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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공정성 차원을

국가 소속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 협업해야

할 주체들이 누구인지 살피는 데 있다. 국가 소속감은 기존에 없

던 개념으로서 McMillan & Chavis(1986)의 논의를 중심으로 구

성하였으며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 행복

을 느끼고 이 사회에 계속 살고 싶다는 욕망이자 자신의 헌신이

국가 공동체를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공유된 신뢰”를 의미

한다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을 출발선, 과

정, 결과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 소속감에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로서 협업행

정을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 중앙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협업 수준이 과정공정성이 국가소속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

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효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

는 법치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민사회와의 협의

를 거쳐 이뤄져야 하며, 과정공정성의 검증이 시민단체의 감시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요어 : 사회적 공정성, 국가소속감, 협업행정

학 번 : 2015-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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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및 문제제기

전(全) 보수정권의 후반기에 시작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사상 초

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새로운 사회의 판을 짜는 키워드 중 하나

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답이 효

율성에 근거한 ‘공정사회론’이었다면 2017년의 촛불시위에 화답하는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성의 조건에 부합하는 ‘공정사회’

를 겨냥하고 있다1). 이는 촛불 시위에서 표출된 국민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아직 채워지지 못한 정책 요구(policy demand)를 정치권에서 중시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공정성은 주로 정치학에서 다뤄온 개념으로서 그 동안 행정학에서는

주로 조직 차원의 공정성을 연구해왔다(Vigoda, 2000; Kaneshiro, 2008;

김호균, 2007; 김경주, 2007; 2010; 최낙범 & 엄석진, 2013; 이수영 외,

2015).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론’을 언급한 이후 행정 가치로서 공정성이 주목받은 바 있다(엄석진·윤

영근, 2012; 성시영·정용덕, 2011). 그 이후 행정학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적었던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공정성의 상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적 성격이다. 전두환 정부

가 집권하며 등장한 ‘공정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

부, 참여정부 모두가 내세웠던 국정 이념이다. 그러나 공정성 개념은 효

율성, 투명성, 형평성, 공익성과 같은 다른 행정가치에 비해 그 변주의

폭이 넓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조세 정책은 누진세부터 ‘부자

감세’로 이어졌지만 둘 다 ‘공정사회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

서도 알 수 있다. 각 정권마다 공정성은 주요 행정가치 중 하나로서 제

시되어 왔지만, 정치·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가

치로 기능해왔다(성시영·정용덕, 2011).

1) 박준규. (2017.4.17.) ‘정의·공정' 외치면서 전제조건 제각각.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3691



- 2 -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주로 정치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점도 행정학에

서 사회 전체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보

상과 분배의 규칙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지만,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학자들은 마이클 센델과 같은 정치학자들이 다수였다. 우리 국민

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아서,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가 2017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중 8명이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며, 그 중 공정성을 가장 저해하는 분야로 정치

(51.9%), 행정(19.8%)를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현 시대의 국민이 요구하는 주요 행정

가치라면 연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공정성 개

념의 상대적·포괄적 성격은 역설적으로 현 시대의 한국에 알맞은 공정성

이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할 의의로 해석할 수 있다. 출발선과 과정, 결과

의 공정성 중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결핍된 공정성은 무엇이며 촛불

시위를 이끌었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어디서부터 연유

하였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성이 주로 정치의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지라

도 강한 행정이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던 한국의 근대사에 비추어볼 때

의미를 갖는다. 일차적으로는 아직 강력한 행정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더 나은 공정성을

갖춘 사회를 위해 행정이 물러날 공간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 강력한 행정의 힘은 정부 내부적으로는 입법부와의 협업 행정

의 구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통법부’에 머물렀던 민주화 이전의

입법부와 달리 현대 한국의 입법부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신설

하며 그 역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부 외부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 세계

적으로 주목받은 촛불 시위를 불러온 시민사회의 역량은 이제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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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공정성 담론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과의 거버넌스 역시 국민들의 인식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정치영역과 행정영역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공정성 확장을 위

해 행정부에게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공정성 인식이 강화되는 것만으로도 일련의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사회가 구성원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기는 힘들

다.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늦은 민주화와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압축적

인 근대화의 역사를 겪었다. 유럽과 미국은 국민소득이 약 1만불에 달했

을 무렵, 즉 ‘공정성의 경제지대(economic zone of fairness)’에서 각각

사민주의적 공정성, 자유주의적 공정성 담론이 형성되었다(송호근,

2011).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약 1만불에 달했던 1990년대 문민

정부 시기에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제도를

둘러싼 투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공정성 담론을 쌓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후 201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성과와 사회 제

도 수준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사회 지체(sociental lag)현

상이 일어났다(송호근, 2011). 이제 공정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높아져 사회 분열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떤 공정성(which fairness)이 한국 사회에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막연히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적실성

(relevance)을 갖는 공정성 담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없다. 어떤 공정성

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민 가고 싶다’라는 생각 대신 ‘이 나

라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인가? ‘국가 소속감(sense

of national community)’, 즉 현재 개인이 느끼는 국가 단위에 대한 소속

감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소속감은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

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이 사회에 계속 살고 싶다는 욕

망이자 자신의 헌신이 국가 공동체를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공유

된 신뢰”로서 정의한다. 국가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면 종전 공

정성에 대한 연구가 철학 영역에서 이론적 논의에 그치거나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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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활용되어 한국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대한 실증적·인과적 논의에 이

르지 못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

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인식이 국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공정성

1. 공정성의 다의적 속성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

질을 뜻하며,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정성은

공평(fairness)과 올바름 내지 정의(justice)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평

(fairness)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정성은 보상과 분배의 규칙과 관

련이 깊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투입한 자원에 비교했을 때 자

신이 받게 되는 보상이나 책임이 높거나 낮은지, 그 결과가 도출되는 과

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Turner, 2007).

공정성은 또한 법적 정의(justice) 내지 분배적 정의를 포괄하는 개념이

기도 하다. 비록 ‘공정’이 ‘공평’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공정’이 상대적

으로 절차를 중시하는 어감을 갖고 있어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는 데 그

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황경식, 2011)이 있는 등 공평, 올바름, 정의 등

공정성에 대한 개념의 일관성이 다소 혼동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공정성 연구에서 fairness와 justice는 중첩적으로 사용되

며, 예를 들어 유홍준·홍훈식(2009)는 공정성 원칙을 논하며 분배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와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모두에 정의

(justice) 개념으로서의 공정성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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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개념은 다양한 기준에서 분류가 가능하며 그 중 사회적 공정

성은 201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공정성 담론의 주요 요소이다.

A. Etzioni는 공정한 사회를 “법 위에 사람 없고 같은 규칙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며, 인간의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취향에 관

계없는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공정 사회의 조건으로 “약자 배려와 조

건의 공평을 기반으로 사전적 기회 균등과 규율을 위한 제도적 정의가

구현되어 그 결과가 인정되는 사회”(장혜경 외, 2010), 객관적 조건으로

서 “적절한 부족상태(moderate scarcity)”와 주관적 조건으로서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합리성(rationality)”를 충족하는 사회(김주성, 2010) 등이

제시된다.

2. 자원배분의 각 단계에서의 공정성

1) 자원배분의 출발선에서의 공정성

롤즈(J. Rawls)(1971)는 [정의론]에서 사회 정의(social justice)로서

의 공정성(fairness)을 두 가지 원리로 요약하였다. 제1원리는 ‘기본적 자

유의 원리’로서, 시민들에게 기본권으로서 자유가 균등하게 할당된다는

것이다. 제2원리는 두 가지 원리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공정한 기회 균

등의 원리’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권

리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그 공동체의 수혜자에게 해당 불평

등을 보상해줄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는 ‘차등의 원리’

이다. 자원배분의 출발선에서의 공정성은 이 중 제2원리의 첫 번째 원리

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이수, 2016).

일반적으로 기회의 공정성은 자유주의(Liberalism)를 토대로 하고

있다. 무연고적 자아를 전제하는 자유주의는 공정성의 핵심적인 구성요

소로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개인 단위를 바탕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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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특권을 해체하고자 하며, 실적주의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

의 합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자유주의가 소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인간을 보편적 존재로 가정하며 무엇보다 불완전주의 국가관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최소국가로서 국가의 정책은 개인과 시장의 보

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기회의 공정성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Tocqueville(1838)은 미국이 유럽과 달리 귀족주의적 색

채를 버리고 상호간의 평등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로 시작되었음을 지적

한 바 있다. 인종 간의 차별을 없앤 남북전쟁이 끝난 후 출생, 국적, 피

부색, 신앙,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회 혹은 조건의 공정성

이 미국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공정성의 경제지대(economic zone of

fairness)’에서 미국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기회의 공정성을 택했다. 최근

미국의 부진 역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

다.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2013년 불평등 시리즈(The

Great Divide)를 기획하였고, 첫 번째 사설을 맡은 J. Stiglitz는 25년 전

에 비해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빈부 격차에 따른 학업 격차가 30%

이상 벌어졌다고 밝혔다2).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사회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보수주의자들이 기

회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8월 15일의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

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사회’의 첫 번째 요건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기회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신중섭, 2011; 이종수, 2011). 송호근

(2006)은 기회의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1960년대~70년대에 불법과 비리와 같은 비합법적 수단이 활용되었으며

연고와 같은 비제도적 사회적 자본이 특권층과 비(非)특권층을 분리시켰

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 특유의 ‘평등주의’가 공정한 절차에 대한 불

2) Joseph, E. Stiglitz. (2013, February, 17). Equal Opportunity, Our National
Myth. The New York Times, the NewYork edition.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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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2) 자원배분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과정적 공정성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 과정 자체로서 법치주의가 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깊다. 롤즈의 분류에 따르면 ‘평등한 자

유의 원칙’에 해당한다(김이수, 2016). 기회적 공정성과 과정적 공정성은

자원 경쟁 이후에 자신에게 배분된 자원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기회와 과

정이 공정하다는 인식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요

하다(Cropanzana et al, 2007:38). 기회의 공정성과 과정의 공정성이 종

종 절차적 공정성으로 묶여서 논의되는 이유는 교육과 취업 등 기회의

평등 없이는 부정부패, 법치 등 과정적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B. Turner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논하며 기회의 공정성을

자유주의로, 절차적 공정성을 공공선택론으로 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분

하기도 한다(이종수, 2011; 이건, 2015). 공공선택론은 조건의 공정성과

게임의 규칙을 공정성 개념으로 삼으며, 효율성을 위한 경기규칙을 중시

한다. 공공선택론은 여러 분파가 존재하며 행정학에서 공공선택론은 기

존의 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나온 이론이다. 국가 정치공동체의 공정성 담

론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유럽의 공동체주의라는 이분법이 보다 직관

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정적 공정성을 자유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한정

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전통적인 공정성 이론에 근거한 공정성 연구가 자원배분의 결과로서

의 내용적 공정성에 관련된 연구들이라면(Aristotel[B.C.340], 2009;

Homans, 1961; Adams, 1965) 기회의 공정성과 과정적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내용적 공정성에 대한 여러 공정성 이론들의 기준이 난해할 뿐

아니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하였다. Thib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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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alker(1975)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로서의 자

원 뿐만 아니라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을 중시한다고 주장했다. Folger

and Greenberg(1985, 재인용)는 조직 내의 보상 과정에 적용된 규칙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절차

공정성이라고 규정하였다.

절차 공정성을 구성원들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통제, 과

정의 일관성과 불편부당성, 중립성, 정확성, 윤리성 등이 절차 내에 구성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 공동체의 경우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자원을 더 많이 배분받았는지 여부보다 과정 상의 공

정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더 중요한 역할

을 한다(Tyler, 1988; 2001).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정성은 기회의 공정성

개념이 더 강하고 과정적 공정성의 개념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

정성으로 치유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결함을 ‘자유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이종수, 2011) 보수주의자들은 과정상의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진보진영과 중도진영은

과정적 공정성에 주목하며 이는 종종 재벌 등 특권의 해체와 연결된다.

기회의 공정성에서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송호근(2006)은 우리나라 국

민들 사이에서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반감

이 그들에게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보다 그 축적과정에서 절

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3) 자원배분의 결과로서의 공정성

자원배분의 기회와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1960년

대부터 자유주의와 함께 강조되어 왔다. 반면 자원배분의 결과로서의 공

정성은 공정성 논의의 출발점이자 금융위기 이후 자유주의의 실패를 거

론하며 2010년대 이후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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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Aristotel[B.C.340],

2009).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초기 공정성 이론은 형평(equity) 이

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Makcovsky, 1988, 재인용). 형평이론이란 공동

체의 구성원이 공정성을 평가할 때 자신이 투입한 자원, 즉 기여한 비율

에 비례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이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이론이다

(Adams, 1965). 그러나 형평이론은 집단 구성원을 합리적 개인으로 간

주하여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를 갖는다. 또한 형평성을 강조하는 공정성은 공동체 내 구성원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해당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유

대감 내지 연대감을 낮추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

로 Levental(1980)은 내용적 공정성을 평가할 때 형평(equity)라는 원칙

외에 필요성(need)나 평등성(equality)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필요성의 원칙이란 공동체 내 구성원의 필요에 맞추어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평등성의 원칙이란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동

등한 보상을 받는 원칙을 의미한다(Deutsch, 1985).

자원배분의 결과로서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정치사상으로

공동체주의를 꼽을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내용적· 분배적 공정성을 강조한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며, 공공

선과 덕을 중시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공동체주의는 보편주의를 취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특수주의를 취하고 있

으며, 공동체의 특수성과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공

익은 선험적으로 규정되며, 완전주의 국가관을 갖는다. 국가는 공공선 달

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때에 따라 개인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내용적 공정성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정당이 사회적 균열(cleavage)를 일찍이 반영하여 계급 간

투쟁이 시작된 유럽 사회에서는 계급의 연대와 평등이 공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회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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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는 내용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그 예로 1958년

스웨덴의 노조(LO)와 사민당(SAP)가 제안한 연대임금정책(wage

solidarity policy)를 들 수 있다(송호근, 2011). J. Rifkin(2005)은 아메리

칸 드림의 반대어로서 ‘유러피안 드림(european dream)’을 제시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관계를,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을, 무

자비한 경쟁보다 온건함을 느낄 수 있는 심오한 놀이(deep play)”를 뜻

한다.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 역시 국가가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제도로서 결과적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미국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잘 사는 ‘능력주의’ 경향의 기회적 공정성을 중시하였다면, 유럽

은 같은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수준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결과적 공정성을 택한 것이다(이헌재·이원재, 2017).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세력은 주로 진

보 진영이라고 평가 된다. 기회의 공정성만으로는 ‘출생부터 타고난 격

차, 생물학적 차등, 구조적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이종수,

2011). 한겨레와 같은 진보 언론은 Ripkin의 “미국인들은 아메리칸드림

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꿈이라고 말하곤 했다. 새로운 유러피안드

림은 삶을, 추구할 가치가 있게 해주는 꿈이다”을 인용한 기자칼럼을 내

기도 한다3). 한국의 ‘평등주의’를 논한 송호근(2006)은 한국인이 내용적

공정성에 더욱 민감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내용적 공정성 내부에서도 한국

사회가 그간 ‘형평’의 원칙에 치중해온 반면 ‘평등’과 ‘필요’의 원칙에는

소홀해왔다는 지적이 있다(박효민·김석호, 2015).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간 경쟁을 도모하는 ‘형평’의 원리가 지나치게 강조

되어 온 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조화와 화합을 꾀하거나 복지, 개인의

계발을 도모하는 ‘평등’과 ‘필요’의 원리가 도외시 되어왔다는 것이다.

3) 김영배. (2012. 6. 17). ‘유러피언 드림’의 몰락?.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38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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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

행정학에서 공정성 연구는 대부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분되는 조직 공정성을 다뤄왔다(Vigoda, 2000; Kaneshiro,

2008; 김호균, 2007; 김경주, 2007; 2010; 최낙범 & 엄석진, 2013; 이수

영 외, 2015). 그러나 2010년 공정사회론이 제기된 이후에 행정학 분야에

서도 공공가치로서 공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

행정의 공정성에 관련된 연구로 엄석진·윤영근(2012)은 엄격한 규정

을 적용하여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론적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행정의

재량영역에서의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부 조직의 공정성에 관련된 연구로 신상준·이숙종(2016)은 정부의

공정성을 정부의 질을 판단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정부신뢰를 향상시

키기 위한 독립변수로 보고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최예나(2016)는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공정성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밝혀내었다.

김이수(2016)는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

칙, 차등의 원리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

하는 요인과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숙희·최순화

(2013)은 한·미·일 3개국 고령자의 사회 공정성과 불평등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기회의 공정성과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의 고령자들이 분배공정성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 김주성(2010)은 공정사회의 조건을 객관적 조건과 주

관적 조건으로 나누어 각각 적절한 부족상태,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합

리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 신뢰의 구

축과 공정한 법집행, 사회적 관행 체계를 주장하였다. 장혜경 외(2010)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평한 조건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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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기회 균등과 규율로서 양성평등정책의 발굴을 연구하였다.

행정학 분야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회적 공정성 연구들이 자원배분의

출발선, 과정, 결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터너(B. Turner,

1987)의 세 가지 공정성 차원을 사용한 연구들(이종수, 2011; 이건,

2015)은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조건의 평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공정

성을 논의하였다. 이종수(2011)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공정성 개념을 해석하여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건(2015)은 사회 갈등 해소 기제

로서 공정성을 해석하였으며, 그중 기회의 공정성이 가장 강력한 결정요

인으로 나타났다.

박기범·배용호(2011)는 공정사회를 ‘출발점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

하고, 과정에서 건강한 경쟁을 보장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출발점에서의 기회균등이란 교육·고용·보

건 등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것

이다.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정부가 심판이 되어 공정한 경기의

진행을 책임지는 것이다. 나아가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회

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요구된다.

이영(2011)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공정성 기능을 자원배분 출발선,

자원배분의 과정, 자원배분의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원배분의 출

발선이 공정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평등하게 할 것과 자본에

대한 접근이 자신의 과거 실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배제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자원배분의 과정이 공정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비리 ,

탈법,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공정한 법집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자원배분의 결과가 공정하기 위해 최소소득 이하의 빈곤층에게 부

의 재분배를 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국내 행정학계에서는 사회적 자원배

분의 공정성을 논의하기보다 주로 행정 분야의 공정성을 중심적으로 다

루거나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직의 공정성을 부분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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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이는 해당 영역의 공정성에 대한 효과적 분석일 수 있으나 시민

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니며, 이 분야

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사회적 자원배분

의 공정성을 다룬 다수 실증 연구들은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의 2단계

혹은 Rawls 혹은 Turn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출발선-과정-결과’의 3단계

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 혹은 조절변수로만 다

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어떤 단계 혹은 어떤 종류의 공정성 인식이 높고

낮은지가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demanding) 공정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높게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놓고 우리 사회

에서 국민이 느끼는 국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측정한다면 이야

기가 달라진다. 즉 ‘공정성의 경제지대’에서 쌓아올리지 못한 공정성 담

론에 대한 단서(clue)를 보다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건

(2015)의 연구는 공정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

한 한계를 해소하는 듯 하였으나 행정적으로 어떤 역량이 구체적으로 필

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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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원배분의 공정성 차원

공정성 차원 
자원배분의

출발선 과정 결과 

의미(이영, 2011) 공평한 출발선
부당하지 않은 

과정

‘정당한 자기 몫’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몫’의 조화 

관련 항목(이영, 

2011)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법치주의 
복지제도, 누진적 조세, 

시장실패 보정 

정치 사상 

자유주의 

- 무연고적 자아 

- 소극적 자유

- 개인 단위(규제 최소화) 

- 실적주의

- 경쟁 기반

- 불완전주의 국가관  

공동체주의 

- 연고적 자아

- 소득분배 개선

- 공공선과 덕을 

중시(규제 가능)

- 특수주의 

- 사회의 우월성

- 완전주의 국가관 

롤즈의 구분

(김이수, 2016)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 

기본적 자유의 

원리 
차등의 원리 

터너의 구분

(이건, 2015)  
기회의 공정성   

 조건의 공정성

(공공선택론) 
분배의 공정성 

강조되는 국가

(Ripkin, 2005)  
미국(아메리칸 드림) 유럽(유러피안 드림)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종수, 

2011) 

보수진영 
중도진영, 

진보진영
진보진영 

우리나라 국민의 

민감성(송호근, 

2006) 

약함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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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가 소속감

1. 정치공동체로서 국가

1) 정치공동체의 의의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ies)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지배로

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독자적 협력 구조를 구축한 공동체를

의미한다(J. Baylis, 2015:652). 정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해당 공

동체에 대해 감정적으로 동조하며 개인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

는 의지를 갖고 있다(이극찬, 1999). 정치 공동체의 정치적 특성은 역설

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일

치한 견해가 성립되지 않을 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근대 국민국가의 경

우,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배에 대해서 구성원인 국민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적 특

성이 밝혀지는 것이다.

2) 한국적 의미의 국가 정치공동체

시민 혁명 이후 서구의 근대국민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공동체

중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는 동시에 가장 지배적인 정치공동

체의 형태로 존재해왔다(J. Baylis, 2015:653). 1648년 베스트팔렌 체제가

성립한 이후 탄생한 주권 국가 정치공동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구성

원 간의 탄탄한 유대를 만들어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전쟁이 빈번한

사회에서 국가를 위해 기꺼이 생명과 재산을 희생할 수 있는 개인을 창

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기 시작한 일반 국민들이 시민권 운동을 진행하며 근

대 국민국가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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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8세기 이후 상공업 계급이 시민권 운동을 발전시켰고, 19세기 이

후 부자와 빈자,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선거권이 정립되었다. 20세기

에는 간접 민주주의에서의 참정권에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정부의 적극

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 정책은 정부

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20세기 후반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주축으로 구성원의 복지 권리가 축소되었

다(오석홍, 2016).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서구의 국민 국가 정치

공동체는 파편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J. Baylis, 2015:654). 공동체 내 다

양성의 증가로 인해 정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갖는 감정적 동조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이

탈(exit)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다양성 이슈는 제3세계 국가 내의 부족

간·종교간·지역간 갈등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성 이슈에 대한

담론이 활발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과 같은 서구권 국가들

로, 행정학 분야에서는 사회통합에 관련된 연구가 해당 국가들에 집중되

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Kearns & Forrest, 2000; Hirschfield, 1997;

Beauvais & Jenson, 2002; 재인용). 제1세계와 제3세계를 포괄하는 다양

성 이슈의 원인은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국민 국가 내부의 집단권리

(group rights)가 강조된 데서 비롯한다. 집단권리란 국민국가 내부에서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소규모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적·종교적·사회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의미한다(J. Baylis, 2015:656).

한국의 경우 서구와 다른 정치공동체 형성 과정을 겪어 왔다. 대한

민국의 전신인 조선은 근대 초입에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갑오개혁 등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국가로부터 근대국가로의 변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종전 이후 한국은 다른 식민

지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를 구성하

였다(신기욱, 2009: 26).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한 반공이념을 주축

으로 한 발전 행정의 과정을 거치며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경제 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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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해왔다(임도빈, 2008). 통치자 박정희는 서구국가

들과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과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강한 국가 없

이는 개인의 자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박정희, 1962). 전쟁에 대한

상시적 동원 체제를 위해 국민 국가가 구축되고 자본주의와 산업주의를

동력으로 하여 꾸준한 시민권 운동이 이뤄졌던 서구와 달리 ‘국가 없는

자유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음’을 내세운 것이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보통 선거권이 보장되었다. 서구의 ‘아래로부터

의 민주화’나 제3세계의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아닌, 대중적 민주화 압력

을 받아들인 엘리트 계층이 타협을 하면서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아래로

부터의 민주화가 결합하여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임혁백, 2011).

한국의 국가 정치공동체 형성 과정은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후발

민주주의 국가와도 비교된다. 분단 체제 속에서 다른 후발 국가들보다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경쟁적인 국가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D. Acemoglu, 2012:14).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측면에서도 적

지 않은 성공을 이루어냈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며 동아시아에서 최초

로 ‘두 차례에 걸친 정권 교체(two turn over)’가 일어나 민주화가 공고

화 되었다. ‘3김 정치’부터 최근의 ‘최순실 사태’에 이르기 까지 가산주의

(patrimonialism)가 문제되었으나 약 반년에 걸쳐 비폭력적인 촛불 집회

를 열어 탄핵이라는 정치적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함을 보이

기도 하였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도 잡

기 힘든 다른 후발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가 정치공동체 위기 역시 서구 국가들과는 차이점을 보인

다. 한국 사회는 지역·종교·문화 등 소규모 공동체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

위를 위해 가시적인 정치적 의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박정희 시대의 불균등 성장정책 탓에 수혜 지역과 소외 지역 간의 갈등

이 정치에 반영되었으나 이 역시 최근 완화되는 추세이다(정준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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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지역 외에 정체성을 갖춘 소규모 공동체가 독립성을 갖추

고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립셋과 로칸(Lipset &

Rokkan)의 이론에 따르면 정당체제는 사회의 균열 구조를 반영한다. 한

국의 경우 서구와 달리 전통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분단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는 이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이 중론이다(강원택, 2011).

한국의 국가 정치공동체 위기는 공동체 내부의 분열(exit)이 아닌,

국가에 대한 요구(voice)가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경제 성장

과 민주화라는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신감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국가 정치공동체의 리더들이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촛불 집회를 달군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의 이면엔 ‘나라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가 있

다. 분단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과 아직 사회적으로 정치적 세력을 구성

할 만큼 크지 않은 이민 인구라는 조건, 그리고 강한 국가의 역사가 한

국 국가 정치공동체의 위기를 서구와 달리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통합(統合)’ - 사전에 따르면 여

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다 - 의 이

슈를 서구에서 논하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같은 맥락으로 바

라보기 보다는 ‘국가 소속감(sense of national community)’이라는 개념

으로 새로이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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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구적 의미와 한국적 의미의 국가 정치공동체 비교

2. 국가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Sense of National

Community, SONC)

1) 소속감(Sense of Community, SOC)의 의미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혜택과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을 소속감이라고 한다(Bess, et

al. 2002). 소속감을 영어로 번역하면 ‘Sense of Community(SOC)’이다.

SOC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동체의식으로 번역되지만 차후에 논의할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이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

하기로 하고, 본문에서는 소속감을 다루는 다수의 영어 논문들이 쓰는

줄임말로서 SOC라고 칭하기로 한다.

SOC는 공동체심리학분야에서 1990년대부터 주요한 개념으로 다뤄지

기 시작했다. 공동체심리학이란 다양한 층위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에 대해 개인-개인, 개인-공동

체, 공동체-공동체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분야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구적 의미의 

국가 정치공동체 

한국적 의미의 

국가 정치공동체 

정치 공동체의 성립 
전쟁을 위한 납세와 국방의 

의무 필요 
종전 후 독립 

정치 공동체의 발전 시민권 운동과 참정권 획득 

반공 이념을 주축으로 한 발

전행정과 강한 국가 

타협에 의한 민주화 

정치 공동체의 위기 다양성 이슈(exit)  
‘이게 나라냐’로 대변되는 국

가에 대한 요구(voice) 
정치 공동체 위기에 

대한 해결책 
사회통합 국가 소속감(SONC)



- 20 -

널리 소개되지 않았다(정안숙, 2015). 공동체심리학은 심리학 분야 중에

서도 특히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와 사회환경적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에

행정학·사회학과 같은 기타 학문 분야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SOC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다(Sarason, 1974;

재인용). Sarason(1974, 재인용)은 SOC가 고립, 이기심과 같은 개인주의

가 유발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SOC가 건강하

게 자리잡은 공동체가 더 오래 유지되며 더 번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부정적인 SOC가 자리 잡은 경우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KKK단과 같은 극우 단체에 강력한 SOC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SOC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는 공동체심리학자들의 주요 관

심사가 되어 왔다(Chipuer & Pretty, 1999; Hill, 1996; McMillan &

Chavis, 1986, 재인용). 가장 널리 인용되는 SOC 척도는 McMillan과

Chavis(1986)의 연구로, 이들은 SOC를 “한명의 구성원으로 역할하며 사

적인 관계를 함께하는 느낌, 구성원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느낌, 구

성원들의 요구가 서로에 대한 헌신을 통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공유된

신뢰”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SOC를 네 가지 가장 주요한 차원으로

축소하였다. 구성원으로서 자격, 영향력, 통합과 욕구충족, 공유된 감정적

교류이다.

먼저 구성원으로서 자격(membership)이란 해당 공동체에 누구를 소

속시키고 소속시키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구성원

으로서 자격을 위해 사람들은 스스로 일정 자본을 투자하고 따라서 그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Aronson & Mills, 1959; Buss

& Bortnoy, 1967). 이때 경계, 정서적 안정감, 정체성, 자신의 자본을 투

자하였는지 여부, 보편화된 상징체계 등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의

한다. 구성원으로서 자격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공동체가 융

성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스스로 하게끔 만든다.

영향력(influence)은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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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정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실현된다. 영향력은 양방향으로 작동하며 구성원이

집단에게, 집단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모두를 의미한다. 긍정적으로

볼 때 영향력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정도와 스스로의 자

유 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정적으로 볼 때

영향력은 특히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발휘될 때 개인을 억누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권력 분포에서 차이가 날 때 공동체

내의 통합을 저해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통합과 욕구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은 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통합과 욕구충족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더 머무르려 하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

교류하고자 한다. 통합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동일한 가

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욕구와 우선순위, 목적 역시 수렴하는 경향을 보

이며 집단 내 통합과 구성원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통합과 욕구충족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

다.

공유된 감정적 교류(shared emotional value)는 해당 집단 내 구성원

이 공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갖고 있

는지 여부를 뜻한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성이 구성원들의 정체성

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함께 시련을 겪은 역사가 있는 경우 공유된 감정

적 교류는 특히 강력해진다. 강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동체에 기꺼이

투자하도록 하며,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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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 소속감의 4가지 차원

2) 국가 단위로의 개념 확장

SOC는 주로 학교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에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게는 마을 단위에서부터 넓게는 도 단위에 이

르기까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백수·이정화, 2013; 최예나·김이수,

2015). SOC를 국가 단위로 확장할 때 첫 번째로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

가 특정한 이익 – 서구의 경우 전쟁에 대한 물자 동원 – 을 위해 만들

어 졌기 때문에 SOC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SOC의 개념이 독일어 단어인 “공동사회(Gemeinschaft)”로부터 유래한

것과 관련이 깊다. 공동사회란 이익사회(Gesellschaft)에 대항하는 개념

으로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F.Tönnies(1881)가 만들어낸 구분이다. 그에

따르면 공동사회란 특정한 의도 없이 구성원 상호 간에 감정적으로 교류

하고 결합하여 운명을 함께하는 형태의 공동체이다. 반면 이익사회란 구

성원이 확실한 의도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목

적이 일치하는 일부분의 인격만을 결합하는 형태의 공동체이다. 서구적

의미의 국가 정치 공동체는 베스트팔렌 전투 이후에 무수히 생겨난 이익

사회(Gesellschaft)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다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가족과 혈연에 가까

차원 요소  

구성원으로서 자격 
공동체에 대한 투자로서 의무를 수행함

공동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권리를 얻음 

영향력 
구성원과 공동체 간의 상호 영향 관계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자유의지 사이의 균형 

통합과 욕구충족 
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이득의 총

체

공유된 감정적 교류 공동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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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공동사회(Gemeinschaft)의 개념에 한정하여 SOC를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SOC가 적용되는 공동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함께 범위를 넓

혀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ernard(1973, 재인용)는 인구밀도가 낮

은 미국에서 독일식의 공동사회에 가까운 공동체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래에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Newbrough(1992)는 Thomas

Kuhn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용하며 SOC연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두 가지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double shift)을 의미한다고 한다.

첫 번째 전환은 공동사회로부터, 두 번째 전환은 이익사회로부터의 전환

이다. 즉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공동사회와 이

익사회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공동체

(community)란 열려 있는 개념으로서 토론을 통해 정립해나가야 한다

고 주장한다.

과거 SOC 연구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하여 전자에 집중되었

다면, 현대 SOC 연구에 있어서 공동체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와 특정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다. 장소 중심적 공동체는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공동체이고, 관

계 중심적 공동체는 공통의 관심사 혹은 특성을 공유하는 현대적 개념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Heller(1989, 재인용)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공동

체가 반드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공동체가 더 효과적으로 공유된 권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 정

치공동체는 국경으로 구분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논의

하였듯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통의 관심사와 특성을 공유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eller의 지적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유

형의 공동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SOC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는 작업에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실

존하는 공동체가 아닌 ‘상상의 공동체’(B. Anderson, 2006)라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SOC를 국가 단위에서 다루는 연구는 공동체심리학에

서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Dalton, et al, 2001) 정통심리학이 아닌



- 24 -

다른 분야에서도 대부분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뤄져 왔다(Anderson,

1991; Orvar Lofgren, 1993; Beverly Lemire 재인용). 국가 소속감을 다

루는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이민자 그룹과 같이 국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소외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연구들이다

(Lofgren, 1993; Chatterjee, 1993; B. Lemire 재인용). 소수 집단이 국

가로부터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저버

리고 이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위 ‘정체성 놀이(identity game)’가

주된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소속감은 분명히 존재하

며(B. Lemire), R.Rosaldo(1994)는 국가 단위에 대한 소속감이 사회적

정의의 구현에 역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서구에서 국가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문화적인 정체성에 집중되는 이유를 다양성 이슈로 추론

할 수 있다.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국가 정치공동체를 운용해나

가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행정학계에서는 사회통합이 강조된 시기와 겹치

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인문학이 아닌 사회과학에서 국가 소속감을

다루는 일은 거의 없다. 서구에는 양차대전을 치르며 국민국가가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서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서구에서 소속감을 국가 단위에서 논하

는 일은 나치와 같은 군국주의를 떠올리기 쉽고, 그래서 꺼려진다.

반면 국민국가의 개념이 낯설지 않은 동양에서는 국가 소속감 역시

‘국가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특

히 유교적 왕조국가를 유지해온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국가 공

동체 의식이 강하다. 과거제도, 관료제도, 세수체계와 같은 국가 본위의

제도가 일찍이 구축되었고 부국강병, 정명(正名)사상4)과 같은 국가 위주

의 사고방식이 익숙하다. SOC를 다루는 서구의 연구들은 SOC가 과연

서구적(western)인 개념인가에 대한 의문을 공유한다(Dudgeon et al,

4) 춘추시대에 공자가 제시한 원칙으로서, ‘왕은 왕으로서 신하를 의롭게 대하고, 신
하는 신하로서 왕을 진심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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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재인용). 개인주의가 촉발하는 여러 문제들이 다른 지구촌 사회에

서 서구만큼 빈번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

서 생각하면 SOC가 적용되는 공동체 또한 서구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는 주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SOC를 국가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D. Easton

의 체제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체제이론은 부분들의 유기적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해 투입-산출 모형(input-output model)을 사용한다. 체제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투입(input)은 크게 두 가지로, 요구(demand)

와 지지(support)이다. 요구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형태를 취

하며, 지난 촛불 집회 역시 공정성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지지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통성에 의거한 공권력 발동에 대한 순응을 들

수 있다. 요구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은 좋은 산출, 즉 정책을 의미하며

이는 환류를 통해 다시 지지로 이어진다. 즉 요구-전환-산출-환류-지지

로의 선순환적 구조가 존재한다.

물론 체제는 공동체와 다르다. 공동체가 특정 범위 내에서 개인들이

주고받는 영향 관계의 집합을 의미한다면 체제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과의 관계의 집합을 의미한다(유민봉,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SOC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는 주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SOC를 심리학적 용어로만 한정

짓기보다 국정 운영을 위한 환류(feedback)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

정학적 개념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SOC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

는 경우 좋은 SOC는 건강한 환류를 통해 튼튼한 지지(support)를 투입

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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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OC의 국가 단위로의 확장

3)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국가 단위에 대한 소속감을 연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 애국

심(patriotism)이 있다. 애국심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지니는 애정 및 헌신의 태도’로서 감정적인 정향을 지닌다(서운석,

2015). 애국심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건전한 국가관 정립

과 공동체의식 고취 및 국민통합 등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

기 위한 기제이다(채재병, 2001: 199-200, 재인용). 애국심은 용어가 사

용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지점이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감정

적·태도적 정향에 있다(정인석, 1985: 52, 재인용). 국가소속감은 애국심

과 비교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인지되는 국가사회

에 대한 정향이다. 또한 국가 소속감은 감정적 희생보다 제도에 대한 신

뢰에 근거한 의무와 권리 및 비전 공유에 보다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국가 단위에 대한 소속감에 유사한 또 다른 개념으로서 유대감

(solidarity)이 있다. Durkheim(1949; 2014)는 분업 사회 이전의 기계적

유대감과 달리 새로운 유기적인 유대감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대감이 만

국가 단위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반대 요소 
국가 단위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찬성 근거 

국가의 이익사회적 성격 

공동사회-이익사회의 구분 약해짐 

공동체 개념의 개방성 

국가는 장소적·관계적 성격을 동시에 가짐 

‘상상의 공동체’로서 국가 
서구의 경험적 성격 

동양의 경우 국가 단위의 사고가 더 자연스러움 

체제이론의 환류(feedback) 

기능  적용 가능성

행정학적 개념으로의 확장 

공정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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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아노미가 생겨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유기적 유

대감은 현대 사회의 개인에게 증대된 상호의존성과 분업화에 의해 전문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의 소외라는 양가적 상황에 기반한다. 유대감은 사

회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특히 청소년기 사회 유대감의 발달과정에 대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다수의 SOC연구가 SOC의 개념이 불

분명하며 유대감과의 차별점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Dunham, 1986; Puddifoot, 1996, 재인용). 그러나 SOC는 유대감에 비

해 참여와 영향력을 중시하며 실제로 사회가 내 욕구충족에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해 다루는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 공동체 의식은 국가 단위의 소속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두 개념과 달리 국가 단위의 소속감을 국가 공동체 의

식으로 지칭해도 의미적으론 문제가 없다. 영어로 공동체의식인 ‘Sense

of Community’를 번역할 때 ‘소속감’, ‘공동체 의식’이라는 용어를 둘 다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구성원이 한국 사회 전체에 갖는

일련의 소속감을 ‘공동체의식’으로 지칭할 경우 인식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우선 지역 커뮤니티 수준 혹은 특정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

체의식 하위 차원에서의 타당성과 비교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사회 수

준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의식을 측정한 연구로는 Buckner(1988), 김경준

(1998), Long and Perkins(2003), 김광복, 남진(2005), 고은정 외(2006),

이라영(2009), 김백수·이정화 (2013), 박영희·민소영(2015) 등이 있다.

지역사회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의 공동체의식은 설문 항목과 구성 차원

이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공동체 의식으로 인식되더라도 ‘공동체를

사랑할 때 발현되는 감정’(박균열·박동준, 2016)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

는 공동체심리학이 우리나라에서 낯선 영역이고, 공동체의식이 정치학에

서 주로 다뤄져왔다는 데 기인한다. ‘국가 공동체 의식’은 근대적 개념이

라는 느낌이 강하고 국가 단위의 사회에 대한 신뢰, 참여, 포용, 존중과

같은 현대적 요소를 연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가 공동체 의식을 연구

한 박균열·박동준(2016)의 경우 진보-보수 인식에 따른 애국심, 질서의



- 28 -

식, 준법정신을 측정하여 연구한 바 있다.

사회통합에서도 개념의 하위 차원으로 소속감이 거론된다.

Jenson(1998)은 사회통합의 차원 중 공유된 가치와 정체감의 존재 여부

를 포함하는 소속감(belonging)과 고립(isolation) 차원을 언급한 바 있

다. 또한, Beauvais와 Jenson(2002)는 장소에 대한 애착(place

attachment)와 정체성을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분

석한 바 있다. ‘사회 통합’이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며,

아직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유럽 위원회(Council of Europe, 2005)는 사

회통합을 “자율적이고도 상이한 성향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노

력을 꾀하게 만들고, 다원적 여건들, 이해관계, 정체성을 이해 및 용인하

게 유도하는 사회의 역량”으로 정의한다.

서구 국가 정치공동체의 위기가 사회통합이라는 해결책으로 이어지

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회통합은 서구적 의미의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 당시에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기제였기 때문이다. 왕권 국

가를 법치 국가로 대체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기능이 분화되며 시민

성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강수택, 2004;

이남복, 2009). 근대 이전의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일종의 소속감이 작

동했다면 주권을 갖고 구성되는 현대적 의미의 사회 공동체 일반이라기

보다는 왕권과 종교의 권위를 따르는 경향이 강했을 것이다. 시민 혁명

이후 왕권과 종교가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결속 장치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근대화된 시민사회는 새로운 통합 기제로서

국민국가를 지목한 것이다(장용석 외, 2012). 1990년대 이후 국내적 다양

성의 증가에 대한 서구 국가의 대응이 ‘초심으로의 회귀’인 셈이다.

그러나 서구와 다른 국가 정치공동체 형성 과정을 거쳐온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사회 통합의 하위 차원으로서 소속감과는 다른 차원의 소속

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통합의 정치’는 이질적인 소수집단

들을 아우르는 정치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계층과 계급에 관련된 공정성

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서구의 국가 정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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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위기에서 언급되는 사회통합은 구성원이 더 강한 정체성을 느끼는 집

단으로의 이탈(exit)을 만류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영국 국민으로서보다

극단적인 이슬람교도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할 때 국가의 폭력에 대한 합

법적 독점은 반역해야할 권력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대 간, 지역 간, 빈

부격차에서 나타난 갈등이 국가 정치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을 요구하기보

다는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보다

균질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소규모 정치공동체의 발전이 두

드러지지 않는 한국 국민들에게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제 3 절 협업 행정

협력적 공공관리(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혹은 협업행정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은 신공공관리적 행정이 야기하는 분절

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문제의 범위가 전사회적

으로 넓어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였

기 때문이다. 협업행정은 능동적인 행정 수요자에 대한 고객 중심적 행

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김윤권, 2014; 김태은, 2014, 재인용). 사

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역시 하나의 행정조직 혹은 기관이 해결하기 어

려운 사악한 사회문제이자 정부가 이뤄내야 할 정부성과로 볼 수 있다.

협업 행정은 공공 부문의 조직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간

의 협력을 통해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뜻한다. 공공 부문 조직

간의 협업 행정을 정의한 학자들은 정부 부처 간 상호 작용을 강조해 왔

다. 협업 행정에 대하여 Shergold(2008)은 ‘자율적인 정부 부처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의 정부 부처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

공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라 정의했으며 Kagan(1991)은 정부부처들이

인력이나 재원 등 가시적인 자원과 전문지식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자원

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행정 부처들이 갖고 있는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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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각 부처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칸막이식 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원배분의 출발

선에 관련한 공정성으로서 교육기회와 취업기회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여성부의 관점이 상이할 수 있다. 사악한 사회문

제는 기존 행정기관 간 기능 경계선을 뛰어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띠

고 있다(Peters, 2006; Kettl, 2006:6, 재인용).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협업행정의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협력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협업행정이

협력거버넌스와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같은 개념이라도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배응환. 2015; 이명석, 2013: 5: 9-10; 재인용).

협업행정을 정부 기관 내로, 협력거버넌스를 정부 기관 밖으로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을 유도하는 협업행정의 목적과 부합

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2014: 5-11)의 협업행정매뉴얼은 정부 내부의

행정기관과 정부와 민관간의 관계를 넘는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을 역설

하고 있다. Emerson, Nabatchi & Balogh(2011: 2-3)은 협력거버넌스를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여 행위자들을 관여시키는 공공정책결정과 관

리의 구조, 과정으로 정의한다. 협력거버넌스에서는 지방정부와 같은 공

공조직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같은 순수민간부문, 사회적기업과 같은 준

민간부문이 주요 행위자로 설정된다. 예를 들면 자원배분의 공정성이라

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기업 같은 행위자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국내 협업행정 연구들은 대부분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 해결에 초점

을 맞춰왔다(배응환, 2005; 이명석·배재현·양세진, 2009; 조만형·김이수,

2009). Ansell & Gash 모형, 로컬거버넌스 이론, 게임이론, 거래비용이

론, 제도적집단행동이론 등의 분석 모형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협업행정의 방안을 처방하였다. 낙동강물관리

(유낙근·이원섭, 2012), 주거환경사업(최문형·김인제·정문기, 2015)와 같

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는 다수 연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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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본 연구는 협업행정 자체의 효과성에 관련되어 있다기보

다, 협업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다룬다.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인식을 조사하여 이

를 협업행정이 잘되고 있는지의 척도로 보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협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다른 국내 연구들과 달리 오해의 소

지가 있다.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기업간에 협

력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협업행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나 개인이 처한 주

변 환경에 의해서 협업행정에 대한 인식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행정에 대한 인식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

할 수 있고, 공정성 문제와 같은 추상적이지만 여러 주체와의 협력이 필

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행정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분석 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출발선

과 과정, 결과로 나누어 측정하여 공정성 인식이 국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송호근(2006)은 한국사회가 다원적 평등을 이

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공정성의 경제지대’라는 용어를 정의하였다.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 공정성의 개념 역시 진화한다. 즉, 국민소득 1

만불에 이른 국민 경제는 법과 제도가 성숙하고 경제 질서가 정착하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담론을 쌓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9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는 ‘공정성의 경제

지대’ 시기에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어떤 공정성을 단

순히 높게 인식하거나 낮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어떤 공정성이 향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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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을 하지 않을지가 중요하다. 적실성을 갖는 공

정성이 미국 사회의 주요 담론인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원배분의 출발선

과 과정에 대한 공정성인지 유럽 사회의 주요 담론인 공동체주의에 기초

한 자원 배분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소속감은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 행복

을 느끼고 이 사회에 계속 살고 싶다는 욕망이자 자신의 헌신이 국가 공

동체를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공유된 신뢰”로 정의한다. ‘국가 소

속감’은 많은 유사 개념이 있으나 정확히 해당 개념을 사용한 선행 연구

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국가 소속감’이라는 개념을 차

용한 이유는 한국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

을 하고자 할 때 적합한 개념을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 소속감의 측정에는 McMillan & Chavis(1986)가 제시하였던 네 가

지 하위 차원을 활용하도록 한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네 가지 하

위 차원은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구성원으로서 자

격’은 공동체에 대한 투자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권리를 얻는 요소를 포함한다. ‘영향력’은 구성원과 공

동체 간의 상호 영향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자유의지 사이의 균

형을 의미한다. ‘통합과 욕구충족’은 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서 얻

는 이득의 총체이다. ‘공유된 감정적 교류’는 공동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이 국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어떤 공정성(which fairness)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구되

는지를 측정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협력행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공정성은

정부가 만들어나가야 할 행정 가치로서 정부와 여러 협력주체들 간의 협

업을 필요로 한다. 협업행정이란 ‘둘 이상의 행정 행위자가 행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노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려는 일련의 행

위’로 정의한다.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은 여러 정책 주체들이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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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사악한 사회문제로서 여러 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

회, 시민단체,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입법부는 민주화 이

후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행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정성을

개혁해나가야 할 정치적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기업의

경우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일궈나가야할 주체이다. 시

민단체는 민주화 이후 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공정성 성과를 일궈내

고 있으며, 기업 역시 우리나라에서 분배 공정성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확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소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공공부문 종사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또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서 이념적 성향 유

무,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가치를 설정하였다. 연령의 경우 중위

값인 40대 미만과 40대 이상을 구분하였고, 학력 역시 중위값인 대졸 이

상과 고졸 이하를 구분하였다. 소득은 가구소득으로서 400만원 이상과

400만원 미만을 구분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진보적 혹은 보수적인 성향’

을 가지고 있는지와 ‘중도’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가치는 ‘공동체 혹은 개인에 편향’ 혹은 ‘둘 다 중요’로 구분하였다.

이상을 고려한 가설과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H1: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은 국가소속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국가소속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국가소속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국가소속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과 국가소속감과의 관계에서 협업 행정은 조

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2-1: 정부 부처 상호간의 협업은 공정성 인식이 국가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 34 -

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H2-2: 정부와 의회의 협업은 공정성 인식이 국가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H2-3: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은 공정성 인식이 국가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

을 강화시킬 것이다

H2-4: 정부와 기업의 협업은 공정성 인식이 국가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림 1]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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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시행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6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모집단은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의 가구원으로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3년 세종시 특별센서스

(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와 2015년 신축 아파트 조사구를 대상으로 표본

을 추출하였다. 조사 규모는 8000명이며 조사 기간은 박근혜 정권에 대

항하는 촛불집회가 막 시작되던5)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까지이다.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4067명(50.8%),

여성은 3933명(49.2%)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1582명

(19.8%), 30대가 1610명(20.1%), 40대가 1875명(23.4%), 50대가 1793명

(22.4%), 60대가 1141명(14.3%)로 나타났다. 정부, 공기업, 비영리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는 495명(8.8%)였으며 민간부문 종사자는

5165명(64.6%)이었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와 같

다.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

5) 2016년 10월 29일에 제 1차 범국민행동이 나타났으며, 당시 경찰추산 12,000명,
주최 측 추산 50,000명이 결집하였다. 2주 후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11월 12일, 제
3차 범국민행동에 경찰추산 280,000명, 주최 측 추산 1,060,000명이 결집하였다.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079 51.0

여자 3921 49.0

연령

20대 1574 19.7

30대 1584 19.8

40대 1868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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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SPSS 프로그램의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k’s Coefficeint Alpha, 기술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

50대 1814 22.7

60대 1160 14.5

학력

안받았음 36 .4

초등학교 344 4.3

중학교 595 7.4

고등학교 3157 39.5

대학교(4년제미만) 1392 17.4

대학교(4년제이상) 2314 28.9

대학원 석사과정 133 1.7

대학원 박사과정 29 .4

소득

100만원 미만 404 5.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69 10.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34 17.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801 22.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386 17.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40 13.0

600만원 이상 1066 13.3

공공기관 종사여부 

공공기관 종사자 521 6.5

민간부문 종사자 5170 64.6

무응답 2309 28.9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30 2.9

다소 보수적 1847 23.1

중도적 3929 49.1

다소 진보적 1767 22.1

매우 진보적 227 2.8

공동체에 대한 가치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 1085 13.6

개인의 이익이 중요 1376 17.2

둘 다 중요 5539 69.2

총계 8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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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측정과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세 가지 차원으

로 나눈 것이다.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은 교육기회와 노동가

치 창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설문하였다. 자원배분의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은 부당하지 않은 과정을 의미하며 부정부패가 문제되는 법치주의와 정

치활동의 공정성을 설문하였다. 자원배분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은 ‘정당

한 자기 몫’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몫’의 조화로 정의하며 경제

사회적인 분배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관계의 공정성을 설문하였다.

각 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항목별로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

로 공정하지 않다 – 약간 공정하다 – 매우 공정하다’의 4단계의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국가 소속감으로 McMillan & Chavis(1986)

가 제시하였던 네 가지 하위 차원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 소속감이라는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이론적 토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각 요소들에 대한

이론적 차원과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설문

문항 중 국가 소속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 17개를 뽑아 국

가 소속감으로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4개의 차원으로 추출

되었으며, 각 차원에 대응하는 소속감의 하위 차원을 명명하였다.

조절변수인 협업행정과 통제변수인 인구통계적 요소, 정치사회적 요

소는 개념의 공통차원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이상을 고려한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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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의 측정

변수  차원 의미 측정항목(공정성 인식 정도) 

독립변수 

자원

배분

의  

 

 

출발

선

공평한 

출발선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정
부당하지 

않은 과정 
정치 활동, 법 집행

결과 

‘정당한 자기 

몫’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몫’의 

조화 

경제 사회적인 분배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간 관계  

종속변수 

투표 참여 중요성 

세금 납부 중요성 

법과 규칙의 준수 중요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중요성

위기 시 군복무 의향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

불매운동 참여하기

삶에 대한 만족도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정도 

자신의 지위 상승 가능성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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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독립변수인 사

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에 대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초 구조 추출방법은 공통요

인 분석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서는 크롬바하 알파

(Cronbach’s a) 계수값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최초에 설계시에

의도하였던 대로 변수들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62.395%를 설명하

였으며 요인적재치는 0.578이상이었다. 크롬바하 알파값은 .856으로 내적

일관성 수용 기준인 .60 이상을 충족시켰다.

종속변수인 국가소속감에 대해서는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초 구조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국가 소속감은 이론적 토대가 있으나 선행연구가 없

는 관계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 분산의

64.75%를 설명하였으며 요인적재치는 0.551이상이었다. 변수들이 네 가

지 하위 차원으로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차원을 이론적 토대에 따라 명명

하였다.

먼저 요인1은 아이겐값이 4.143이며 전체 분산의 24.368%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에 포함된 요소들은 ‘영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정치 공동체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

하기’,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정치 공동체 내부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항목으로서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 ‘불매운동 참여하기’가 가능하다.

요인2는 아이겐값이 2.863이며 전체 분산의 16.840%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인2에 포함된 요소들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통선거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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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 중요성’, 정치 공동체의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세금 납부 중

요성’, 정치 공동체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는 ‘법과 규칙의 준수 중요

성’, 정치 공동체의 이슈에 반응하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의 중

요성’, 정치 공동체의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위기 시 군복무 의향’ 모두

가 공동체에 대한 투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3은 아이겐값이 2.036이며 전체 분산의 11.977%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인3에 포함된 요소들은 ‘통합과 욕구충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정치 공동체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삶에 대

한 만족도,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정

도가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은 삶에 대한 만족이 낮거나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가 적절히 책정되어지지 않을 때 이민을 결심할

수 있다. 이공계의 다수 인재들과 비정규직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외국으

로 눈을 돌리는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삶을 결정하는 데 자유로운 정도

는 국가 정치 공동체의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해당 항목이 충족

되지 않을 때 정치적 망명을 택할 수 있다.

요인4는 아이겐값이 1.966이며 전체 분산의 11.565%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인4에 포함된 요소들은 ‘공유된 감정적 교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역사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자긍

심’은 ‘공유된 감정적 교류’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로서 국가

정치 공동체가 더 융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혜택이 자신에게도 돌아

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신의 지위 상승 가능성’과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을 ‘공유된 감정적 교류’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류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종속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크롬바하 알파

계수값을 활용하였다. 크롬바하 알파값은 .744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내적

일관성 수용 기준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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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요인 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부록1]에 첨

부하였다.

[표 7] 국가 소속감 차원과 측정항목

변수 차원 의미 측정항목 

국가 소속감 

구성원으로서

의 자격 

공동체의 

의무 수행과 

권리 부여 

투표 참여 중요성 

세금 납부 중요성 

법과 규칙의 준수 중요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중요성

위기 시 군복무 의향

영향력 

헌신과 

자유의지 

사이의 균형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

불매운동 참여하기

통합과 욕구 

충족 
이득의 총체

삶에 대한 만족도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정도 

공유된 

감정적 교류 

공통된 

역사와 미래 

자신의 지위 상승 가능성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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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 통계 분석 결과

가설의 검정에 앞서 변수들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는 [표 8]와 같

다. 종속변수인 국가 소속감의 평균은 75.07이며 표준편차는 9.09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에서 출발선의 경우 평균이

4.76(SD=1.26), 과정의 경우 평균이 4.31(SD=1.30), 결과의 경우 평균

이 4.17(SD=1.31)로 나왔다. 설문 응답자들은 사회적 자원배분의 출발

선에 대한 공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한편, 사회적 자원배분의 결과

에 대한 공정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의 고령자들이 사회

공정성 중 결과적 공정성을 낮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최숙희·최순화,

2013)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조절변수인 협업행정의 경우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의 수준인 2점 주변에서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와 기업간에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인식의 평균값이

2.12(SD=.731)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와 국회 간에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인식의 평균값이 1.80(SD=.721)로 가장 낮았다.

[표 8] 기초 통계 분석 결과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가 소속감 8000 75.07 9.09 21.00 101.00

공정성_출발선 8000 4.76 1.26 2.00 8.00

공정성_과정 8000 4.31 1.30 2.00 8.00

공정성_결과 8000 4.17 1.31 2.00 8.00

협업_부처간 8000 2.05 .709 1.00 4.00

협업_국회 8000 1.80 .721 1.00 4.00

협업_시민단체 8000 1.87 .686 1.00 4.00

협업_기업 8000 2.12 .731 1.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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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종속변수인 국가

소속감과의 관계에서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r=227, p<.01). 나머지 모든 변수들과 국가 소속감의 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장 높은 상관 계수 값은 0.622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수준(0.8이상; Field, 2005)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국가 

소속감 
1

2) 공정성

_출발선
.227** 1

3) 공정성

_과정 
.167** .554** 1

4) 공정성

_결과 
.154** .540** .622** 1

5) 협업_

부처간
.152** .296** .340** .288** 1

6) 협업_

국회
.076** .269** .336** .321** .499** 1

7) 협업_

시민단체
.071** .269** .348** .333** .397** .448** 1

8) 협업_

기업 
.193** .359** .314** .260** .481** .415** .4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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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형 및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과 국가 소속감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협업 행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4가지 모델로 시행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서 평균중심화

(mean-centering)를 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Aiken & West , 1991; Dalal

& Zicker, 2012; Hayes, 2013). 다만 주효과항의 해석 가능성은 높아진

다는 것에 학자들의 의견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바(Lacobucci et al,

2015)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응답치에서 각각의 평균값(mean)을 차감

한 값을 사용하였다.

<Model 1>에서는 국가 소속감을 설명하기 위해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이념적 성향, 공공부문 종사여부, 공동체와 개인의 이

익에 대한 가치를 투입하였다.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원배분의

출발선, 과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Model 3>에서

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다. 조절변수는 차례대

로 중앙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인식, 중앙정부와 국회 간 협력에 대한 인

식,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에 대한 인식, 정부와 기업 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다. 단계별로 변수들이 추가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국가 소속감에 대해 약 8%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Model 3>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소속감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

정성과 협업행정의 주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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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석 결과

계수는 표준화임

M1=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인식 / M2=중앙정부와 국회 간 협력 인식 / M3=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 인식 / M4=정부와 기업 간 협력 인식 / 성별: 1=여자,

0=남자 / 연령: 1=40대 미만, 0=40대 이상 / 학력: 1=대졸이상, 0=고졸이하 /

소득: 1=400만원 이상, 0=400만원 미만 / 정치적 성향: 1=진보적 혹은 보수적,

0=중도 종사부문: 1=공공부문, 0=민간부문 /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가치: 1=공

동체 혹은 개인에 편향, 0=둘 다 중요

Model1 Model2 Model3

β β β
통제변수 

성별 .009 .003 .002
연령 -.109*** -.087*** -.086***
학력 -.004 -.008 -.009
소득 -.007 -.011 -.010
이념적 성향 -.025* -.027** -.028**
공공부문종사여부 .051*** .044*** .044***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가치 -.052*** -.061*** -.060***
독립변수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I1) .201*** .206***

자원배분의 과정에 대한 공정성(I2) .033* .007
자원배분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I3) .029* .014
독립변수*조절변수 

I1*M1 .573
I1*M2 .213
I1*M3 .138
I1*M4 .440
I2*M1 .524
I2*M2 .378
I2*M3 .663
I2*M4 .049***
I3*M1 .182
I3*M2 .460
I3*M3 .775
I3*M4 .416
R²(adjR²) .018(.017) .075(.073) .087(.085)

△R²/△F .057/115.7
92***

.012/19.12
1***

Durbin-Watson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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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은 국가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제시되

는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치사회적 특성을 포괄하는 통제변

수를 투입한 <Model 1>에서 연령, 이념적 성향, 공공부문 종사여부, 공동

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가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

나 성별, 학력,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

을수록(β=-.109, t=-7.649), 이념적 성향이 없을수록(β=-.025,

t=-1.877),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β=.051, t=3.805),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가치에 편향되지 않을수록(β=-.052, t=-3.959) 국가 소속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 뿐만 아니라 <Model 2>, <Model

3>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한 변수의 종류와 방향성이 유지되었다. 인구통

계학적 특성보다 정치사회적 특성이 국가 소속감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Model 2>의 조정된 R²값은 .073으로

<Model 1>의 R²값인 .017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자원배분의 출발선, 자원배분의 과정, 자원배분의 결

과에 대한 공정성 모두가 국가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

적으로 자원배분의 출발선은 β=.201(t=12.530), 자원배분의 과정은 β

=.033(t=1.907), 자원배분의 결과는 β=.029(t=1.690)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영향에서 β값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념적 성향(β=-.025에서 β=-.027)과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가치(β=-.052에서 β=-.061)의 β값은 미세하게 증가하였

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3>의 조정된 R²값은 .074으로

<Model 1>의 R²값인 .073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배

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갖는 유의미한 영향이 사라졌다. 반

면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은 국가 소속감에 여전히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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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이는

변수들이 <Model 2>와 동일하였으며, β값의 차이도 거의 나지 않았다.

조절변수의 경우 중앙정부와 의회와의 협업행정이 자원배분의 출발선 공

정성과 국가 소속감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 2, 3을 상호 비교해보면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관련된 공정

성이 미치는 영향이 자원배분의 과정 혹은 결과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통합에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으로서 기회의 공정성이 역할한다는 이건(2015)의 연구결과와 부합

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고령층에 한해 사회 공정성과 불평등 인식을 조

사한 최숙희·최순화(2013)의 연구 결과 분배 공정성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제 5 장 결론 및 분석결과 논의

행정 가치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의 연계가 쉽지

않다. 행정 가치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의 다차원

성을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되고 그 이후로는 해당 가치에 대

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개념의 다

차원성을 규명하는 일은 실제 해당 행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 작

업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만약 개념 논의 이후의 실증 연구가 이뤄

지지 않는다면 처방적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의의를 잃게 된다. 또한 해

당 행정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인식이라는 최종 결과(outcome)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실제로 도달하

는지도 의문이지만 대부분의 행정 가치가 갖고 있는 복잡한 성격으로 인

해 왜곡된 접근이 이뤄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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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성은 행정 가치

중에서도 가장 인식의 폭이 넓은 가치이다. 국가 공정성, 정부 공정성,

조직 공정성,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 작용 공정성 등 행정 가치

앞에 붙는 수식어의 개수를 굳이 센다면 1등일 것이다. 공정성은 이론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의 연계가 가장 쉽지 않은 행정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행정 가치이

며, 정치의 영역에서 단독으로 책임지기보다 행정의 영역에서도 분명 해

야 할 일이 있다. 추상적 수준의 이론 논의를 넘어서 경험적 차원의 연

계가 가장 요구되는 가치인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가치의 다차원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출발선, 과정, 결과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공정

성이라는 행정 가치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반 시민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다면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아

가 이 세 가지 차원은 우리 사회보다 먼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공정성 차원을 반영하기에도 적합하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

나 내전의 경험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시대를 살아온 시민들은

보수 편향적이다. 무상급식, 기초 연금, 기본 소득과 같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호의적인 논의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고소득층이 부리는 사치와 낭

비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는 경향

이 강해지고 있다. 겉으로 비춰지는 사회 현상의 모순적인 면모의 본질

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시행되었다.

분석 결과 교육기회, 취업기회와 같은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

정성이 자원배분의 과정 혹은 결과에 대한 공정성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지니고 있었지만 국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가장 강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었다. 이는 특정 공정성 차원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서

해당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적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활용할 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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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있는 잘못된 논리적 결론은 특정 공정성 차원에 대한 인식이 낮

으므로 이를 보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 인식을 독립변수

로 활용하였을 때 이미 높게 인식되고 있는 공정성 차원인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

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이 사회에 계

속 살고 싶다는 욕망이자 자신의 헌신이 국가 공동체를 운용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공유된 신뢰”로서 국가 소속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회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일단 금수저·흙수저 라는 유행어, 세월호 참사, 주요 대선 주자

들의 자녀 문제 등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불공정함에 대한 민

감성이 높다. 출발선상에서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는 쉽게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부자, 재벌과 같은 부의 세습에 대해서도 부

정적이다. 사회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출발선이 공정하면 자신의 세대 내

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유

럽 국가 중 영국의 경우 하류층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적다. 자신

의 삶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상류층으로의 신분 상승보

다 중요하다6). 그러나 한국의 경제구조는 아직 상대적으로 역동적이며,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소수지만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하여 큰 돈을 버

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즉,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이 국가

소속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보면 경제의 혁신

성과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보면 부의 세

습구조 등이 불합리 한 것에 대한 시정의 요구 내지 과정과 결과의 공정

성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조절 효과 검증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수준이 과정적 공정

6) 권석하(2011.5.2.). 왕실과 사돈 맺은 중하층 미들턴家 신분 상승 하려면 3代 기다
려야 한다. ‘로열웨딩’을 통해 본 계급사회 영국,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6&nNewsNumb=00215410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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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국가 소속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법치주의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할 때,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수록 ‘이 나라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 효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법치주의와 부정부패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부 독단이

아닌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016년 9

월 27일에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전 세계적으로 늘 부패지수 하위권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책 의도를 뒷

받침한 국민의 요구가 지지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법

집행 규정과 적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8조 제3항)’의 애매함에 대해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

조 제5항)’의 경우 ‘김영란법’ 제 2 호 사건에서 자신을 도와준 경찰관에

게 1만원의 호의를 표시한 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논의되는 등 지나

친 처벌이 있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강연료 하루 45만원과 같은 비현

실적 단위도 문제가 된다.

둘째로 과정공정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은 시민단

체의 감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부가 우리 사회의

과정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해도 기본적인 정부 불신이 있는 현

시점에서 신뢰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외에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시민단체의 전

문가에게 외부 감사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 시민

단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 로드맵에서 공익신고 접수 대상기관에 국회의원과 정당이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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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단체와 언론은 제외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고자 국가 소속감이라는 종속변수를 만들어 공정성의 세 가지 차

원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무

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협업행정이라는 조절변수를 활용하였다. Easton의

체제이론에 적용하면 요구(demand)라는 투입(input)에 대해 어떤 전환

(conversion)이 적절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더 좋은 환류(feedback)을 만

들고, 이 환류가 두터운 지지(support)가 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 구조를

의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국가 소속감의 하위 차원이

Easton이 논한 투입의 하위차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체제 이론의 적용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국가 소속감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논의의 흐름에 비약이 없도록 노력했지만 국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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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유사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을 포괄하기 위

해 부득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 다른 한계점은 협업 행

정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상호간, 중앙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기업이라는 개별 하위차원 하나하

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조

사를 통한 개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거시적인 시

각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일 시점에서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향(common source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조절변수가 유의미한 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덜해졌

으나, 여전히 방법론 상의 문제로 남아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 소속

감이라는 측정 변수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수 협력 주체와의 협업 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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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종속변수의 측정:국가 소속감

항목 
요인

1 2 3 4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869 -.036 -.017 .004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861 .010 .016 -.003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841 -.029 -.023 -.036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838 -.038 -.026 .012

서명운동 참여하기 .791 .026 -.016 -.018

불매운동 참여하기 .774 .012 -.009 -.066

세금 납부 중요성 -.025 .845 .048 .022

법과 규칙의 준수 중요성 -.003 .829 .058 .026

투표 참여 중요성 .009 .734 .074 .054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중요성 .009 .665 .068 .004

위기 시 군복무 의향 -.031 .663 .040 .081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024 .106 .852 .068

삶에 대한 만족도 -.044 .016 .841 .148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정

도 
-.019 .120 .706 .131

자녀의 지위상승 가능성 -.004 .038 .042 .899

자신의 지위 상승 가능성 .011 .034 .103 .891

대한민국 국민 자긍심 -.087 .100 .271 .551

아이겐값 4.143 2.863 2.036 1.966

공통변량 24.368 16.840 11.977 11.565

누적변량 24.368 41.208 52.185 64.750

KMO=.825, Bartlett's x²=58621.65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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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측정: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항목 
요인

1 2 3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736 .288 .303

대기업·중소기업  간 
관계 .711 .261 .307

교육 기회 .185 .667 .250

취업 기회 .324 .664 .240

법 집행 .291 .294 .680

정치 활동 .392 .299 .578

아이겐값 1.426 1.212 1.104

공통변량 23.765 20.208 18.392

누적변량 23.765 43.973 62.365

KMO=.844, Bartlett's x²=19850.73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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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gover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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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ndlelight vigil held nationwide in Korea, demanding fairness

as a public value, led to the unprecedented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termine which fairness is

being asked in Korean society and how to improve it by means of

public administration. Only strengthening recognition of fairness would

not define which fairness has the relevance. Thus, as a dependent

variable, sense of national community(SONC), a feeling that citizen

wants to live long within and to belong to national community, can

be useful. To find the exact dimension of fairness that fits to Korean

society, fairness in opportunity, process and results are asked to 8,000

participants. The results indicate fairness in opportunity, which has

long been aware of in the U.S. society than European society,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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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ignificant effect on SONC in Korean society. Considering it had

a higher mean compared to others,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ly

recognized dimension of fairness does not mean it is not the dimension

that ranks bottom of policy priority.

To recommend the rol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SONC, this study put collaborative governance

variables to measure moderating effects. For fairness in process, if

people think the government collaborat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etter, it affects SONC more in a positive way. It

impli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wo agents. When

fairness in process is perceived, this cooperation may well make the

citizen present greater feedback, which concludes to the bigger support

fo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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