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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正位置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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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쩔홈u의 否定的 視角

1.

席

市民寧命이 이룩되기 전 君主國家時代에는行政의 위치나 역할은 적

어도 학문척인 입장에서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시민

혁명 전에는 政治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시대에는 統
治만이 있었고 行政은 바로 鏡治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行政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일이 별로 없었다. 시비가 있었다면 행정관료들이

君主

의 意思를 충실히 집행하였고 그에 충성올 다하였는가에 관해서였다.
행정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시민혁명 이후에
自由民主主훌가 들어서고 그것의 塵4'kJ인 政治가 둥장하면서부터이다.

다시 말해서 政治가 성렵하면서 行政의 역할이나 위치가 연구의 대상
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政治가 없는 共慶主議國家에서는 行政

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별로 없다.

본래 정치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t 向的 과정에서 칠서가 형성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통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下向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과청을 이야기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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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는 곳에 행정의 自律性이나 中立性은

존재할 수 있으나 政治

不在의 統治만 있는 곳에서는 行政의 從屬性만 존재활 뿐이다.

오늘

날 발전도상국가에서 行政獨善이니 行政獨載 또는 行政主導의 근대화
니 경제성장이니 하는 것은 政治不在의 統治만 있는 곳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先 • 後進國을 막론하고 行政權이 나 行政機能의

보펀적인 현상이다. 행정권이 강화되다보니

선진국같은

강화현 상은

경우에도 행

정 관료의 특권화를 내 세 워 行政獨善化를 경 계 하고 있다 1)

그런데 다 같이 행정기능의 강화현상이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은 그
출발점이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는 專門化나 情報의 용이한 接近可能

性으로 국민에게 보다 좋은 써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나옹 것이
다. 따라서 아무리 행 정 부의 機能이 강화되 어 도 자유민주주의 의 諸原
理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開發途」二國의

경우는 行政獨走化

의 현상으로 나타나 정치의 諸原理를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섬각하게 되었다.

ll.

行政沒劃의 否定的 視角

한마디로 韓國의 政治史는 政治不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政治

權力者는 있었지만 政治는 없었다. 議會政黨은 물론 司法府까지 行政
首班인 大統領에게 예속되어 政治라는 것은 없었다. 의회나 정당은 이

름뿐이 었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역할을 하였다면 民主政治
의 장식품A로서 대통령의 존재를 정당화 시켜주는 일에 그쳤던 것이

다. 政治가 없는 곳에 行政은 드세지기 마련이며 行政은 政治의 역할
까지 담당하게 된다. 행정은 政治構力者의 앞잡이로서

모든

일을 주

1) Harold Laski 는 英國의 官없制를 批判하면서 이들은 自己들의 利益만을
위 해 서 活動하는 特樓化集團이 라고 이 야기 하고 있 다. “ Bureaucracy" En-

cyc!opedia 0/ Socia! Sciences , VoI. 3,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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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 1 공화국에서 제 5 공화국에 이르기

2 공화국을 제외 하고는2) 행정의 主쩔훨j의 하나가 政治權力者의

權力體힘l를 강화시키는 일이었다. 선거간섭에서부터 조그마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權力의 維持彈化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朴
政權下의 官主導의 경제성장이나 새마을운동도 政權의 維持와 직결되
었던 것이다. 구데타에 의해서 權力을 장악한 朴大統領은 長期執權의
정당화를 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경제성

장이나 새마을운동은 전척으로 행정관료에 의해서 主導되었다.

성장이나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에서

경재

출발하였지만

나중에는 長期執權體制를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

이다. 이처럼 행정은 政治權力者의

權力構葉과 維持彈化에 헌신적으

로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正當性과 正統性이 없는 정치권력 일수록

行政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은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政治權力의 요구속에서 행정의 體質改
善이 일어 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우리행정은 體制維持型에서 價

{直創造型으로 탈바꿈하게 되 었던 것이 다 3) 우리 행정 은 軍事政權이 들

어서면서 價뼈:創造型으로 변모하는데 이때부터 우리행정은 무엇인가
생산하고 창조하고 동원되어야 하는 앙력을 위에서부터 받게 되었다.
價植創造型으로의 전환은 국민의 요구나 스스로의 체질개신에서 일에
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세금이나 걷어들이고질서나지
키고 국민을 규제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
인가를 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때의 강요는 정치지도자로부터 나왔다.
政治指導者는 자거의 권력정당화를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
각하였고 그것을 강요하였다. 李政權때부터

행정은

작하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시작하더니 軍事政權에

선거간섭부터 시
들어서는 下手

2) 제 2 공화국은 9개월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운에 그러한 역할을 할 여가
마저 갖지 옷하였다.

3) 뼈爾， “行政體制의 變化類型 .. ["韓國政治學會報 J ，
105""'122.

第十四輯 (1980)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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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 前衛險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외에서 이야기한

行政主導의 경제성장이나 새마올운동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펼 수 았
다.

行政이 政治權力者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보니 政治의

영 역 까지 주

무르게 되었먼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行政은 政治權力者에
게는 노예적인 자세를 취하였지만 국민에게는 뱅 같이 무서운 존재였
다. 行政은 자기영역을 뛰어넘어 간섭 안하는 것이 없었다. 政治權力
과 결략되다보니 행정은 權力化되었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

라 국민을 규제하고 다스리고 감시하는 기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들은 政治權力者에게만 잘 보이면

되 었지

국민에게 찰 보일 펼요는

없었다. 이틀은 政治權力者의 예속적 信仔下에 우분별하게 권력을 휘
두르기도 하였저만 역셜적으로 그만픔 自律性도 없었다. 본래 성복은
주인의 信任下에는 별짓을 다 하지만 그 지시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自律性은 없다. 청치권력은 행정의 고유영역플 마음대로 유련하고 행

정의 自律性을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행정은 권력의 信仔下에서 政

治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이른바 官燈政治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
나 한국의

官燈政治는 행청의 自律性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政治權力者의 信任下에서 그의 뭇파 의 지 만올 추종하는데 에서
나타난 젓이었 71 때문에

문제는 더욱 성각하였다.

토대로 해서 나타난 관료정치는

행정의

自혐心과 中立性이라도

自律性을

니}세울 가능

성을 지닐 수 있지만 권력의 信任下에서 이루어진 관료정치는 課屬性

과 偏願性밖에 내세울 것이 없었다. 정치권력자의 意志가 국민의 意

思와 遊離되었을 때에 행청은 갱치권력자의 펀에서 국민의 意思를 억
압하려고 하였떤 것이 사설이다. 행정은 행정밖의 여러기관을 예컨데
政黨， 議會， 壓力團體들이 정치의 場을 여는 것을 정치권력자의 지휘

하에서 직 정 간접 으로 방해한 것이 사설이 다.
행정이 정치권력자의 心復짧뿜u을 할때 행정은 人事， 감섬發， 配分동의

모든 정책분야에서 代表性과 公正性을

잃게 펀다.

모든 정책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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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떻意的 意志대로 추진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펀파성과 私黨性에
서 벗어나 기어렵다.
해서 채워진다.

이고 어떻게

행정의 고위칙은

거의 충성스러운 사람을에 의

이때 官燈들 특히 고위충의 관료들은

하면

충성경쟁을 벌

홉位層과 출을 대는가에 혈안이 펀다. 줄이 닿는

사람은 희망에 념쳐 있지만 줄이 닿지 않은

로 잡히게 된다. 그런데 이때

사랑은 피해의식에게 사

줄이란 거의 緣故關係의 줄이다. 연고

관계라야 거의 例外없이 排他性을 띤 地緣， 學緣， 血緣등의 원초적이

고 분열적인 緣故關係이다. 과거 40 여년동안 이러한 연고관계는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유감없이 惡用되어 왔고 또 이러한 원색적인 연고
관계는 정치권력의

형성에서부터

유지에

이르기까지 직정

간정으로

기여한 것이 사설이다. 正統性이 없는 권력이 끼리끼리의 연고관게나
특수관계블 중심으로 권력의 기반을 다질 때에 그 권력은 閒銷性， 內
密性， 私黨性올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국만의
공정한 심판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正統性 缺如의 권력일수
록 自己生存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기반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政治와 行政間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
고 권력앨리트와 行政問의 예속척 관계만 존재하였다. 행정이 정치권
력자의 下手A 노릇만 할 때에 행정은 이마 그 存立理由인 국민에 대
한 奉tt性을 잃어버리게 된다.

行政은 어디까지나 政治의

울타리속에서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

다. 政治없는 行政은 行政自身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行‘政은 政

治의 울타리속에서 바람직한 像과 正位置를 찾아야 한다. 이때의 정
치는 아래서부터 自生的으로 형성되는 질서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국
민의 參與속에서 국민의 홉思를 토대로 해서 자생척으로 형성된 질서

를 말한다. 몇사람의 권력옐리트에 의해서

형성완 질서도

데타나 變則的 方法에 의해서 형성된 질서도

분명히 행정의 上位擺念이다.

아니다.

아니고 쿠

이러한 정치는

上位構念이라고 해서 행정의 고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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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범하고 구석구석까지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政治는 行政의 가는 길을 제시하여

주고 行政이 걸을 잘못 들거나

잘옷을 저질렀을 때에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그 이상의 일에 개

입해서는 안된다. 정치가 秋序形成過흉이요 행정이 f:Iç序執行過程이라
면 兩者는 연속과정이다. 정치과정에서

정치가 투입과정이략연 행청

은 산출과정이다. 이처럼 兩者·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각자에
게는 고유영역이 있다. 각자의

고유영역은

상대방으로부터 침범당해

서는 안된다. 침범당하면 서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도 불행하다. 行政이 政治의

영역을 침범하면

관료정치가 나타나고

政治가 行政의 고유영 역 을 칩 법 하면 繼官政治가 나타난다. 관료정 치
는 獨載와 獨善을 내포하고 있고 繼官政治는 非能짧과 浪費플 약속
한다.

정치와 행정은 연속과정이요 統合過程이면서도 각자 特有의 體質과
生理를 지니고 있다. 정치가 흉序形成의 構力現象일 때에

행정은 能

率中心의 管理現象이다. 정치가 너와 나를 구별하는 價{直選好現象이

라면 행정은 누구의 펀도 들 수 없는 價f直中立現象이다. 청치가 多元
性， 混亂性， 非公式性， 쭉짧性을 요구할 때 에 행 청 은 豊~-性， 標準性，
1ðê一性， 公式性을 요구한다. 정치과정이 生來的으로 완만하고 무질서

하고 상향적일 때 행정과정은 신속하고 질서적이고 하향적이다. 정치
는 混亂속에서 珠序블 형성하지만 행정은 縣序속에서 프로그랭을 산
출시킨다. 정치의 세계가 知慧를 요구할 때 행정의 세계는 知識을 요

구한다. 이처럼

정치의 세계와 행정의 세계는 그 正體와 體質이 다

르다.

그런데 행정이 자기고유영역을 지킬려면 정치권력이 民主的S로 형
성되고 善意의 廳爭을 통해서 定期的으로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독
재권력이나 장기칩권하에서는 행정은 權力化되고 권력자의 前衛部嚴

로서 변신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이

특정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독점되었을 때에 행정은

自己正體와 모습을 지키기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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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軍事政權以後로 우리 행정은 여러가지로 자기에게 유리한 狀況下에
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主管하고 처리하게 되었다. 조직화

되면서도 專門性을 갖춘 집단은 행청체제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권력
충 등에 업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다. 행정
은 專門性하나만으로도 특권화되기 쉽고 行政優位現象을 점하기 쉬운
데 構力性까지 겸하게 되 어 萬能者로서

등장하게

되 었다. 이 른바 行

政萬能現象이 다. 행정 은 立法家로서 企業家로서 與論形成者로서 훌훌꿇

調整者로서 모든 역할을 독점하였다. 의회나 정당은 행정부에 예속되
어 있었고 섬지어 司法府까이 행정의 눈치를 살펴면서 載判行짧를 하
게 되었다. 전문성이나 권력성의 변에서 의회나 정당은 행정부의 敵
手가 되지 못하였다. 우선

立法過程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보

면 의 회의 發議件數가 행 정부의 提出件數에

크게

마 달하며 維新體制

以後 9代國會 (73-79) 와 10代國會 (79.3-80.10)의 경 우는 그 비 율이 각
각 24.3% 對 75.7% 와 3.9% 對 96.1% 였다 4) 이처럼 '5L法活動도 행정
부가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거구인 國會議員

까지 行政首班이 임명할 정도였으니 행정의 獨善과 獨載性을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行政權의

비대화속에서 정당이나 의회중심의 民主化

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행정의 企業家로서의

역할을 보면 1961 년 군사정권이

數次의 경 제 개 발계 획 을 수립 하고

의 사령 탑 역 할을 하였다.

실천하면서

들어서면서

「韓國珠式會社」의 本社

r韓國緣式會社」는 「 日 本珠式會社」에 대응

되는 개념이다 5) 趣濟第一主훌를 내세우면서 군사정부는 새로운財關
企業들을 창조하였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창조된 大企業들은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輸出戰略이

安秉萬， í韓園政府짧J (서울 : 茶山出版社， 1985) , p. 279.
5) 兩者는 얼핏보기에는 비슷하나 日本의 것은 企業의 짧位性.올 강조하고

4)

韓國의 것은 政府의 優位性을 강조하는 데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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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輸出 目 標銀은 물론 塵業改編이 나 重點援資部門의 결정 까지 정 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장관들로 구성된 理專會의 議長이 되며
企業人들은 초社長이나 工楊흉으로

역할을 하였다 6)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다보니 A權이나 人間의 自由

둥 모든 민주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예속되었다. 경제적 가치의 最優先視는 처음부터 민주적 가치
의 후퇴를 약속하고 있었다. 어떠한 가치도 經濟價f直의 팽창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억압되었다. 憲政의 파괴속에서 출
발한 군사정권은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은 옆용濟價f直의

팽창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濟價{直의 最優先主議는 당연
한 논리였다. 오랫동안 쓸困의 악순환속에서 헤매이던 국민에게는 경

제제잎주가 제대로 먹혀들어갖다.

군사정권의 經濟的 業績은 국민에

게는 칩困에서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고 정부에게는 권력을 정당
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行政主導의

경제개발은 파이를 키워 놓았다는 점에

서는 크게 평가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

째， 不均衛的 짧濟開發로서 사회를 분열시컸던 것이다. 과거 20 여년동
안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엽간， 도시와 농촌간， 수출산업

과 내수산엽간， 공엽과 농업간， 지역과 지역간에 不均衝的인 鍵展야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不均衝的 開發戰略은 사회를 분열시키

고 국민의 화합을 깨뜨렸던 것이다. 이 시대의 경제력은 중앙과 特定
地域에 펀중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펀중은 국민의 화합을 깨뜨리고 인
구의 펀중과 산업의 非合理的 配置를 가져와 여러가지 社會鏡濟的 問
題를 야기시컸던 것이다. 사회의 共存體制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급

지역 산업간의 t닝衝開짧이 필요한데 정부는 과거 20 여년 동안 公權力
을 이용해서 오히려 불균형척 개발을 조장하여 사회를 분열시켜 놓았
던 것이다. 둘째， 행정주도의

6)

司호훌，

].P. ]ones ,

開훌훌liFf究院，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행정과 기엽의

r經濟開發과 政府 및

198 1), p.98.

企業家의 f앓홈ijJ (서 울 : 轉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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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탁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러한 결탁은 어검없이 不正鷹敗를 구조척
으로 구축시켰다. 대부분의 발전이나 성장은 不正을 토대로 해서 얼
어난

것이었다.

권력의

fiE護속에서

後見 A-顧客間의

cJ ient relationship)가 성렵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市場經濟體制의 확랩을 막았다는 것이다.

관계 (patron

자유경쟁에 업각한

행정과 기업간의 유착 및

결탁은 7) 부정 부패를 구조화시 켰고 온갖 사회 적 부조리 와 非理를 탄생

시켰던 것이다. 누구든지 權力의 줄-만 잡으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를 조장시켰고 땅을 훌리지 않아도 돈을 별 수 있
다는 풍토를 조성시켰다. 이러한 풍조는 사회의 밑바닥까지 파급되어
한탕주의，

부동산투기，

증권투기，

복부인 둥의 현상으로

셋째， 행정의 底護속에서 자란 企業들은

나타났다.

自生的으로 뿌리를 내려 成

長할 수 있는 能力이 없었고 따라서 國顧社會에서의 경쟁력도 없었다

이러한 기엽들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지 않아도 쓰러지는 不實企業
으로 나타나 國民의 脫金으로 버티는 기업꼴이 되고 말았다.
괴거 20 여년동안 우리 행정은 지나치게 成長과

다 보니 거 쳐 야 할 절차와 과정 을 우시 함으로서
무리한 결과를 빚어내는 경우가

目標成就를 강조하

消化不良的 成長과

않았다. ["하면 된다」는 소신과 성급

한 텀標成就意欲은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 정당화되는 풍조를 조장하

였다. 이처럼 성과위주의 思考는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컸다」는 思
考플 약회-시컴으로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시킨 것이 사실이다. 順序와
節次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우능력자로 판정되었고 비약과 성취만아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

民主主義의 본질이 정당한 절차의 준수라면

目標成就의 지나친 강조는 민주발전에 혈行的이 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면 된다」는 소신은 교조적

독선으로 몰고 가 多元的 批判勢力을

꺾어버렴으로써 -**不옳L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에 기여하였다.

7) 安海均， “韓國行政過程에 의 利益投入에 관한 ￥R究" r행 정 논총J ， 第 9
卷 1 號(서울大行政大學院， 1971), pp.105~106; Suck-Choon, Cho, “ The
Korean Bureaucracy: Authcrity and PoIicy Formulation Prccess ," r챙
정 논총 J ， 第 8 卷， 1 號(1 970) ，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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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관존민비의 전통에다 경제성장의 主짧이라는 자만심으로 더

욱 더 국민에 대해서 高壓的 자세로 나왔다.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 정 엘 리 티 즘은 전보다 더 국민을 指導하고 規制하게 되 었다 8)

행정은 국민이 문제의 제기 마저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統制하였다.
행정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一A體制의 장기
칩뀐[과도 직결되었던 것이다. 장관이나 행정관료는 대통령의 신엄속
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었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펼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행정관료들이 무서워하였던 것은 高位
層이 나 上司이 였지 國民이 아니 었다.

政府樹立以後에

오늘에 이 르기

까지 우리 행정은 國民에 대해서 責任을 지는 전통이나 풍로를 조성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ill.

行政段劃의 肯定的 視角

우리 행정은 民主主훌훌라는 政治的 價f直의 시각에서 볼 애에 어둡고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질이다. 그러나 勳量的언 것을 키우고 팽
창시키는데에 밝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긍정적인 측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近代化를 추진하고 말전의 사엽을꾀하는데에 있어서 힘의 原

動力 및 據點으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專觀의 구습에서 벗어나 새
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國力을 키우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했었는데

행정이 이 작업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우리 행정은 60 년대에 접어들
면서 近代化作業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션도적 역할을 한 것이 사살
이다. 행정은 국민에게 무엇인가 창조하고 생산하고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정이 體制의 問題解決能力을 향상시켜 준 것이 사실이
8) 金榮椰， “塵業化의 眼絡에 서 본
會報J ， 第十九輯(I 985) , p. 78.

韓國政府官際휩j 의 行方>> r韓國政治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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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행정은 행정 밖의 發展勢力풀이 미약하였올 해에 그 공백기
를 에꾸어 주었던 것이다.
둘째， 추상적이고 이엽척언 가치보다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

치를 더욱 강촉함으로써 實用的이고 實利的언 價{直擺;융:을 국민의 마
음에 깊이 새겨주었던 것이다. 즉 근대화나 發展의 價f直를 국민이 눈
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시컸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韓國社會에서 近代化가

낯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1894

년의 甲午改華을 계기로 한 것이라고 지척되고 있다. 이무렵의 근대
화란 종래의 폐쇄체제를 외국에

露물시키고

접촉시킴으로써

새로운

勳物을 도입하고 외국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被動的언 입

장에서 단순한 제도모방으로 인식된 近代化擺;옳은 내재척언 昇華作用
을 거치지 않은 채 1950 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즉 이무렵까지는 근대화

개념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抽象的이고 空虛한 개념이었다. 이처럼

막연히 추구펀 근대화개념은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한데 모으는 求心的인 작용을 하지도 못하였다. 이처
럼 막연하기만 했던 근대화의 개념이 잘 살아보겠다는 具體的언 意志
로 표현된 것은 60년대의 價{直創造의 행정체제를 통해서였다. 옳았건
틀렸건 이무렵부터 근대화의 개념은 용困을 몰아내는 구체성과 질용

성을 띤 경제적 가치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근대화는 「잘 사는 것」
으로 국민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해부터 근대화 개

념은 국민의 生活方向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고 힘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고 결합시키는 求心點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무렵에 본
격척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근대화개념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있다.
셋째， r 힘의 文化」를 定훌化시켰다는 것이다. 험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道德的이고 倫理的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형적인 힘
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鍵濟力， 軍事力，

科學力

말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힘이란 후자를

등의 유형 적 인 힘 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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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科學力， 輝濟力， 軍事力 둥의 유형척인 힘들이 상호승화작

용을 하면서 웅결될 때에 모든 발전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
은 이러한 유형척 힘들이 모든 文化나 r價植의 근원을 이룩한다는 것
이다. 궁극척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道德的인 가치일지라도 이러한 풀
리적인 힘들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9) 1960 년대 이후의 우리의

행정체제는 이러한 유형적인 힘들을 배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넷째， 생산에 관칩을 기울임으로써 總對植나 파이의 팽창에 크게 거
여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우리의 진통척인 寬識構造는 무엇을 만들
고 생산하고 키우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나누어 먹는데

더욱 신경을

써 왔다고 볼 수 있다. 6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소극적인 思考에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는 생산위주의 思考요 絡對f直職眼의 思考였다.
행정은 가치의 생산 및 팽창에 人的， 빼的 寶源을 최대한으로 동원함
으로서 動的인 사회체제의 구축에 주동적인 역할을하였다. 특히 科學

技術， 高速道路， 電力， 原子力，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의 投資

育成은 경제성장의 바탕과 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젓째， r하면 흰다」는 가능성의 의식을 성어주었다는 것이다. 즉
被害意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비관척인 평가에서 肯定的인 評價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行政力의 뒷받침속에서 뻗어났

먼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自信感과 可能性의 哲學을 접어준 것이

사질이다. 즉 운명적이고 체념적인 思考에서 벗어나 발전에 도전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겠다는 能動的인 思考를 싹트게 하였떤 것이다. 60년

대에 등장한 價植創造型의

행청체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여 왔던 運命主議的 思考를 「하면 된다」는 挑戰的 思考로 전환
시키는데 결청척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9)

빼著， r韓國의 行政文化J(셔 울 : 홈麗大出版部，

1982) ,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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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 여년 동안 행정은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主짧을 담당하다보

니 政治領域은 물론 홈얻濟領域까지

침식하여

틀어 간 것이 사실이 다.

정치나 경제의 불모지대에서 행정주도의 훌훌展戰略은 불가피한 현상이

었다고 논의 될 수 있 었다. 그러 나 오늘의 한국상황은 판이 하게 달라
졌다. 행정이 주도하기에는 주변의 모든 사청이

너무 복잡하여졌고

행정밖의 세력들이 크게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행정이 과거처럼 자

기 혼자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졌고 또 발전이
이룩되는만큼 풀어야 할 問題도 확장되어 행청은 스스로 능력의 한계
를 인식하게 되었다. 能力의 限界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언식은
하면서 과거 처 럼 모든 發展의 問題를 主管할려 고 하면 發展에 適行·的

인 狀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사회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행정은 主導的 쩔웹에서 후퇴해야 한다. 행정이 해야 할 일
은 民間A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고 행청밖의 機關들에게 봉사하
고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이

主導者나 支配者의

支援者로 탈바꿈했다고 해서 행정의

입장에서

훌황導者나

위치가 격하되고 기능이 약화되

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오히려 規範的 意味에서니 機能的 意味
에서 본래의 자기 모즙을 찾은 발전적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은 政治人에게 맡기고 경제의 영역은 魔濟人에게 맡기는 것이 행
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행정의 脫權力化는 정치의

民主化에서도 찾아야 하겠지만 행정 스

스로의 힘에 의해서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이 政治權力者의

훌훌屬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으로의 이메이지
는 구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것이 正鏡性이 없는 권력의 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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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릇을 하거나 長期執權의 하수인노릇을 하게 되면 저주스러운 존재

가 되는 것이다. 분명히 행정은 정치의 下位擺念이다. 그러나 정치권
력자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권력자의 빼衛顧나 下手)、 a

로 정치를 요리할 때에 정치의 生顯界는 파괴된다. 모든 정치단체나
정치제도들은 제 구실을 하지 옷하고 劇製化된다.

행정이 정치의 下

位擬念이라고 하니까 행정은 정치의 어떠한 지시나 명령도 다 받아야
한다는 이 야기 가 아니 다. 오히 려 不當하고 非合理的인 千涉을 행정 은

단호히 배격 해 야 한다. 프랑스의 官價制는 정 치의 바람을 막음으로써
행정의 本質과 正體를 지켰고 결국 정치의 짧化에도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행정의 自律性은 결국 정치의 自律性올 가져오는 데에도 도
움이 된다. 앞으로 우리 행정은 자기의 正位置를 찾는데 최션을 다하
여야 한다. 正位置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찾아야지 政治構力과의 관계
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찾을 째에 자연히 정치의

統制를 받는다. 그러나 政治權力과의 관계에서 찾을 때에 국민을 잊

어버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