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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행정환경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녹색화 쪽으로의 새로운 행정수 

요를 폭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정부는 권력성， 규제 

성， 난개발 등의 부정적 속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대정부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 글은 “현대정부가 자연계 내 숲의 

존재방식들(예: 나무들의 공생， 협력의 정신과 자율적 구조조정력， 풀들의 자생 

적 생존력 및 환경적응력， 나무와 풀들의 선의의 경쟁 혹은 지나친 경쟁을 회 

피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 꽃들의 소통능력)을 학습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존재 

가치로 체화(體化)해 적극 웅용할 때， 새로운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 

고 기존의 부정적 속성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정부진화적 연구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자연세계의 순기능적 작동방식에 대한 체계적 관찰을 통해 그것이 인 

간사회에 대한 이해와 처방에 어떤 규범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방법론인 자연독법에 의거해 위의 가설을 입증해 본다. 

숲 속 나무와 꽃， 풀의 존재방식은 현대정부가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해 

향후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전략을 설계， 응용하는 데 있어 유용한 벤치마킹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맥락인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녹색화는 정부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 및 틈새개척을 위한 차 

별화전략， 자생적 생존 및 환경적응력， 공생，협력 정신， 소통능력 및 자율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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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력 등 새로운 존재가치들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종사자들이 숲의 존재방식음 학습， 응용해， 방만한 조직을 스스로 구조 

조정하고 세계시장의 틈새개척을 위해 통상정책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등 자생 

적 환경적응벽을 키운다면，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자 및 시민사회의 파트너로 

서의 소통 마인드와 공생，협력의 지혜를 전략화한다면， 정부도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성을 극복하며 진화， 발전할 수 있다. 또 이상사회 설계가로서의 자신의 

미래 존재가치를 도모하는 데도 큰 발견적(heuristic) 지혜를 구할 수 있다 

【주제어· 자연독법， 숲의 존재방식， 정부진화， 정부의 존재가치】 

I . 들어가는 말 

1 . 문제의 제기: 기존 정부행정에 대한 성찰과 새 정부 패러다임의 

필요성 

근대정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직면해 ‘자유의 사회성’ 가치를 

뼈저리게 인식한 근대인들이 당시의 사적 시장에 난무한 대립과 갈등을 심판해 

줄 중립적 국가기구로서 만들어 낸 하나의 사회계약물(social contract)이었다. 그 

러나 이후 각국의 정부는 자신의 이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사회계약 

주체인 국민 위에 군립한 채 권력자， 통치자로서의 부정적 생리를 종종 드러내 

왔다. 더욱이 20세기 행정국가 하에서 한껏 비대해진 현대정부들은 대중의 정치 

참여 제한， 관료제적 경직성， 행정 비효율， 규제 위주의 단기적 처방， 난개발1) 

등을 일삼으며 통치체로서의 큰본적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 

현대정부의 이런 권력성， 규제성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간 관-민 간 

공치(共治) 형태인 거버넌스의 도입 등 민주적 행정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규제 일변도의 비효율적 공공부문에 민영화， 기업화 등 시장(market) 원 

리가 도입되기도 했다-(Self， 1985). 또 난개발을 방조하며 생태위기를 유발해온 

현대정부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며 시민사회의 녹색사회운동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존재이유를 규범적 측면에서 재규명해 보면， 정부야말 

로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펼요선’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부 

정할 수 없다. 앞서 논의한 시장 내 갈등의 심판자， 중재자로서의 기본적 정부 

역할은 물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부로부터 각종 생활서비스와 신변 

1 ) 인류문명사는 각국의 정부가 전쟁과 무자비한 개발， 그리고 자원약탈 및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식민지 쟁탈을 일삼아온 탐욕과 파괴의 난개발 역사이기도 하다{웨더포드， 

2005) 이런 야만적 문명화 과정에서 산림고갈，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등 생태계 

의 파괴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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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아야만 최소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공공개혁이 담론 차원에선 지배적이지만， 실 

질적으로는 각국의 정부부문이 계속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나 점진적으로 성 

장하고 있는 점(안병영，정무권，한상일， 2007: 27-31)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도 시장실패 치유자 등 나름대로의 핵심적 역할을 여전히 맡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이 런 점 에서 필수품(as necessary)으로서 의 정부를 내 세우며(Ho1zer & Callahan, 

1998: 7-9), 정부 재정립 운동2)이 전개되고， 관료제 옹호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Goodsell, 1994) 그리고 정부행정의 대안으로 제시된 거버넌스는 아직은 특정사 

안3)에만 적용되는 등 행정의 완벽한 대체재보다는 보완재 성격에 그치고 있다. 

시장원리도 가치배분과 공공재 공급에 있어 정부의 확실한 대안이 되긴 어렵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측정 곤란은 정부에 대한 시장적 접큰의 큰 장애물이다. 

더욱이 지금 각국 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녹색 

회4) 쪽으로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폭발적으로 제기한다. 이런 점에서 종래 권력 

행정， 규제행정， 난개발행정의 폐해를 줄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2. 이 글의 연구가설과 방법론 

그렇다면 현대정부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 글은 “정부 

가 자연계 내 숲의 존재방식들5)을 학습해 그것을 자신의 존재가치로 체화해 적 

극 응용할 때，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기존의 부정적 속성도 치유할 

2) 직업공무원제의 불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직업공무원제를 옹 
호하는 정부 재정립(Re-founding GOVIεrnment) 운동이 대두했다. 예컨대 Svara는 정-행 

이원론을 재해석해 정책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했고， Goodsell 등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종수，윤영진， 2005: 135). 

3) 거버넌스는 관-민 간 공동의사결정， 사회경제적 갈등관리， 생활서비스의 공동생산 영 

역에서 활발히 응용될 수 있으나， 국방， 안보， 통일 등 모든 국가정책에까지 확대 적 

용되긴 어렵다는 젓이 일반적 견해이다 

4) 녹색화는 인류의 생명과 그 근원인 자연의 색을 되살리기 위하여(조명래， 20이 3), 생 
태철학에 의거해 자연보전과 친환경적 생활구조로의 근본적 개조를 도모하는 설천적 

개념이다 

5) 뒤의 본문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자연계를 상정하는 숲 속 나무와 풀은 광합성에 

필요한 햇벚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지만， 대개는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생장조건 

의 틈새를 찾아 불리한 환경을 개척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생장을 위해 인근 

의 나무， 풀과 협력， 공생한다 숲속 나무와 풀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뛰 

어난 환경적응 및 자생적 생존력도 보여준다 꽃은 꽃가루 번식을 위한 충매(蟲媒)작 

용에서 새 및 벌레와 경이로운 정보처리 및 소통(짧通)능력올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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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자연계의 순기능적 작동에 대한 체계적 

관찰을 통해 그것이 인간사회의 이해와 처방에 어떤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는지 

를 밝혀내는 자연독법(自然讀法)6)에 의거해 위 가설을 입증해 본다. 

언뜻 보면 권력논리， 규제논리” 난개발논리에 사로잡힌 현대정부는 자연계의 

숲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 속성을 지닌 필요악적 존재로 평가 절히되기 쉽다. 그 

러나 정부 종사자들이 자연독법에 의거해 숲의 존재방식이 정부의 기존문제 해 

결 및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정확히 파악해 응용해 낸다 

면， 숲의 존재방식들은 현대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전략을 설계， 운용하는 데 있 

어 유용한 벤치마킹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맥락인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녹색화는 현대정부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 혹은 지나친 

경쟁회피를 위한 차별화 전략， 자생적 생존 및 환경적응력과 더붉어 공생，협력 

의 정신 및 환경과의 소통능력， 자율적 구조조정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강력하 

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새로운 존재가치의 구현을 통해， 정부는 종래의 

부정적 속성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먼저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에 있어 자연독법이 

갖는 이론적 함의와 실제적용 가능성플 타진한다. 그리고 자연독뱀을 통해 발견 

할 수 있는 숲의 존재방식들을 몇 기지 범주로 나누어 체계화한다. 그리고 숲의 

존재벙식들을 행정환경의 변화맥락과 연계시켜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논의에 각 

각 대입한 뒤 그 순기능적 응용방향을 예시해 본다 

이 글은 인위적 구성물인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방법을 자연계의 숲에서 구해 

보는 주제의 성격상 광범위한 학제적 접끈을 필요로 하지만， 여기서는 한 명의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시켜 자연독법상꾀 학제적 접근효과를 도 

모한다 먼저 자연과학적， 생태학적 기초지식을 토대로 숲의 생태적 특정과 존 

재방식틀을 파악한다 또 숲의 존재방식을 인간사회의 운영원리에 대입해 보는 

응용생태학자출의 창의적 견해를 비판적 시각에서 참고한다.7) 

6) 자연이 인간사회의 모텔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전제 아래(돕슨， 1993), 자연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체계적 관찰을 통해 인간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자연독법 

은， 사회이론이 자연환경음 이용해온 보편적 방식의 하나이대Baπy， 1999) 예컨대 

Kropotkin은 자연에서 사회법칙을 읽어내는 방법을 통해‘ 외부자연(Nature)과 인간내면 

의 본성(nature)음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자연에서 밝혀낼 수 있는 인간사회의 순 

기능적 운용법칙으로서 상호부조， 연대， 협련， 자치， 조화， 균형， 공동체 개념을 도출했 

다 한편 인간조건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시도하는 생태학도 생물종-환경 관계를 

다루는 경험적 자연과학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연올 어떻게 다루고 이용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탑을 구하는 규범적 사회이론의 한 헝태로 전환하고 

있대배 리， 2004: 48-49). 

7) 생태학자 이도원(2004)은 생태위기가 심해지면서 생태학이 이를 해결해주길 요구하는 

사회의 기대가 크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못했다고 성찰하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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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에 있어 자연독법의 이론적 

함의와 적용 가능성 

1. 자연독법의 개념적 의의와 학문적 실례 

지구생태계 파괴의 흔적이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자연의 공익적 가치에 가산 

점이 크게 부여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계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자연독법 

도 새삼주목받고 있다. 

자연독법은 우리가 인간사회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자연계(일반적 의미에서) 

와 동물의 행동(특수한 의미에서)을 철저히 관찰， 검토함으로써 인간사회에 대 

한 중요한 교훈적 함의를 읽어낼(read-off) 수 있다는 핵심 적 주장을 담고 있다 

(Barry, 1999). 자연독법은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므로， 우리가 자연세계를 연 

구해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을 인간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사회에 대한 서술 

적 설명력과 더불어 인간세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규범적 처방력도 아울 

러 제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대배리， 2004: 49). 

자연독법을 통해 자연의 지혜를 인간사회의 설명과 처방에 응용한 학문적 실 

례를 들어보자. 일찍이 D따win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는 적자생존의 법칙과 자연선택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다윈의 

진화론은 환경-사회 간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고전사회학자들에 의해 인간 

사회의 설명논거로 응용되었다. 먼저 Comte는 당시 가장 앞서가던 생물학을 이 

론모델로 삼아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해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을 제창했으며， 

최초로 생물환경(milieu)이란 개념을 만들어냈다. 사회유기체적 접근은 Spencer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는데， 그는 인간，사회，심리，도덕에 이르는 모든 사회현상을 

진화론의 입장에서 서술했다. Marx도 인간 역시 자연이므로， 자연에 의해 인간 

의 노동도 규정된다고 보고，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자연조건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유물론을 펼쳤다(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50-52). 

한편 19세기에 등장할 때부터 자연-사회의 통합과학을 약속하며 인간조건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시도한 생태학은， 경험적 자연과학에서 출발해 이제는 

사회이론， 도덕이론의 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생태학자인 Vincent(1 992)에 의 

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모아온 개별자료들을 종합해 통합적 접 

근을 해야만 생태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예컨대 자연원리의 

발견이 생태학자의 몫이라면 이를 실제로 연출하도록 경관을 꾸리는 설계기법과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은 조경학자，사회과학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도 스 

스로의 독법을 통한 자연원랴의 새로운 발견에 논의의 초점을 완전히 두기 보다는 생 

태학자들의 자연독법 결과물을 비판적 시각에서 참고해 이를 정부 존재가치의 구현에 

적극 응용하는 데 더 비중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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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연계의 사실과 그 존재방식을 다루는 생태학은 이제 ‘세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다루고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칠문에 대한 도덕적 답을 구하며， 인간세계를 위한 자연조건의 중요성을 연구해 

나간디{배리， 2004: 48-49) .8) 

최근의 자연독법 실례로는 Wilson(2004)의 사회생물학을 들 수 있다. 사회생 

물학은 모든 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서， 생물이론을 

인간사회에 적용시키는 인간행동에 대한 혼합이론인데， 여기서는 유전자를 진화 

의 단위로 파악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본다. 

2. 사회생물학에 대한 비판과 자연독법의 적절한 수용 

사회생물학자들은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 종 

종 비판을 받는다. 그들은 유전자와 특정형태의 인간행동을 직접 연결시킴으로 

써(트리그， 2007: 18),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환원론적 오류에 빠진다. 그렇다면 

인간은 진화의 자연적 과정에 종속되고 마는 존재인가? 

사회생물학 비판론자들은 비록 동물이 나름대로의 집단규범을 발전시켜도 동 

물의 이런 유사{類似)도덕적 행동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본능에 기인한 것이므 

로， 문화전통에서 전승된 인간사회의 규범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 

간의 도덕행동은 문화와 이성이 만든 것으로 유전자로의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의 유사도덕적 행동이 인간에게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 

주의적 오류9)라고 비판한다. 일례로 Waal(l 983)은 ‘침팬지 정치’ 등 동물집단을 

의인화시켜 묘사하고 인간의 특정을 동불에 이입시키는 의인주의(擬人主義)를 

경계하며， 그것이 생묻학주의 10)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한다{부케티츠， 

1999: 147-152).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독법의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완전히 폐기할 필요 

8) 생태(生態)를 한자 뜻 그래도 옮기변， 생활상태， 즉 살아기는 모습이다. 따라서 인간 

생태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됨됨이를 뜻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생태학은 자 

연과학에서 출발했지만 인문사회과학과 교류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갖게 되어 자연 

-인간의 학문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이도원， 2004). 인간 생활상태를 연구하는 생 

태학은 자연계의 물질과 인간사회의 문화 모두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9) 자연주의적 오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부터 인간사회의 당위와 규범음 도출 

해 내려는 추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는 “철학적 정당화가 오직 자연세계의 

규칙성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Hwnε의 자연주의와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10) 생물학주의는 생물학적 구조와 과정을 생물 외적 영역으로 예외 없이 전이시키는 태 
도로서， 생물진화에 펼요한 통일한 기제가 문화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케티츠. 1999: 239-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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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독법을 응용한 사회생물학이 비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자연적이라는 사설을 완전히 부정해야 하고， 인간의 문화와 그 실천이 

전혀 자연적이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대배리， 2004: 255). 사회이 

론에 생물학적， 생태학적 사고의 통합을 시도한 Benton(1 993: 103)은， 인간은 다 

른 생물종과 같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인간이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우월함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세계의 사회현상을 탐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연과학의 적실성， 즉 자연독법의 함의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다. 

더 나아가 Benton은 인간존재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명료화해， 인간은 

필연적으로 생태계에 체화(體化)되고 동시에 생태적， 사회적으로 이중 배태(!ff 

服)된다고 주장하며， 자연-환경， 인간-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분의 극복을 시도한 

다(벤튼， 레드클리프트， 1997: 61-64) 그는 인간이 다른 종과 같진 않지만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계의 생존법칙을 읽어내 그것을 인간사회의 발전 

에 응용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회생물학도 개정되었다. 일례로 Lumsden & Wilson(1 981) 

은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共進化)， 11) 즉 생명체의 진화와 사회문화적 진화 간 

의 연관성 설명에 진력한다. 이들은 사회생물학적 설명을 고수하면서도 인간정 

신의 특이성과 문화의 중요성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Huxley(1964)의 ‘진화 

적 휴머니즘，’ 12) Riedl(l 988)의 ‘자연-사회 간 협약’ 개념도 인간의 생물학적 진 

화와 사회문화적 진화 간엔 모순이 없고， 자연과 문화는 대립된 것이 아니라 인 

간에게 동일한 현실성의 양측면임을 주장한다{부케티츠， 1999: 18-19; 216낀7). 

결국 우리가 진화적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간다움으로의 진화를 위해 인간 

사회의 자연주의적 설명에 관심을 갖되， 자연독법을 무제한으로 수용할 것이 아 

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체화성과 생태적 배태성을 전제로 비결정론적， 비환원적 

방식으로 그 함의를 선별해 낸다변(배리， 2004: 276-283), 자연독법은 인간사회의 

이해와 처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 논의에 자연독법의 적용 가능성 

최근 학문적 경계에 안주하지 않고， 자연독법의 함의에 의거해 사회과학-자연 

과학을 융합한 멀티 사이언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인접 사회과학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었다 

먼저 경제학과 생태학을 융합한 생태경제학은 복잡계이론， 열역학법칙， 진화 

11 ) 공진화는 다수의 생물집단이 서로의 연관성 속에 발전하는 것， 특히 사회생물학에선 
유전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이 상호 관계를 맺으며 발전，진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2) 휴머니티는 인류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으로서， 인류 진화의 초기단계에서도 이 

미 확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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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토대로 인간경제 시스댐이 자연생태계에 배태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 

간경제와 생태계의 안정적 공진화를 제기한다. 따라서 생태경제학의 정책논리는 

사전예방원칙에 기초한 지속가능경제의 진화론적 전략이다 13) 

정치학과 생태학을 융합한 정치생태학은 사회-자연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사회구조와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유도한다(돕슨， 

1993; 케일 외， 2005). 환경사회학도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서 자연조건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신생태주의 패러다임의 세계관과 이론적 전망을 수용해， 사회연구 

에서 생태환경적 요소를 십분 고려하는 발견적 도구로서의 학문적 가능성을 모 

색하고 있다(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50-58). 

행정학에서 진화론 등 자연독법의 함의를 직간접적으로 응용해 본 연구는， 

사회생물학의 행정학 적용에의 유용성을 지적한 Caldwell( 1980)과，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을 토대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얀을 모색한 박홍식 

(2007), 그리고 정책진화(성지은， 2003), 조직진화(최창펀， 1999), 행정문화 진화 

(노화준， 1998)의 연구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행정학 논의에 자연독법을 적용할 여지는 적지 않다. 여기서는 자연 

독법과 정부운영 논의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 자연독법을 통해 발견한 자연의 

원리(즉 생태계의 존재방식)가 정부전화 개념에 접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 그 접접 위에서 생태계의 존재방식들이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정부진화 전략으로서 응용될 수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정부진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진화( evolution)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해 보자. 

진화는 매우 포괄적이고 여러 맥락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진화생물학 

에선 자연선택과 유전， 복잡성이론에선 자기조직화， 처l제이론에선 자율적，지속적 

발전의 개념으로써 진화를 정의한다. 그런데 이들 이론에서의 개념상의 공통점 

은 진화가 하나의 ‘문제해결과정’으로서 자연선택과정을 거치며， 혼돈， 복제， 학 

습， 경쟁을 포함하는 일련의 ‘환경적응과정’이라는 점이다(March， 1994; 성지은， 

2003: 335). 즉 전화는 생물계와 사회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조직화，14) 자체강화15l(self-reinforcement) 및 공전화를 통해 환경에 맞 

게 개편， 전환되어 새로운 형태와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다(Masul Ji， 1992; 노화 

13) 생태경제학의 내용은 조영탁， “생태경제학 산책"(http’! !www.ksee.re.kr!cgi-bnlboard=88) 
(검색일， 2007.10.12)에서 참고했음 

14) 자기조직화는 조직이 그 자체를 만틀어간다는 진화과정에 초접을 둔 이론으로서， 생 
명체로서의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구조를 복저11， 교정， 쇄신， 증식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존속하는 것을 뜻한다 

15) 자체강화는 조건이 맞으면 작은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대되는， 즉 공학에서 
말하는 양의 되먹임(positivc feedback)이다 이런 자체강화에 의해 자기조직화가 생겨 

난디{노화준， 1998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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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998: 144-146). 

상기한 개념에 의거할 때， 우리는 진화 개념이 이 글의 서론에서 문제제기한 

정부의 부정적 속성인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 동의 ‘문제해결논리’의 개발과，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응 및 공진화 전략’의 설계 등 정부진화16) 과정을 

논의하는 데서도 핵섬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정부의 기존 문제해결논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정 

부의 탈제도화를 위해 아나키즘의 생물학적 요소와 복잡성이론의 일부도입’ 필 

요성을 제기한다. 또 정부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및 정부-환경 간 공진화의 

불가피성을 밝히기 위해 ‘생태적 존재 및 복잡적용체제로서의 정부의 존재론적 

속성’을 논함으로써， 자연독법과 정부진화 간의 이론적 접점을 마련해 본다 

〈표 1> 자연독법의 함의와 정부진화 논의 간의 이론적 접접 

진확개념 정부의진화 자연독법과 정부진화 논의 간의 이톰쩍 접점 

문제해결 
~.!j!.2.j 문제해결을 위해 탈제도화 가치 둥 아나키즘의 

문제(권력성.규제성，난개발성) 생물학적 요소와 목잡성이론의 일부 
과정 

해결논리 강화 도입 필요성 논구 

환경적응 새로운 환경에의 정부 적응 및 
생물지역주의와 복잡성이론에 의거해. 

생태적 존재 및 복잡적응체제로서의 정부의 
및 공진회 정부-환경 간의 공진화 

환경 적응과 공진화 불가피성 논구 

먼저 인간과 정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태적 존재성을 이해해 보자. 인간의 

자아감(sense of self)은 그가 속한 장소감17)(sense of place)과 연결된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평안은 장소감이라는 생태적 토대를 갖는다(Benton， 

1993: 181-184). 생불지역주의(bio-rcgionalisr띠는 언간이 자신의 땅에서 이런 장소 

감이 주는 본래적 의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대오제키 슈지 외， 2007: 

60-61). 생물지역주의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땅을 알아야 하고， 장소의 

존재방식과 리듬에 거스르지 말고 다함께 살아야 한다(돕슨， 1993). 이런 점에서 

인간의 생태적 적소(ecological niche)는 문화와 동시에 생물학-생태학적으로도 결 

16) 따라서 서론에서 제기된 이 글의 연구가설은 ‘정부진화’에 대한 연구가설이 될 수 있 

다 단 이 가설은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통한 정부전화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추상 

화시킨 것이란 점에서， 정책진화， 조직진화보다는 거시적인 개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설로 볼 수 있겠다-

17) 인간이 속한 장소는 식물상， 동불상 등 생태계의 고유특성과 지형 등의 지리적 경계 

이자， 사람-자연의 관계 속에 형성된 역사， 문화적 정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특정한 장소감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이는 자기가 사는 특정지역의 통식물， 기 

후， 수맥 등 자연환경적 요소를 비롯해 인간생활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숙지하고， 

또 자연에 의지해 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내는 고유의 감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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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배리， 2004: 267) 

그렇다면 국민의 생물지역을 통합한 것에 해당하는 영토를 관리하는 정부도 

자신의 장소감과 생태적 적소를 무시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해선 “사회질서 유지 

등의 초계급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지배조직”이라는 Wεbcr적 개념정의가 통용 

되지만， 국가는 “영토라는 자연체계 내에 국민공동체적 삶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다스려지는 하나의 유기적 생태체계”로도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영 

토-국민 간의 결합을 통해 통치구조를 조절하고 생명의 지속성 유지를 관리하 

는 생태조절(eco-regulatory role)적 역할자”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생불지역주의 

를 실현하는 생태조절자로 거듭나려면， 환경에 적응해 자연의 질서를 반영， 순 

응하는 쪽으로 자신을 개편해야 한다. 물론 그 개편방향은 인간 내부보다는 자 

연계의 원리(예. 공생， 협력， 평등， 순환요소)에서 복원해 내야 한다(조명래， 

2001: 3; 2002: 30-42). 

정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신이 속한 생태계와 함께 공진화도 해 

야 한다. 복잡성이론에 의하면， 정부 역시 개체가 전체룰 진화시키고 전체가 개 

체를 진화시키는 환경과의 공진화를 통해 ‘자기조직화하는 복잡적응체제’(self

organizing compleχ adaptive system)이어야 한다 물론 관료적 공공체계는 안정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유기체적 존재이다 18) 그러나 지금은 안정성이 비생 

산적인 것이 되어버린 역사의 분기점에 있으며， 분기점에서 환경변화에 적응하 

지 못하는 정부는 파산한다 따라서 유전자 부호명령이라는 유기체의 DNA를 

변화시켜 유기체의 새로운 능력과 형태를 발현시켜야 한다{최창현， 1999: 28-35). 

결국 환경에 적응하고 또 환경과 공진화해야 하는 정부의 이러한 ‘생태적 존 

재성과 복잡적웅체제로서의 존재론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행정환 

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 논의에 자연생태계의 존재방 

식을 접목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19) 

18) 정부가 인위적 유기체인 점에서 생태계의 존재방식을 정부의 운영에 그대로 접목시 
킬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생태경제학에서도 이런 유사한 고민이 있었는데， 즉 

연구대상인 사회경제시스댐이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의도적 행위나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적 사회이론이 시사하듯이 인간이 목적지향 

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회경제를 자기 의도대로 항상 완벽하게 조절，통제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복잡계’인 사회경제시스템은 어디까지나 ‘더 큰 복잡계’인 생태계를 

토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생태경제학의 기본관점이다. 특히 생태계는 사회경제시 

스댐이 필요로 하는 자원제공 및 오염정화 기능， 그리고 인간 등 제 생명의 생명기반 

체제란 접에서 사회경제시스댐의 자기갱신 및 진화에 매우 중요 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조영탁， 앞의 언터넷자료 참고) 정책진화론자들(성지은， 2003: 351-352)도 정 

책이 격변하는 환경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며 동태적으로 적응， 친화해온 점에서， 정책 

을 ‘자생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 자기조직적 복잡적응제계’로도 본다. 

19) 녹색정부(greεn govεmment) 혹은 녹색행정은， 이런 점에서 사회구성원띄 생존 및 생 

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권한， 책임성을 집합적으로 동원， 실행하는 체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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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진화의 논의에 자연독법을 적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정부의 지나 

친 제도화로 인한 역기능(예: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탈제도화 

를 추구하는 아나키즘의 일부요소를 도입할 필요성 때문이다，20) 아나키즘은 인 

간이 상호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성향이 있음을 토대로， 보통의 인간 

이 자기운명을 결정하고 자기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탈제도화의 정치철학을 모 

색하는데， 특히 자연계의 자발적 질서와 수평 연대를 모델로 한 아나키즘의 ‘생 

물학적 요소’가 탈제도화 가치와 일치해 정부문제의 치유에 시사점을 준다，21) 

아나키스트들에 의하면， 제도는 확립된 법률， 관례， 관습， 조직 등 국민의 정 

치，사회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데，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창안된 정 

부제도들이 성장하면서 불신을 받고 사회악을 존속시킨다. 이는 제도가 정부의 

엄격함과 권위적 서열을 중시하고， 복종과 굴종을 국민의 덕목으로 삼기 때문이 

다. 따라서 아나키스트들은 탈제도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추구한다. 그들은 탈제 

도화를 위해 아나키즘 조직이론의 기본원칙22)으로서， 자발적 질서， 복잡성을 통 

한 조화， 우두머리 없는 동맹(top less federations)을 제시하는데(워드， 2004),23) 생 

‘가치치향 및 목표’로서의 녹색과 ‘구성체계이자 작동양식’인 행정을 상호구성적으로 

결합한 개념이대정규호， 2006: 168-173), 

20) 물론 우리는 정부권위의 부재를 주장하는 아나키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 

다 그러나 현대정부의 지나친 제도화가 낳은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 등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탈제도화를 추구하는 아나키즘의 일부요소를 재구성해 정부의 퇴화를 막고 

정부의 진화에 응용할 여지는 적지 않다. 

21) 아나키즘의 생물학적 기초를 마련한 Kropotkin은 자연을 협력， 상호부조가 중시되는 

조화로운 관계망으로 보며， 공생적 자연계에 기초해 상호부조적 인간사회 모텔을 정 

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2) 아나키즘 조직이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복잡성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복잡성 패러 

다임의 자기조직화 관점에서 보면 질서는 중앙집권적 지시보다는 상호조정과 자기규 

제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자생적으로 창출된다 복잡성이론은 전통 조직이론에서 강 

조한 계획적 조직설계와 조직변화의 관점에서 탈피해， 자율적 정보생성을 통해 자기 

조직화를 촉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창발성’(emεrgence)을 중시하는데(최창현， 1999 

25-26), 이는 아나키즘 조직이론의 기본원칙들과 매우 상통한다. 

23) 첫째 이론인 ‘자발적 질서’는 사람들이 공동의 필요가 있을 경우 실험을 통해 상황에 

맞는 자기만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부는 질서와 안정을 구설로 모 

든 강압적 권력방법을 동원해 규제제도를 만들지만， 문제가 많아 중앙집권적 조직엔 

인위적 조직개편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자율적 조직엔 개편이 적고 분위기도 활기차 

다. 둘째 이론인 ‘복잡성을 통한 조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수한 힘과 영향력 사이 
의 평형을 계속 유지해 나가논 것이다. 중앙통치모텔은 통합， 합병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지만， 이는 소통 통로가 막혀 문제를 악화시킨다 반면 아나키즘의 대안은 통일 

성 아난 다양성， 하나로 뭉침 아닌 다름의 공존이다. 즉 복잡성을 통한 조화는 중앙 

음 통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히 

셋째 이론인 ‘우두머리 없는 동맹’ 원리를 가능케 한다. 이는 중앙이 조종하는 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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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적 기초를 응용해 구성된 아나키즘 조직이론과 그것에 담겨진 탈제도화의 

가지(예: 공감” 공생， 자립， 자치， 상호부조)는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자연 

독법에 의거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연계 숲의 보편적 존재방식이다. 

이 글은 상기한 2가지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자연독법과 정부전화 간의 접목 

가능성을 실제로 타진해 보기 위해， 자연생태계 중 우려가 쉽게 접하는 숲24)의 

존재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에 유용한 벤 

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I. 자연독법을 통한 숲의 존재방식 이해와 정부의 

벤치마킹 포인트 

1. 자연독법을 통해 살펴볼 숲의 존재방식 선정근거 

그렇다면 현대정부가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이라는 종래의 부정적 속성을 치 

유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자신의 바람직한 존재가치를 다하기 위한 벤 

치마킹 포인트로 삼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숲의 어떤 존재방식들을 자연독법을 

통해 선정해내고 응용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자연선택론자달의 논지와 실제 전 

화의 역사 속에서 그 선정끈거를 도출해 본다. 

대표적 자연선택론자인 Dmwin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는 환경에 가 

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또 “가장 적응을 잘한 종은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제일 

교활한 종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동등하게 얘로 도움을 주며 합칠 줄 

아는 종이다”라고 말했다 Kesler 역시 “생물종이 계속 진화하기 위해선 상호부 

조 법칙이 투쟁법칙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나키즘의 생불학적 기초를 

마련한 Kropotkin도 “상호부조가 가장 번성한 종의 첼칙이며， 진화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대크로포트킨， 2005). 여기서 우리는 생풀종의 진화적 

이어벨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격의 없이 네트워크에 접촉하며 자 

기필요에 따라 자치(自治)하고 공생하는 것이다(워드， 2004) 

24) 수풀의 준말인 숲은 생태학적으로 수목(樹木)이 다수를 접하는 식불의 자연적 집합체 

이다. 그라나 숲은 단순히 풀과 나무만의 집합체가 아니라， 곤충， 새‘ 점승 등 모든 

생명의 합집합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선 숲의 구성요소 중 식물， 특히 나무， 풀， 꽃의 
존재방식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물세계에 비해 식불세계가 공생， 

자율적 구조조정， 환경개척， 소통적 사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고 환경에 대한 적웅 

력도 뛰어나는 등 진화가 더 된 생불종이기에(예컨대 고사리 등 식물은 폼체를 줄여 

환경변화에 적응했으나， 덩치가 큰 공룡은 멸종했음)， 자연독법에 의거한 인간사회에 

의 교훈적 함의 도출에서 동물세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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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로서 ‘환경적응력’과 ‘공생， 협력의 지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장기간 생물 다양성을 연구해온 비티와 에열릭(2005)에 의하면， 생물종들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먹이 찾기와 서식지 발견에서 가장 좋은 가능성을 발 

견해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장자원의 쟁탈을 둘러싼 생물종 간의 치열한 ‘경 

쟁’을 발견한다. 물론 식물이 항상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생물학자 

가우스에 의하면， 동일한 생태적 지위25)를 갖는 식물종은 각기 요구되는 환경조 

건과 생장자원이 다양해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가 살아남 

기 위해 경쟁을 피하고 공존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하는 ‘차별화’전략을 택한다. 

실제 진화의 역사를 보면 생물종의 멸종과 번성을 갈라놓은 것은 그들이 선 

택한 생존전략에 달려 있었는데， 가장 번성을 누리는 종은 과당경쟁이 없는 황 

무지를 찾아 ‘환경을 개척해 나간’ 종이었다{윤석철， 2005). 특히 식물은 서식지 

의 환경조건에 따라 겉모양과 생활방식을 달리하는데， 그 차이는 지역의 기온， 

광선， 일조량， 바람， 수분 등 다양한 환경조건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해온 자체 기록이자 ‘자생적 생존’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이성규， 2003) 또 지구 역사를 볼 때， 고사리 등 식물종은 

생존을 위한 ‘자율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기 폼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 

다. 그러나 몸체를 줄이지 못한 공룡은 멸종했디'(차윤정， 2004: 127-130). 

진화의 역사를 보면， 생명체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복잡다양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늘려왔는데， 그런 진화적 진보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결정적인 특질의 

하나가 정보처리능력의 향상이다(복거일， 2007: 165-166). 정보처리가 생명의 본 

질임을 보여주는 예로서， 우리는 생물의 진가가 가장 적합한 개체의 번식에 의 

해 성취되어 왔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식물 중 75%가 곤충에 의해 꽃가루받 

이를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충매화 식붙은 수분(受紹)에 유리한 방 

향으로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 꽃모양과 꽃색깔 변화를 거듭해 왔고 강한 향을 

내뿜는 등 새와 곤충을 유혹하기 위한 ‘소통 및 정보처리능력’을 개발해 왔다. 

이외에도 숲은 아주 느린 속도지만 항상 변하고 있는데， 이를 천이(遭移)라고 

한다. 그러나 생태학자 임주훈(2005: 86)은 방치된 맨땅에서 출발해 장기간에 걸 

쳐 숲 모양이 바뀌는 천이는 숲의 직접적 변화보다는 땅을 덮고 있는 식피(植 

被)의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한다.26) 천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장소에서 식물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천이 

는 동시에 그곳에 사는 동물군집도 변화시킨다. 이런 점들에서 천이 현상은 숲 

25) 생불은 서식처 안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를 생태적 지위라 
고부른다. 

26) 따라서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종(種)의 진화를 포함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식 
생(植生)의 변화를 ‘지질학적 천이’라고도 부른다-(htφ:νnaver.comlpopup/php?dir-id)(검색 

일， 2007.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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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적 존재방식으로 보긴 어렵고， 또 앞에서 도출한 숲속 식물들의 가시적 

인 존재양태(예. 공생， 경쟁， 소통 등)와도 쉽게 연결점을 찾기 어려워 숲의 존 

재방식 논의에선 제외한다. 

숲은 화산， 지진， 산불， 폭풍 등 자연현상에 의해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하는 

데， 이는 교란(擔亂)이라 불린다. 교란으로 인해 식물군락은 파괴되나， 잔존식불 

과 새 식물이 새 공간을 확보하며 생육공간으로 뻗어나간다. 물론 생육공간이 

채워질 때까지 가장 빨리 크는 식물이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경쟁력을 갖지 

만， 대개는 타식물과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또 최적의 환경조건이 식물마다 

달라 서식지 확보를 위한 경쟁은 곧 완화된다. 즉 생태적 지위에 따라 서로 변 

화하며 특정구역 안에서 생태적 안정을 꾀한다는 점에서(임주훈， 2005: 87), 교 

란의 결과는 결국 앞서 살펴본 경쟁회피를 위한 식물의 차별화 전략이나 궁극 

적으론 공생， 공존의 양상과 겹친다. 

숲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등 자정능력도 갖 

는다 그러나 이는 인간입장에서 바라본 숲의 공익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강해 

숲의 존재방식 논의에선 제외한다. 

따라서 여기선 진화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 존재방식으로 검증되어 자연션택 

된 진화물로서， 특히 정부의 부정적 속성을 치유하기 위한 탈제도화 가치로서 

아나키즘에 의해 일부 강조된 바도 있고， 또 정부의 새로운 환경적응에 더 교훈 

적 함의를 준다고 생각되는 것들(예: 경쟁력 혹은 차별화전략， 공생，협력 정신， 

자생적 생존 빛 환경적응력， 자율적 구조조정력， 소퉁능력)을 중심으로 숲의 존 

재방식을 살펴보고 거기서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들도 

찾아본다. 

2. 자연독법을 통한 숲의 존재방식 이해와 정부의 벤치마킹 포인트 

1 ) 선의의 경쟁 혹은 지나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 

숲속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선 기온， 햇벚， 일조량， 수분이 골고루 펼요하다. 

따라서 보편적 숲에서 나무와 풀들은 생장공간과 햇벚 등의 광합성 자원을 놓 

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다. 

약하게 보이는 식물들조차 위기상황을 맞아 나름대로의 경쟁전략을 갖는다. 

예컨대 산나불은 딱딱하고 맛없는 잎을 만들어 동물로부터 제 몸을 방어한다. 

어린 신갈나무도 잎 모양과 잎 배열을 철쭉과 비슷하게 해， 이름 무기로 삼아 

새로부터 공격당할 확률을 낮춘디{최소영， 2006: 25-29) 

그러나 식물은 생존을 위한 지나친 경쟁보다는 경쟁회피를 위해 톰새를 개척 

하는 차별화 전략음 대개 택한다 숲속의 모든 질서는 벚에 의해 조절되기에， 

벚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식불들은 서로의 생활사{生活史)를 비껴가게 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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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에 대한 각자의 욕구를 분산시킨다 예컨대 숲의 아래쪽에서 자라는 하충 식 

물들은 상층의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최대한 벚을 이용하기 위해 일찍 잎을 

퇴우며 광합성 작용을 서두른다{차윤정， 2004: 24-27). 

어떤 식물은 눈 속에서 개화(開花)를 준비한다. 이는 짧은 생장기간 때문이기 

도 하지만， 주변식물에 대항해 광선， 수분， 양분을 얻기 위한 무리한 경쟁을 피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일생을 마무리해 고온의 위험을 피하려는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이대이성규， 2003: 42). 즉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자기 생명과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성장시기를 달리하는 틈새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2) 공생， 협력의 정신 

그러나 숲속 사회의 최고 덕목은 공생(共生)，27) 협력의 정신이다 예컨대 노 

간주나무는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바위나 돌 틈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러면 진 

달래 씨가 그곳에 날아들어 꽃을 피운다. 젓나무들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서로 적당한 간격으로 무리를 이룸으로써 모진 풍 

상을 같이 이겨내기 때문이대우종영， 2006: 111; 145). 

고사리 과의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이란 식물은 가을에 폼을 둡혀 낙엽 

을 모으고 그 낙엽으로 벌레를 유혹한다. 이는 벌레로 하여금 낙엽을 먹고 배설 

해 낙엽의 영양소를 녹이게 한 뒤， 봄에 땅이 녹으면 그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 

자신의 식물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다. 

숲에서는 이처럼 낙엽 혹은 죽은 나무28)조차 벌레와 새들이 살아가는 데 없 

어선 안 될 자원이자 식물 자신들의 생장조건으로 공동 활용된다{이도원， 2004). 

지구상에 존재하는 90% 이상의 식물이 뿌리에 버섯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 

면， 엽록소를 가진 식물과 버섯 간의 관계 역시 공생관계임을 알 수 있다{차윤 

정， 2004: 117-119). 예컨대 소나무가 송이 버섯균에게 탄수화물을 제공하면， 송 

이 버섯균은 소나무 뿌리의 단단한 외투가 되어 가뭄과 병원균으로부터 소나무 

뿌리를 보호해 준다. 또 항생물질을 분비해 다른 유해균의 침입도 막아 준다. 

3) 자생적 생존력 및 환경적응력 

숲 속의 나무는 대개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곳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자 

27) 공생은 생물틀이 이익을 주고받으며 의존하며 사는 것， 즉 상호 이질성을 존중하며 
함께 더볼어 사는 것음 의미해， 단순히 상호간섭하지 않는 공존(共存)과는 구별된다 

(오제키 슈지 외， 2007’ 29). 

28) 죽은 나무가 낙엽의 흐름을 막으면， 그곳은 낙엽을 먹고 사는 벌레들의 천국이 된다 

따라서 불가(佛家)에션 썩은 나무의 탤감 사용을 금지한다 거기에 수많은 숲 속 생 

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38 • 행정논총(제45권4호) 

기의 삶을 적응해 간다. 예컨대 곡지(曲支)는 나뭇가지나 줍기의 휩 현상을 말 

하는데(우종영， 2006: 231), 이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나무가 남긴 

자생적 생존의 흔적이다. 

우리는 풀의 삶에서도 이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풀들은 발아하기 적당하 

다고 일거에 싹을 퇴우면 홍수 등 천연재해의 발생 시 집단 몰사할 수 있으므 

로， 이를 피하기 위해 발아시기를 늘리며 위험분산을 도모한다. 그래서 냉이는 

여름과 가을철에도 발아한다. 또 계속 땅속에 씨앗을 남기고，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해 봄에 대비하기도 한다{이나가키 히데히로， 2006: 30). 

식물은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특이한 외모를 갖춘다 난장이버들은 

지표면에 밀착해 옆으로 기어가는 줄기를 만들고 노랑만병초는 영켜 있는 가지 

와 빽빽이 붙어있는 작은 잎들을 어우러지게 해 카렛모양의 소관목 군락을 만 

든다. 나도개띠자리， 팽이눈 등 키 작은 식물은 함께 뭉쳐서 돔괄 만드는데(이 

성규， 2003: 80), 이는 열악한 환경에 공동 대응해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체 

밀집(密集)으로 언한 보온효과를 통해 냉해를 극복하려는 자생적 생존전략이다. 

4) 자율적 구조조정력 

숲속 나무는 영양분이 부족하면 낭비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잎이나 아래가지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나무의 이러한 자율적 구조조정의 또 다른 예로서 연리지 

(連理技) 현상을 들 수 있다 연리지는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인데(우종영， 2006: 172), 인끈의 두 나무가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한 몸이 된 뒤 혼자일 때 

보다 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다 두 나무가 하나로 합쳐 몸집이 커지니 

그만큼 가칫수도 늘고 병충해 등 외부의 재해로부터도 강해질 수 있다. 

식물들은 표고(標高)가 높아질수록 강풍과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키를 낮 

춘다. 반면 뿌리는 길어진다. 예컨대 고산식물들의 지상부(地上部)인 줄기와 지 

하부인 뿌리의 길이 비율은 1 : 3이다. 특히 표토가 앓고 암반으로 된 척박한 땅 

은 수분이 매우 부족해져， 식물들은 뿌리를 멀리 뻗어 물이 있는 곳을 찾기 위 

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줄기를 줄여 키는 작아지게 한 대신 뿌리는 멸리까 

지 뻗는 자율적 구조조정의 방법을 발견해 냈다{이성규， 2003: 90). 

5) 소통능력 

자연은 절대강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서 모든 정보는 공개， 공유된다. 특 

히 숲은 정보공개가 가장 빠른 곳으로서， 예컨대 쓰러낀 나무에서 발아한 어린 

식물은 곧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차윤정， 2007: 172). 그러나 식물은 동물 

의 먹이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꽃가루받아에 도움이 되는 곤충을 유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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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뛰어난 정보처리 및 소통능력도 갖고 있다 

일례로 난초과의 한 식물은 수파리를 꾀기 위해 암파리와 같은 꽃잎을 피우 

고， 달맞이꽃은 밤 나방을 유혹하기 위해 하얄게 피어나 황혼 무렵엔 더욱 강한 

향기를 풍기기도 하는데(톰킨스， 버드， 2004: 9), 이는 그들의 위치를 얄리는 일 

종의 정보게시판이다. 봄 논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운영의 불쑥 쏟은 위 꽃잎은 

벌에게 꿀의 소재를 알리는 표지 역할을 한다. 또 잎 아래 검은 반점인 꿀을 내 

는 밀선(寶線)에 개미가 달려들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등(이나 

가키 히데히로， 2006), 꽃은 곤충과 완벽한 상호소통체계를 이룬다. 

지금까지 살펴본 숲의 존재방식들은 식물세계가 자연 속의 고난을 이겨내며 

스스로 이루어낸 다양한 생존법이다. 따라서 자연독법논자들은 인간 역시 자연 

계의 한 부분이므로， 인간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수십억 년 진 

화의 산물인 자연생태계의 비법(wild solution)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비 

티， 에얼릭， 2005: 66-67). 

그렇다면 이런 자연생태계의 비법들이 이 글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상기 

한 논의는 Spengler의 생명주기이론에서 보듯이 정부도 자연계의 유기체처럼 탄 

생，성장，성숙，노쇠기를 거쳐 사멸(예: 구공산권 국가들)할 수도 있지만， Toynbee 

의 역사가설처럼 정부가 환경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한다면(윤석철， 2005), 정 

부도 생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정부의 생존， 발전도 진화적 휴머니즘의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는 숲의 

존재방식들에서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들도 충분히 발 

견할 수 있다. 즉 정부종사자들이 숲의 존재방식이 주는 교훈적 함의를 체계적 

으로 학습， 응용해， 방만한 정부조직을 스스로 구조조정하고 세계시장의 틈새개 

척을 위해 통상정책상의 차별화를 꾀하며 자생적 환경적응력을 키운다면，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자 및 시민사회의 파트너로서의 소통마인드와 공생， 협력의 지 

혜를 전략화한다면， 정부도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성을 극복하며 진화， 발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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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숲의 존재방식 응용방향 

1 . 기존의 문제해결 및 새로운 환경적응에 요구되는 정부의 새로운 

존재가치들29) 

권력성， 규제성과 난개발논리에 종종 사로잡혀온 현때정부는 언뜻 보면 자연 

계의 숲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필요악적 존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그 

러나 우리가 정부의 존재가치를 재규명해 보면， 정부야말로 다음과 같이 국민의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요선적 존재이다. 

정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만 공공욕구의 충족에 핵심적인 서비스 

들(예· 우정， 오물수거， 도로수선， 아동교육)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어떤 서비스 

들(예: 공공안전， 보건， 군대， 경찰， 소방서비스)은 정부만이 제공하고， 어떤 공공 

서비스들(예: 등록금이 싼 공공 고등교육，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은 

비용-효과분석에서 민간서비스에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다 

한마디로 국민에겐 여전히 필수품(as necessmy) 같은 것이 정부이대Holzer & 

Callahan, 1998: 7-9). 정부가 국민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존재이유를 갖기에， 신자 

유주의 파고 속에서 정부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고， 규제의 영역과 폭은 줄어도 

정부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디{최연홍， 20이). 우리는 여기서 현대 

정부의 존재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진화 조컨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기존의 부정적 속성 치유 등 정부의 퇴화를 막기 위한 합리적 개혁이 동반된다 

면， 정부는 사회협력 중심(a centεr of social cooperation)이자 사회적 지혜의 종합 

체(synthesis of social wisdom)로서 활기차게 작용할 수 있다{Raadschelders， 2000: 

192-225; 이도형， 2006: 78-80). 

더욱이 현 행정환경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녹색화로의 새 행정수요를 폭 

발적으로 제기한다. 세계화는 정부경쟁력과 더불어 국제사회 협력자로서의 공생， 

협력 정신을 정부에 요구한다. 지방자치의 제도화에 따환 자치행정 이념은 지방 

정부 간 선의의 경쟁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생력 확보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 

다. 그리고 정보화가 촉진될수록 국민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부의 소 

통능력 또한 중요하다. 특히 지금은 생태위기 속에 녹색 가치가 새삼 강조되고， 

29) 가치론(axiology)에서 말하는 존재가치(values of existence)는 특정존재와의 반복된 접 
촉에서 생긴 지속적 만족감이 우리에게 주는 존재에의 긍정과 신뢰감， 또 그 존재가 

계속 활동하고 보존되길 바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다{베르크마이스터. 1999) 그렇다면 
여기서의 정부의 존재가치는 정부활동이 주는 생활이익에 국민이 반복적으로 만족해， 

정부란 존재에 대해 국민이 지속적 신뢰를 보이며， 설혹 환경이 바뀌어도 정부가 그 

것에 슬기롭게 적응해 국민이익과 조화를 이루며 계속 활똥하길 바라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역할기대 내용， 즉 국민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존재이유 같은 것을 뜻한다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시론 자연독법을 통한 숲의 존재방식의 응용방향 예시률 중심으로 • 241 

따라서 인간 생활정주공간을 자연， 특히 숲 가까이에 조성해 생태도시를 만들고， 

에너지 절약 등 자율적 구조조정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진다. 

그렇다면 정부는 숲으로부터 배워 웅용할 것이 많다. 정부종사자들이 숲의 

존재방식을 학습하고 적극 응용한다면， 현대정부가 현 사회문제 해결자 및 미래 

의 이상사회 설계가로서 진화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도모하는 데 있어 큰 발견 

적(heuòstic)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독법을 통해 이해한 숲의 존재방식들을 기존 문제해결 및 새 환경에의 

적응에 요구되는 정부의 새로운 존재가치들에 각각 대입한 뒤 그 웅용방향을 

간략하게나마 예시해 보자 

〈표 2> 숲의 존재방식과 정부진화를 위한 정부3이의 존재가치 구현논의 간의 연계성 

기혼 훈제의 혜훌률 위빼 새로 
행정환 

환경변화에 적용하기 위해 

슐의 혼째방식 밤롤. 척용혜야 할 정부의 요구되는정부의 새로운 

촌쩨가치를 
경변화 

혼째가치들 

-선의의 경쟁 
-민 위에 군림해온 권력성에서 -국제환경에의 전방위적 적응력 

혹은지나친 
벗어나 민과 더불어 공생， 협력 -정부경쟁력 (자율적 구조조정력) 

경쟁회피롤 
-규제를 명분으로 민에게 

세계화 
-지나친 경쟁회피롤 위한 

위한차별화 
기생해온 데서 벗어나 정부의 틈새개척 전략 

(틈새개척) 
자생적 생존추구 -국제사회 및 국내사회부운과의 

-규제행정에서 경쟁행정으로의 파트너십 및 협력자적 정신 

공생 ， 협력 
전환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 

-권력성 . 규제성의 탈피차원에서 -중앙 및 주민세금으로부터의 

-자생력， 환경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화 자생력 

정부의 차별화된 고유 기능에 -주민 및 자치단체 간의 
적응력 

더욱몰입 소통능력 ， 자치단체연합 능력 

-소통능력 
-민과의 소동을 통한 정책진화 정보화 관-민 간 소통능력과 정보협력 

-난개발을 자제하기 위해 -에너지 과소비 및 앙적 복지를 

-자율적 
생물지역과의 소통강화 

녹색화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력 

구조조정력 
-난개발과 관련해 에너지 -인ζ←자연 간 소통 및 공생을 

소비구조의 구조조정 통한 생태적 전환 

30) 숲의 존재방식을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거시적으론 국 

제사회， 중범위적으론 시민사회， 미시적으론 일개 기업이나 국민과도 협력자로서 만 
나야 하고 또 그들과의 상호소통 자세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경쟁력올 높이고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기능 일부를 민영화해 기업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선 정부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구현하는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기조직화 

하도록 하자는 ‘정부진화’의 측면에서 ‘가치구현 주체로서의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물론 공생， 협력， 소통 동 일부의 존재가치 구현에선 정부의 국내외 관련부 
문과의 파트너십도 충분히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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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숲의 존재방식의 응용방향 예시 

1 ) 세계화. 

국제교역상의 틈새개척 전략， 자생적 환경적응력， 정부경쟁력 제고 및 규제완 

화를 위한 자율적 구조조정력， 국제사회 및 국내 사회부문과의 공생， 협력정신 

(1) 톰새개척 및 차별화전략: 숲의 환경조건이 복잡해지변， 나무들은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형성하며， 생장조건상 자신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곳31)을 찾아가 

그곳에서 성장한다. 무한경쟁이 요구되는 세계화 시대에선 나무틀처럼 각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시장의 름새를 파고드는 국제교역상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차별성 없는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다. 따라서 자국의 기업들이 특화상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의 틈새를 개척하도록 

정부가 산업정책， 통상정책 차원에서 적극 지원， 조장할 필요가 었다. 

(2) 환경적응력· 세계 어디에서나 잠 자라는 새포이-풀은 아무리 생장조건을 

감이해 키워줘도 자선이 자랐던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이삭을 돋는 높이가 다 달 

라 국제파 잡초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이나가키 히데히로， 2006: 63-64). 세계화 

시대에선 새포아풀처럼 국민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전방위 

적으로 적응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국익신장에도 기여하 

게 만드는 외교통상 및 해외한인 통합의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3) 경쟁력 및 자율적 구조조정력· 물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섬세한 정부경쟁 

력도 필요히다. 특히 정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만한 조 

직 통폐합 및 규제완화 등 정부의 자율적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특히 기엽들의 

규제회피행동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활동이 용이하고，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며 

소통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법적，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규제문제를 해결하 

려면 무엇보다도 문제가 아닌 것을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는 정부개입 필요성 

에 대한 올바른 자체 판단이 자율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김영 

평，최병선，신도칠 편저， 2006: 293). 과거 정부들의 구조조정 실패는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세부 추진방안 없이 전자정부 실현， 민원 반으로 줄이 

기 운동 등 행정개혁만 나열하는 등 핵심을 잘못 짚은 데 았다. 따라서 정부주 

도적 개발과정에서 비대해진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을 축소하는 등 정부역힐의 

재정립이 자율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선되어야 하고， 시장규율 확립과 장기비 

전의 제시가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공기업 민영화 등 꽁공부문 개혁도 병행 촉 

진해야 한다(김승욱 외， 2004: 197-199) 즉 구조조정을 단기적 위기탈출로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근본적 체질변화 전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31 ) 일례로 나무들의 생태적 지위를 보면， 신갈나무는 건조한 능선이 주요 터전인데 비 

해， 물푸레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는 계곡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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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내외적 공생，협력의 지혜: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무한의 경쟁력과 구조 

조정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다운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제사 

회의 협력자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정학적 특성과 무역 및 

자원의 해외의존도， 핵과 군사조건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세계 의존적 국가’의 

하나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범인류적 차원에서의 문제인식과 행동규범을 창조하 

고 실천해야 할 불가피한 위치에 있다(김진현， 1996: 45-47).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자적 역할， 특히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 원조개발금 지불 

에 흔쾌히 참여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2) 또 가치형성국가로서 범지구 

적 가치(g1oba1 va1ues)를 수립，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규범을 앞장서서 만드는 등 세계평화를 위해 타국과 공생， 협력하 

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생，협력 정신은 국내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조정장치에서도 필요 

하다. 신자유주의 방식에 기초한 무한경쟁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분배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 복 

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노사정 합의 및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부

시장-시민사회 간에 치밀한 협력，조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대안병영，정무 

권，한상일， 2007: 364-365). 

2) 지방화; 

지방정부간 경쟁 및 소통，협력， 중앙재정과 주민세금으로부터의 자생력 확보 

(1) 경쟁력: 숲의 식물세계가 보여주는 선의의 경쟁33)은 자치시대를 맞은 지 

방정부들의 벤치마킹 포인트로 적합하다 선의의 경쟁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 

고 창의적 업무능력도 고취시켜， 더 좋은 성과와 비용절감의식， 양질의 서비스 

를 가능케 한다(Osbome & Gaeb1er, 1992). 

(2) 자생력·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추가되 

어야 한다. 먼저 중앙의 재정지원과 주민세금으로부터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 

다. 나무는 토양이 건조해지면 자신의 물 펌프인 뿌리를 통해 땅속의 수맥을 적 

극적으로 찾아낸다)4) 지방정부들도 국민의 세금을 화수분으로만 보지 말고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질 펼요가 

32) 식물은 갈증에 시달리는 이웃식불과 물도 나눈다. 한 실험에 의하면(톰킨스， 버드， 

2004: 99), 유리상자 속에 담아둔 옥수수 한 그루가 몇 주 간이나 물을 안 주었는데 
도 싱싱했는데， 이는 어떤 경로인가를 통해 건강한 다른 식불에서 유리상자 속 포로 

식물에게로 수분이 옮겨졌음을 암시한다‘ 

33) 주변과 간격을 두고 서로 경쟁하며 자란 나무들은 나중에 키도 더 커진다{최소영! 
200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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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매번 중앙정부와 주민에게 손만 벌릴 것이 아니라， 버리는 폐기물에서 난 

방연료를 배출해내는 등 합리적 경영수익기법을 적절히 활용해 경상비를 스스 

로 마련하거나 사용료 등 세외수입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함으로써 자주적 재원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3) 자치단체간 소통， 협력: 지방자치가 제도화되기 위해선 중앙타치의 전횡 

에 맞서 지방정부들이 서로 소통， 협력하며 자치단체연합을 만들 필요도 있다. 

숲은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 예컨대 가을엔 곤충활동이 적어지므로 

한 마리 별이 날아오더라도 많은 꽃들이 동시에 수분(受t5t)의 확렐을 높이려고 

집단개화(集團開花)해 큰 꽃송이를 만드는데， 이런 가을꽃 집단개화의 지방자치 

적 응용이 바로 중앙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 공동 대응해 지방 꽁동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연합 및 상호소통 전략이다. 

3) 정보화. 

관-민 간 소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행정조직 내 소통문화， 관-민 간 공동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협력 

(1) 소통능력: 꽃은 곤충을 이용해 씨앗을 퍼뜨리는데， 재미있는 점은 꽃이 

자신의 수분을 도와주는 곤충의 특징에 맞게 자란다는 점이다}5) 우리는 숲속 

꽃들의 소통능력을 정보회 시대의 심의(審議)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에 

서 응용해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책선택을 대표에게 위 

임하거나， 로비스트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정치적 표출을 일임하는 기술관료 

적 민주주의를 초래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를 크게 제한시킨다. 따라서 주요 

정책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 영역 

(public sphεre)에서 시민이 이성적 성찰과 판단에 근거해 상호 발견， 설득， 교정 

을 거쳐 공공문제의 해결책을 토론， 심의하게 하는 새로운 민주적 의사결정장치 

이대임혁백， 2000). 물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시민에게 주요 정책정 

보를 적극 공개， 공유하려는 활발한 정보소통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시민 

과의 소통 당사자인 공무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조장해 내기 위해 행정 

조직 내에 소통문화를 신속히 정착시키는 작업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관-민 간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협력: 특히 공공선의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선， 종래 관 위주의 잘못 정보처리된 의시-결정을 줄이 

34) 일례로 12미터까지 뿌리를 뻗는 알팔파는 건조하면 불줄기를 찾아 콘크리트 땅까지 

뚫고나온다 

35) 예캔대 백약기의 목련꽃은 화려한 꽃색과 달콤한 향기， 교묘히 배치된 꽃잎을 무기로 
완벽한 시각적 구도를 완성해 벨레를 유혹한다(차윤정， 20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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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과의 합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학습 

이 필요하다)6) 또 정보공유 협력체제의 구축과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 

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조직의 네트워크화와 관-민 간 거버넌스적 공 

동의사결정구조의 확립도 필요하겠다. 

4) 녹색화. 

에너지 과잉소비를 줄이기 위한 자율적 구조조정， 생불지역주의에 의거한 지 

역(자연)과의 소통적 삶의 체계화， 인간-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의 건설 

(1) 자율적 구조조정: 낙엽은 나무가 살아가는 알뜰전략의 하나이다 광합성 

이 어려운 늦가을과 겨울 동안 나뭇잎을 그대로 매달고 있으면 영양분의 낭비 

가 되므로， 나무는 자체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잎을 털어낸다t차윤정， 2004: 

127-130). 반면 오늘의 환경문제는 인간으로부터 자연에 이르는 복잡하고도 긴 

경로의 어딘가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고장 나 

고 오작동한 데서 발원한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녹색사회는 인간-인간， 인간-사 

회를 인간-자연 관계로 확장하되 그 방점을 자연 쪽으로 옮겨， 자연의 원리인 

생명， 공생， 순환 요소를 인간계에 복원해 인간의 삶이 자연의 흐름에 연동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조명래， 200 1: 3). 최근 이런 측면에서 녹색사회를 만들 

기 위한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국에선 에너지 절약을 5번째 연 

료(the fifth fue1)로 부르고， 독일에서도 에너지절약 자체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중시된다. 고도 기술사회에서의 인간행복을 추구하는 ‘축소치료’전략으로서， 새 

복지모텔도 강조된다{바이츠제커， 1999). 이는 자연수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양적， 소비적 복지 개념을 버리고， 자연과 사람 간의 만남을 즐기고 문화를 만 

끽하는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는 질적， 생태적 복지방식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개발국가의 폐해가 심해 친환경기술 낙관론만으론 곤란하며， 차 

제에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녹색적 접끈이 필요하다. 녹색화를 위해선， 순환형 사 

회37)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부 환경정책의 

36) 우리는 그 대표적 예를 기술시민권(techn이ogical citizenship)에서 발견할 수 있다{이영 

희， 2003). 이는 기술사회에서의 과학기술정책 결정과 관련해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해 

야 하는 참여권으로서，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권， 과학기술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참여권 등이 그 핵섬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의 경우 시민조사위원회와 

합의회의의 운영이 기술시민권을 반영하는데， 특히 후자는 시민패덜이 정치사회적 논 

쟁거리가 되는 과학，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질의하고 그 대답을 청취한 다음 

내부의견 조율을 거쳐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이다. 

37) 이는 생산， 소비 후에 나온 배출불을 단순폐기불로 처분하는 젓이 야니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시스댐이 확립된 사회이다{오제키 슈지 외， 2007: 85)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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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순환에 따라 자연-->개발-->생산-->소비-->재순환-->처리의 단계화와 

각 단계미-다의 구체적 실천과제 발꿀이 중요하다 

(2) 인간-지역(자연) 간 소통. 녹색화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생물지역주의 

에 입각해 우리 주위의 땅에 대한 모든 생물지역 정보를 알아내고， 또 땅에 거 

스르지 않고 생물지역 내의 모든 것과 소통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t돕 

슨， 1993).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들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에 혈 

안이다. Costanza et al.( 1997)에 의하면， 개발론자들에게 있어 자떤 값은 항상 。

이다. 따라서 지방이 더 이상 난개발의 몸살을 앓지 않고， 또 생물지역주의가 

녹색화를 위한 자율적 구조조정과 인간-자연 간 소통띄 실천 좌표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선， 장기적 환경변화를 지표화한 지속가능지표(sustainability indicator), 

자본 당 자원사용 비 율을 뜻하는 환경 공간( environmental space ), 지구의 오염 정 

도를 뜻하는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개념(C때ill ， 1999: 102-103)들에 대 

한 지방정부 종사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천적 행동이 필 

요하다 

(3) 공생， 협력의 정신: 이러한 노력은 곧 인간-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eco-city) 건설의 한 첩경이 될 수도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활 하나의 유기적 복 

합체로 보아 다양한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띄도록 해 인간-자연 및 세대 간의 공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이다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개발 위주의 환경개량주의 

에서 벗어나 생명의 장소(lifc placε)로 도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전환과 다양한 

생태도시 조성기술38)의 개발이 요구된다(김철수， 200 1: 45-47). 

지금까지의 정부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숲의 존재방식 응용방향 예시와 존재 

가치 구현을 통해 예상되는 정부문제의 지유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 

파같다. 

선 대량생산에 의한 과잉소비를 바로잡고 사회 전체가 적 정하게 생산， 소비하고 최소 

한으로 폐기하는 생활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38) 폐열 및 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쓰레기정책， 태양，바람 등 자연에너지의 개발， 이용， 

에코 브리지의 조성， 옥상 및 벽변의 녹화， 중수도시설 도입， 대중교똥 활성화， 녹지 

및 바람길의 조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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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숲의 존재방식 응용방향 예시 및 문제치유 예상효과 

슐의 
환경변화 숙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율 위한 슐의 존재방식 용용방향 

기존문제 
존째방식 치유효과 

세계화 시대의 지구가치 형성 지구문제 해결에 타국괴 공생， 협력， 신자 
권력성 1 

고생 
유주의 폐해롤 막기 위한 노시정합의 등 사회부문과의 협력장치 구축 

규제성，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연합 결성을 통한 중앙 간섭에의 집합적 항거 

협력 
정보화 시대의 정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등 조직 네트워크회 

난개발의 

북색화 시대의 인ζ뉴자연 및 세대 간의 공생형 생태도시 건설 
치유 

경쟁 및 세계화 시대의 정부경쟁력 제고. 교역틈새를 노린 자국상품 차별화 지원 규제성 

차별화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행정 및 차별화된 서비스공급 의 치유 

자생， 세계화 시대의 외교 및 국제통상정책상의 전방위적 적응력 확보 권력성‘ 
환경 지방화 시대의 중앙재정과 주민세금에서 벗어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 규제섬의 
χ-41드C3g 기 위한 적정한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 증대전략의 합리화 치유 

자율적 
세계화 시대의 창업절차 간소화， 조직군살 빼기， 정부기능의 재정립 

규제성 ， 
지방화 시대의 생물지역주의에 의거한 지역 난개발 현상의 자제 

구조 
북색화 시대의 에너지절약，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 질적 ， 생태적 옥지 

난개발의 

~‘-Xc:{i 
전략의 추진 

치유 

세계화 시대의 규제기프뉴피규제자 간 소통 활성화로 규제효|피행동 축소 
권력성 ， 

-λ‘-토〈그 
정보화 시대의 심의민주주의 강화와 잘못 정보처리된 정책결정의 페기 

난개발의 
지방화 시대의 생물지역주의에 의거한 소통과 지역친화적 삶의 실천 

치유 
녹색화 시대의 인ι←자연 간 소통을 위한 각종 생태지표의 개발， 실천 

v. 맺읍말 

이 글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변한 현대정부가 숲의 존재방식들을 벤치마킹 

하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가치로 체화할 때，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권력성 

등 종래의 부정적 속성도 치유할 수 있다”는 정부진화적 연구가설을 세운 뒤， 

자연독법에 의거해 이를 입증해 보았다. 

새로운 행정환경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녹색화는 정부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 혹은 지나친 경쟁회피를 위한 차별화전략， 자생적 생존 및 환경적응력과 

더불어 공생， 협력의 정신， 소통능력과 자율적 구조조정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숲의 존재방식들은 정부가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적응 

해 향후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전략을 설계， 응용하는 데 있어 유용한 벤치마킹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부 종사자들이 숲의 존재방식을 학습해 적극 응 

용한다면， 현대정부가 기존의 부정적 속성들을 치유하고 이상사회 설계가로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도모하며 진화， 발전하는 데 있어 큰 발견적(heuristic) 지혜 

를 구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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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글은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해 숲의 존재방식의 응용방향을 시론 

(試論)적 차원에서 크게 예시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숲의 개별 존재방식들을 정 

부의 존재가치 구현전략에 각각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응용해 보는 개별 사례분 

석 논의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될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김승욱 외.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7]. 서울 부키. 

김영평，최병선，신도철 편저. (2roJ). [규제의 역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김진현. (1앉*ì). 개화 120년과 21세기 미래개척. [계간 사상J ， 가을호. 

김철수. (2001). 생태도시 조성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J ， 3.5(3): 21-48. 

노화준. (998). 한국 행정문화 진화에 대한 복잡성 과학적 해석. [한국행정학보J ， 

32(4) ’ 137-1:13. 

박흥식. (2007). 진화심리학의 행정학적 적용 및 정책대안의 모색에 관한 논의.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J， 18(1): 97-118 

복거일. (2007). [벗어남으로서의 과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성지은. (2003). 정보통신산업의 정책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2) 영3-3.53. 

안병영，정무권，한상일 (2007).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규모，성격，개혁방향]. 춘천: 한림 

대학교 출판부. 

우종영 (2roJ).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윤석철. (200.5). [경영，경제，인생 강좌j 서울: 위즈덤 하우스. 

이도원. (2004). [생태 에세이(상)]. 서울: 사이언스 북스. 

이도형. (2roJ). [행정학의 샘물(전정증보판n 서울: 선학사. 

이성규 글， 김정명 사진 (2003). [백두산 툰드라지역 식물의 살아남기]. 서울: 대원사. 

이영희. (때m. 과학기술운동 환경과 생병 엮음， [녹색운동의 길 찾기]. 서울: 환경과 

생명. 

이종수，윤영진 외. (2α).5). [새 행정학(4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임주훈 (200.5). 숲 모습을 크게 바꾸는 교란. 탁광일，전영우 외， [숲이 희망이다]. 서울: 

책씨， 

임혁백 (찌X)). r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정규호 (2αx)) 행정체제의 녹색화 문순홍 편， [녹색국가의 탐색] 서울. 아르케 

조명래. (2001). [녹색사회의 탐색]. 서울: 한울 

. (2CX)2).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바람과 물 연구소 편， [한국에서의 녹색 

정치‘ 녹색국가]. 서울· 당대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시론， 자연독법을 통한 숲의 존재방식의 응용방향 예시를 중심으로 • 249 

차윤정. (2004). [숲의 생활사] 서울: 웅진 닷컴. 

최소영. (2roJ). [숲은 더 큰 학교입니다]. 서울: 랜멈 하우스. 

최연홍. (2001). 한국행정학의 미래와 비전. [Kapa@포럼 J ， 제94호. 

최창현. (1땐). 복잡성 이론의 조직 관리적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보]， 33(4): 

19~38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서울: 창비. 

돕슨(정용화 역). (993). [녹색정치사상]. 서울: 민음사 

바이츠제커(이필렬 역). (999). [지구환경정치학]. 서울: 아르케 

배려(허남혁，추션영 역). (2뼈). [녹색사상사: 루소에서 기든스까지]. 서울- 이매진. 

베르크마이스터(최병환 역). (1땐). [가치론의 역사적 조명]. 서울 서광사 

벤튼，레드클리프트(이기홍，조재광，이강익 역). (1997). [지구환경과 사회이론] 서울:한울 

부케티츠(김영철 역). (1999). [사회생물학 논쟁: 유전자인가 문화인개 서울: 사이언스 

북λ 

비티， 에얼릭(이주영 역). (2005). [자연은 알고 있다]. 서울· 궁리출판. 

오제키 슈지 외(김원식 역). (2007). [환경사상 키워드] 서울: 알마. 

워드(김정아 역). (2004). [아나키즘， 대안의 상상력]. 서울. 돌베개. 

웨더포드(권루시안 역). (2005). [야만과 문명，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7]. 서울: 이론과 

실천. 

이나가키 히데히로(최성현 역). (2α)3). [풀들의 전략] 서울: 도솔 오두막. 

케일 외. (2005). 세계 정치생태학의 관점. 빌 외(정규호 외 역)， [정치생태학]. 서울· 

당대. 

크로포트킨(김영범 역). (2이}.S). [만물은 서로 돕는다] 서울: 르네상스 

톰킨스， 버드(황금용，황정민 역). (2004). [식물의 정신세계， 식물도 생각한다]. 서울: 정 

신세계사. 

트라그(김성한 역). (2007). [인간본성과 사회생물학의 철학적 측띤을 논하다] 서울· 

궁리. 

윌슨(최재천，장대익 역). (2004). [통섭]. 서울， 사이언스 북스， 

B따ry. John. (l!댄써1). Rethinking Green Politics: Nature, 1/irtue & Progress. 

London: Sage Pub .. 

Benton, T. O!없)‘ Nαun띠 Relations: Ecology, Ani，ηαs αld 50cial J ustice. 

London: Verso. 

C삶ùll， Michael. (1맛앤). Sustainability: the Twenty~first~century Challenge for 

Social Policy. 50α:al Policy Revíew, vol. 11: ~~ 105 

Caldwell, Lynton K (980). I3iology and Bureaucracy: Thc Con끄ng Confront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 1): 1 ~ 12. 



250 • 행정논총(제45권4호) 

Costanza, R. et al.. (1997). The V따ue of the World ’s Eco• 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15 May): 253-259 

GαJdsell ， C. (994). The Ca<;e ψr βureαuηαy: A Pub!ic Admini’stration Polemic 

Chatham House Pub 

Holzer, M. & C떠lahan， K. (1998). Govemment At Work: Best Pracrice α?ci Mode! 

Programs. London: Sage Pub 

lVI때:h ， ]ames. (1994). The Evolution of Evolution. In ]. Baum & ]. Singh(eds.) 

Evo!utíonmγ αnamics qf θ'gan12atíons. Oxford University Press. 

Osbome, D. & Gaebler, T. (992). Reinventing Govemment How the 

Entreprenewial Spírit ís Tnα7.S]'orming the Publíc Sector. Mass.: 

Addison-Wesley Pub. , Co .. 

Raadschelders, ]os C. N. (1맛)8). Handbook of Admínistrative Hístory. New 

Bnmswick Transaction Pub .. 

Self, P. (1985). Polítí，때 η7ROTγ of Modem Goveπment: lts Role and Reform 

μmdon: George Allen & Unwin.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시론: 자연독법을 통한 숲의 존재방식의 응용방향 예시를 중심으로 • 251 

Abstract 

A Search for the Best-fitting Strategy for the 

Modern Governments' Survival and Development: 

Focused on Benchmarking the Ontological Principles 

of the Forest 

Dohyung Lee 

This article uses the reading-off hypothesis to find out the best-fitting strategy for 

the modem govemments ’ survival and development. The reading-off hypothesis can 

provide a lesson from the eco-system such as a fores t. The eco-system can be a 

benchmark for the modem govemment to survive and develop in the era of 

globalizatioπ localization, information society and eco-society. Modem govemments 

need to leam the ontological principles of the forest such as the competitive power, 
autogeny, pioneer spirit, symbiotic relationship and communicative capacity. If the 

modem govemment try to leam the ontological principles of the forest, they can get 

the heuristic wisdom to be a social problem solver or social designer for the ideal 

society. 

[Key words: reading-off hypothe잉s， the ontological prindple of the forest, the evolution 

of govemment, the value of modem govemments’ exist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