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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제고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20세기 중반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이어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

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더불어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21세기 초 한국에서는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활발하다. 공공성의 강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다.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학문분야

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공공성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비교·검토하여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논의된 공공성의 개념적 구성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근대적 관점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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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의 핵심은 공적인 것을 우월한 것으로 보는 관점의 등장이다. 이 시기에 비로소 

개인은 계몽사상을 토대로 신과 왕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사회계약사상을 통해 자유로

운 개인이자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노은경 외, 2019: 

32; 배수호･김도영, 2014). 근대에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사상적 토대로 양자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

용에 의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 한편 탈근대적(post-modern) 관점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 핵심이며, 자유･표현･삶의 질을 중시하며 공적 권위를 회의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로 선

진산업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Abramson & Inglehardt, 1995; Inglehardt, 1990, 1997). 이러한 탈근

대적 관점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을 가져 올 것으로 예측했다(Inglehardt & Welzel, 2005). 그러나 

제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승자독식의 경제가 야기한 양극화, 세계화에 의한 대량 이주민의 발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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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들을 범주화하고, 복합적 가치의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재검토하고 이들의 역할과 관계를 추론하여 공공성 개념의 동태적 모형을 제

시한다.

【주제어: 공공성, 공공성의 구성요소, 공공성의 동태적 모형】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2) 21세기 

초에 유독 대한민국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첫째, 군사권위주의에 의한 성

장 제일의 산업화, 둘째,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도입된 신자유주의가 낳은 

심각한 사회구조적 병폐(박영도, 2016; 채장수, 2009),3) 셋째, 민주화 투쟁을 통해 쟁취

한 대의민주주의가 정치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면서 한계에 부딪혔기(방상근･
김남국, 2015)4) 때문이다.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구성요소들을 파악(백완기, 

에서 생겨난 외국인 혐오증 등으로 급증한 사회불안이 권위주의의 부활과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를 부추

기면서 탈근대성은 약화되고 국민국가를 토대로 하는 근대적 관점의 공공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

고 있다(Inglehardt, 2018). 이런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분명하게 하려면 근대적 관점과 전근대

적 관점 및 탈근대적 관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주의를 천명했으나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공공

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고(하승우, 2014: 76), 해방 전후시기에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항일과 

친일을 가리는 민족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원용진, 2009: 67-68).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군

사정권에 이르기까지 반공 이데올로기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한계로 작용했으며(배수호･김도영, 

2014: 77; 백완기, 2007: 17), 권위주의로 인해 공공성이란 국가에 의한 것 또는 정부나 관료가 제공하

는 혜택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었다(김동노, 2014: 95; 배수호･김도영, 2014: 93; 신진욱, 2007: 26).

3)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변혁은 공공성 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 논리와 효율성을 위주로 추진되었다(이영철, 2003: 52, 67; 이원우, 2002: 34; 최장집, 

2003:164).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불공정성 등을 심화시켜 공공성을 위협하

고 있다(구혜란, 2015: 20; 소영진, 2003: 13-15; 임의영, 2003: 25; 정무권, 2011: 38-39; 채장수, 

2009: 50). 특히 성취원리가 시장원리에, 그리고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경쟁력 강화의 명령에 포섭되

면서 사회적 피폐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박영도, 2012).

4) 한국에서는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 내 다

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

지면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불러일으켜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인 형평성과 공정성의 증진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으로서 공공성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속에서 

이뤄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소영진, 2003: 17; 이유선, 2012: 53; 이주하, 

2010: 151; 이향순, 2002: 37; 정무권, 20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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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소영진, 2003; 신진욱, 2007; 임의영, 2003; 정재요, 2020)하거나 유형화하여 개념

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임의영, 2010; 조대엽･홍성태, 2015; 최상옥, 2016)에서부터 

공공성과 동서양의 철학 또는 사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배수호･김도영, 2014; 오문환, 

2002; 이충진, 2008; 임의영, 2008; 2017a; 2017b), 공공성과 이념 또는 제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김희강, 2010; 이유선, 2012; 이주하, 2010; 정무권, 2011; 채장수, 2013), 공

공성의 실태 또는 실증적 분석(구혜란, 2015)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동시 병발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공공성의 다양한 특성들을 

규명하여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다(구혜란, 2015; 김동노, 2014; 김정화･이경원, 2010; 

백완기, 2007; 소영진, 2003; 신진욱, 2007; 이승훈, 2008; 임의영, 2003; 조대엽, 2012). 

공공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의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얽혀 구성되어 있

다(정재요, 2020; Jørgensen & Bozeman, 2007; Moore, 1995). 공공성 개념은 환경적 

맥락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정치･사회적 관계에서 변증법적으로 구성되어 온 가치의 복

합체계다(임의영, 2017b; 조대엽, 2012; 조대엽･홍성태 2013; 최규연, 2020; 최태현, 

2019).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들 중 일부 가치에 자의적으로 주목하면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혼란과 왜곡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혼란과 왜곡은 공권력 오남용의 빌미

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노은경 외, 2019; 방상

근･김남국, 2015; 백완기, 2007; 소영진, 2003; 임의영, 2003). 그리고 인종, 계급, 성, 

정치적 이념, 정책의제의 특성 등의 조건에 따라 공공성이 개념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양기용, 2013; 정재요, 2020; 조대엽, 2012; 최

규연, 2020; 최상옥, 2016). 이 외에 많은 연구들이 공공성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면

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즉, 공공성은 맥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

다(구혜란, 2015: 이주하, 2010; 채장수, 2013; 최규연, 2020). 이러한 공공성 개념의 동

태성은 개방체계적 투입, 전환, 산출, 환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므로(한국국정관리

회, 2014: 96), 구조분석을 넘어서 과정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근대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발전주의적 

산업화와 동시에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성취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삶의 질과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한겨례, 2020. 6. 15), 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이러한 맥락적 특수성이 한국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가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태적 분석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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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개념 자체에 대한 혼란이 오히려 극심해진 상태다. 백완기(2007: 2)는 이러한 혼

란을 “공공성(公共性)이 공공성(空空性)이 되어 간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공성의 개념을 복합적 가치의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첫째, 공공성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적 특성들을 규명하

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공공성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제

시된 특성들을 비교･검토하고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Mason, 1996, 김두섭 역, 2010: 

177) 체계의 구조적 관점5)에서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한다. 둘째로 

귀납적 범주화에 의해 재구성된 공공성의 가치적 특성들의 역할 및 관계를 체계에 대한 

과정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공공성의 동태적 모형을 제시한다. 

Ⅱ. 복합적 가치체계로서 공공성의 구성요소: 귀납적 범주화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여 공화주의를 국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의 핵심가치는 공공성임(고세훈, 2014; 곽준혁, 2005; 양해림, 2013; 정재요, 

2020; Viroli, 2002)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정 이후 반세기 동안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급속하게 진전된 민주화는 공공성을 이론적 쟁점

으로 부각시켰고(양해림, 2008; 정상호, 2013),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통제와 관

련된 논쟁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되새기면서 공화주의 관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

정에서 학문분야 또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공공성을 구성하는 가치들이 병렬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권향원, 2020). 이는 개념의 다면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가

치들 간 균형과 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백완기, 2007).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공성의 구성요소들을 귀납적으로 범

주화하여(Lau, 2011: 88-91) 7가지 특성(공동성, 비전유성, 법제적 권위성, 공민성, 개방

5) 구조적 관점에서 체계는 버틀란피(Bertalanffy, 1968)가 일반체계이론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과적 의존관계 속에서 일정

한 기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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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론성, 공익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다학제적 통합을 위해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재구성한다. 즉, 7가지 가치의 특성을 체계의 구조적 특성인 ① 환경차원에 해당하는 상

황적 특성, ② 이에 적응을 위한 행위차원의 주체적 특성과 절차적 특성, 그리고 ③궁극

적 지향인 목표차원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한다. 

1. 상황특성

인간의 삶은 유무형의 재화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합적 가치체계로서 공

공성의 상황적 맥락은 재화의 생산/관리･소비/활용의 행위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수혜의 구조와 관련된다. 전자와 관련된 논의는 공동성･공유성･공통성으로, 후자와 관

련된 논의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외부성, 비전유성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1) 공동성(commonness)

재화의 소유권은 생산･관리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제는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다. 물, 

목초, 공기와 같이 관리 즉, 재생산에 의해 유지되는 자연 재화 또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즉,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공유성, 공동성, 공통성 등을 가지며(Negri & Hardt, 

2009, 정남영･윤영광 역, 2014), 이는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맥락으로 기능한

다.

그러므로 공공성의 상황특성으로 다수 또는 전체와 관련된 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

편적으로 관련된 일, 어떤 일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 이외의 다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일, 공동의 관심사 등은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의 핵심 주제다(권향

원, 2020; 소영진, 2003; 신진욱, 2007; 임의영, 2003). 이와 관련하여 임의영(2017a: 5)

은 인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존재론적 필연성에 주목하고, 이를 공공성 담론

의 철학적 기초로 제시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삶

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된다(소병선, 2015: 8; 임의

영, 2017a: 8-9). 

홍성태(2012: 166)는 교통질서를 예로 들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행위양

식인 규범적 질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관리(유

지)하고 지켜야 할 최소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

기 위해 관여하여 형성하고 개발해 공유하는 특성이 강하다. 백완기(2007: 11-12)는 이

러한 규범만이 아니라 언어, 사상, 가치, 관행 등을 공유하는 삶의 기초적 토대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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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재화들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존'이나 '연대'와 같은 가치를 추구(채장수, 

2009: 51)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생산･관리하면서 공유하고 소비･활용하는 비물질적

인 재화다. 

공공성이라는 가치체계를 발현시키는 존재론적인 “관계”의 맥락으로 작용하는 재화의 

이러한 특성은 공동성(共同性)이라는 용어에 의해 적절하게 대변될 수 있다. 소유의 원천

으로 생산･관리만이 아니라 소비･활용의 측면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고, 동태적 차원

에서 “함께” 행동한다는 의미를 대변하는 데 적절하다.6) 반면에 공유성은 단순 소유의 

측면만 대변할 뿐이며 소비･활용과 관련된 측면을 대변하기 어렵고, 공통성은 어의적 

함의가 정태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공동성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공동성이라는 용어

는 소유를 넘어서 생산/관리･소비/활용을 개념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 

공동성은 인간이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호관련성에 따

른 속성으로서 책임과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로 공공성의 토대를 구성한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혁신을 주도한 신자유주의는 자유와 경쟁을 과신한 반면에 사람들이 연

대하여 공존을 도모하는 공동성을 과소평가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사회를 개인들의 단

순한 합으로 보고(이영철, 2003: 65), ‘공존’이나 ‘연대’의 기반을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대체하면서 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임의영, 2018a: 5; 채장수, 2009: 51-52). 

2) 비전유성(inappropriability)

공공성의 맥락을 구성하는 또 다른 상황적 특성으로 재화의 수혜구조적 측면에서 특

성들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백완기, 2007; 소영진, 2003; 임의영, 2003; 현진권, 

2008; 홍성태, 2012). 오래 전부터 재화의 비배제성 또는 비경합성, 외부성 등을 경제학

자들이 공공재의 특성으로 개념화하고 공적 개입의 타당성을 논의하여 왔다(현진권, 

2008: 68).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제대로 형성

되지 않으며, 종종 과소공급으로 삶의 질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소공급

의 문제를 넘어서 재화의 효용을 소유권자가 독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지하면서 재화의 비전유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소영진, 2003: 7). 

재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용이 소유권자의 범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비전유성은 

6) 공동성은 마을공동체, 돌봄공동체, 육아공동체 등의 “공동”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측면에 “공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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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재화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에서 더 강하다(홍성태, 2012: 164). 비

전유성은 재화의 본래 특성으로 인하여 전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전유가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여 규제와 같은 법제7)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 비전유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전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재화의 특성, 규모 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우주

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간척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위험이나 규모가 너무 크면 공

동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전유가 불가능하거나 타당하지 않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 전매사업, 그리고 최근 임대주택 3법과 같은 규제 등도 비전유성을 창출한다. 또한 

최근 Covid 19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백신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바로 전유부

당성을 논거로 한다. 반면에 전유불가능한 재화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전유가능성

이 높아지고 법제적으로 이를 재산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유불가능한 수자원을 

댐 또는 관개시설을 통해 전유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비전유성

은 가변적이고, 기술발전 또는 제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 신자유주의적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통신, 전기, 철도, 우편 등과 관련된 재

화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배제성이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성으로 인하여 수혜의 차원에

서 재화의 전유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논거로 비전유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적으로 

국유화를 선택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IMF의 구제금융 조건이었던 민영

화는 그러한 비전유성을 상당부분 약화시켰다. 통신 서비스의 민영화는 한국전기통신공

사가 체신부로부터 1981년 분리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 완료되어 통신서비스 활용의 

배제성이 강화되었다(이원우, 2002: 33). 그 결과 보이스 피싱, 음란물의 범람, 사행성 

행위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철도나 우편 등의 분야는 민영화의 과정에서 기초적 

생활여건에 해당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점을 토대로 제기된 전유부당성을 둘러싸고 사

회적 논란이 극심했다(서울신문. 2008.2.11., 프레시안. 2019.6.28). 그 결과 통신분야와

는 달리 철도청은 2003년 완전한 민영화 대신에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은 수차례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 결과 철도와 우편 서

비스의 비배제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우편서비스는 비전유성

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여 산간벽지에도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유불가능성과 전유부당성으로 구성된 비전유성은 공공성의 논의를 유발

7) 개발영향부담금, 개발이익의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등과 관련된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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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맥락으로 기능한다.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비전유성은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구성하

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투입)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인 공공성은 

비전유성을 변화시키는 법제의 채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비

전유성은 새로운 맥락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공공성 논의의 토대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서 변화된 비전유성으로 인한 수혜의 구조적 변화는 복합적 가치체계인 공공성의 산출

이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응은 환류에 의해 새로운 투입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의해 제시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공론과정에서 4대

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 치수 또는 관개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의 맥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치적 투입이 정책과정을 거치면

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이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 그 중에서

도 공익성이었다. 이어서 사업이 시행되어 산출로서 4대강을 준설하고 보(洑)를 설치하

였으며, 그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그리고 하천 주변에 

자전거 길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4대강 수자원은 수해와 가뭄의 정도와 

수질 오염 등을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이해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혜구조는 비전유성이 강했기 때문에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비전유성으로 인한 사회적 반응은 환류되어 공공성

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맥락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요구로 투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배제성, 비경합성, 외부성 등 소비효용의 전유가 불가능한 재화, 그리고 

전유가 부당한 재화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학에서 정립된 기

존의 공공재의 개념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비전유성을 공공성의 구성요소로 채택한

다. 다시 정리하면 “비전유성”이란 재화의 수혜구조 측면에서 공공성을 발현시키는 비배

제성, 비경합성, 외부성, 수혜의 독점 불가능성 또는 부당성을 포괄하는 특성을 의미한

다. 

2. 행위의 특성

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근대적 관점에서 국가권위와 시민, 나아가 기업

으로 확장되었다(권향원, 2020; Mintzberg, 1996; Pesch, 2008; Rosenbloom, 2008). 탈

근대적 관점에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지만(김보람, 2019; 김정화･
이경원, 2010: 131; 이승훈, 2008: 22; 임의영, 2003: 27-28; 조대엽, 2012: 11-12; 조대

엽･홍성태 2013, 2015: 7; 최태현, 2019: 2), 이 논문에서는 근대적 관점에서 국민국가와 

시민을 핵심적인 주체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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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특성

(1) 법제적 권위성(legal authority) 

근대 이전부터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백완기, 2007: 

8; 소영진, 2003: 7; 이승훈, 2008: 22; 임의영, 2003: 27-28). 근대에 생성된 대의민주주

의 국가에서는 공공성 구현의 책임 주체인 정부를 삼권으로 분립하여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법제적 권위성으로 정의한다.

법제적 권위성의 전형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는 공공성이 있다고 전제 또는 추론하는 

관점이 제시되기도 했다(소영진, 2003: 7; 신정완, 2007: 49; 홍성태, 2012: 164). 공공성

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정부의 주체적 역할을 신탁의 차원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가 공공성에 반하는 일을 한 사례도 역사적으로 많고, 이러한 한계 또는 역기능으로 인

하여 공적 권위에 대한 회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 것이다. 한편 근대적 관점에

서 민주공화주의를 헌법적으로 선택하였음과 위임에 의한 대의제적 관점에서 볼 때, 정

부가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것이다. 타당성이 있는 

공공성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면 공공성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의 주체 특성으로서 법제적 권위성의 구체적 내용은 환경변화와 함께 지속적으

로 변한다.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기에는 행정부가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주

체적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였다. 미군정 시기부터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행

정이 이루어졌다(이대희 외, 2014: 295). 이후 이승만 정부 이후 민주화가 되기까지 행정

부는 공권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독점적 횡포를 다른 주체들이 견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행정부가 비민주적, 비합리적이며 급기야 무능하다는 인식이 사회 

내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최장집, 2003: 178). 민주화 이후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서 행정부권력의 분권화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최장집, 2006: 135). 그리고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미약했던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은 강화된 반면에 행정부의 권력

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법제적 권위성을 가진 기관의 중추인 행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다(백완기, 2007: 8). 더구나 공공성의 주체로서 역

할을 하는 기관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위탁사업

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제

적 권위성을 부여받은 기관을 지칭하기 위하여 이하의 논의에서는 행정부라는 용어 대

신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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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제도개혁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의 구성요소로서 “공공기관”의 법제적 권

위성을 약화시켰다. 이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역기능을 

하거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근거

로 법적인 책임과 공권력의 상당부분이 “공공기관”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

한 영향력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다(이원우, 2002: 29).

(2) 공민성(public citizenship)

헌법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공공성의 주체를 자유민, 인민, 공중, 시민, 국민 등 다양

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은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이고 인민의 국가라는 의

미에서 로마 공화정의 ‘공화국’ 개념이 도출되었다(조한상, 2009: 17-18). 국가공동체의 

주체로서 인민은 근대 계몽사상에서 시민으로 대체되고,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정치 패러다임에서 공공성의 주체는 ‘국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이 개념적으로 부합한다. 근대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민’은 국가의 시

혜 및 보호 대상이라는 함의가 큰 반면에 ‘시민’은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국가를 만들어 

낸 공적 기능의 담당자이자 주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조대엽, 2012: 11). 

한편 시민 중에는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민

이란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주권적 또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으로 성숙한 

시민을 의미한다(임의영, 2015: 222; 조대엽, 2012: 11-12). 이러한 공민의 역할은 다수

의 논문들에서 공공성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구혜란, 2015: 25; 신정완, 2007: 42; 

조대엽, 2012: 11-12; 조한상, 2009: 23). 공민은 정치공동체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근대 

계몽사상을 토대로 한 정치사상이나 이념으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주

체다(조대엽, 2012: 11-12). 그러나 최근 탈근대적 현상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가 점

점 약해지면서 공공성의 범주가 하나의 국가 수준을 넘어 지구적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

다. 난민사태, 재난구호활동, 자선단체활동 등을 계기로 공민성의 개념은 국민국가의 경

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주체

로서 공적으로 성숙한 시민에 한정한다. 

한국에서 공민성은 민주화 이후 활발해졌다. 시민이 정치적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이후 시민사회 또는 노동 운동을 통해서 본격화되었다(김동노, 2013: 63-65; 최

장집, 2003: 182). 군사정권 시기에 시민들의 저항적 정치 참여 및 운동은 매우 제한적이

었다(김동노, 2014: 98). 권위주의적 정부에 눌려 활동이 억압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민

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 불평등 완화 등에 주력한 반면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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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노동조합원의 처우 개선 등 이익집단적 요구에 집중하면서 공민성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신정완, 2007: 44; 신진욱, 2007: 29-30; 채장수, 2009: 50-51, 177). 

2000년대 이후의 공민성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한 집합적 행동을 통해 정치

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발현되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효

선･미선 추모 집회,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해외파병반대 촛불

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

회, 2019년 조국장관을 둘러싼 찬반 촛불집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만큼 공민성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상을 넘어 

사회의 여러 수준에서 공공성을 가진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장집, 2006: 160). 또한 폭넓은 참여는 개인적 또는 계층, 정치적 성향, 가치관 등을 

기준으로 집단적 차원으로 나뉘어 사회 내 다양한 의견과 담론을 형성한다(최태현, 

2019: 14). 이로써 공민성은 공공성의 주체차원에서 사회적 구성요소로 비중이 더욱 증

가할 것이다.

2) 절차특성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행위주체들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절차적 가치는 근

대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개방성과 공론성으로 정립되었다. 공공성은 정보와 참여

에 대하여 모든 문호가 개방되고 이를 토대로 공적 담론이 펼쳐질 때 제대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1) 개방성(openness) 

백완기(2007: 10)는 공공성과 관련된 절차적 가치를 접근성의 관점에서 네 종류로 나

누어 유형화하였다: 정보, 물리적 시설, 자원, 행위에 대한 접근성. 개방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정보공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 시설이나 자원 등에 대한 접근성도 공공

성을 구성하는 기초로 작용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행위에 대한 접근성이다. 각

종 회합, 공동 활동, 토론 등의 행위에 대한 접근성은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의 핵심

인 공민의 집합적 행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성과 관련된 접근성은 4가

지 유형에서 모두 물리적 차원의 제약을 넘어 정치사회적 차원의 규제와 관련된다. 더구

나 기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가치중립적인 의미의 접근성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의미

를 내포한 “개방성”이 이론적으로 더 적합하다. 이러한 “개방성”을 정보공개성과 참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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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으로 나누어서 논의한다(정재요, 2020).

① 정보공개성

정보공개성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토대로 형성된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형식적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 차원에서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알 권리를 

위해 정보의 공개성, 접근성, 공시성, 투명성 등이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고 있다(백완기, 

2007: 10; 신진욱, 2007: 33; 임의영, 2003: 29). 

정보공개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하는 

“공시성”과 그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은 보유

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공민들의 정보 요구에 순응해야 함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면에서 유리한 정보는 적극 알리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경향이 있다(Wilensky, 1967). 심지어는 이해 갈등으로 정보의 왜

곡이나 조작을 통해 정보공개성을 위협할 개연성은 논리적으로 충분하다(박통희, 1989; 

1995). 이러한 점들은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정보공개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

다. 더구나 권위주의 정부는 정보를 독점하고, 각종 검열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

는 경향이 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는 독점, 통제, 왜곡 및 조작 

등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은 공공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다. 

② 참여개방성

정보공개성만으로는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개방성에 주목한다

(구혜란, 2015: 24-25; 김동노, 2014: 88; 신정완, 2007: 41; 이기호, 2008: 228; 조대엽, 

2012: 13). 더구나 정책과정에서는 가치, 이념 또는 이해관계 간의 상충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이해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

론화 과정이나 숙의절차 등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타당성 있게 발현될 수 있

다(이종범, 2018). 

참여개방성은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공공회합, 공공토론 등 공론장에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백완기, 2007: 10). 나아가 정보교환, 의사소통, 토론, 공론

의 장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활동부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질서에서 대부분의 제도와 절차는 공식적 혹은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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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방되어 있다. 문제는 실제 운영과 미시적 행위의 수준에서 개방성의 원칙이 관철

되는가이다(조대엽, 2012: 13). 

참여는 가시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선결요건이다(구혜란, 2015: 24-25; 김동노, 

2014: 88; 김정화･이경원, 2010: 130; 이승훈, 2008: 21-22). 참여는 집합행위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개방성이 곧바로 참여로 이어

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참여개방성은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참여개방성은 또 다른 절차적 가치인 정보공개성의 한계를 극복

하는데 필요하다(구혜란, 2015: 25). 한편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공론장은 오프라인의 

특정한 공간만이 아니라 온라인의 가상공간을 포함하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다

(신진욱, 2007: 28-29). 참여개방성은 이러한 온・오프라인의 매개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을 중시하는 가치다. 

(2) 공론성(public discourse)

공론이란 문제에 당면하여 여럿이 모여 공익(또는 공유재, 공공재, 공동선 등)의 차원

에서 의견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Sellers, 2003).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재로서 참여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합의제민주주의 등에서는 여론(public 

opinion), 토론(discussion), 숙의(deliberation), 그리고 공론 등을 중시한다(박영도, 

2011; 백완기, 2007: 9-10; 이기호, 2008: 228-229; 이충진, 2008: 14; 임의영, 2018a; 조

한상, 2009: 30; 홍성태, 2012: 162-163). 특히 근대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

로서 민주공화주의는 공론(public discourse)을 중시한다. 공론성은 공공성의 사회적 구

성과정에서 정보공개성과 참여개방성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쟁점을 분

명히 하여 갈등 또는 딜레마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론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마음껏 드러내는 과정에서 

논거를 교환(Arendt, 1958, 이진우 역, 2017: 122-123)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사회적 합

의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Habermas, 1987b, 장춘익 역, 2006: 611). 

이러한 공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들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

계다(Arendt, 1958, 이진우 역, 2017: 113). 아렌트(Arendt, 1958, 이진우 역, 2017: 113, 

121-122)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동등한 의사교환의 자유를 공적 영역의 시

작으로 보았고, 여기서 자유란 행위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론성의 핵심은 공동의 선･이익을 지향, 자율적 행위자들

의 참여,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의 자유로운 교환, 편견의 배제 등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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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다(백완기, 2007: 9-10; 임의영, 2018a: 16; Sellers, 2003).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권력의 차이는 공론장에 물리적 참여만이 아니라 의사표현

을 구속한다. 세넷(Sennet)은 공론성의 강화를 위해서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이들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대화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화적 대화(dialogic conversation)’를 주장하였다(Sennet, 2012, 

김병화 역, 2013: 46-49). 비슷한 맥락에서 영(Young, 2000: 53-57)은 권력계층의 의견

이 의사소통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차별받는 사회집단을 공론장에 

적극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다. 즉 공론성은 담론 또는 

숙의과정에 참여한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소수자가 공공성의 주체로서 법제적 권위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다. 

한편 공론성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론과정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공통

점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엘스타인(Elshtain, 1995: 75) 그리고 밀러(Miller, 1995: 

96-97)는 공론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영(Young, 

2000: 153)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 간의 합의보다 각 집단의 이익, 가치, 관점 들이 

자유롭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합의보다는 토론・담론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이다. 도덕적 규범의 적용이나 공식적 절차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무권, 2011: 61). 구성원들이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호 간의 갈등이 지속적

인 소통을 통해 드러나고 상호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독단을 방지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정무권, 2011: 59; Bohman, 1996: 94-95).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공론성은 공익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까지는 

아니라도 의견의 수렴을 중시한다. 아울러 의견 수렴을 위해 필수적인 경청과 성찰

(civility)을 중시하는 공민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Sellers, 2003).

한국에서는 공공성의 구성요소 중에 공론성이 가장 취약하다. 오랫동안 독재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표현이나 사상 등의 자유는 

확대되었고 언론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도 완화되었다. 군사권위주의 시기에는 허용

되지 않았던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민주화를 통해 사회를 

억압하는 기제가 약화되면서 특수한 이익에 대한 주장들이 활성화되었다(최장집, 2006: 

117). 사회 전체의 이익과 특수한 이익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최장집, 2006: 118). 또한 최근 들어 강

조되고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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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화(토론 또는 담론)를 넘어서는 공론은 필수적이다(임의영 외, 2014: 72).

3. 목표차원의 공익성(public interest)

공익성은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자원을 투입 및 배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구혜

란, 2015: 25). 공익은 “형식적으로는 ‘공동체 자체와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을 의미(임의영, 2003: 41)”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다(김

정화･이경원, 2010: 130; 이승훈, 2008: 22). 여기서 다수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공중

으로 공통의 언어와 문화 및 관행을 공유하면서 지속성을 지닌 유기적 공동체의 구성원

을 의미한다(백완기, 2007: 11). 그리고 근대국가에서는 구성원인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

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익’은 존재한다는 실체설과 그렇지 않다는 실체 부정설에 대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적 개념이다(백완기, 

1981). 공공가치론에서는 공익을 실체적 가치가 아니라 이념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정

의하기 어려운 반면 “공공가치”(공공성을 가진 사회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

는 실체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임의영, 2018b; 최규연, 2020; Jørgensen & 

Bozeman, 2007). 즉,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공익성은 불특정 다수로서 국민의 장기

적인 생존과 안녕에 기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공공가치”는 정책대상자들에

게 제공되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권리, 편익, 특권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

회, 국가, 그리고 서로에게 부담해야 하는 의무, 나아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정부를 포

함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적 행위원칙 등을 의미한다. 

공익과 “공공가치”의 차이는 이익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성의 정도다. 명목적으로 정의되는 전자는 후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정의되고, 후자

는 전자에 의해 공공성이 판별되는 것이다.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형성된 공익

은 정책과정에서 특정한 맥락에 구속된 편익, 권리, 특권, 책임과 의무 등의 “공공가치”

로 환원된다. 따라서 공직자는 공익을 포괄적 가치에 대한 믿음인 이념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특정 공공가치에 지나치게 경도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이종범, 2018: 8-9). 

이러한 공익성은 공공성의 핵심으로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 구성된다(임의영, 

2008: 140). 하나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가치로서 

개방성과 공론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차원’이다. 다른 하나는 공익의 내용으로서 사회정

의를 지향하는 ‘윤리적 차원’이다. 

첫째, 정치적 차원은 공익의 수혜자 측면에서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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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5; 김정화･이경원, 2010: 130; 백완기, 2007: 11; 이승훈, 2008: 22; 임의영, 

2003: 41)과 관련된다. 자유주의에서는 공익을 개인 이익의 합으로 본다. 반면에 공동체

주의에서는 개인 이익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공익으로 

본다(김동노, 2014: 84; 김정화･이경원, 2010: 130). 이러한 논리적 차이는 공동체의 이

익을 위한 개인 이익의 양보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타협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공공성과 관련된 정책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이 구체화되면서 “공공가치”

가 형성된다(김정화･이경원, 2010: 130). 즉, 정책과 관련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

서 공익이 구체화되어 “공공가치”를 배태한 정책이나 제도가 산출되는 것이다. 

둘째, 공익성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윤리적 정당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공익성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구혜란, 2015: 30; 소영진, 2003: 

7-8; 신정완, 2007: 42; 신진욱, 2007: 32; 임의영, 2008: 151; 조대엽, 2012: 12). 최저 

국민생활기준을 위한 복지혜택도 공익으로서 이러한 윤리적 정당성을 가진다(신진욱, 

2007: 32; 조대엽, 2012: 12).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무지의 장막(Rawls, 1971: 

118-119)”을 전제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공익성으로 강조한다. 인권을 공익성의 핵심으로 강조(백완기, 2007: 13)하는 것도 호혜

적 관점에서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또는 정당성에 근거한 것이다. 

공익성은 인간의 이타적 본성에 의해 유발되며(김동노, 2014: 92),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발적 책임으로 윤리적이다(임의영, 2017a: 20). 타자에 대한 

책임은 인권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이기적 욕구 충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익

성의 핵심이다(소영진, 2003: 8). 이러한 이타성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자발적 책임이 

집합적으로 발현되면서 공익성의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이 공익성은 윤리적 정당성을 가

지며 공공성의 지향점이다. 이러한 공익성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제도를 통해 설정되거

나 다양한 형태의 관습적 규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조대엽, 2012: 12). 즉, 공익성은 구

체화 과정을 거쳐 공공가치로 발현된다(김명환, 2018; 임의영, 2018b). 그리고 공익성이 

공공가치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기획가(entrepreneur)로서 공직자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김명환, 2018: 68; 임의영, 2018b: 786; Moore, 1995: 20). 다시 말해 공익성이 발

현된 공공가치는 대부분 법제적 권위를 토대로 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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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성 구성요소들의 역할 및 관계: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동태성

복잡하고 모호한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순화하여 구성요소들을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들이 있다. 유형분류의 기준으로는 가치의 내용(focus)(임의영, 

2003), 대상(locus)(김동노, 2014; 김정화･이경원, 2010; 이승훈, 2008; 최규연, 2020), 환

경(구혜란, 2015; 남찬섭･이명진, 2013), 철학적 토대(박영도, 2011), 그리고 국가적 위기

의 특성(방상근･김남국, 2015) 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구성으로서 공공성이 각종 정책에 배태되는데 이를 동태적

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방체계의 투입･전환･산출･
환류의 과정에서 공공성 구성요소들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공공성의 구성요소 중

에 상황적 특성인 공동성과 비전유성은 환경적 요구로 투입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적 행

위주체의 특성인 법제적 권위성･공민성과 절차적 특성인 개방성･공론성은 전환과정에

서, 그리고 목표차원의 특성인 공익성은 산출 및 환류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 나아가 이러한 역할을 토대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논의한다. <그림 1>은 개방체

계로서 공공성 구성요소들의 역할과 관계의 동태적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1>　공공성 개념의 동태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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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입과정에서 공동성･비전유성의 역할 및 관계 

공공성의 상황적 특성으로서 공동성과 비전유성은 공공성의 기초적 토대를 조성한다

(백완기, 2007:11-12; 소영진, 2003).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주체의 역할

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주체특성에 대한 공동성･비전유성의 영향

재화의 완전한 지배는 그 혜택을 독점(전유)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 재화에 대한 지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위의 차원에서 생산･관리 및 소비･활용의 공동성과 혜택의 

차원에서 수혜의 비전유성이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특정한 

관계 속에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위의 공동성과 그 결과로서 수혜의 비전

유성은 관련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공동성

과 비전유성은 주체 및 절차와 관련된 가치들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서로를 

강화한다. 공동으로 생산･관리된 재화는 수혜의 비전유성이 높고, 비전유성이 높은 재화

는 공동으로 생산･관리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공동성과 비전유성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계기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촉진적 역할을 한다(신정완, 2007:41).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공공성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즉, 공중의제가 

형성된다. 시민의식에 기초한 공민들의 집합적 대응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이 합

법적 권위를 행사하여 공중의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기도 한다(임의영, 2003:31). 이와 

같이 공동성･비전유성은 공민과 법제적 권위를 가진 기관에게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구성

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를 부여하고 정당화한다. 

예를 들면 2008년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협상

에 반대하여 공민성이 강력하게 발현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로 인한 폐해는 

거의 전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특성을 가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공공악 또는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구성되면서 공공성을 가진 의제가 되

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서 공동 대응은 거의 절대적 요건으로 인식되었

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떠나 사회적으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된 쟁점은 공

동성이 비전유성에 비하여 강했다. 반면에 미세먼지의 문제는 비전유성이 더 강하여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실제로도 법제적 권위성을 

토대로 강력한 정부개입을 불러왔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 산업의 영향 등이 커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민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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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적 권위성이 주체로 발현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의 주체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성은 공민성을, 비전유성은 법제적 권위성을 불러 일으킨다. 

2) 절차특성에 대한 공동성･비전유성의 영향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존재다(임의영, 2015: 227).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동의 관심사가 생겨나고 공공영역이 형성된다(신진욱, 2007: 33; 임의영 외, 2014: 79).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치관, 욕구, 태도 등이 공존함을 

의미한다. 공동성･비전유성에 연유한 공동의 관심사와 사람들 간의 다양한 차이가 공론

의 시작인 참여와 의사소통을 유발한다(Arendt, 1958). 또한 공동성･비전유성에 의해 유

발된 관심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간의 대화, 토론, 담론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활성화시

키고, 나아가 관여(참여) 의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참여의 

주체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양태와 과정도 공동성･비전유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허용되는 범위도 다르다. 그러나 사회적 쟁점에 공동성･비전유성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공동성･비전유성을 가진 문제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사

안을 관리･통제하는 권한도 “공공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민의 알 권리에 입

각하여 공동성･비전유성을 가진 문제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

도록 법제화하였다. 아울러 법 이전에 정보공개를 위한 정치사회적 관행이 공동성과 비

전유성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자료 제공, 브리핑, 해명, 토론회, 

공청회 등. 나아가 중요한 “공공기관”의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법제화(예: 행정절차법)하여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성･비전유성은 정보 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에 정당성을 제공

함과 동시에 공론의 동기를 강화한다. 

요약하면 공동성과 비전유성은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주체 및 

절차와 관련된 가치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느슨하게 연계”(Orton 

& Weick, 1990)되어 있지만 서로를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

2. 전환과정에서 주체와 절차적 가치의 역할 및 관계

1) 공민성과 법제적 권위성의 상호작용 및 관계 

공공성의 주체는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8) 고대 동양에서는 “천리지공(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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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之公)(백완기, 2007: 2)”으로 천심(민심)을 대리하는 천자를,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시

대부터 시민 또는 공동체를 주체로 구성했다. 중세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제 군주 

또는 절대 군주를 공공성의 주체로 구성했다. 성군이란 다름 아닌 공공성을 잘 구현한 

군주를 이르는 말이었다. 근대시민국가에서는 계몽사상에 의거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에 입각하여 시민권에 의해 형성된 합법적 권위를 가진 기관을 공공성의 핵심적인 주체

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 가치를 부여했다. 

공민은 공중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성 및 비전유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

는 시민이다. 공민성은 바로 이 과정에서 잠재적 공공성을 현재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법제적 권위성을 가진 공공기관은 공민성에 의해 생성된 공중의제를 선거, 

정당지지율, 여론, 전문기관의 연구 등을 계기로 공식의제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사회적

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공민은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찬성

은 “공공기관”이 주장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반면에 반대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공공성의 개념에서 공민성과 법제적 권위성은 본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관

계를 맺고 있다. 공민은 법제적 권위를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이 법제

적 권위성을 토대로 한 공권력을 공공성의 증진에만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오･남용은 공공성을 위협한다. “공공기관”의 권력은 삼권분립을 통해 자체적

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위협하는 공권

력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세력은 공민이다(김동노, 2014: 86-87).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시민사회가 1987년 민주화 선언 이전까지 권위주의 정권의 독

재에 대항하였다(최장집, 2003: 182-183). 독재는 민주성뿐만이 아니라 공공성도 위협했

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군부 집권세력이 민주화 운동의 리더였던 엘리

트로 교체되는 정치게임화 하면서, “공공기관”에 의해 수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민의 

요구는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이주하, 2010: 162; 최장집, 2003: 111-112, 195). 한국

에서 공공성의 위축은 시민사회가 직접 정부에 가담함으로써 비판과 견제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김동노, 2013: 72-74).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한 공민(성)의 비판과 

통제 시도가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김동노, 2013: 77). 또한 관심 영역이 인권을 

중심으로 교육, 보육, 환경, 식료품 등의 공공성을 가진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치면서 공민(성)은 “공공기관”을 견제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형성하는데 

8) 조대엽･홍성태(2013)는 세계관의 변화에 따른 공민성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전제적 공민성, 대의적 

공민성, 참여적 공민성, 숙의적 공민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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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법제적 권위(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민성은 시민참여를 통해 발현되고, 이는 집합행위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로부터 자유롭지 않다(Olson, 1965). 이러한 경우에 법제적 권위성은 시민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는 한걸음 더 나가 참여정부를 표방

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법제적 권위성에 의한 공민성 제고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법제적 권위성과 공민성은 근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

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2) 개방성과 공론성의 상호작용 및 관계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서 개방성과 공론성은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제고하고, 

공익성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절차다(신정완, 2007: 41). 개방성은 투명성을 높이고(이승

훈, 2008: 21-22), 다양한 의견을 형성하면서 공론을 촉발한다. 공론성의 핵심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충분해야 한다(임의영 외, 2014: 95). 또한 

정보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면 공론이 더욱 촉진된

다(최태현, 2019: 14). 나아가 공론을 통해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교환되면 

이를 통해 구성되는 공공성의 타당성이 제고된다(김동노, 2014: 88; 임의영, 2017a: 4). 

이와 같이 공론성은 개방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개방성은 공론성을 제고

하고, 공론성은 순환적으로 개방성을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방성은 자동적으로 공론성의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론성은 본질적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참여는 집합행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Olson, 

1965) 시민의 공민성 수준에 더하여 참여기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반면에 개방성의 촉매적 기술인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 교류가 공론

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안으로 숙의(deliber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종범, 2018; 임의영, 2018a). 정보공급의 증가가 공론성을 강화하고 질

적으로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배치되는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이 개방성과 공론성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선순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주체적 특성인 공민성과 법제적 권위성이 절차적 

특성인 개방성･공론성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근원이다. 이러한 연계로 인한 

주체적 구성요소들과 절차적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은 전환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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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에서 주체특성과 절차특성의 상호작용 및 관계

(1) 주체특성과 개방성 

① 개방성에 대한 법제적 권위성의 역할 및 관계

정보공개성과 관련하여 법제적 권위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상충적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가진 정보의 최대 보유자이고 관리자이다. 정보관리자로서 “공공

기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과 관리 및 보호하는 하는 역할

을 동시에 한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와 보호라는 상충된 역할을 수행

한다. 

사적 정보의 보호는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결국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일반적으

로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계층적 구조로 조

직된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

으로 이익이기 때문이다(Wilensky, 1967). 한마디로 실제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정보공

개에 친화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정보공개는 만성 부족 상태에 있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적 회합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개방성도 “공공기관”에 의해 보호 및 관

리되고, 제한 여부에 관한 권한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성과 마찬

가지로 참여개방성에 대하여도 법제적 권위성을 가진 “공공기관”은 친화적이 아닌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이승훈, 2008: 22-23). 그러므로 공적 성격을 가진 수많은 법률들에 

참여개방성을 제도화해 놓았다. 

관청형성모형에 의하면 개방성을 증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용일 뿐

만 아니라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공공성의 주체로서 영향력의 약화를 동반한다

(Dunleavy, 1991; James, 2003). 이러한 이해관계적 구조로 인하여 공공성의 사회적 구

성과정에서 법제적 권위성은 개방성과 갈등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개방성을 위협할 개

연성이 있다.

② 개방성에 대한 공민성의 역할 및 관계

공민성은 개방성과 친화적이다. 공민성은 잠재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알고 싶어 하며 

관여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시민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는 물론 관련 회합에 접근할 수 있는 참여개방성을 바란다. 근대적 시민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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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할수록 이에 더하여 공민성이 강할수록 개방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공민성은 “공공기

관”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공민성이 강화되면 개방성

이 제고될 것이며, 개방성이 증진되면 공민성도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공민성과 개방성

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혜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공민성은 개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친화적이지만 동기의 차원에서 집합

행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Olson, 1965). 그러므로 공민성과 개방성 간의 관계가 호

혜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천적 행위의 차원에서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고, 결과

적으로 개방성의 부족 그리고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에 있어서 타당성 부족 상태가 일반

적(사회적 균형)이다. 한마디로 정보와 참여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성을 가진 재화이므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공민성은 취약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요구(매일경제. 2020.2.16)와 회합의 참여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

야 함은 물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주체특성과 공론성

① 공론성에 대한 공민성의 역할 및 관계

공민성과 공론성은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근대적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발현

하는 공민성이 강할수록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여 의지와 행위가 강하다. 또한 공론성은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즉, 공민의식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공

민성과 공론성은 호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공론성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타협, 합의, 양보, 아이디어 등 자체는 재화적 속

성 면에서 볼 때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공론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적 

합의에 배태된 공익은 일반적으로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공민성이 높아도 공론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비합리적이다(Olson, 1965). 그러므로 공론에 공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균형이 아니다. 공민성은 문화적 특성, 역사적 경험, 사회적 자

본 등에 따라 다르다(백완기, 2007: 9-10; 조대엽, 2012: 17). 이러한 변수들은 짧은 기간

에 변하지도 않는다. 결국 공민성의 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론성과 

공민성의 선순환이 사회적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변혁에 의해서 공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되면 공론성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성숙한다. 공민성은 집합적 행위의 무임승차

로 인한 한계에 막혀 있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변혁적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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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성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공론성도 획기적으로 성장한다.

② 공론성에 대한 법제적 권위성의 역할 및 관계

공론성과 공민성의 관계에 내재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성숙한 

공론장의 인위적 조성이 필요하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숙한 공론장을 조성해

야 할 1차적 책임과 의무는 시민사회에 있다. 한편 헌법에서 법제적 권위성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에 공론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를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공론성의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펴고 공론성이 역

기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공공기관”은 종종 공론을 억압하거나 공론장의 개방

성을 제한했다. 반면에 성숙한 민주적 정권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법･제도적 권위의 개입에 의한 공론의 질적･양적 증진 가능성은 

민주화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최장집, 2006: 130-131). 그러므로 법제적 권위의 민주적 

수준은 집합행위의 구조적 한계에 빠져 있는 공민성과 공론성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하여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

3. 산출과 환류의 과정에서 공익성의 역할 및 상황특성과의 관계

공익성은 복합적 가치체계인 공공성의 목표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다(임의영, 2003: 

41). 공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공성 주장은 공허하다.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면서 

공익성의 내용은 형성된다(조대엽, 2012:14). 개방체계로서 공공성은 투입, 전환의 과정

을 거치면서 공익성을 구성하여 산출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치 또는 이익으로 모습을 드러

낸다(임의영, 2018b; 최규연, 2020; Jørgensen & Bozeman, 2007). 이러한 동태적 과정

에서 공익성은 개별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또는 이익)의 공공성을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임의영, 2018b).

이와 같이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형성된 공익성은 정책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백완기, 1981). 이러한 공익성은 관련된 공공기관, 시민, 

기업 등의 행동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개별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공익성이 발현된 구체적인 가치나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김정화･
이경원, 2010: 1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라는 대의명분적 규범이 작용하거나 제

도화되면서 산출에 배태되어 있는 구체적인 공공가치는 갈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행

동을 규율한다. 공익성을 가진 구체적인 가치 즉, 공익성을 인정받은 사회가치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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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력은 문화적 비공식 규칙을 점진적으

로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맥락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에 반대하

는 시민도 기본소득이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을 통해 공익성을 인정받게 되면 윤리적으

로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산출로서 공익성이 구체화된 사회(또는 공공)가치의 실현은 공동성과 비전유성

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맥락의 변화는 기존 공공성의 타당성을 변화시킨다. 특

히 산출과정에서 공동성의 변화는 관심의 구조를, 비전유성의 변화는 이해관계의 구조

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공공성에 대한 비판과 성찰로 이어지

면서 환류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에 새로운 투입으로 작용한다. 공익

성이 구체화된 사회가치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맥락의 변화가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이다(신진욱, 2007; 조대엽, 2012). 

Ⅳ. 결론: 연구 의의 및 향후 과제

복합적 가치의 개방체계로서 공공성의 구성요소들은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성을 구성한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분야의 공공성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다양하게 제시

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추출했다: 공동성, 비전유성, 법제적 권

위성, 공민성, 개방성, 공론성, 공익성. 그리고 이러한 7가지 구성요소들을 상황특성, 주

체특성, 절차특성, 목표특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동태적 모형으로 구성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초에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공공성 개념의 구성요소를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추출하여 체계화했다. 

이는 공공성의 개념적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성 구성

요소에 관한 문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글로벌 차원의 기존연구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에 공공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사회적 구성으로서 공공성의 동태적 모형을 제시했다. 20세기 말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공공성의 위기를 경험(임의영, 2003; 조대엽, 2012)하면서 공공성 개념에 

대한 논쟁이 정치･사회적으로는 물론 학술적으로 치열했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 가치의 

개방체계인 공공성 개념에 대한 동태적 모형을 정립했다. 공공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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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공성 개념의 구성요소 중 하나 또는 몇 개 요소에만 집중하게 되면 공공성을 제대

로 이해할 수 없다. 이모형은 복합적 가치현상인 공공성 개념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동태

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환경의 변화로 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공공성의 차이 또는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적 

맥락에서 공공성의 유형을 비교･분석하면 공공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성 개념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공성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개념적 혼란을 야

기한다. 이모형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제시된 논의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

고 이론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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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s and a Dynamic Model of Publicness in Modernity: 
A Complex Value System

Tong-Hee Park & Hyo-Won Shin

Publicness has been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in Korea more than any country from 

the early 21st Century and its related policies and practices are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Korean society. Concurrently, critical discussions have emerged of the republicanism that 

was necessary for substantive democrac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Neoliberalism in particular played a central role in overcoming the 1997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Within this context, studies of publicness have struggled to find a clear-cut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its components. Conceptual ambiguity over publicness has remained. 

Nevertheless, the concept of publicness needs to be reconstructed to solve wicked problem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s.

This paper critically synthesizes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publicness recently 

debated in Korea and reconstructs them from a modern perspective. To this end, these 

components are inductively categorized and the roles of these components, inclu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functions, are inferr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 value 

system to present a dynamic model of the concept of publicness.

【Keywords: publicness, constructs of publicness, dynamic model of public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