의되
고 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활용요인으로 ⅰ)정보특성

ⅱ)탐구과정 ⅲ)문제구조 ⅳ)조직구조 ⅴ)상호작용 활용형태 요인 등이 정보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 각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
는가를 비교·검증해보려는 것이다.이러한 5가지 정보활용 형태를 바탕으로 각각 3
개씩 변수를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
하고 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
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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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선선선정정정 및및및 모모모형형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가가가정정정

본 연구에서는 정보활용에 관한 5가지 활용요인 즉 정보특성,탐구과정,문제구
조,조직구조,상호작용 활용요인에 따라 각각 3개씩의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정보특성 활용요인의 변수로는 현실적합성,이해도,형식성 변수로 구분하고, 탐
구과정 활용요인으로는 적절성,시기적절성,현실적용성 변수로 나누었다.
문제구조 활용요인으로는 구조화,형태성,형식성 변수로 구분하였으며,조직구조
활용요인으로는 개방화,계층화,인식태도 변수로 나누었다.
상호작용 활용요인으로는 상호영향력,상호간의 대인관계,이해도 변수를 정책정보
의 활용 변수로 선정하였다.그리고 각 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절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에서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보활용요인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 평
가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종속변수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5가지 활용형태 변수만이 정책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연구모형에서 변수들간의 관계는 선형적(linear),단일방향적 인과관계(a

recursivecausality)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이는 독립변수들로부터 출력되는 영
향력은 역 방향으로 환류되지 않고 순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들간에는 상호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한

다.즉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검증하려는 것으로 독립
변수들간에는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
중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한다.



333...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본 연구의 가설은 정책정보의 활용에 관한 문헌조사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정
책과정에서의 정보의 활용도에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본 가설은 정보
활용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를 중심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적 관
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11)))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정보특성 활용 요인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기대하고 있던 산출목록
(productclassification)에 정책결정자들의 욕구와 가치,인지된 기회 등이 반영될
수록 그 활용 가능성은 커진다.그리고 정책연구에 의해서 생산된 정보의 특성이
정책 결정자가 이러한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책평가자나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된 정보가 형식 개념만을 고집하고 정책결정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실상 적용되기가 어렵다. 정보는 정
책결정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합성,정보이해도,형식
성,그리고 실현성을 가짐으로써 정책결정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그
리고 정책결정자가 기대하고 있는 정책행위의 결과에 대한 내용과 부합되지 못하
는 정보는 활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정책결정자들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에 알맞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이
런 이유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관련 정보가 정책결정자가 요구하는 가치 및 인
식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와 다른 형태로 제공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활용에 많은 문제점을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보의 현실적합성,정보에 대한 이해도,정보의 형식성과 관련
된 3가지 변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111...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는는는 현현현실실실적적적합합합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 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222...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해해해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333...비비비공공공식식식적적적인인인 정정정보보보 보보보다다다 공공공식식식적적적인인인 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가가가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22)))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정책결정자는 정책관련 정보 및 탐구방법이나 조사과정이 질적으로 우수하거나
또한 연구 설계가 과학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인식되면,정책결정자는 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게 된다.연구방법에 동원된 방법의 질이 연구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면,평가방법의 질,즉 탐구과정방법이 훌륭해야 함은 필
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탐구과정방법에는 과학적인 연구설계,연구시기의 적절성,연구의 현실적용
성 등 방법의 신뢰성,타당성을 들 수 있다.예를 들면 질적으로 우수한 탐구방법
도 오차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정책 및 연구의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평가자나 연구자들에 있어서 질적 우수성은 사회실
험,무작위 표본추출 및 계량적 측정의 절차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그 우수성을 믿는다.
따라서 정책연구에서 용인된 탐구방법을 정책결정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범주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활용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만약 정책 평가자나 연
구자들이 이러한 질적 우수성과 달리 주관적인 판단 혹은 계량적인 방법으로 고안된



탐구방법을 정책결정자가 이해를 못하면,그 지식 및 정보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
을 갖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 활용의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탐구과정 활용요인과 관련하여 연구설계의 적절성,연구의 시기적절성,연구의

현실적용성 등이 변수로 작용된다.이와 관련된 변수 3가지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
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444...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가가가 사사사회회회과과과학학학적적적으으으로로로는는는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되되되어어어 표표표준준준화화화될될될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

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 설설설 555...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시시시기기기적적적절절절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 수수수록록록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666...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현현현실실실 적적적용용용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그그그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333)))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정보활용 문제는 실현되지 못한 욕구,가치,혹은 기회로서 정보의 활용을 통해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문제 상황,정책문제,정책 이슈의 차이
를 인식하는 능력은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과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문제의 형성은 각기 다른 정책관련자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을 가
져오는 가정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또한 문제의 각기 다른 형성은 정책이
슈가 정의되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이러한 영향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
결정자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구조화가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은 그 본질적 특성과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

써,지식 및 정보 활용에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결국 정보 활용은 전체적



인 면에서 문제를 보는 관점을 지닌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으며,또한 문제의 본질
그 자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는
정책관련 정보는 인식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단적 활용,즉,도
구적 수단을 위해서도 생산된다.이러한 도구적 수단을 위한 정보가 문제의 본질
을 해석할 수 없다면,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문제구조의 활용 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문제의 형식과 문제의 유형간의 조화의
적합성에 의하여 정보활용에 영향을 받는다.목표,목적,대안 및 대안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잘 구조화된 문제들은 정책정보의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
다.
문제구조의 활용요인과 관련하여 문제의 구조화,문제의 형태성,문제의 형식성 등
이 변수로 작용된다.이와 관련된 변수 3가지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777...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구구구조조조화화화가가가 잘잘잘 된된된 것것것일일일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는는는 증증증가가가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888...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자자자료료료나나나 상상상식식식보보보다다다는는는 과과과학학학적적적인인인 연연연구구구보보보고고고서서서 또또또는는는 사사사회회회과과과학학학적적적으으으로로로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되되되어어어 산산산출출출된된된 보보보고고고서서서 등등등이이이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999...정정정책책책문문문제제제가가가 복복복잡잡잡할할할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는는는 증증증가가가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444)))조조조직직직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조직구조상에서 정책정보활용은 공공조직의 공식적 구조 절차 및 유인체계상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특히 조직적 맥락,즉,조직의 속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특히 조직이 보수주의를 장려하고 혁신주의
를 억압하는 조직의 폐쇄적 속성은 기존 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 기존정책과 비슷한 정책결정을 하기 마련이다.그
리고 조직의 역할 관계가 관료주의화가 되고 제반 절차가 공식화됨으로써 유인체
계가 적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신진 평가자나 연구자의 영향력이 적어진다.이들
에 의해 혁신적으로 생산된 정보는 활용되지 않거나 조금만 활용하도록 영향을 미
친다.또한 계층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주요 정책은 높은 계층에서,그리고 정기적
업무나 구체적인 운영 등은 낮은 계층에서 맡게 됨으로 정보 활용의 범위는 줄어
든다.이와 같은 정책결정맥락에서 조직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관련 정보는
정책결정자가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지니게 된다.
조직구조 활용요인과 관련하여 조직의 구조화,계층성,이해도 등이 변수로 작용
된다.이와 관련된 변수로 3가지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111000...조조조직직직이이이 개개개방방방적적적이이이고고고 혁혁혁신신신적적적일일일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 정정정도도도는는는 더더더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111...조조조직직직의의의 계계계층층층성성성이이이 적적적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에에에 더더더 적적적극극극적적적일일일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222...조조조직직직 구구구성성성원원원간간간에에에 정정정책책책문문문제제제 인인인식식식정정정도도도와와와 이이이해해해도도도가가가 클클클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가가가

더더더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555)))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정보의 활용은 정책형성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
는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책관



련 정보의 활용은 문제의 인지,지식 및 정보 수집,분석,대안의 형성 및 선택,그
리고 합법화 및 자원의 배분 등 단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
정책평가에서 생산된 정보는 과학적,기술적인 절차이다.또한 사회적,정치적 절
차로서 따라서는 이들 정보는 생산방법은 물론이고 내용도 변형되어 가면서 상호
작용에 의해 활용도 영향을 받는다.이러한 상호작용적 성격은 정보의 활용이라는
문제를 아주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예를 들면 정보를 생산하는 평가자나 연
구자의 영향력을 따라 활용의 정도가 달라진다.현실적으로 두 집단간 영향력은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생산 정보의 이해정도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활용할 수 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간혹 정책결정자가 이해가 미치지 않으면 활용되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종종 있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지향성을
가진 정보는 활용성이 높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과학적 정보에 이해도를 높이 가진 정책결정자는 과학적,전문
적 지식 및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 활용요인과 관련하여 영향력,대인관계,이해도 등이 변수로 작용된다.
이와 관련된 변수 3가지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111333...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산산산출출출자자자가가가 결결결정정정자자자간간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이이이 클클클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444...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자자자들들들의의의 상상상호호호 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가가가 좋좋좋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555...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가가가 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 응응응용용용지지지향향향적적적 일일일수수수록록록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제제222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화화화와와와 측측측정정정

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화화화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정보특성,탐구과정,문제구조,조직구조,상호작용 관련 다섯 가지 정보활용형태
요인에 따라 각 영향요인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위의 변수들을 보다 구체
적으로 세분하여 조작적 정의를 함으로서 설문지를 통한 측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1)))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사회과학자들이 산출한 과학적 정보의 특성이 그 활용도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한
다.즉 정보를 직접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변수로는 정보의 현실적합성,정보에 대한 이해
도,정보의 형식성 등을 들 수 있다.

(((111)))현현현실실실적적적합합합성성성 변변변수수수

정책정보의 현실적합성이란 정보가 어느 정도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
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 개념이다.즉 현실적합성은 생산된 정보가 현실적인 정책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Guba,1976:
42-54.정보가 지나치게 이론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할 경우,이는 현 존재하는 문제
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



에 현실과 많은 괴리를 발생케 한다.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
안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론 자체의 기능만을 가져오게 됨으로 정책결정
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실 적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의 활용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반대
로 적실성이 낮은 경우 그것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정책정보가 현실 적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활용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현실 적합성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즉 정책정보가 과학적으
로 타당하고 당면하고 있는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정책결정
자들은 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현실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정보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활용도,
②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활용도,③ 정보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태도 등 3개 항목
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이이이해해해도도도 변변변수수수

정보에 대한 이해도 변수는 사회과학자들이 생산해낸 연구결과가 가지고있는 일
반적인 특징으로서 연구방법,연구절차,연구의 이론체계,전문용어와 학술용어 등
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Patton,1978:155-161)
이러한 연구의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사화과학정보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정책결정자들이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① 정보내용에 대한 이해도,②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③ 선행 정보와의 일치정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333)))형형형식식식성성성 변변변수수수

정보의 형식성 변수란 정책 정보가 비공식적이냐 공식적이냐에 따라 정보활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일반적으로 평가자나 연구자들은 정보를 체계적이고 논
리적인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방식을 사용하고,그 내용도 논리성
을 갖추고 있다.표현 방식도 전문적인 용어나 사회 과학적 방법에서 인용하는 통
계적 계량기법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정책결정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를 살펴
보고 활용할 수 있기에는 장애요소,즉,상황적,인지적,정책관련 지식 및 정보 부
적절성 등 요인으로 인해,결국 활용을 기피하게 된다.
정책결정자는 예측치를 함께 담고 있는 정보가 확정적이지 못하고,그에 대한 한
계점을 동시에 제시하지 못하면 불투명한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만다(March,
1988:311).
공식적인 정보는 이러한 점을 상호의사교류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책결정자에게
는 부담이 보다 적고 활용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형식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태도,② 정보의 정
책수립 기여도,③ 정보에 대한 수용태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정책정보의 활용도가 과학자들이 그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정보의 탐구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이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변수로는 연구의 적절성,
연구의 시기적절성,연구의 현실적용성 변수를 들 수 있다.



(((111)))적적적절절절성성성 변변변수수수

정책결정자에 의한 정보의 활용은 그 정보를 생산하고 해설하기 위해서 질적으
로 우수한 연구 및 설계는 연구과정의 초기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
나이다.따라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체계적이고 표준화 되어있는 정보가 연구 설계
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정보보다 더 활용의 여지가 많다.
연구 설계의 적절성은 활용의 실용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활용자의
정보 이해에도 상당한 상관관계도 갖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정책평가자나 연구자
의 올바른 방법과 절차에 의한 선택된 연구 설계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자가 이
를 선호함으로써 현실적 괴리가 적게 나타나는 실용성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
게 된다.결국 연구 설계의 적절성은 정책상에 나타나는 오류를 줄여 줌으로써 정
책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낳게 함으로써 활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Weiss&Bucuvalas,1980:302-313).
이러한 연구설계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연구의 구체성에 대한 활용도,②
정보에 대한 적절성에 따른 활용도,③ 정보의 필요성 에 대한 태도 등 3개 항목
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시시시기기기적적적절절절성성성 변변변수수수

연구의 시기적절성은 정책 정보는 평가자나 연구자들이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정보를 산출함으로써,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유된
다.그러나 대부분 정책문제는 해결의 시급을 요하는 이슈화되어 있는 사회문제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문제일수록 정책결정자들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싶어도 적시에 찾지 못하거나,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들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결정된 정책은 졸속적이고 대중요법적인 처방책으로서 불가적시에 산출



되지 못한 정보는 활용의 기회를 잃고,산출되었을 때에는 이미 피성을 면하지 못
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하게 한다.(Patton,1978:149)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발전했거나,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그 가치를 상실
함에 따라 평가의 본래 목적도 상실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
정책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시기,적시성을 가진 정보는 문제해결의 여러 단계에
서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합리적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Rogers,1977:330).
이러한 연구의 시기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연구의 신속한 수행에 대한 태도,
② 정보의 제공의 시기적절성 태도,③ 정보 이용의 신속성에 대한 태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현현현실실실 적적적용용용성성성 변변변수수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시된 정보가 잘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평가자나 연구자들이 생산한
정보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준거 틀에 관련되어 있다.생산자는 그 나름대로의 생산
방법에 신뢰성이 있다고 하지만,실제로 정책결정자가 느끼는 활용정도는 다르다
(Huberman,1987:586).
정책정보의 신뢰성은 산출자나 활용자에게 정책목표의 보편적인 준거기준을 설

정할 뿐 아니라,활용의 초점을 결정하고 있음으로써 활용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또한 정책관련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정치적․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어떤 한 정책대안이 주어진 시점에서 법제화되고 정치적으로 집행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원을 받고 추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정부에서 채택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반적인 평가기술의 발전수준이나 만일 정책이 채택된다면 조직 내에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평가 기술분야의 전문 인력의 확보여부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이다.아무리 정책평가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이것이 정책대안의 활용측면에서 정치적,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면 그 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활용은 정책결정자들이 처한 현실사회의 환경에서는 정치

적 이념,권력배분,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시각,동원 가능한 자원등을 언제나 의식
하여야 한다.이러한 정치적,기술적 현상은 실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정보 활용에도 그 만큼 정치적,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현실 적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신뢰성에 대한 태도,② 연구의
정치적․기술적 적용가능성 등,2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정책결정자에 의한 정보의 활용은 문제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 활용에 영향을 미
친다.정보활용 문제는 실현되지 못한 욕구,가치,혹은 기회로서 정보의 활용을
통해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문제 상황,정책문제,정책 이슈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은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과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문제구조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요인으로는 문제의 구조화 정도,문제의 형태
성,문제의 형식성 등이 있다.

(((111)))구구구조조조화화화 변변변수수수

정책문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문제의 정의
(problem definition),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등 4개의 독립적 단계를 갖는다.이와 같이 구조화가 잘된 문제 즉,일차
원의 문제(first-orderproblem)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행동노선을 제시해주는 일차
원지식(first-orderknowledge:instrumentaluse)은 상대적으로 목표가 뚜렷하고
대안들과 그 결과들이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평가자나
연구자들이 생산한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즉,이차원의 문제(second-orderproblem)를 해결하
는데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차원지식
(second-orderknowledge:conceptualuse)은 활용과정에서 활용자들이 정책문제
에 대하여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보다 많은 사실과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
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수단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구조화 여부는 활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문제
의 구조화를 측정하기 위해 ① 정보의 구조화에 따른 활용도,② 과학적인 연구보
고서 또는 사회과학적인 정보에 대한 활용여부,③ 정책문제 대안의 구체화에 대
한 활용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형형형태태태성성성 변변변수수수

정책정보가 추상적일수록 과학적일 때 보다는 그 만큼 정보의 활용범위도 좁아
지기 마련인 것이다.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생산된 정책정보는 과학적이고 사
회과학적으로 연구 설계되어 산출되어야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본다(Comtois,
1979:63-64).
정책의 주된 관심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정책의 현장에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
정책의 불완전성과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 관련 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문제에서 발견된 사실이나 가치는 활용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시킨다.
이러한 문제의 형태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정책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활용도,②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대한 태도 등 2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형형형식식식성성성 변변변수수수

정책 문제의 형식에 있어 구체적인 것,일반적인 것,복잡한 것,단순한 것,등
그 유형에 다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정책문제가 일반적일 경우에는 그 활용
범위가 구체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반면,특정의 정책문제를 다루는 정책대안은 그
범위가 일반적이 아니고 구체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문제의 범위가 일반
적이고 거시적인 양상을 나타내면,활용의 형태적인 효과나 개념적인 효과도 추상
적인 결론을 얻기 때문에 활용의 유용성은 그만큼 줄어든다.그러나 문제의 범위
가 복잡할수록 활용이 보다 구체성이 나타나고 그 효과도 크기 때문에 활용의 유
용성도 커진다.
물론 정책문제는 문제의 구조화라는 분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정해진다.문제의

구조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이해관련자들의 서로 대립되는 문제형성 사이에서
계속 탐색되어 정해지는 문제가 단순할수록 지식 및 정보의 활용도는 낮아지는 반면에
문제가 복잡할수록 활용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활용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형식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따른 활용도,② 정책내
용의 객관성에 따른 활용도 등 2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44)))조조조직직직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조직 구조화의 정보의 활용에는 조직의 구조,절차,유인제도 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요인으로는 조직의 개방화,조직의
계층화,조직구성원의 인식태도,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11)))개개개방방방화화화 변변변수수수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직의 개방화는 조직구성원이 평가자 및 연구자들이 산출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논쟁 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불 수 있
다.여기서 논의되는 조직의 개방적인 요인은 조직의 지도력,관심,열의,결의,적
극성,호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는 조직구성원이 정보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활
동을 지지할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제시되었을 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의 개
방적인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이를 조직
의 개방적 태도라고 부른다.이것은 조직의 지식 및 활용적 기술(skill)과 선도력
(initiative)이 이러한 조직 태도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
라 어떤 조치를 취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개방적인 조직의
신념체계는 직접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고나 행동 또는 태도에 영향을 미처 간접
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불수 있다(Patton,
1978:155-161).
이러한 조직의 개방화를 측정하기 위해 ①조직의 개방화 정도 ②정보 산출자와의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의 활용도 ③ 정책결정자로서 역할 중요도에 대한 태도 등 3
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계계계층층층화화화 변변변수수수

중앙집권제적인 조직은 계층제(hierarchy)를 이루고 있다.계층제는 조직에 있어
서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간에 지휘,명령복종관



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계층제는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저변에 이르는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가 커지고 업무의 다양성과 구성원의 수가 증가되는데 따라
계층도 증가된다.조직의 계층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동태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을 저해하게 된다.계층성이 심화되면 될수록 의사소통
의 통로가 막힘에 따라 연구자들이 생산한 정보의 활용이 낮아진다.
경사가 완만하고 통솔범위가 넓은 완만한 저층구조의 조직(flatorganization)에서
는 구성원의 사기양양과 창의적 활동을 촉진시키게 된다.조직도 최고 관리층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늘어나고 정보관리기술의 응용폭도 넓어짐에 따라 이에 관련된
정보 활용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계층화를 측정하기 위해 ①조직의 계층성 정도에 대한 정보 활용
도 ② 책문제에 대한 의견,갈등 정도에 대한 활용도 ③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
는 정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 인인인식식식태태태도도도 변변변수수수

조직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은 조직상호간 의사전달체계,즉 정보처리방식을 일컫
는다.활용의 높은 빈도로서는 잠재적 활용자가 산출자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하
고 또한 그 정보에 대한 인식정도와 이해도가 클 때 활용도가 높아진다.
정책 정보는 잠재적 활용조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쓰여져야 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여야 한다.보고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쓰여
져 이해하기 힘들도록 되어있다면,그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어떤 결정을 내린다
든지 문제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될 것이다(김명
수,1998:202).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정확한 활용에 의해 정책관련 조직은 서로의 입장을 정



리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인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①정책문제 인식정도에 대한 정보 활용도
②정보의 인식 필요성에 대한 태도 등 2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55)))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적 정보의 활용도는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와 사회과학자
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변수로
는 사회과학자의 영향력 변수,대인관계 변수,신뢰성과 타당성 변수 등을 수 있다.

(((111)))영영영향향향력력력 변변변수수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생산자의 영향력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달라진다.여기서 영향력이란 정책결정에 미칠 수 있는 정보생산자 즉
연구자나 평가자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해 의사결정의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향력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어떤 결정을 하도록 심리적,
형태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의 환경적 요인으
로는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의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다(Rogers,1977:330.
정책정보의 할용에 있어 산출자의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결정자가 그 정보를 획득
하여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책평가자나 연구자들이 산출한 정보의 활용은 증가
하게 된다.
정보활용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산출자나 활용자의 영향력에 따라 직접 혹은 간접

으로 심리적,형태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활용에도 변수로 작용된다.
이러한 상호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①정보 산출자의 권위와 영향력 정도에 대한
활용도 ② 정치적 지지에 대한 영향 정도 ③정치적 야망에 대한 정도 등 3개 항



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변변변수수수

대인관계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즉 개인이 타인과 접촉이나 교류를 하는
정도 혹은 타인에 대한 신뢰나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정도 등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자들의 대인관계란 정책결정자들이 주변사람들이나 부하나 상사 또는 외
부의 전문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정책결정자들의
대인관계 역시 정책결정자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혹은 성격이나 인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친밀한 접촉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신
뢰관계를 가지고 빈번히 교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책결정자들의 대인관계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나 학자와 무리없이 잘
접촉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의 활용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①타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 ②사교성의
정도 등 2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이이이해해해도도도 변변변수수수

조직 구성원간에 정책 문제를 인지하는 상황에 따라 정보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즉 공식조직은 분업과 권한,책임의 계층제를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
려는 조직으로서 법률,규칙이나 직제에 의하여 형성된 인위적 조직이다.반면에
비공식조직(informalorganization)은 구성원상호간의 접촉이나 친근성으로 말미암
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으로서 사실상 존재하는 현실적 인간관계로서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식적 조직에 비해 신축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상하관계나
동료간에 있어 의견불일치가 클수록 정보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



다.
즉 정책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인간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상호관

계에 의한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①정책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 ②정책 관련
이해 수준에 대한 정보의 활용도 ③최선의 대안 선택여부에 대한 태도 등 3개 항목
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666)))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변변변수수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정책관련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
적 견해들이 대부분이다.즉 정책결정에의 직접적인 공헌을 목표로 하는 정책관련
연구의 결과가 목표와는 달리 정책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도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대두되었다.
정책관련 정보의 활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 범위와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관련 정보의 일반적인 활용범위와 관련하여 그 정보활
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한다.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①
정책관련 정보의 필요성 ②정책정보의 대안 선택영향 정도 ③정책정보의 활용의
당위성 ④정책관련 정보의 미래 활용정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222...설설설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과과과 측측측정정정

위와 같은 변수선정과 측정방법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이다.
앞에서 설정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정보특성 활용요

인,탐구과정 활용요인,문제구조 활용요인,조직구조 활용요인,상호작용 활용요인
등에 관해 피 설문자들의 일반적 특성 등에 관하여 총 49개 문항의 질문을 기본으
로 하여 설문지를 <표 3-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표표 333---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변변변 수수수 측측측 정정정 항항항 목목목 설설설문문문번번번호호호 척척척 도도도

정보
특성
활용
요인

현실적합성
․정보의 현실적합성
․정보의 적절성
․정보의 적용가능성

A -1
A -2
A -3

5점 척도

이 해 도
․정보의 이해도
․전문용어 이해도
․선행 정보와의 일치

A -1
A -2
A -3

5점 척도

형 식 성
․정책의 명확성
․정보의 기여도
․정보의 수용태도

A -1
A -2
A -3

5점 척도

탐구
과정
활용
요인

적 절 성
․연구의 활용도
․연구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B-1
B-2
B-3

5점 척도

시기적절성
․연구의 신속성
․연구의 시기적절성
․연구의 신속성

B-4
B-5
B-6

5점 척도

현실적용성 ․정보의 신뢰도․타당성
․정보의 정치적․기술적 실현가능성

B-7
B-8 5점 척도

문제
구조
활용
요인

구 조 화
․정보의 구조화
․과학적인 정보여부
․정책문제의 구체화

C-1
C-2
C-3

5점 척도

형 태 성 ․정책문제의 국민의 기대와 관심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C-4
C-5 5점 척도

형 식 성 ․정책문제의 복잡성
․정책내용의 객관성

C-6
C-7 5점 척도

조직
구조
활용
요인

개 방 화
․조직의 개방화
․조직의 인간관계
․정책결정자의 역할

D-1
D-2
D-3

5점 척도

계 층 화
․조직 계층성
․정책문제 의견,갈등 정도
․전문가 조언여부

D-4
D-5
D-6

5점 척도

인식태도 ․정책문제 인식정도
․정보의 인식필요성

D-7
D-8 5점 척도

상호
작용
활용
요인

영 향 력
․정보산출자의 권위와 영향력
․정치적 지지
․정치적 야망

E-1
E-2
E-3

5점 척도

대인관계 ․타인에 대한 신뢰도
․타인과의 사교성

E-4
E-5 5점 척도

이 해 도
․정책정보 이해도
․정책관련 이해수준
․정책 대안선택

E-6
E-7
E-8

5점 척도

정책정보의
활 용 도

․정책관련 정보의 필요성
․정책정보의 대안 선택영향 정도
․정책정보의 활용의 당위성
․정책관련 정보의 미래 활용정도

F-1
F-2
F-3
F-4

5점 척도

․성별,나이,직급,최종학력,재직기간



제제제333절절절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11...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곳은 주로 의회 의원이나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에서 정책입안과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 활용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 탐구에 관
한 연구로 우리나라 중장기적인 사회발전계획과 주택정책 수립부처인 재정경제부
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농어촌주택 개량 정책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정책결정자의 정의는 최고 정책결정자를 포함하여 모든 정
책결정자가 의사결정자로 활동한다고 가정하였다(이윤식,1990:699).따라서 정책
관련 관료들을 표본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확률표본추출 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의 정확도에 대한 통계
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표본추출 중에서도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의 모든 표본 단위가 선택될 확률이 동일할 것이라는 근
거에서이다.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아래 <표 3-2>와 같다.



<<<표표표 333---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 배배배부부부 및및및 회회회수수수현현현황황황

부 처 명 부 서 명 배포부수 설문회수
현황 회수율 분석대상

제외
분석활용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과
공공주택과
주거환경과
주택시가평가팀

122부 91부 74.6% 10부 81부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지역경제정책과 36부 27부 75.0% 6부 21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지역균형발전과 29부 21부 72.4% 6부 15부

계 187부 139부 74.3% 22부 117부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주택정책 관련 관
료들을 대상으로 그 표본을 선정하여 관계 부처를 직접 방문(2004년 10월 12부터
10월 14일 까지)하여 설문지을 배포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출장 등으로
자리 이석이 많아 전수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설문분석은<표 3-2>와 같이 총 187명 중 건설교통부에 122부,재정경제부에 36

부,행정자치부에 29부를 배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1부로 회수율은 74.6%,재정
경제부는 27부로 회수율은 75.0%,행정자치부는 21부로 회수율은 72.4%로써 전체
회수는 139부에 회수율은 74.3%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응답항목 누락 등으로 활용이 부적합
한 22부를 제외한 117부를 최종적인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
다.



222...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은 PC를 통한 ‘SPSSwinVer.10.01통계 패키지’
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비롯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을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5점의 등급이 사용되었고,분석의 편의상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항목간
거의 비슷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등간척도(intervalscale)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111)))신신신뢰뢰뢰도도도와와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reliability)검증은 cronbach'salphatest를 이용했다.이
것은 동일한 측정을 위한 항목간의 평균적 관계에 근거한 항목 분석방법으로
cronbach'salpha(α)계수가 0.6～0.7정도이면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
로 본다.
다음은 타당성의 문제이다.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아진 것은 아

니다.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이것은 동일한 개념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 집중타당도,상이한 개념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하는 판별타당도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따라서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간에는 집중타당도가,요인들간
에는 판별타당도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또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개
념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는 다속성측정법을,상이한 개념에
대해 각각 다른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요인분석(factoranalysis)이 이
용된다.본 연구는 주요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222)))주주주요요요 변변변수수수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

본 연구는 정보특성 활용형태,탐구과정 활용형태,문제구조의 활용형태,조직구
조화의 활용형태,상호작용 활용형태요인에 대하여 표본들의 인식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했다.이에 따라 주요변수의 평균값
이 산출되었고 평균값의 높낮이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이러한 측정
결과들은 가설 검증 과정에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기초로 활용
하였다.

333)))주주주요요요변변변수수수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제변수의 인식수준의 평가지표의 median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이들 각각에 대한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집단간
유의한 상관관계의 비교를 통해 그 인식수준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444)))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본 연구는 정보특성,탐구과정,문제구조,조직구조,상호작용 활용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했다.상관관계 분
석이 단일변수만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회귀분석은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의미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일반적으로 다
중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목적은 종속변수 값을 예측(prediction)하거나 그 변화를
설명(explanation)하는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후자인 설명이 주목적인 만큼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련여부,관계의 방향 및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제제 444장장장 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과과과 검검검증증증

제제제111절절절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의의의 검검검증증증

111...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검증을 통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을 얻
기 위하여 Cronbach'sAlpha를 이용하여 설문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신뢰도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표표 444---111>>> 주주주요요요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신신신뢰뢰뢰성성성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표 4-1>의 신뢰성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설정한 설문항목들 중에
서 정보특성 활용요인에서 정보의 형식성,조직구조화 활용요인에서 조직의 개방
화의 2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Cronbach'sAlpha(α)계수가 증가하여 모두 0.6이상
으로 나타나 본 연구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이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산출평균
치는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변 수 명
제 거 전 제 거 후

항목수 Cronbach
Alpha값 항목수 Cronbach

Alpha값

정보특성
활용요인

현실적합성 3 .731 3 .731
이 해 도 3 .755 3 .755
형 식 성 3 .446 2 .602

탐구과정
활용요인

적 절 성 3 .653 3 .653
시기적절성 3 .722 3 .722
현실적용성 2 .815 2 .815

문제구조
활용요인

구 조 화 3 .730 3 .730
형 태 성 2 .771 2 .771
형 식 성 2 .805 2 .805

조직구조
활용요인

개 방 화 3 .453 2 .627
계 층 화 3 .907 3 .907
인식태도 2 .874 2 .874

상호작용
활용요인

상호영향력 3 .688 3 .688
대인관계 2 .728 2 .728
이 해 도 3 .755 3 .755

정책정보의 활용도 4 .713 4 .713



222...타타타당당당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
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요인분석에서는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 적재치를 산출하였다.그리고 요인추출의 요인수를 결정
하는 방법으로 아이겐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본 연구의 요인분석 역시 아이겐 값
과 분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이와 같은 논의에 바탕을 둔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표표 444---222>>> 각각각 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설 문
문 항

요인 1
(영향력)

요인 2
(형식성)

요인 3
(적합성)

요인 4
(상호
이해도)

요인 5
(개방화)

요인 6
(이해도)

요인 7
(인식
태도)

요인 8
(시기
적절성)

요인 9
(활용도)

요인 10
(형태성)

요인 11
(대인
관계)

요인 12
(타당도)

요인 13
(형식성)

요인 14
(구조화)

요인 15
(적절성)

요인 16
(계층화)

E-3E-2E-1
.857.785.699

-.010-.022-.106
-.044-.064-.055

-.090-.016.013
.077.089-.007

-.099-.089-.056
.149-.165-.046

-.131-.106-.012
-.193-.019-.067

-.079-.136.155
.280-.160-.032

.029-.194-.195
-.079-.136.155

-.159-.102.012
.410-.008.015

.080-.075-.082

A -9A -7.053-.011
.835.755

-.070
.088

-.044
-.038

.315
-.059
-.090

.031

.070
-.089
.050

-.020
-.005

-.093
.065

-.056
.007

-.106
-.180

-.069
-.001

-.138
-.152

-.074
.133

-.016
-.037

-.030
-.083

A -1A -2A -3
-.013
.248
-.034

-.068
.120
-.033

.811

.755

.714

.076

.015
-.124

.075

.100

.037

.069

.337
-.108

.022
-.148
.022

.122
-.200
.325

.134
-.108
-.214

-.189
-.013
-.022

.265
-.144
.106

.040

.005
-.140

.330
-.257
-.147

-.106
-.017
-.053

-.042
-.006
.047

-.055
.372
-.211

A-5
A-4
A-6

.031
-.386
-.083

.028

.041
-.118

.109
-.309
.069

.795

.725

.655

.176
-.082
-.003

.164

.298

.165

-.012
.102
.089

-.011
-.024
-.065

.013

.032

.050

.278

.305

.169

.137

.095

.144

.072

.132

.112

.051

.061

.122

.048

.078

.006

.170
-.059
.166

.301

.277

.292
D-2
D-3

.067
-.093

.085

.142
-.053
.097

.098

.076
.778
.657

-.033
.012

-.046
-.005

.121

.069
.119
.043

.045

.077
.042
.098

-.078
.064

.057
-.008

.131

.169
.000
.104

-.165
.004

E-6
E-7
E-8

.004
-.005
.092

.166
-.109
-.105

.019

.131

.044

.200

.178

.223

.178

.024

.170

.754

.687

.617

.175
-.018
.130

.243

.238

.244

.253

.040
-.031

.138

.235

.231

.150

.019

.041

.056

.181

.019

.121

.072

.127

.129

.013

.062

-.008
.125
.143

-.013
-.011
.190

D-8
D-7

-.020
.029

.053

.081
.086
.187

.015

.064
.099
.099

.084

.191
.715
.699

.092

.037
.056
-.001

-.015
.049

-.105
.170

.102

.068
.043
.016

-.022
.063

-.018
-.058

.065

.048
B-4
B-5
B-6

-.003
.238
.200

.254

.123

.080

.086
-.015
-.054

.137

.214
-.016

.178

.024

.170

.200

.178

.223

-.008
.125
.143

.707

.694

.610

.032

.084

.129

.120

.173
-.171

.037

.087

.038

.137

.214
-.016

.037

.087

.038

-.039
.067
.126

.050

.117

.065

.269

.227
-.221

F-2
F-4
F-3
F-1

-.040
.053
.050
.309

-.016
-.027
.118
.016

.070
-.053
.103
.049

-.008
-.049
-.033
-.103

-.038
-.008
-.039
.018

.129

.013

.062

.026

.078

.077

.245

.183

.310

.188

.148

.230

.687

.652

.627

.598

-.013
-.011
.390
.535

.112

.120
-.099
.233

.121

.069

.131

.169

.119

.009

.123

.076

-.079
.204
.147
.207

-.015
-.001
.265
.082

.016

.087

.107

.027
C-4
C-5

.040
-.025

.069

.015
.093
.072

.021

.075
-.051
.149

.065

.111
.224
.130

.175
-.018

.057
-.040

.672

.611
.086
.109

.001

.208
.102
.085

.015

.010
.163
-.038

-.059
.166

E-5
E-4

-.046
.071

.185

.016
.069
.015

.043

.016
.252
.294

.166

.140
.121
.256

.365

.189
.210
.174

.085

.032
.661
.592

-.065
.131

.302

.143
.135
.255

.143

.312
-.024
-.068

B-7
B-8

.050

.015
.003
.155

-.015
.049

.099

.099
.106
.218

.149

.011
.162
.260

.120

.077
.155
.056

.202
-.029

.132
-.144

.647

.588
.084
-.059

.052

.046
.089
.161

.008

.154
C-6
C-7

-.046
.071

.056
-.001

.065

.048
0.224
0.019

.084

.191
.030
.189

.127

.151
.142
.101

.183

.078
.031
.026

.075

.160
.191
.231

.619

.547
.107
.138

.000

.078
.086
.187

C-1
C-2
C-3

.311

.110

.108

.031

.010

.070

.155

.138

.136

.045

.023

.110

.248

.145

.267

.199

.251

.261

.057

.072

.140

.229

.057

.006

.101

.112

.112

.084

.029

.096

.069

.140
-.011

.028

.065
-.033

.062

.130

.185

.601

.567

.541

.085
-.029
.074

-.065
-.065
.144

B-3
B-1
B-2

.049

.099

.159

.198

.189

.225

.174

.206

.222

.200

.207

.150

.078

.127

.145

.136

.222

.129

.112

.105

.239

.100

.070

.112

.210

.135

.126

.176

.113

.202

.036

.037

.153

.194

.109

.026

.046

.001

.002

.089

.178

.092

.575

.564

.507

.113

.089

.155
D-6
D-5
D-4

.048

.025

.128

.713

.010

.043

.010

.121

.032

.053

.149

.039

.028

.099

.116

.067

.040

.043

.017

.149

.184

.135

.142

.123

.183

.077

.094

.116

.072

.129

.120

.065

.027

.001

.073

.125

.021

.046

.095

.104

.187

.036

.148

.040

.145

.559

.541

.506
고유값 12.8158.227 6.253 5.174 4.116 3.872 3.551 2.997 2.654 2.372 2.224 2.001 1.852 1.565 1.421 1.182
분산의
백분율 28.13710.105 8.464 6.345 6.244 6.102 5.321 4.992 4.321 4.071 3.152 3.007 2.552 2.524 2.112 2.021.

분산의누적
백분율

28.13738.242 46.70653.05159.29565.39770.71875.710 80.031 84.102 87.254 90.261 92.813 95.337 97.449 99.470



위 <표 4-2>의 요인분석 결과 6개의 단일요인으로 구분․추출되어,이들 측정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로 모형검증 및 가설검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제제222절절절 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

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는 주택정책관련 부처의 일선에서 정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설문 응답자 117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성성성별별별 분분분포포포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성별분포를 보면 아래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4-3>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설문 응답자 117명 가운데 남성이 111명으로 94.8%이고,
여성은 6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공직진출의 기회가 제도적으로는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극소수의 비율만이 정책결정과 관련된 직위에 있다는 것은 대
표관료제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여성고용할당제로 인하여 앞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그 효과를 아직 판단할 수는 없다.



222)))연연연령령령별별별 분분분포포포

표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세-49세가 57명으로 48.7.0%,50세 이상이 21명
으로 18.0%,30세-39세가 33명으로 28.2%,29세 미만이 6명으로 5.1%를 나타냈다.

333)))직직직급급급별별별 분분분포포포

표본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5급 사무관이 55명으로 47.0%를 차지하고 4급 서기
관이 21명으로 18.0%를 차지하며 6급이하가 41명으로 35.0%를 차지하였다.본 연
구의 표본은 5급 이상이 65.0%를 구성하여 대부분 중앙부처에 고위직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444)))교교교육육육수수수준준준별별별 분분분포포포

표본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대학졸업이 66명으로 56.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원 졸업이 31명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대 졸업이 11명으로 9.4%,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명으로 7.7%를 나타냈
다.위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표본의 82.9%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우리나라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555)))근근근속속속년년년수수수별별별 분분분포포포

표본의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별 분포는 16년-20년이 41명으로 35.0%,11년
-15년이 32명으로 27.4%,20년 이상이 25명으로 21.3%,6년-10년이 14명으로
12.0%를 그리고 5년 이하가 5명으로 4.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근무



자의 근무 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 444---333>>> 표표표본본본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11 94.9
여 성 6 5.1
계 117 100.0

연 령

29세 미만 6 5.1
30세 -39세 33 28.2
40세 -49세 57 48.7
50세 이상 21 18.0
계 117 100.0

직 급
6급 41 35.0
5급 53 45.3
4급 23 19.7
계 117 100.0

학 력

고졸 이하 9 7.7
전문대졸 11 9.4
대 졸 66 56.4
대학원 31 26.5
계 117 100.0

근속년수

5년 미만 5 4.3
6년 -10년 14 12.0
11년 -15년 32 27.4
16년 -20년 41 35.0
21년 이상 25 21.3
계 117 100.0

222...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작화된 변수인 정보활용 요인 변수들의 대한 평가
를 개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등간 척도에 대한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은 <표 4-4>～<표



4-9>에 제시되어 있다.<표 4-4>～<표 4-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분포특성을
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은 비대칭도(Sk.)가 평균을 중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
문에 관측값 들이 주로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표를 가짐을
알 수 있다.또한 비대칭도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규분포를 이루
고 있어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현재의 정보특성 활용 요인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정보특성 활용요인에서는 정보
의 형식성 요인이 4.25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은 정보에
대한 이해도 변수 4.17를 그리고 정보의 현실 실적합성 변수가 3.39를 나타내고 있
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4-4>와 같다.

<<<표표표 444---444>>> 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현실적합성
․정보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활용도 3.47 1.31

3.39
.01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활용도 3.32 1.33 .05
․정보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태도 3.39 1.26 .21

이해도
․정보 내용에 대한 이해도 4.22 1.44

4.17
-.22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4.12 1.39 -.27
․선행 정보와의 일치정도 3.82 1.72 -.23

형식성
․정책의 명확성에 대한 태도 4.23 1.47

4.25
-.21

․정보의 정책 수립 기여도 4.22 1.46 -.20
․정보에 대한 수용태도 4.31 1.32 -.24



222)))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현재의 탐구과정의 활용요인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탐구관련 활용요인에서는 연구설
계의 적절성 요인이 4.20으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은 연
구의 시기적절성 변수가 4.17를 그리고 연구의 신뢰도·타당도 변수가 3.80를 나타
내고 있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4-5>와 같다.

<<<표표표 444---555>>> 탐탐탐구구구관관관련련련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적절성
․연구의 구체성에 대한 활용도 4.11 1.20

4.20
-.07

․정보에 대한 적절성에 따른 활용도 4.13 1.31 -.12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4.36 1.43 -.21

시기적절성
․연구의 신속한 수행에 대한 태도 4.16 1.14

4.17
-.09

․정보의 제공의 시기적절성 태도 4.23 1.25 -.30
․정보 이용의 신속성에 대한 태도 4.12 1.21 -.12

현실적용성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태도 3.87 1.05

3.80
.18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태도 3.72 1.17 -.08

333)))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의의의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현재의 문제구조의 활용요인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문제구조 관련 활용요인에서는
문제의 형태성 요인이 4.59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은 문
제의 형식성 변수가 4.09를 그리고 문제의 구조화 변수가 3.87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표 4-6>과 같다.

<<<표표표 444---666>>>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의의의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구조화

․정보의 구조화에 따른 활용도 3.82 1.25

3.87

.03
․과학적인 연구보고서 또는 사회과
학적인 정보에 대한 활용여부 3.45 1.22 .02

․정책문제 대안의 구체화에 대한 활용도 4.33 1.23 .02

형태성
․정책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
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활용도 4.37 1.35

4.59
.10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대한 태도 4.81 1.22 -.20

형식성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따른 활용도 4.12 1.43

4.09
-.16

․정책내용의 객관성에 따른 활용도 4.06 1.25 -.02

444)))조조조직직직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현재의 조직구조의 활용요인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조직구조 관련 활용요인에서는
조직의 인식태도 요인이 4.38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은
조직의 계층화 변수가 4.29를 그리고 조직의 개방화 변수가 4.21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4-7>와 같다.



<<<표표표 444---777>>>조조조직직직구구구조조조화화화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개방화

․조직의 개방화 정도 4.55 1.26

4.21

.21
․정보 산출자와의 인간관계에 대한 정
보의 활용도 3.97 1.15 .29

․정책결정자로서 역할 중요도에 대한 태도 4.12 1.23 .06

계층화

․조직의 계층성 정도에 대한 정보 활용도 4.23 1.15

4.29

-.32
․정책문제에 대한 의견,갈등 정도에
대한 활용도 4.36 1.24 -.34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도 4.27 1.40 -.11

인식태도
․정책문제 인식정도에 대한 정보 활용도 4.35 1.26

4.38
-.03

․정보의 인식 필요성에 대한 태도 4.41 1.45 -.12

555)))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현재의 상호작용의 활용요인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호작용적 활용요인에서는 상호
간의 이해도 요인이 4.36으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다음은 상호
영향력 변수가 4.31을,그리고 상호대인 관계 변수가 4.29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4-8>와 같다.



<<<표표표 444---888>>>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적적적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영향력
․정보 산출자의 권위와 영향력 정도
에 대한 활용도

4.52 1.02
4.31

-.18
4.37 1.25 -.68․정치적 지지에 대한 영향 정도
4.05 1.32 -.08․정치적 야망에 대한 정도

대인관계 ․타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 4.25 1.15 4.29 -.49
․사교성의 정도 4.33 1.12 -.66

상호이해도
․정책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 4.32 1.02

4.36
.27

․정책 관련 이해 수준에 대한 정보
의 활용도 4.51 1.33 .11

4.25 1.27 .07․최선의 대안 선택여부에 대한 태도

666)))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도도도

현재의 정책정보의 활용도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를
파악한 결과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담당자들은 정책관련 정보의 필요성
에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정책정보를 활용할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이에 관련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4-9>와 같다.

<<<표표표 444---999>>>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도도도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표 준
편 차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정책정보의
활용도

․정책관련 정보의 필요성 4.85 1.02

4.56

-.01
․정책정보의 대안 선택영향 정도 4.36 1.12 -.23
․정책정보의 활용의 당위성 4.47 1.15 -.17
․정책관련 정보의 미래 활용정도 4.55 1.01 .18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과과과 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관계,즉 정책관련정보 활용요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이론구성과 연구설계에 의하여 나
타난 제 요인에 관한 관계성 및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분석모형과 가설검증에 앞서 제 변수간의 관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Pearson상관분석을 검토한 다음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모형과 가설검증
을 실시하였다.

111...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본 논문의 분석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상관관계 분석
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등간척도로 측
정된 변수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표 4-10>의 중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p<0.01유의수준에서 각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정보의 현실적합성과 정보에 대한 이해도간의 상관계수는 0.717로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연구설계의 적절성과 연구의 현실적용성 간의 상관
계수는 0.591로서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러나 문제의 형태성과
문제의 형식성간의 상관계수가 0.005로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표표 444---111000>>> 각각각 연연연구구구단단단위위위들들들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행행행렬렬렬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현실적합성 1.000

2.이 해 도 .717** 1.000

3.형 식 성 .087 .204 1.000

4.적 절 성 .040 .474** .193 1.000

5.시기적절성 .552** .314 .216 .094 1.000

6.현실적용성 .113 .199 .092 .591** .005 1.000

7.구 조 화 .106 .054 .137 -.153 -.012 .392** 1.000

8.형 태 성 .112 .082 .248 .054 .009 .053 -.060 1.000

9.형 식 성 .050 .022 .281 .064 .082 .156 .103 .005 1.000

10.개 방화 .104 .087 .195 .045 .003 .013 .049 .316** .318 1.000

11.계 층 화 .017 -.029 .448** .039 -.003 .080 .027 .008 .010 -.037 1.000

12.인식태도 .052 .119 .015 .439** .020 .361** .061 -.081 .063 -.010 .488** 1.000

13.영 향 력 .043 .575** .043 -.061 .193 .095 .193 .078 .043 .059 .461** .162 1.000

14.대인관계 .009 -.020 -.062 .074 .116 .057 .216 .030 -.053 .420** -.013 .093 -.035 1.000

15.이 해 도 .012 .062 -.019 .091 .092 .038 .092 .094 .019 .042 .055 .363** .036 .092 1.000

16.활 용 도 .152 .014 .096 .035 .137 .129 .137 .027 102 223 .042 .093＊ -.025 .137 .376 1.000

**:p<0.01



222...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의의의 분분분석석석

회귀분석(regressionanalysis)을 통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표표 444---111111>>>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들들들이이이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독 립 변 수 종 속
변 수 R2 F값 회귀계수

(β) t값 유의도

정보특성
활용요인

현실적합성

정
책
정
보
의

활
용
도

.325 85.357
.412 8.147 .000

이 해 도 .365 6.432 .000
형 식 성 .239 3.191 .013

탐구과정
활용요인

적 절 성
.176 58.356

.210 3.001 .000
시기적절성 .302 5.109 .000
현실적용성 .338 5.852 .032

문제구조
활용요인

구 조 화
.159 42.857

294 4.728 .000
형 태 성 .282 4.252 .000
형 식 성 .225 3.105 .020

조직구조
활용요인

개 방 화
.311 50.374

.191 2.887 .000
계 층 화 .077 .938 .520
인식태도 .155 2.347 .000

상호작용
활용요인

영 향 력
.095 9.872

.182 2.657 .000
대인관계 .051 .731 .312
이 해 도 .210 2.972 .000

연구모형에 대한 각 회귀식의 적합도는 F통계량의 값이 p<0.05수준을 만족시키
는 가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식의 결과분석은 <표 4-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아래의 내용과 같다.



111)))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정보특성 활용요인 중에서는 정보의 현실적합성이 정보활용도에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정보에 대한 이해도,정보의 형식성의 순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탐구과정 활용요인 중에서는 연구의 현실 적용성이 정보활용도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연구의 시기적절성,연구설계의 적절성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문제구조의 활용요인 중에서는 문제의 구조화가 정보활용도에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문제의 형식성,문제의 형태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조조조직직직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조직구조화 활용요인 중에서는 조직의 개방화가 정보활용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조직의 인식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직의 계층화는 유의확률(pro＞t).520으로 기각되었다.



555)))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

상호작용적 활용요인 중에서는 상호이해도가 정보활용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상호영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호 대인관계는 유의확률(pro＞t).312로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그림 3-1)의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그림 4-1)의 모형

으로 도식화하였다.
(((그그그림림림 444---111)))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의의의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1)실선:유의적 관계를 나타냄
2)경로상의 숫자:표준 β 값,괄호는 t값을 나타냄(p<0.05)



333...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111)))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가가가설설설

정보특성 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어떠한 관계와 영향성을 미치는가를 검
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2>에서 나타
내고 있다.

가가가설설설 111...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현현현실실실적적적합합합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 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222...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해해해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333...비비비공공공식식식적적적인인인 정정정보보보 보보보다다다 공공공식식식적적적인인인 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가가가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4-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보특성 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미치
는 영향정도를 보면 p<0.05유의수준에서 정책 정보의 현실적합성은 β=.412,t값은
8.147를 나타내고,정책 정보에 대한 이해도는 β=.365,t값은 6.432를 정보의 형식성
은 β=.239,t값은 3.191로 나타나 정보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정보특성요인의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정보의 활용수준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 1>,<가설 2>,<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정보의 현실적합성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

고,정보의 형식성에 따른 공식적인 정책 정보.등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주
택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책 정보의 활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표표 444---111222>>>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현실적합성 → 정책정보 활용도 .412 8.147 .000 ○

이해도 → 정책정보 활용도 .365 6.432 .000 ○

형식성 → 정책정보 활용도 .239 3.191 .013 ○

222)))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가가가설설설

탐구과정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어떠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3>에서 나타내
고 있다.

가가가설설설 333...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가가가 사사사회회회과과과학학학적적적으으으로로로는는는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되되되어어어 표표표준준준화화화될될될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정정정

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444...정정정책책책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시시시기기기적적적절절절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 수수수록록록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555...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신신신뢰뢰뢰성성성과과과 타타타당당당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그그그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4-1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탐구과정 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보면 p<0.05유의수준에서 연구설계의 적절성은 β=.210,t값은 3.001를
나타내고,연구의 시기적절성은 β=.302,t값은 5.109를,연구의 현실적용성은 β



=.338,t값은 5.852로 나타나 정보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활용요인들에 따른 활용수준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4>,<가설
5>,<가설 6>은 채택되었다.이러한 검증결과는 정책정보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 설
계되어 표준화될수록 정보의 활용도가 높고 정보의 시기적절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책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을수록 그 활용도 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져 주택정책
결정에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 정보의 활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
라 하겠다.

<<<표표표 444---111333>>>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적절성 → 정책정보 활용도 .210 3.001 .000 ○

시기적절성 → 정책정보 활용도 .302 5.109 .000 ○

현실적용성 → 정책정보 활용도 .338 5.852 .032 ○

333)))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의의의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가가가설설설

문제구조의 활용형태 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어떠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가
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4>에서
나타내고 있다.

가가가설설설 777...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의의의 구구구조조조화화화가가가 잘잘잘 된된된 것것것일일일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는는는 증증증가가가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888...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자자자료료료나나나 상상상식식식보보보다다다는는는 과과과학학학적적적인인인 연연연구구구보보보고고고서서서 또또또는는는 사사사회회회과과과학학학적적적으으으로로로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되되되어어어 산산산출출출된된된 보보보고고고서서서 등등등이이이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999...정정정책책책문문문제제제가가가 복복복잡잡잡할할할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는는는 증증증가가가할할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4-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문제구조 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미치
는 영향정도를 보면 p<0.05유의수준에서 문제의 구조화는 β=.294,t값은 4.728을
나타내고,문제의 형태성은 β=.282,t값은 4.252을,문제의 형식성은 β=.225,t값은
3.105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위의 활용요인들의
활용수준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7>,<가설 8,<가설 9>은 채택되었다.이러
한 검증결과는 정책정보를 활용하는데 구조화가 잘 된 정보,과학적인 정책 정보,그리
고,정책문제가 복잡할수록 정책 정보의 활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
다.

<<<표표표 444---111444>>>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구조화 → 정책정보 활용도 .294 4.725 .000 ○
형태성 → 정책정보 활용도 .282 4.252 .000 ○
형식성 → 정책정보 활용도 .225 3.105 .020 ○

444)))조조조직직직구구구조조조화화화의의의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가가가설설설

조직구조화의 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어떠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
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5>에서 나타내고



있다.

가가가설설설 111000...조조조직직직이이이 개개개방방방적적적이이이고고고 혁혁혁신신신적적적일일일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 정정정도도도는는는 더더더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111...조조조직직직의의의 계계계층층층성성성이이이 적적적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에에에 더더더 적적적극극극적적적일일일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222...조조조직직직 구구구성성성원원원간간간에에에 정정정책책책문문문제제제 인인인식식식정정정도도도와와와 이이이해해해도도도가가가 클클클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가가가

더더더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4-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문제구조 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미치
는 영향정도를 보면 p<0.05유의수준에서 조직의 개방화는 β=.191,t값은 2.887을 나
타내고,조직인의 인식태도는 β=.155,t값은 2.347로 나타나 정보활용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의 계층화은 β=.077,t값은 .93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가정한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의 활용요인들의 활용수준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10>,<가설

12>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9>은 기각되었다.이러한 검증결과는 주택정책 관련
조직이 개방적이고 혁신적일수록 그리고 같은 조직구성원간에 정책문제 인식정도
와 이해도가 클수록 정책 정보의 활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단지조직
의 계층성이 적다고 해서 정보 활용에 더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표표 444---111555>>>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개방화 → 정책정보 활용도 .191 2.887 .000 ○

계층화 → 정책정보 활용도 .077 .938 .520 ×

인식태도 → 정책정보 활용도 .155 2.347 .000 ○

555)))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의의의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가가가설설설

상호작용의 활용요인이 정책 정보 활용도에 어떠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16>에서 나
타내고 있다.

가가가설설설 111333...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산산산출출출자자자가가가 결결결정정정자자자간간간의의의 영영영향향향력력력이이이 클클클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의의의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444...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자자자들들들의의의 상상상호호호 인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가가가 좋좋좋을을을수수수록록록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111555...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가가가 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 응응응용용용지지지향향향적적적 일일일수수수록록록 활활활용용용정정정도도도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표 4-1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문제구조 활용요인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보면 p<0.05유의수준에서 상호영향력은 β=.182,t값은 2.657을 나타
내고 있으며,상호 이해도는 β=.210,t값은 2.972로 나타나 정보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 대인관계는 β=.051,t값은 .731을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가정한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위의 정보활용 변수 활용요인들의 활용수준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13> <가설 14>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12>은 기각되었다.정책 관련 정보의 산출
자와 결정자간의 영향력이 클수록 정보의 활용이 유의하고 정책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응용
지향적 일수록 정책 정보의 활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
의 상호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정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표표 444---111666>>>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의의의 활활활용용용요요요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상호간의 영향력→ 정책정보 활용도 .182 2.657 .000 ○

상호간의 대인관계→ 정책정보 활용도 .051 .731 .312 ×

상호 이해도 → 정책정보 활용도 .210 2.972 .000 ○



444...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4-17>와 같다.
첫째,정보특성 활용요인의 제 변수가 정책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서는 정보의 현실적합성과 정책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의 형
식성에 의한 정보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둘째,탐구과정 활용요인과 정책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는 사회과

학적으로 설계되고 표준화된 연구의 적절성,연구 시기적절성,그리고 연구의 현실
적용성이 정보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문제구조 활용요인과 정책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는 문제의

구조화,문제의 형태성,문제의 형식성 간에는 정보활용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조직구조 활용요인과 정책정보 활용도에 미치는 관계에서는 개방화와,인

식태도 등이 정보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계층화는 유의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상호작용 활용 요인과 정책정보 활용도에 미치는 관계에서는 영향력,이

해도 등에서는 활용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호간의 대인관계는 유의적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정책 관계자들은 현재의 정책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관

련된 정책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선택에 다소 도움이 되었
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과정에서 정책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정보
를 활용할 것이라는 것에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표표표 444---111777>>>검검검증증증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활 용 가 설 내 용 검 증
결 과

정 보
특 성
요 인

가설 1.정책 정보의 현실적합성이 높을수록 정보의 활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 택

가설 2.정책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보의 활용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 택
가설 3.비공식적인 정보 보다 공식적인 정책 정보가 활용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 택

탐 구
과 정
요 인

가설 4.정책 정보가 사회과학적으로는 연구 설계되어 표준화될수록 정보
의 활용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 택

가설 5.정책 정보의 시기적절성이 높을 수록 활용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 택
가설 6.정책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을수록 그 활용정도가 높을 것

이다. 채 택

문 제
구 조
요 인

가설 7.정책 정보의 구조화가 잘 된 것일수록 정보의 활용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채 택

가설 8.일반적인 자료나 상식보다는 과학적인 연구보고서 또는 사회과
학적으로 연구 설계되어 산출된 보고서 등이 활용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 택

가설 9.정책문제가 복잡할수록 정보 활용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채 택

조 직
구 조
요 인

가설 10.조직이 개방적이고 혁신적일수록 정보 활용 정도는 더 높을 것
이다. 채 택

가설 11.조직의 계층성이 적을수록 정보 활용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기 각

가설 12.조직 구성원간에 정책문제 인식정도와 이해도가 클수록 정
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다. 채 택

상 호
작 용
요 인

가설 13.정책과정에서 정보의 산출자가 정자간의 영향력이 클수록
정보의 활용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 택

가설 14.정책결정자들의 상호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정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기 각

가설 15.정책 정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응용지향적 일수록 활용정도가 높
을 것이다 채 택



제제제444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111...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 제제제고고고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앞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여기서는 채택된 가설에 입각
하여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이 큰 변수들에 대한 속성을 살펴본다.그리고 정보활
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측정항목별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항목에 대
해 논의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111)))정정정보보보특특특성성성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정보특성 관련 정보의 활용요인 관련 변수로 정보의 현실적합성,정책 정보에 대
한 이해도,정보의 형식성 등이었다.본 정보특성 관련 요인들의 정보활용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정보의 현실적합성이 높을수록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
었다.따라서 정책정보는 정책문제의 대안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져
야 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사회과학
자들이 생산해낸 정보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비공식적인 정보보다는 공식적인 정책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면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정보의 수집
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222)))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탐구과정 관련 정보의 활용요인 관련 변수로 연구설계의 적절성,연구의 시기적
절성,연구의 현실 적용성등이 있다.본 탐구과정 관련 요인들의 정보활용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사회과학적으로는 연구 설계되어 표준화될수록 정보의 활용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정책 정보는 가능한 사회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 요
구된다.
둘째,정책 정보의 시기적절성이 높을 수록 활용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연구결

과는 정책의 정보는 가능한 시기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하다고 본다.
셋째,평가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클수록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는 정책의 정보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후평가체계의 시스템이 요
구된다고 하겠다.

333)))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문제구조 관련 정보의 활용요인 관련 변수로 문제의 구조화,문제의 형태성 문
제의 형식성 등이 있다.본 문제구조 관련 요인들의 정보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구조화가 잘된 정보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정책 정보는
가능한 구조화된 형식을 갖출수록 활용도가 높다는 설득력을 말해 주고 있다.따
라서 정책의 정보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형식이 요구
된다.



둘째,일반적인 자료나 상식보다는 과학적인 연구보고서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연구 설계되어 산출된 보고서 등이 정보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연구결과는
앞으로는 일반적인 상식보다 전문 보고서 등의 정보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정책문제가 복잡할수록 정보 활용정도는 증가할 것이다는 연구결과는 정

책 정보는 가능한 한정된 정책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444)))조조조직직직구구구조조조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조직 구조적 정보의 활용방안 요인 관련 변수로 조직의 개방화,조직인의 인식
태도, 조직의 계층화 등이 있다.본 탐구과정 관련 요인들의 정보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대해 설정된 가설 검증을 분석한 결과,
첫째,조직이 개방적이고 혁신적일수록 정보 활용 정도는 더 높다 라는 연구결과는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책관련 조직이 앞으로
더욱 개방되어 정보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조직 구성원간에 정책문제 인식정도와 이해도가 클수록 정보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정책 정보의 산출기관들 사이와 개인상호간에 정보의 흐름
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조직의 계층성이 적을수록 정보 활용에 더 적극적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

었다.이것은 정책 정보 활용에 있어서 조직의 계층성은 활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55)))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상호작용적 정보의 활용방안 요인 관련 변수로 사회과학자의 영향력,정책관련
자의 이해정도,대인관계 등이 있다.본 탐구과정 관련 요인들의 정보활용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산출자와 결정자간의 영향력은 정보활용도에 높
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 나타났다.이것은 정책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정
보 산출자와 활용자간의 이해관계 와 영향력에 따라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사전
상호협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정책결정자들의 상호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정보 활용도가 높다는 연구결

과는 기각되었다.이것은 정책정보가 이해관계인들 간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만 정보의 활용도를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정보가 응용지향성을 나타낼수록 그 활용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는 연구결

과는 정책정보는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응용지향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222...종종종합합합적적적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당초 어떻게 하면 주택정책과정에서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까 하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정보 활용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미치
는 영향정도를 검증 하였다.
주택정책과정의 제 문제해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 선택을 위해서
는 정책정보의 올바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선진국일수록 국가
정책수립과 결정 〮·집행·평가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일반정보는 물론 특히 정책정보
의 활용이 활발하다고 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정책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주택정책관련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바람직한 정보 활용의 증진
에 기여하고자 하였다.위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영향
요인과 아울러 일반적인 정보 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주택정책담당자들의 정
보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지향해 온 업무수행적 정보 활용의 범위에서 벗어
나 정책 대안선택에 필요한 정보활용 측면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태도 변화가 요구
된다.
둘째,주택정책에 관련된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그리고 구조화가 잘된 전문 연구보고서나 학술서,선진국의 사례 연구,전문가의
연구위원회 같은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인 정보수집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주택정책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

을 받는 대상 집단에 의해 산출하는 정보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는 개방적이고 능



동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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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정정정책책책적적적 함함함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주택정책에 관련된 정보 활용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
인들이 정책정보 활용도에 얼마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책연구에 의해 산출된 정보의 활용도를 높
이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정보 활용의 의미와,역할,그리고 이론적 논의 구성
을 위하여 관련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론 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실제 연구
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특히 선행연구들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비
교 검토하여 어떠한 정보 활용 요인들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정보 활용 요인으로 정보특성 활용요인,탐구과정 활용요
인,문제구조의 활용요인,조직구조 활용요인,상호작용 활용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와 관련하여 각각 3개씩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간에 영향성 및 유의성의 조사 분석에 초점을 두
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실증조사를 위해서 5점 척도로 된 설문조사지로 건설
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주택관련 정책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설문지를 통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그리고 먼저 신뢰
성 및 타당성 검증을 하여 연구모형의 유의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낮은 측정항목을



제외하고 의미가 있는 측정항목만 이용하였다.
이와같이 주택정책 담당자들의 의견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특성 활용요인 중에서는 정보의 현실적합성요인이 가장 정보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다음으로 정보에 대한 이해도,정보의 형식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탐구과정 활용요인 중에서는 연구의 현실적용성이 가장 활용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구의 시기적절성,연구설계의 적절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
다.
③ 문제구조의 활용요인 중에서는 문제의 구조화가 가장 정보 활용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문제의 형식성,문제의 형태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
났다.
④ 조직구조 활용요인 중에서는 조직의 개방화가 정보활용도에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조직의 인식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조직의 계층화는 정보 활용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⑤ 상호작용적 활용요인 중에서는 상호이해도가 정보활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상호영향력이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상호 대인관계 요인은 정보 활용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주택정책결정자들은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로 현실적합성 있는 정
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정보가 현실적인 정책문제와 어느 정도 관
련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정보가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주택정책결정자들은 정책과정에서 현실적용성 있는 정보가 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정책관련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치적․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아무리 정책
정보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이것이 정책대안의 활용측면에
서 정치적,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
다.
셋째,주택정책결정자들은 정책과정에서 문제의 구조화가 잘된 정보가 보다 활용도
가 높다는 것이다.이것은 정책정보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탐색,문제의 정
의,문제의 구체화,문제의 감지 등 문제구조의 4가지가 충족되고 구조화가 잘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본다.
넷째,주택정책결정자들은 정보활용에 있어 조직의 개방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
구 하고 있다.이것은 정책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이 평가자나 연구자들이 산출한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상태를 의미한다.따라서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는
조직구성원이 정보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의 개방적인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므로 조직
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주택정책결정자들은 정보활용에 있어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이해가 높을
때 정보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
을 위한 대안 선택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상하관계나 동료간에 있어 의견불일치가
클수록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 구성원의 인간관계에 있어 상호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끝으로 정책과정에서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그와 관련된 정책정보의 활용이



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과 능력을 갖추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정책과정 참여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할 수 있
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와와와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
련된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표본의 선정에 대한 한계로 조사대상인 모집단의 표본추출을 주택정책과

관련 있는 부처와 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실제로 표본의 수가
117명에 불과해 연구결과의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정책결정과정
에서 정보의 활용에 관한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으로 시행
한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골고루 표
본추출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설문의 구성에 대한 것으로 정책결정자들이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설문지를 이용했는데 응답 또한 연구
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 응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를 위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
를 시행하는 것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첫째,정책과정에서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기존 문헌 등에 나타난 경험적 연구
를 참고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변수의 선정과 측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결정 실무자들의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둘째,자료의 수집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설문지보다는 면접이나 방문조사를

하여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연구대상이나 범위도 특정 기관이나 부서 중심의 표본을 탈피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하여 정책과 관련 있는 정부의 부서들로 확대하는 것이 객관적인 검증
이 가능하여 보다 바람직한 연구결과의 도출이 용이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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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또또또는는는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이이이
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귀하는현실적합성이높은정책정보가활용도가높다고생각하십니까?
2.귀하는정책정보가정책대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3귀하는정책적으로제시하는대안이믿을만하다고보십니까?
4.귀하는정책정보에대해전반적으로이해하는편입니까?
5.귀하는 정책 정보의 학술용어,전문용어,계량적 표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편입니까?

6.귀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선행지식과 관련 있다고 이해하는
편입니까?

7.귀하는비공식적인정보보다공식적인정책정보을더많이활용하는편입니까?
8.귀하께서는 정책 정보의 내용의 객관성이 높을수록 그 활용도가 높다고 생
각하십니까?

9.귀하는업무수행에있어서정보를수시로수용하는편입니까?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탐탐탐구구구과과과정정정의의의 활활활용용용형형형태태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
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또또또는는는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이이이
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귀하는 우수하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의 정보가 활용하
기에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귀하는 정책정보가 정책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정책정보가정책문제의핵심을제대로파악하고있다고보십니까?
4.귀하께서는 현안의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가 적시에 제공된다면
더 많이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5.귀하는 정책정보가 적당한 시기에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귀하는 정책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귀하께서는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도가 높을수록 그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 하십니까?

8.귀하께서는 정치적,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정보가 보다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문문문제제제구구구조조조의의의 활활활용용용형형형태태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
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또또또는는는 ＶＶＶ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이이이
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귀하는구조화가잘된정책정보가활용에더편하다고생각하십니까?
2.귀하는일반적인자료나상식보다는 사회과학적으로연구설계되어산출된보
고서등이활용하기에더편하다고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정책이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내에서 적용가능성이 충분하다
고 보십니까?

4.귀하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일수록 정보활용을 더 많이 하
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귀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많은 비
중을 두는 편입니까?

6.귀하는 정책 문제가 복잡할수록 정보 활용에 더 적극적인 편입니까 ?
7.귀하는 정책 정보가 객관적일수록 정보 활용에 더 적극적인 편입니까 ?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조조조직직직 구구구조조조화화화의의의 활활활용용용형형형태태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
하하하께께께서서서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또또또는는는 ＶＶＶ 하하하여여여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이이이
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귀하는조직이 개방적이고 혁신적일수록 정보 활용에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2.귀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성과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만한
전문인력이 조직 내외에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정책결정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4.귀하는 조직의 계층성이 적을수록 정보 활용에 더 적극
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5.귀하께서는 정책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불일치,또
는 갈등이 클수록 정보 활용을 더 많이하는 편입니까 ?

6.귀하는 업무수행상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
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입니까?

7.귀하는 조직구성원간에 간에 정책문제 인식정도와 이해도
가 클수록 정보 활용에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귀하는 조직 구성원간에 정책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은은은정정정책책책정정정보보보 활활활용용용에에에 있있있어어어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활활활용용용형형형태태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해해해당당당항항항목목목에에에대대대하하하여여여 ＯＯＯ 또또또는는는 ＶＶＶ 하하하여여여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이이이
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귀하는 정보생산자와 활용자의 상호 권위와 영향력이 클수록 정보의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2.귀하는 정책정보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
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정책결정이 정치적 야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4.귀하는 정책 정보활용시 정보 산출자와의 인간관계가 깊을수록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5귀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친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6.귀하는 정책 정보 즉 관련 문헌이나 연구성과물에 대한 상호간에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활용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7.귀하는 정책결정의 메카니즘이 사회과학자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성성성별별별은은은 남( ) 여( )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나나나이이이는는는 ① 29세 미만( ) ② 30세-39세( )

③ 40세-49세( ) ④ 50세 이상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직직직급급급은은은 급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최최최종종종학학학력력력은은은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졸( )

③ 대 졸( ) ④ 대학원 이상( )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공공공무무무원원원으으으로로로서서서 총총총 재재재직직직기기기간간간은은은 ① 5년 이하( ) ② 6년-10년( )

③ 11년-15년( ) ④ 16년-20년( )
⑤ 20년 이상( )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설설설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응응응답답답은은은 소소소중중중한한한 자자자료료료로로로 활활활용용용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 정보의 활용유형
	제2절  주택정책과 정보활용
	제3절  정책 정보의 활용이론
	제4절 정책 정보활용의 제요인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의 정립과 가설의 설정
	제2절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제 4 장   자료분석과 검증
	제1절  측정도구의 검증
	제2절  표본의 특성과 기술통계량
	제3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
	제4절  연구결과 및 논의

	제 5 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