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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경쟁적인 공익 기준들, 그리고 그에 각각 부합하는 국가 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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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천지창조(the Creation)’에 참여했다.” 

- Dwight Waldo, 1980: 24. 

“민주주의에서 정치권위의 궁극적 원천은 인민... 이다.

그런데 어떤 인민(which people)을 말하는 것인가?"

- Glendon Schubert, 1960: 19.

Ⅰ. 문제제기 

이 글은 바람직한 문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행정의 제도화 방안을 공익 개념을 

중심으로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試論)이다. 인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문명화(civilization)를 추구해 왔다. “인류의 역사란 [곧] 문명화의 과정

이며... 역사의 창조란 [곧] 새로운 문명의 창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한구, 2014). 

그런데 인류가 역사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이루어낸 문명은 긍정과 부정의 이중성을 지닌

다. 이러한 이중적인 문명 발전에 국가 행정은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 문명과 행정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긍정

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국가 행정의 제도화를 

모색해야하는 이유다.

국가 행정이 바람직한 문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공익

(public interest)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익은 바람직한 국가 행정의 궁극적 가

치판단 기준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본래 앵글로-아메리칸

(Anglo-American)계 나라들의 국가 행정 전통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Stillman, 1999: 

45-6; Peters, 2003; Pierre, 1995; 2011). 그러나 이 개념은 앵글로-아메리칸계 나라들의 

국가 행정 전통에 부합하는 후술하는 독특한 공익 기준뿐만 아니라, 여타 나라들의 다양

한 국가 행정 전통에 친화적인 경쟁적인 공익 기준들도 아울러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로서 Schubert, 1960; Held, 1970 참조).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대표적인 시각으로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과 ‘일반이익

(general interest)’으로서의 공익을 들 수 있다. 공익이란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의 공익관1)을 전자의 예로, 단순히 개인

1) 서구에서 종교개혁과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과 사회에서 분리된 독립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개체성(individuality)”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체성에 대한 강조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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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합을 넘어 전체 공동체 자체의 일반이익을 찾아 그것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공

동체주의2) 혹은 국가주의3) 시각의 공익관을 후자의 예로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는 합의된 공익 개념의 존재가 그것의 실현까지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의 공익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적절한 국

가 행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역으로 한 나라에 배태된 국가 행정의 특성에 친화적인 

공익 개념이 그 나라에 형성되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실제로 위에서 든 두 가지 대표적

인 공익 개념들은 그것에 부합하는 혹은 그것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국가 행정 제도와 상

호 연계되어 발전이 이루어졌다.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 개념은 ‘시민연합(civil 

association)’으로서의 국가(이하 시민국가) 행정이, 그리고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 개념

은 ‘목적연합(purposive association)’으로서의 국가(이하 목적국가) 행정이 각각 제도화

된 나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Spicer, 2001). 

문제는 이와 같은 경쟁적인 두 가지 대표적인 공익 개념, 그리고 그것에 각각 부합하는 

국가 행정 제도는 바람직한 문명 발전을 위해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을 개인이익의 합으로 간주하는 경우,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선호를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동체 전체의 (특히 장기적인) 이익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공익을 일반

이익으로 간주하는 경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그 공동체

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히 단기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Schubert, 1960; Held, 

1970). 자연히 각 시각의 공익에 친화성이 있는 국가 행정 제도들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지닌다. 

첫째,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 개념에 부합하는 시민국가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이 상호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향적으로 결집되는(aggregate) 국가 행정을 특성으

로 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정당을 매개로 하는 대의제정치가 이 기능을 담당하

근대 이념과 연계되는 것이지만, 서구의 근대사에서는 특히 자유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

했다 (김용민, 2008: 41; 송재룡, 2015: 14). 개인의 자유를 중심적 가치로 삼아 “개인들이 자신이 

설정한 가치관과 인생을 최적으로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 및 그것의 평등

성,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념이 그것이다 (장동진, 2008: 206-8, 229-31; Buckler, 2010). 여

기서 공익이란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 개인들의 선호가 결집된 결과로 이해된다.  

2) 공동체주의란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개인적 권리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우선성을 강조하

는 이념이다. 여기서 공익은 개인 선호의 집합이 아닌 실체적 개념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는 

공동선(common good)을 의미 한다 (유홍림, 2008: 368-9; 장동진, 2008: 230-2).

3) 국가주의(etatiste)는 공동체주의를 특히 나라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국가(the state)를 핵심

적인 정치제도로 보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Pierre & Peters, 20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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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 국가기구로 진화했다. 그러나 마치 ‘진흙탕을 헤쳐 나아가는(muddling-through)’ 

것처럼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다원적 정책결정 과정으로부터 일반이익의 구현을 기

대하기란 쉽지 않다. 

둘째,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국가 행정의 경우, 개인들의 단기적 이

익과는 한 단계 거리를 둔 관료제행정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국가기구로 자리 잡았

다. 그 중에서도 ― 해당 시민(들) 혹은 집단(들)을 상대로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선기구보다는 ― 시민들로부터 한 단계 더 멀리 위치하면서 계선기구들에게 예산･조

직･인력 등을 배당하는 중앙관리기구(central agency)들이 일반이익 챙기기에 더 유리하

다. 그러나 행정 관료제가 일반이익을 정의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일반이익

의 이름으로 그 자신 혹은 조직의 이익을 끼워 넣는 문제도 있다.4) 
근대화 선진국들은 서로 대칭적인 이 두 시각의 공익을 절충하여 보완하기 위한 국가 

행정의 제도화를 추구해 왔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국가로 시작한 미국이 행정국가5)로 

진화한 것, 공동체주의와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과 프랑스가 대의제정치를 강화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이익과 일반이익 간의 절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

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국정운영은 관련자들의 행위와 리더십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국가 

행정의 제도적 구조가 또한 필요하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공동체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하게 배태된 나라다. 특히 극도로 자유

주의가 위축되고 국가주의가 성행했던 제4공화국(‘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5공’체제)까

지 15년(1972~1987)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주의의 확대와 국가주의의 이

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국정운영상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

로인한 교착과 시행착오가 만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발전과 인류문명 발전에 모두 공헌하기 위해 

바람직한 국가 행정의 거시적인 제도화 방향을 공익 개념을 중심으로 모색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문명 발전이나 그것에 공헌하기 위한 국가 행정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4) 예로써,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 애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없던 3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경향신문, 

2015.12.4; 조선일보, 2015.12.4). 

5) 행정국가란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역할을 확대하고, 그 확대된 역할

을 관료제 방식으로 수행하는 국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19세기 말 이후 미국의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해서는 Waldo, 1948; Caiden, 1981; Rosenbloom, 1993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19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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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국가 행정이 바람직한 문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가치 판단 기준으로 준거해야할 공익의 기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국가 행정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시론적 탐색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근대화 선진국들의 경우를 개관해 

보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명제들을 도출해 본다.

Ⅱ. 문명, 국가 행정, 공익의 의의 및 관계

1. 문명화의 의의, 상호성 그리고 이중성    

서구에서, 특히 계몽주의자들에게 문명이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함축

한다 (이한구, 2014). 첫째, 라틴어 “civis(시민)과 “civitas(도시)의 형용사인 civilis”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문명은 “야만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 도시적이거나 세련된 좋

은 것이다.6) 둘째, 이처럼 좋은 어떤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셋째, 이와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은 신(神)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인간들 스스로가 이성에 의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들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성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는 과정인 

문명은 필연적으로 행정의 문제와 결부된다. 복수의 인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하려는 이성적이고 집합적인 활동이 그것

이다. 행정은 태초부터 “문명과 항상 더불어 존재해 왔고, 지금도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Waldo, 1980: 1).

문명은 삼중 구조로 된 “독특한 개성을 지닌 문화유전자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한구, 2014). 가장 중심부(즉, “종교, 문학･예술, 철학 등 인간과 사회 및 세계에 관한 

근본적인 신념체계로 구성된 중핵부분”), 중간부분(즉,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체제”), 

그리고 가장 바깥 부분(즉, “과학과 기술 영역”)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은 문명의 중

간부분에 속하는 사회 체제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행정은 삼중 구조의 중간부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안과 밖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의 발달에 관여해 온 것이다. 

그리고 행정 또한 문명으로부터 그 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받아 왔다. 

“역사적으로 행정은 [삼중 구조의 바깥부분에 해당하는] 농업, 광업 및 야금술, 상공

6) 문명은 “자연(nature)과 대비되는 인간의 정신적 및 물질적 삶의 총체”로 정의 된다 (송재룡,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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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의학, 교통, 공학, [그리고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자연과학과 수학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원자로

서 그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을 통제하고 농작물을 생산하고 공공

시설물을 건축하고 군대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다양한 도구 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들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심지어 [삼중 구조의 중핵부분에 해당

하는] 예술도 역사적으로 행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행정은 문명 창조에 기여

하고, 문명은 문명대로 행정의 힘과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 행정은 문명의 발전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던지 간에 그것의 필수 요소였다. 행정이 제공한 기초와 틀이 

없었다면, 문명은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Waldo, 1980: 18, 24-5). 

그런데 역사적으로 문명은 이중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 문명은 “관습적으로 원시적

이며, 촌스럽고 거칠고 잔인한 의미”의 반대인 “진보적이며 세련되고 교양 있고 인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좋은 것’인 동시에 ‘나쁜 것’, 그리고 인간

에게 많은 성과와 혜택을 가져다 준 동시에 많은 불편, 불의, 무자비, 공포 등도 가져다주

었다... [심지어] 루소는 문명을 불평등, 불의, 폭력, 전쟁 등으로 얼룩진 인류사에서 잘못 

취해진 비극적 행로로 보고 있다” (Waldo, 1980: 1-2). 나치즘과 일제의 가공할 침략과 

반인류적 만행은 전형적인 국가 간에 혹은 민족 간에 저질러진 사례거니와, 압축 경제성

장의 이면에서 유린된 기본 인권도 간과할 수 없는 국내적인 예다. 이들은 모두 근대화가 

절정기에 달했다고 믿었던 20세기에 인류가 경험한 사례들이다. 

행정이 문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만큼, 행정은 문명의 이중성에 불가피하게 관

련되어 있다. “행정은 문명의 업적 및 혜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헌자임은 사실이나 동

시에 불의, 무자비, 공포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Waldo, 1980: 2). 문

명의 발전이 선과 악의 이중성을 지녔듯이, 행정도 불가피하게 이중성을 지녀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문명의 이중성, 그리고 이 문명의 이중성에 기여한 행정은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닌 오늘 그리고 내일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  

“미래에 펼쳐질 인류문명의 운명이 어떠한 것이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낳은 소산일 것이다. 현재 우리 인류는 현대문명의 종말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만큼

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Ostrom, 1974: 12). 

그렇다면, 행정이 문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제도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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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명에 대한 앞에서의 개념정의를 통해 표현하면, 행정이 문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선택”에 의해 개혁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단수가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행정을 개혁하는 일 

또한 복수 인간들의 집합적 결정과 그 결정의 추진이라는 의미에서 그자체가 ‘행정적’인 

사안인 것이다. 

2. 국가 행정의 의의, 그리고 이중성   

앞에서 인용된 행정학자들은 행정 개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 즉, 복수의 

인간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는 현상으로 

행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공공부문(국

가)과 사적부문(사회)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들의 모든 집합

적 행동을 포함하게 된다.7)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정의는 굳이 현대적 의미의 공･사 부문

의 구분이 불분명했거나,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도 “정치는 주로 마상(馬上)에서 

이루어지고 통치 행위는 곧 행정을 의미”했던8) 시대의 행정에 적합하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논의는 국가(혹은 정체)와 좁은 의미의 행정(혹은 관료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명 발전에 유익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행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기에 편리해진다.  

좁은 의미의 행정(administration)9)은 국가(the state)10)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기

능의 일부를 담당한다. 행정을 흔히 관료제와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후술하는 것처

럼, 근대 행정이 주로 베버(Weber, 1947)가 이념형으로 정리한 관료제 방식11)에 의해 이

7) 이처럼 공사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문제를 더불어 해결하려는 시도가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거버

넌스(new governance)라는 이름으로 대두하고 있다.  

8) 이 부분은 2014년 11월 13일 <인류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구> 연구회에서 발표된 김성문의 논문

(“유교민주주의와 가치다원주의”)에 대한 정인재의 토론에서 시사 받았다.  

9) 행정은 역사적으로 ‘administration’으로 표기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대형화되기 시

작한 기업들을 관리하는 (기업)경영(business administr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으로 구분하여 지칭하는 관행이 생겼다.  

10) 국가는 정체, 정치체계, 그리고 좀 더 흔하게는 정부와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앵글

로-아메리칸계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의 국가성을 지닌 국가 유형에 부합하는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이 특수한 유형의 국가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부를 국가와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1) 여기서 관료제 방식이란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에 부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도 

행정은 관료제 외에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서, 19세기 미국의 잭슨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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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는 비(非)국가, 즉 사회(혹은 시민사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12) 서양의 경우, 근대

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와 사회 간의 이분화가 이루어졌다. 국가의 영역과 통치자(군주)의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제도화도 근대화의 산물이다.13) 서양을 기준으로 보면, 로마제국

의 멸망(5세기) 이후 봉건제(8-14세기), 신분제(14-16세기), 절대주의(16-18세기)의 시대

를 거친 다음에 18세기 혹은 19세기 이후부터 근대국가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Pierson, 

2004: 2장). 근대국가는 폭력 수단의 (독점적) 통제, 영토권, 주권, 입헌성, 탈사인적

(impersonal) 권력, 공공관료제, 권위와 정당성, 시민권, 징세 등의 요소를 특성으로 한다 

(Pierson, 2004: 6-26).14) 

현대에 행정은 국가의 일부이면서 정치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근대 

국가는 행정(즉, 정책의 집행)과 정치(정책의 결정)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규범이 정립되

었다. 이 규범은 미국과 유럽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처음 약 한 세기동안은 대체로 정치와 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않은 

채,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모두 정치가 (혹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19세

기 말에 이르러 정책결정은 계속 정치가 담당하되, 정책집행은 행정 영역을 새로이 제도

화하여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Wilson, 1887). 유럽에서는 정반대의 

발전 경로가 이루어졌다. 행정이 통치자(군주)를 도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모두 수행

하던 것에서, 민주화와 더불어 점차 정치의 영역이 분리되어 제도화되었다 (Weber, 

1947; Etzioni-Halevy, 1985: 101-26).15) 

(Jacksonian democracy)의 엽관제 행정이나, 20세기 말 이후의 시장자유주의의 신공공관리(NPM) 

행정을 들 수 있다.   

12) 한･중･일의 한자어 ‘국가(國家)’는 이처럼 사회부문과 구분되는 공적 제도의 총합이라는 의미

의 국가 외에 나라(country) 혹은 국민(n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혼란이 있다. 

13) 한국에서도 1894년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가운데 국왕과 국가의 재정 간에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것은, 비록 실패한 개혁이었지만,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혁의 의미 있는 시도였다 (김운태, 1970; 윤

재풍, 2008). 

14) 한국의 경우, 조선 국가는 폭력 수단의 통제, 영토권, 주권, 권위와 정당성은 갖추었으나, 입헌성, 

탈사인적 권력, 공공관료제, 징세의 미비로 인해 근대국가로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에도 물론 공공관

료제는 존재했다. 그러나 후술하는 근대적 개념의 관료제가 아닌 점에서 취약성을 지닌 것이었다.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도 근대적 관료제의 요건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충될 수 있었다 

(Jung, 2014: Ch. 4).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일제에 의해 강탈된 주권을 

회복하고, 입헌성을 확보하는 등 근대국가의 제도화가 확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의 영토권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권력의 탈사인성 등의 요소에서 취약한 채로 있다. 

15)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출범과 더불어 비로소 유럽 대륙 국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원화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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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는 경험적 혹은 규범적으로 도전을 받아 왔다. 첫째, 행정이 주로 

베버(Weber, 1947: 328-40)의 관료제 이념형에 부합하는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다. 베버는 프러시아 행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관료제가 (1) 잘 

정비된 분업체계, (2) 계층제 조직구조, (3) 공･사 간의 구분된 권위, (4) (선거가 아닌) 임

명에 의한 공직 인사, (5) 훈련에 의한 객관적 자격, (6) 경력에 의거한 인사와 신분 보장, 

(7) 사적 목적으로부터 직위/수단의 사용 금지, (8) 객관적 기준에 의한 일관성 있는 규정 

준수, (9) 사적 애증을 수반하지 않는 탈사인성 정신(a spirit of impersonality), (10) 비

(非)관료출신 수장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정체제가 가장 높은 수준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체계인 것으로 평가했다 (Etzioni-Halevi, 1985: 

28-9).16) 한편, 공식적이고 세분화된 그리고 계층제적인 분업체계와 법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존하는 행정관리가 베버의 주장과는 달리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며 (행정조

직 내부에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주로 미국의 실증주의 연구

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1980년을 전후해서부터 기업경

영 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패러다임이 확

산되었다. 

둘째, 정치와 행정의 역할 구분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구

미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정치가 행정(즉 정책집행) 영역에

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파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

관리자들을 정치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래 행정을 분리시킨 목적인 정책집행의 

합리적 수행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역으로, 행정관리자들이 본래 주어진 범위를 넘어 사

실상 정치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행정(조직 혹은 관리자들)도 그 자

체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행정(관리자들)을 정치(인들)

가 정치화시킨다는 점에 더 초점이 주어져 왔다.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우, 특히 행정관리

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좀 더 초점이 주어진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정관리자들, 특히 

고위직 행정관리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통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Badie & 

Birnbaum, 1983; Heper, 1987; Etzioni-Halevy 1985; Khulman & Wollmann, 2014). 

셋째, 위의 두 가지 비판이 주로 경험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인 반면, 정치-행정 이원

화에 대한 규범적 비판도 제기 된다. 본래 정치와 행정을 이원화하는 목적은 국가 운영에

서 도구적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정치에 의해 정책결정(즉 가치판단)이 

지기 시작했다. 

16) 이 가운데 한국 관료제가 가장 취약한 특성은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즉, 3, 7, 9)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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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면, 행정은 (정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즉 사실판단)

에 의해 최적 수단을 찾아 집행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

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위로부터 주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관리자들)

으로부터 실질적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17) 이와 같은 비판은, 행

정관리자들에게는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업무 수행을 하도록 애초에 설정해 놓았음을 감

안하면, 내용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행정은 정치(즉 가치판단을 요하는 정책결정)와 분

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원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이와 같은 규범적 비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

를 들어보기로 한다. 앞에서 문명 그리고 국가 행정의 이중성에 대한 예로 나치 독일의 

만행을 들었다. 이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것이 인간들이 이성에 의해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던 20세기 유럽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더욱 충격적이다. 

이 나치 독일의 군수성 장관으로 쉬페어(Albert Speer)라는 천재적인 행정가가 있었다 (정

용덕, 2001). 그는 “20세기에 가장 막강한 행정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나치 독일의 군수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천8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였고,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종되었다. 연합군조차도 그의 

천재적인 행정관리 능력을 존경하여, 1945년 미군이 그를 생포한 직후부터 심문에 착수

한 유일한 고위직 나치 관리자였다” (Stillman, 2001: 249). 그런데 그가 천재성을 발휘하

여 관리한 행정은 나치 국가의 만행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오늘날 가

장 선진화되고, 참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조직 및 관리 이론들의 전형

을 창안해 낸... 그러나... 이 이론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非)인본주

의적인 정부 가운데 하나인 나치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활용[한... 그래서] 자신

의 위대한 지적 능력을 죽음과 파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 그릇된 관료였다” (Singer & 

Wooten, 1976: 80-101). 

쉬페어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제기, 즉 관료제 방식의 행정이 (베버

의 견해와는 달리) 비효율성, 비효과성,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한 천재적인 행정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나치 독일의 가공할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행에 쓰일 군수물자를 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생산해 낸 것이다. 이 사례는 행정(관리

자들)이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만으

로 그 역할(따라서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이원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즉, 

17) 한국에서 흔히 행정관리자들을 ‘영혼 없는 해바라기들’로 비하하는 경우가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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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기한 세 번째 비판)을 야기한다.18) 

쉬페어의 사례는 행정관리자들이 정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합리적인 방법으

로 집행하는 것에서만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행정(관리자들)은 도구적 합리성만 추구하고 실질적 합리성은 상관 없다는 것인

가? 1960년대 미국 국방부(행정관리자들)이 ‘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은 외면한 채, 단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베트콩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선정하는 일’에만 몰입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던 신행

정학(NPA) 이론가들도 마찬가지 맥락의 문제의식이다. 이 질문은 행정을 국가와 사회 간

의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켜 준다. 

그리고 바람직한 문명 발전을 위한 국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여기서의 

논제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3. 공익의 의의, 그리고 다양성

본래 공익이라는 용어는 대중적 반(反)국가주의(populist antistatism) 이념이 배태된 

미국에서 상향식 정책결정의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공공 이익’이 도출되고 그에 따라 ‘공공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통이 그것이

다. 이는 후술하는 ‘국가이성(reasons of the state, Staatsraeson)’ 개념을 바탕으로 하향

식으로 행정 원리를 연역해내는 유럽 대륙계 나라들과는 상반된 접근방법이다. 또한, ‘국

익(national interest)’은 국제문제를, 그리고 공익은 국내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각각 일차

적으로 사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Schubert, 1960: 17). 여기서는 인류 문명의 바람직한 

발전을 논함에 있어 국익보다는 공익을 넓은 의미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려고 한다. 하나의 

나라 혹은 국민(nation) 차원의 이익(즉, 국익)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전(全)지구적 보편 

이익을 포함하는 트인 문명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양의 학자들은 

공익 개념에 다양한 시각들을 아울러 포함하여 비교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반필드(Banfield &  Meyerson, 1955), 슈버트(Schubert, 1960), 헬드

(Held, 1970)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유형화를 크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구성원들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18) 이처럼 위(정치)로부터 지시되는 ‘옳지 않은’ 정책을 행정이 도구적으로 집행하는 것의 문제에도 불

구하고, ‘바람직한’ 정책의 경우에 그것을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딜레마가 야기된다 (Etzioni-Halevy 1985: 339-40).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베버는 - 비록 그가 관료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일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Etzioni-Halevy, 1985: 38). 



116 ｢행정논총｣ 제53권 제4호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반필드와 메이어슨이 보기에 “보다 많은 공중(public)의 목적(ends)을 희생하여 다른 

일부 공중의 목적 달성을 촉진한다면, 그 결정은 특수이익”, “일부 공중의 목적보다는 오

히려 전체 공중(the whole public)의 목적을 위한 것”이면 공익에 해당 한다 (Banfield 

& Meyerson, 1955: 322). 그런데 공익에 해당하는 이 전체 공중의 목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두 가지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일원적(unitary) 공익 

개념의 경우, 전체 공중의 목적이란 “공중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해당하는 유일

한 일련의 목적들(a single set of ends)”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에 

근거한다. 즉, “공중은 그 자체의 이익을 지닌 사회유기체(social organism)”이기 때문이

거나, “전체 공중의 목적은 공중의 모든 구성원 각자가 모든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는 이

익의 집합”이기 때문이다.19) 둘째,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공익 개념의 경우, “‘전체

로서의’ 다수의 목적(the ends of the plurality ‘as a whole’)이란 개인들에 의해 받아들

여진 ― 대개 공유되지 않은 ― 목적들의 집합(aggregate)”을 뜻한다.20) 

슈버트는 공익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을 합리주의(rationalist), 이상주의(idealist), 

현실주의(realist)로 정리한다. 첫째, 합리주의자들은 공공규범은 정치체계 내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공직자들이 이 규범을 수용하여 정부행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규

범(즉, 정책)을 정치가 결정하면, 그것을 실행(즉, 집행)은 행정이 담당하는 정치-행정 이

원론의 원리와 유사하다. 공공규범은 공동체의 모든 혹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즉 ‘공공의지(public will)’를 의미한다. 둘째, 이상주의자들은 공중(the public)은 공

공정책의 결정에서 부적절하고, 대개 무능의 원천인 것으로 본다. 정치가와 공직자들의 

의사결정 규범 또한 모호하고 불안전하다. 실정법은 상위법, 그리고 다수에 의한 결정은 

진정한 공익과 각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당이나 이익집단 모두 공익을 충분하게 

증진시킬 수 없다. 따라서 건전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인적 재량

(personal discretion)을 활용하여 자신의 양심과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경세가

형 공직자들(statesmen-officials)의 지혜(wisdom)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 셋째, 현실주의

자들은 한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전체 국민(the nation as a whole)의 이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9) 여기서 첫 번째 이유는 헬드의 ‘일원론’ 및 슈버트의 ‘이상주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헬드의 

‘공동이익’과 슈버트의 ‘합리주의’ 개념에 각각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20) 여기서 그 자신의 효용에 대한 모든 개인의 판단은 공히 중요성을 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혼재한다 (Held, 1070: 213). 이 경우는 헬드의 ‘다수설(preponderance)’ 및 슈

버트의 ‘현실주의’ 개념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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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드 역시 다양한 시각의 공익을 다수(preponderance), 공동이익(common interest), 

일원(unitary)의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한다. 첫째, 다수론의 경우, “공익이라는 용어가 뭔

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익들의 다수 혹은 합(preponderance or 

sum)’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21) 여기서는 개인이익들 간에 정당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주장 또한 동등하게 인정한다. 둘째, 공동이익론의 경우, 공익이란 한 정체

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갖는 이익”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개인이익 간의 정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갈등을 ‘만장일치(unanimity)’나 

‘양립(compatability)’ 개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2) 셋째, 일원론은 단일의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공익을 모색한다. 개인

들 간의 혹은 개인이익과 공익 간의 정당화 될 수 있는 갈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본

다.23)

이상에서 공익 개념을 반필드는 두 가지로, 그리고 슈버트와 헬드는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사항은 공익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공동 혹은 다수

의) 이익인가, 아니면, 구성원의 이익을 넘어서는 전체 공동체 자체의 이익인가의 여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반필드의 개인주의, 슈버트의 현실주의, 헬드의 다

수론, 그리고 후자의 경우 반필드의 일원주의, 슈버트의 이상주의, 헬드의 일원론이 각각 

해당한다. 반필드의 일원주의가 타당하다고 보는 근거 가운데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익

의 집합’, 슈버트의 합리주의, 헬드의 공동이익론은 제3의 영역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

전히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에서 공익의 기준을 찾는 점에서 전자의 변형에 해당한다.

반필드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공익 개념 가운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규범적으로 선택하는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두 

시각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공익에 관한 두 시각이 모두 

21) 이 점에서 공리주의자 및 집합주의자(aggregationist)의 개념”과 일치하며, 홉스, 흄, 벤담 등의 사상

에도 부합한다 (Held, 1970: 43).  

22) ‘공동선(common good)’ 개념을 제안하는 루소와 ‘만장일치’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이 시각에 

해당한다. 헬드의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관은 슈버트의 ‘합리주의자’의 공익관과 유사한 것 같으

면서도 의사정 기제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만장일치를, 후자는 다수결 원리를 각각 

의사결정 기제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슈버트의 합리주의는 헬드의 공동이익보다는 ‘다수

(preponderance)’론에 가까운 면이 있다. 한편, 핼드에 의해 공동이익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

는 공공선택학파는 만장일치보다 의사결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1/3’ 안을 내세운다.

23)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등의 견해가 여기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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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을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전술한 것처럼, 공익을 개인이익의 합으

로 간주하는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호를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로서의 공동

체 이익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공익을 일반이익으로 간주하는 경우, 공동체 전체의 이익

을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절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장점

을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시각의 공익 간의 

조화로운 절충이 이루어지기 위한 국가 행정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Ⅲ. 국가 행정의 제도적 특성

1. 공익과 국가 행정 제도  

이상에서와 같이 공익 개념을 정리 소개한 이론가들은 각 시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기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필드와 메이어슨의 경우, 일원적 개념은 “유일

한 일련의 목적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되는 협동적인 선택과정(cooperative choice 

process)”에 의해... 그리고 “정치적 통일체(the body politic)의 목적 ― 즉, 구성원들의 

‘외견상’ 이익이 아닌 ‘실질적(real)’ 이익 ― 을 파악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그리고 

경쟁하는 소수의 이익을 넘어 ‘전체’의 이익을 확고히 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소유한 중심

적인 의사결정자(central decision maker)”의 존재를 시사한다. 반면, 개인주의적 공익 개

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쟁적인 목적들 간에 타협(compromise)이 이루어지는 기제...  

그리고 이것에 의해 목적-만족의 최대 ‘총합(greatest 'total')’이 만들어지도록 개인이익

들 간 선택 혹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자유시장이 여기에 부합하는 최적

의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비(非)시장적 상황에서는 선거구민들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

는 대의원들을 활용하는 기제가 적합할 것이다 (Held, 1970: 213-4). 

슈버트의 경우도 그의 세 가지 유형의 공익관에 적합한 각각의 의사결정 기제를 다음

과 같이 표현한다. 첫째, 합리주의자 시각에서 공익은 정당의 다수결 원리에 따른 결집, 

국회가 그것을 법률로 구체화, 대통령의 책임 하에 행정관료들의 집행, 법에 근거한 법원

의 세부적 규칙 추론에 의해 구현 된다. 문제는 공공의지를 반영하는 정책결정 혹은 입법

이 쉽지 않은 점이다. 여기서는 다수결 원칙은 수용하되, 그것이 현실 정치과정에서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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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여긴다. 둘째, 이상주의에서 공익은 입법가의 양심

(conscience)의 명령에 따른 단일의 도덕적 선택(a single moral choice), 정당들의 갈등

과 특수 이익을 넘어 ‘모든’ 인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일종의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수행, ‘자비로운 관료(benevolent bureaucrat)’로서 최선으

로 이해하는 공공선에 따른 행정관리자의 행정결정, 그리고 자연법의 모호한 이상들을 

구체화하는 법관들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진다.24) 셋째, 현실주의에서는 공공의지나 공익 

개념의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을 가능성에 회의적인 이상, 정부 공직자들은 공동

체 내의 다양한 개인 혹은 집단들의 갈등하는 이익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사람으로 행동해

야지, 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합리주의자들은 친공공(pro-public), 친정당, 반(反)이익집단적이다. 이들은 공동선

(common good)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공동선은 다양한 공동 ― 대개는 다수

주의(majoritarian) ― 이익의 존재를 반영한다. 공동선은 대중의지(popular will)(공중

의지, 인민의지)로 표현된다. 모든 공직자들의 공통된 의무는 대중의지를 충실하게 실

행하는 것이다... 이상주의자들은 친공공, 반정당, 반이익집단적이다... 이들은 참된 이

익을 지지하는바, 이는 공공 그 자체에 의해서 인지된 공공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되지

는 않는다. 이들은 공익이란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

법, 즉 자연법에 기초하는 것으로 믿는다.... 공익은 조용하고 작은 양심의 소리가 각 

공직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친이익집단적이다.... 정당은 

특수한 형태의 이익집단일 뿐이며, ‘공공’은 ‘공공적인 것들(publics)’로 분리되어 이익

집단의 개념에 통합된다. 바꾸어 말하면, 현실주의자들은 공공(the public)과 정당에 

반대하지 않고, 그것들을 해체 시킨다” (Schubert, 1960: 198-201).

한 나라에 제도화된 국가의 특성, 즉 국가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25)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한 견해를 원용하기로 한다. 즉, 시민

국가 대 목적국가(Spicer, 2001), 혹은 ‘시민사회의 자체적 조직화’ 대 ‘국가의 시민사회 

지배’(Badie & Birnbaum, 1983)로 구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두 유형은 개인, 사회, 

24) 법원의 역할은 공공의지(public will)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며, ‘소송당사

자들이 바라는 바의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선한 것’이다 (Shubert, 1960: 

87; 134-5; Held, 1970: 209).

25) 국가성(stateness)의 개념에 대해서는 Badie & Birnbaum, 1983; Poggi, 1993; Heper, 1987; 

Heady, 2001; Pierre, 1995; 2011; Kuhlmann & Wollmann, 20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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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낸다. 

첫째, 시민국가(혹은 시민사회 스스로의 조직화)의 경우,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인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어떤 규칙들이 있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공동체를 위한 

어떤 특정의 실질적인 목표의 성취 혹은 특정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개인이 자신의 특정 이익이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켜야 

할 행동양식이나 상호작용의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시민국가가 수행해야할 주된 역할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 및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행동 규칙들을 집행하는 일이 주가 된

다.26) 국가는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규칙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  

둘째, 목적국가(혹은 국가의 시민사회 지배)의 경우, 개개인은 자신을 공동체 전체의 

실질적이고 공통적인 목적을 추구하거나 특정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한 집합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행동은 국가의 응집된 실질적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화

된다. 물론 개개인도 자기 자신(혹은 소속된 조직이나 집단)의 실질적인 목표들을 추구하

는 행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의 실질적 목표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

면 적어도 방해가 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용될 수 있다. 목적국가의 주된 역할은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통의 실질적 목표를 정의하고 구성원들의 행동과 자원을 이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하고 관리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은 국가

가 재량으로 국가의 목적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자산”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두 유형의 국가는 각각 그것에 부합하는 특징적인 국가와 행정의 구조화가 이루어

진다. 첫째, 시민국가의 구조적 특성은 17세기 영국의 현실 정치와 그것에 바탕을 둔 로

크(John Locke)의 정치사상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Spicer, 2001). 로크식의 시민

국가에서는 정치권력이 삼권 가운데 혹은 정부 수준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

을 우려한다. 단일의 권력 중심 보다 권력의 파편화를 선호한다. 국가(즉, 정부) 권력에 

관련하여 다중적인 견제점이 존재하며, 그 하나하나가 각자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지니며, 

이 자율적인 권력원들은 다시 다른 권력원들에 의해 견제 받는다. 이처럼 정치권력의 파

편화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특정의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타인에게 강요하

는 능력이 효과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전쟁 등 국가 위기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관된 

실질적인 국가 목적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이 구비되기 

힘들다. 대신에 상이하고 때로는 갈등이 내재된 공적 및 사적 목적을 지닌 개인과 집단들 

26) 여기서 행동 규칙이란 경기에 이기는 법이 아니라 경기하는 법, 즉 ‘게임 규칙(game rule)’을 의미하

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단지 이야기하기 위한 공적 토론의 

규칙을 의미 한다 (Oakeshot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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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국가가 수행할 행동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 국가기구는 공통의 실질적인 

국가 목적을 정의하고 그 수단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이한 입법 분파들의 상이

하고 갈등하는 다수의 목적들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場)이다. 

목적국가의 구조적 특성은 본래 프러시아에서 그 전통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목적국가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Spicer, 2001: 3장). 첫째, 정치권력이 국가 구조 내에서 충분히 집권화 되어서 행정관리

자들의 활동이 실질적인 국가 목표 추구에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어

야 한다. 행정권이 국가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동원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들에 대한 집권화 된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되고 집권화된 행

정구조가 필요하며, 행정수반의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취해야 할 대안적인 정책 행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 있어야 한다. 시민 개개인, 집단, 그 밖의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이 두 유형의 국가는 공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함의 한다 (Heper, 1987: 1-7). 시민국가의 경우, 공익은 ‘개인(혹은 집

단) 이익의 합’을 의미한다. 개인(혹은 집단)들의 이익의 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민에 

의한(by the people) 과정으로서의 정치’가 중요하다. 시민국가처럼 국가성이 낮은 나라

들도 중앙의 권위구조는 존재하며, 이익들 간의 조정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신념의 중개자

로서 행동한다. 또한, 도덕적 측면을 지니고 공익의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공익은 “도출되는 것(a derived one)”이지, 어떤 “본질적인 공공선 

개념(an intrinsic notion of public good)”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공익의 대변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Heper, 1987: Ch. 11). 

반면에 목적국가에서 공익이란 단순히 집단 이익의 신념체계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파적 이익(sectional interests)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 개념은 “인민 자신들은 고사하고, 선출된 인민들의 대표자들과도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인민을 위한(for the people) 본질적인 공공의 필요(intrinsic public 

needs)’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엘리트들은 “인민들의 선출된 

대표로서 일차적으로 그들(즉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 엘리트들’이 아니라, (본질적

인 공공의 필요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공익의 (스스로 지명된) 수호자로서의 ‘국가 엘리

트들’”을 의미 한다 (Heper, 1987).

이처럼, 국가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에 따른 개인, 사회, 국가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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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익의 의미와 그것의 도출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 시민국가의 

경우, 국가가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설정하려고 하지도 않거

니와, 설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도 그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 결집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민국가에서 공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호의 집합을 의미한다. 여기

서 제기되는 문제는 공익이 개인들의 이익의 합(合)에 불과한가,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

로 그것을 결집해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반대로, 목적국가의 경우, 국가는 개인의 이익의 합을 훨씬 넘어서는 일반이익 혹은 

공동선을 모색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이성’을 

통해 설정해 내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의 합을 초월하는 

별도의 일반이익이 과연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윤평중(2014)의 견지가 흥미롭다. 

“제국주의와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이성은 악명을 떨쳤다. 국가의 강권을 정당화해 전

쟁을 부르거나 민권과 자유를 탄압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도 국가이

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숙한 민주국가도 국가적 위기와 비상사태를 겪는다. 한반도 

상황에서 보듯 21세기에도 무정부 사회인 국제 관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동시

에 우리는 ‘국가가 시민보다 우선하며 국권이 민권보다 중요하다’는 과거의 국가이성

을 받아들일 수 없다. 21세기의 국가이성은 ‘시민이 국가에 우선하며 국권은 민권을 

위해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맥락에서 선명하게 

대조된다. 이토는 메이지 헌법을 정초했고, 부국강병의 국체론으로 국제 정세에 대응

한 일본 국가이성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이토의 ‘일본적 위대함’은 이웃인 한국과 중

국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다. 이토의 야심이 현대 국가이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에 반해 청년 안중근은 시대의 제약을 뛰어넘어 21세기 국가이성의 선지자적 

비전을 보여준다... 안중근과 이토 사이에 누가 보편적 설득력을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윤평중, 2014).

왜곡된 국가이성의 의미를 바로잡아 ‘승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양승태(2014: 

241-59)의 견지도 설득력이 있다. 그에게 국가이성이란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필요

나 요건을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들이나 도덕률과는 관계없이 수행되는 정부

행위의 동기”를 의미한다. 그러면 “개인적 권리나 도덕률”을 초월한 “정부의 행위”를 정당

화하는 “특정한 정치적 상황”의 근거가 무엇인가의 질문이 따른다.

“중국의 전국시대나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나 공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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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사생결단의 투쟁이 벌어지는 혼란기의 산물이다... 사소한 잘못된 정책이라도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고 형식화된 도덕 이념이나 고착된 관념 등의 

‘겉멋’에 집착하는 방식으로는 통치의 목표가 제대로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절박한 현실 인식이 그대로 개념으로 표출된 것이다” (양승태, 2014: 244).

양승태에게 “이성”이란 문자 그대로 “최고의 정신적 기능” 혹은 “이성이기 이전에 원초

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판별하는 정신의 기능”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이성 

개념은 “국가를 통해 발현되는 이성”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지

위나 영지’를 보존하기 위한 ‘계산’, ‘책략’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라리 “국가방략” 

혹은 “국가책략”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이성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대 키케로(Cicero)의 ‘정치이성’과 근대의 ‘국가방략’의 두 개념을 승화 및 발전하여 

종합한 개념으로서의 ‘국가이성’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7) 

“부국강병이나 영토 확장 등 국가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세속적 이익 추

구의 주체인 ‘Staatsraeson’을 개념적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는] “세속적 국가 이익 추구의 부정이나 포기가 아니”라, “그러한 차원을 넘어 국가만

이 추구할 수 있고 실현시켜야할 당위성이 있는 정의와 행복 등 보편적인 이상과 가치 

추구의 주체가 되는 국가이성의 존재를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발전시킴을 의미 한다” 

(양승태, 2014: 245-6).       

이상의 두 견지는 나름 설득력이 있으나, 추상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의 국가 행정 제도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2. 현실 국가 행정의 제도화  

현실 세계에서는 나라별로 국가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 행정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Badie & Birnbaum, 1983; Heper, 1987; Spicer, 2001; Khulmann 

& Wollmann, 2014). 이와 같은 현상은 행정이 국가 제도의 일부이고 국가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동어반복(tautology)에 가깝다. 앞에서 소개한 시민국가(혹은 시

27) 전자의 예로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이나 마키아벨리아의 군주론을, 그리고 후자의 예

로 키케로(Cicero)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정치철학의 이상을 나름대로 정리

한 “ratio di politica(정치이성)”과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가 “‘Staatsraeson’에서 ‘die 

Vernunft des Staates’로의 개념적 승화･발전”시킨 것을 각각 들고 있다 (양승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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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의 자체적 조직화)와 목적국가(혹은 국가의 시민사회 통합)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

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각각에 부합하는 구조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으며, 국가 행정은 그

와 같은 구조적 요소의 핵심을 구성한다. 

시민국가의 전형적인 예인 미국은 18세기말 건국이후 처음 한 세기 동안에 대체로 시

민연합으로서의 국가관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이른바 ‘정치국가’ 혹은 ‘입

법국가’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점차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

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경에 이르러서였다. 그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

들은 목적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는 ‘행정국가’ 혹은 ‘관료국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Schick, 1970). 

20세기 말에 이르러 시장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최소국

가(즉 국가역할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나 시장경쟁 원리를 

행정관리에 도입하는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등의 개혁이 그것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개혁 시도들은 여전히 목적국가를 지향하면서 단지 정책(즉 사회에 대한 

개입)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행정국가(the neo-administrative state)화를 의미할 뿐이

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용덕, 2003; Bell & Hindmoore, 2009). 다른 한편 2000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목적국가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견지도 있다 (Spicer, 

2001). 

미국에서 행정관리자들은 그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 혹은 선거에 의한 대의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지시하고 그 집행과정

을 통제해야하는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행정관리자들이 도구적 합리성만 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1960년대부터 행정관리자들로 하여금 성찰적 의식화를 통해 ‘진취

적 행정가(proactive administrator)’로 탈바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신행정학이 대두되었

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모든 인간들은 자익 추구를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

으로 전제하는 공공선택론의 대세 속에서 행정관료들은 다시금 ‘주인-대리인’의 정교한 

틀 속에서 통제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28)   

그러나 이처럼 19세기 말 이후 미국이 목적국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국가성이 현저하게 변화했다고 할 수는 없다. 1897

년에서 1973년까지의 시기에 각료의 90%가 사회 혹은 경제 엘리트들 출신이고, 정부(군

대 포함) 피고용자의 17%가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정부(군대 포함)의 피

28) 주인-대리(principle-agent)인 모형은 [시민 -> 선출직 공직자 -> 임명직 행정관리자 -> 외부 계약자

(contracting out)]로 연계되는 통제 사슬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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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57%가 주요 기업과 연계된 변호사들이다. 19세기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각

료의 80%가 기업공동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Badie and Birnbaum, 1983: 127). 이처

럼 의회와 행정부의 인적 구성에서 기업인 혹은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해 온 사실을 통해 

미국에서 기업 등 사적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드물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 18세기 이후 국가와 행정의 사회에 대한 개입

이 점차 증대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약한 국가성’ 혹은 ‘무국가성

(statelessness)’의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Novak,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른 서구의 나라들, 특히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하면, 국가의 양적 규모 면에서 

국가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더욱이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 확보에 필수적인 국가기

구의 응집력 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성의 나라다. 더욱이 20세기 말 

이후부터 확산되고 있는 탈근대주의의 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건국 초기의 시민국가

로의 회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지도 있다 (Spicer, 2001). 

반면에 목적국가의 원형인 유럽 대륙계 나라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강한 국가성이 배

태되었다. 베버(Weber, 1947)는 19세기 후반 프러시아의 행정은 관료제에 의한 통치

(rule)였으며, 그것을 통제할 능력을 지닌 정치 지도력은 부재했다고 관찰했다 (Beetham, 

1974: 50, 53, 74). 반면에 프러시아의 행정사가 쉬몰러(Schmoller)는 관료제가 한편으로

는 군주 편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립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당과 

계급의 이익 경쟁을 넘어 전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고 특별한 정치적 지혜를 부

여하려고 했다고 분석한다 (Heper, 1987: 12에서 재인용).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유럽 대륙계 나라들의 경우에도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이 증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론적으

로 볼 때, 프랑스와 독일에서 행정 관료들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베버가 지향했던 관료제와는 다른 것이다. 베버는 프러시아 관료제가 ‘정치보다 

상위(above politics)’를 점하려는 노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관료제가 그들을 채용한 계

급의 이익과 가치관을 넘어서는 그 자체의 이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국가

이성이라는 이름하에 편리하게 숨기는 것으로 보았다. 기본적으로 그는 부르주아

(bourgeois)만이 일반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의 생각은 관료

제를 그 자체가 하나의 이익집단인 것으로 보는 미국의 주류 행정학자들의 시각과도 일치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일에서 베버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여전

히 관료제는 단순한 정책의 집행자 역할을 넘어 심지어 ‘정치적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적

극적으로 수행한다 (Rosser, 2010; Seibel, 2010). 프랑스의 경우에도 절대주의 시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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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나폴레옹 시대는 물론이고, 자유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와 제5공화국의 ‘드골주의

(Gaulism)’ 시기를 넘어서까지도 국가 관료제의 막강한 영향력은 지속돼 왔다 (Badie & 

Birnbaum, 1983: 111). 

20세기 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시장자유주의 최소국가와 기업경영 

원리에 의거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행정개혁의 보편적 모형인 것

처럼 권장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앵글로-아메리칸계 나라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특히 유럽 대륙계 나라들)의 경우, 신공공관리 모형을 적용한 행정개

혁은 미미한 수준이다 (Pierre, 1995; 2011; Politt & Bouckaert, 2011; Kuhlmann & 

Wollmann, 2014).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시민국가와 목적국가를 각각 대표하는 앵글로-아메리칸계 나

라들과 유럽 대륙계 나라들은 본래의 약한 혹은 강한 국가성을 대체로 각각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단 제도가 형성되어 뿌리를 내리면 그 

자체적 요인에 의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경로의존성(institutional path-dependency) 

혹은 행정전통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유

의할 사항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국가성과 그에 부합하는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시민국가로 시작한 미국은 19세기 말 이후 행정

국가 개혁을 통해 목적국가의 요소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본래 목적국가 요소가 강력하

게 뿌리내린 유렵 대륙계 나라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대의정치 제도의 강화를 통해 시민

국가적 요소를 강화해 왔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과 일반

이익으로서의 공익 간의 절충과 조화를 도모하려는 제도 개혁을 추구해 온 것이다. 

Ⅳ. 맺는 말

이상에서 논의한 문명, 국가 행정, 공익,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관계와 특성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명화는 이중성을 지닌다. 인류는 보다 낳은 삶을 위해 문

명화를 추구하지만,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모두 초래한다. 둘째, 바람직한 문명 발전은 

바람직한 국가 행정을 필요로 한다. 문명과 국가 행정은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29) 피터스(Peters, 2003)에 의하면, 경로의존성 개념은 일차적으로 단일 정책체제 수준의 지속성 분석

에 적합하며, 정책영역을 넘어서는, 특히 국가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행정의 

분석에는 ‘행정 전통(administrative tradition)’ 개념이 좀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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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은 경제･사회･교육 등과 더불어 문명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서 안으로는 

종교･예술･철학 등 중핵 부분, 그리고 밖으로는 과학･기술 등 외각 부분과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셋째, 공익의 실현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 행정을 도모한다. 공익은 

국가 행정의 궁극적 가치판단 기준이다. 넷째, 경쟁적인 공익 기준들을 조화롭게 절충하

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익의 합과 일반이익으로 대표되는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공익 

기준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개인이익으로서의 공익관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동체 전체의 (특히 장기적인) 이익을 소홀히 할 수 있

는 단점이 있다.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관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장점이 있으

나, 개인의 (특히 단기적) 이익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

은 최소화하기 위해 절충과 조화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익 기준들 간의 절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행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은 시민국

가 행정,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은 목적국가 행정이 각각 친화적이다. 시민국가 특성과 

목적국가 특성이 순기능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제도화가 관건이다.    

이상을 근대화 선진국들의 경우에 대비하여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앵글로-아메리칸계 나라들의 경우,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관, 그리고 시민국가 

행정의 전통이 제도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둘째, 유럽 대륙계 나라들의 경우, 일반이익으

로서의 공익관, 그리고 목적국가 행정의 전통이 제도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셋째, 근대화 

선진국들은 문명화 과정에서 많은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경험했다. 그와 같은 문명 발전

의 이중성이 특히 근대화가 절정에 달한 것으로 여겨지던 20세기에 발생했다. 넷째, 근대

화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대립되는 공익관 및 국가 행정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한 수렴이 이루어져 왔다. 앵글로-아메리칸계 나라들이 점차 행정국가로 진

화한 것, 유럽 대륙계 나라들이 점차 대의제정치를 강화해 온 것이 그것이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지배적으

로 배태된 공익관 및 국가 행정의 제도적 특성을 명시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에서 

지배적인 공익관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대두로 인해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관

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예상되는 한국에서 지배적인 공익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국가 행정의 제도적 특성이다. 한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목적국가 행정을 

지향하는 제도화를 지향해 왔다. 근대화 선진국들을 ‘따라 잡기(catch-up)’ 위해 국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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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산업화를 추진했던 시기에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국가 역할의 축소 

및 행정의 탈(脫)관료제화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한국 국가 행정 제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

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목적국가 행정에 대한 평가분석이다. 한국 목적국가의 근간인 관료제행정

의 강한 응집력과 전문성은 국가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기획합리성(plan 

rationality) 증진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행정 전통 및 제도적 특성은 일반이익의 주창

을 위해 해체가 아니라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탈사인성 정신 및 

법치주의가 취약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의제정치의 견제 능력 강화, 그리고 행

정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 시민국가 행정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분석이다. 1987년 이후 대의제정치의 

활성화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정당 민주주의와 

미숙한 국회 의사결정 기제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선호를 조화롭게 결집해 내는 합의형성 

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30) 선거정치 및 파당적 상호조정(partisan mutual 

adjustment) 기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당 및 국회 내부 의사결정 기제의 개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바람직한 문명 발전을 위한 한국 국가 행정의 제도화 방안이다. 역사적으로 

배태된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관과 목적국가 행정의 제도적 특성, 그리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인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관과 시민국가 행정으로서의 제도적 특성 간

에 조화로운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의 모색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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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legomenon to Civilization, Public Interest,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Yong-duck Jung

Civilization has caused not only positive but also negative effects for humankind. 

Civilization and state administration have had profound effects on each other in an intimate 

interrelationship. The public interest can be considered value criteria for state 

administration to contribute to desirable civilization. There are at least two different, 

competing norms of public interest: i.e., public interest as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 as the general interest. The state administration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each notion of public interest. The state administration as civil 

associ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s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The state administration as purposive associ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s the general interest. Each of the competing 

notions of public interest and the corresponding state administrations have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desirable civilization.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institutionalize state 

administration to synthesize the different notions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institutions 

of state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alize desirable civilization. 

【Keywords: Civilization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public interest as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general interest, public interest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