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8권 제4호(2020. 12): 63~106  http://dx.doi.org/10.24145/KJPA.58.4.3

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조기웅**

1)    

<目     次>

Ⅰ. 서론: 행정(학) 역사교육의 공백과 그 

메움의 필요성

Ⅱ. 행정학사의 구분과 공백

Ⅲ. 행정학 교육에서의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Ⅳ. 결론 및 함의

<요    약>

많은 사람이 행정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론을 단순 암기 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행정학 교육에서 역사적 흐름을 짚어주는 교육이 간과되고, 1887년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후를 중심으로 이론의 역사가 사회적인 맥락이 부족한 채 산재되어 서술되었으

며, 시간적으로 단순 나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학 역사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교과서를 검토하며, 행정(학)의 역사를 확장하고, 이론적 맥락의 공백을 찾아 보완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 되는 미국 역사를 9단계로 살펴보되, 특히 그동안 경시된 

도금시대(Gilded Age), 진보시대(Progressive Era), 그리고 엽관제 이후 행정‘학’ 출현 이전의 

약 60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행정(학)의 역사를 미국의 시작까지 확장하여 미국 행정

의 근간의 시작 등을 살펴본다. 이후 엽관제의 등장과 변질, 행정학의 등장, 미국 산업발전과 독

점으로 트러스트(trust)의 성립과 해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그리고 원리주의에 근간한 

전통행정학의 성립을 묘사한다. 또한 대공황 이후 정부 개입 증가의 배경과 인종, 경제 혼란 속에

서 전통행정학의 한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사회’, 정책학과 신행정학의 대두 및 

냉전 속에서 비교 및 발전행정의 발달과 쇠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오일쇼크 및 신공공관리론 

이후를 되짚어본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자들이 미국의 행정 제도와 현상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 

제도와 정책을 도입 및 연구할 경우 본 연구가 한국행정학을 토착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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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행정(학) 역사교육의 공백과 그 메움의 필요성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학 

“한국 행정은 미래 한국의 주역이다”(정정길, 2003: viii). 그만큼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은 중요하고, 행정학은 현실의 문제를 처방하고 설명(최성락･이혜영, 2009: 

165)하는 학문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행정학은 1950년대부터 공무원시험 과목으로 

포함되었고, 지금까지 학문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며(최성락･이혜영, 2009: 165), 1997

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직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더해져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늘

어나고, 공무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행정학 교육의 수요도 꾸준하다. 2022년부터는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에서 행정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되고(김민수, 

2019; 박해리, 2019), 그에 따라 파생되는 행정학에 대한 관심으로 양적 측면에서 수요

는 늘어나고 있다(정용덕, 2001: 47; 최성락･이혜영, 2009: 165).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

는 많은 공무원이 가장 유용성이 적은 과목으로 행정학을 꼽기도 하며(박종민, 2012: 

142) 학생들과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단순암기로 현실적용력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하

고 있기도 하다. 

2. 행정학 교육과 역사

1) 행정학 교육과 연구 현황

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현상은 물론 행정학 이론을 현실 적합성에 맞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최성락･이혜영, 2009: 164-165)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그동안 행정학 교육수요(김주환, 

2001), 한국 행정학의 발전과 교육(박종민, 2012), 행정학 박사와 학문후속 세대 양성 및 

교수 충원에 대한 연구(권해수, 2009), 행정학 전공의 교육현황과 교과목(제갈욱 외, 

2001), 행정학 교육에서 일반대학과 특수목적(사관학교) 대학의 비교(정연택･이주실, 

2008), 행정학 교육의 실용성과 경쟁력(이병량, 2010), 학부 교과과정 연구(조경호, 

2005), 행정학 교육 방향(정정길･이달곤, 2000), 대학원 교육에서 양적 방법론 교육(손호

성･배광빈, 2019), 행정학 교육에서 개론서에 대한 연구(예: 김광웅, 1979, 김판석, 1995, 

윤재풍, 1987), 한국행정학 역사에서 중요 의의를 가지는 행정학 개론서 소개(백완기, 

2005), 행정학 개론서의 분야별 교육현황 연구(최성락･이혜영, 2009) 등이 있었지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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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행정학을 접하는 학생에게 행정역사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해야할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2) 행정(학)의 역사의 의의, 현황 그리고 필요성

(1) 행정(학)의 역사의 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베버는 역사에 대한 이해는 실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최치원, 2014: 304)고 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접근방법은 행정학에서 주요 접근 방법 

중 하나(이종수 외, 2008: 144-151)이기도 하고, 역사라는 것이 객관적 ‘결과’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역사를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재구성(최치원, 2014: 304-305)되듯이, 기존의 

역사를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학) 역사의 이해는 행정

에서 다양한 이론의 도입 배경과 전개과정을 이해하게 되어 도움이 되고(장동희, 2000: 

18),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대 행정에 미친 영향을 알게 하여 입체적인 연구(이대희 

외, 2001: 19-20)를 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미래의 바람직한 행정

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Bernheim, 1978; 김춘식･이대희, 2003: 

111-112).

(2) 행정(학)의 역사 연구 및 교육 현황과 필요성 

행정의 역사는 물론 행정학의 역사에 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 일부 행정학의 기원에 

대한 연구(강용기, 2016), 혹은 분과 학문별[예; 행정개혁의 역사(남정집, 2000)] 행정의 

역사 등이 있거나, 특정 시기에 대한 행정 역사[예: 왈도(Waldo)에 대한 연구(권선필, 

1997; 임의영, 1994)]가 있으나, 상당수의 행정역사[주로 행정사(行政史)라고 불림]는 한

국사와 관련된 순수 한국행정역사(예: 김춘식･이대희, 2003; 이대희, 2013; 한승연, 

2009) 연구에 관련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을 토대로 하고 있

는데, 막상 미국 행정학 역사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목차없이 산발적으로 소개되어 이를 

다 찾아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명된 것도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행정학 개론서가 행정의 정의로 시작하거나, 과거 수천 년 

전부터 행정이 있어왔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치거나, 윌슨 이후2) 시대 순으로 행정이

2) 1789년 워싱턴(Washington: 임기: 1789년-1797년) 대통령 취임 이후 1829년 잭슨 대통령 등장까지 

40년의 공백은 둘째 치고서더라도, 대부분의 교과서는 1829년 엽관제의 성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도, 1887년 우드로 윌슨이 행정학을 정치학에서 분리를 주장하여 행정학이 학문적으로 시작되었다

고 설명한다. 하지만 행정학의 주요 이론인 엽관제가 행정‘학’이 성립도 되지 않은 1829년에 설명되

어 대략 60년의 행정의 역사 공백과 순서의 전도(顚倒)가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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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제도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 행정 혹은 행정학의 역사를 설명하여도 일반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제도나 이론들이 등장한 사회적, 학문적 맥락없이 이론중심으로 나

열되어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행정학의 역사를 확장하고 기존 행정학 역사 교육에서의 

공백을 찾아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여 행정학 교육 내용을 풍부하고, 유기적으로 하게 

하고자 한다. 행정학 교육을 시작할 때 행정(학)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개론서 혹은 기본 

과목 수준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된다면, 이론과 다양한 행정제도의 등장 배경을 행정

(학) 사건과 함께 이해하여, 학생들이 행정이론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고 소비할 

때 이해와 흥미, 친밀도가 높아지고,3) 거시적이고 유기적으로 행정이론과 관련 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 보다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책

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제도가 미국에서 유래되어, 토착화 및 한

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 행정학 역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행정제도와 이

론의 등장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행정학

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 문제를 대비하고 생각하는 단초를 제

공하고자 한다. 

Ⅱ. 행정학사의 구분과 공백

1. 왜 미국 행정학인가? 

대한민국에서 행정학이라고 하면 주로 미국 행정학을 의미한다(김선정, 2014: 236). 우

리나라에도 조선 시대 중엽 실학연구가 행정학적으로 있어 독일의 관방학(cameralism)에 

비견할만하였으나, 관방학과는 달리 실제 실천되지 못했고, 학문 연구로서 행정의 개선

을 위한 당위론, 개혁론을 제시하는데 그쳤다(이종수 외, 2008: 126). 현대 행정학의 기

원과 지적인 전통은 독일과 미국의 행정학이지만 이후 독일 행정학이 19세기 후반에 행

정법학에 그 ‘패권’을 넘겨주고 쇠퇴하고(이종수 외, 2008: 105), 행정법학적 흐름으로 

바뀌면서 현대관리주의 행정학과 단절되어(강용기, 2016: 83; 김선정, 2014: 225), 미국 

3) 특히 명문 모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그 외 다른 곳 강의에서 행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행정학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행정학에 흐름을 잡을 수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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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 실질적으로 현대 행정학의 본류를 형성하여 정치학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 관

리론에 기초한 조직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이종수 외, 2008: 105, 110). 한국 행정

학 연구는 미국의 행정학 이론을 한국 행정의 현실에 맞게 가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최성락･이혜영, 2009: 164-165). 하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때 시대적 상황과 

당시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박종민, 2012: 141-142), 시대상황에 주목하지 못했다. 미국 

행정(학)에서 발생된 제도와 이론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행정에 맞게 기존의 행

정이론을 수정 및 적용에 도움을 주어, 행정제도와 이론의 한국적 토착화 내지는 장기적

으로는 한국화(박종민, 2012: 133)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행정학을 중심으

로 서술하였다.

2. 행정학사의 이론적 구분과 행정학 교육에서의 공백

행정사 역사구분의 중요성(장동희, 2000: 12)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사를 구분하는 통

합적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오석홍, 2001: 23). 오석홍(2001)은 이에 대해 선행학파와 

후행학파의 병존과 후행학파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오석홍, 2001: 23)으로 

설명하며, 3단계(오석홍, 2001), 4단계(Caiden, 1982), 5단계적 접근(Henry, 1995), 1880

년대부터 10년 단위의 구분(Uveges & Keller, 1998) 등의 접근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행정학사는 물론 행정학 성립 

이전까지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제도가 성립된 배경을 살펴보고 행정학이 탄생한 윌슨

의 행정의 분리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나누어, 행정학의 등장 이전을 선(先)행정학 시기

(Pre-Public Administration Period: 이하 Pre-PA)로 분류하여 행정의 역사를 확장하여 

미국 행정학의 기반과 발전과정을 4단계로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학자들이 주장하는 윌

슨 이후의 행정학 시기(Public Administration Period: 이하 PA)부분을 5단계로 나누고, 

각 시기를 행정(학)의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나누어 기존 행정학 교육에서 간과되거나 부

족하게 묘사된 공백을 메워나가고자 한다. 

행정학 탄생 이전인 Pre-PA 시기는 미국이 독립 이후 대외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시기 

4) 3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정초기, 반론기, 통합기; 전통적 접근방법, 행태적 접근방법, 생태적 접근방법

이 있고, 4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Caiden(1982: 32-52)의 과학주의시기, 정치･행정 화합기, 전후재건

기, 원심적 분화기와, Kettl(2000)의 정치학과의 긴장관계, 과학적 관리, 자기 비판, 원심적 다원화가 

있다. 5단계적 접근 방법으로는 니콜라스 핸리(Henry, 1995: 22-45)의 제1패러다임(정치･행정 이원

론), 제2패러다임(행정의 원리), 제3패러다임(정치학으로서의 행정학), 제4패러다임(관리로서의 행정

학), 제5패러다임(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이 있다(이준형, 2006). 이외에 Uveges & Keller(1998)는 

1880년부터 10년 단위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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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Pre-PA 1, 이후 비록 짧은 시기지만 미국의 헌법의 성립과 국가의 행정 기반을 

성립한 시기를 Pre-PA 2로 나누었다. 행정학에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엽관제의 시작

을 기준으로 하여, 초기 대통령과 엽관제 시작 이전을 Pre-PA 3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엽관제 이후, 미국사에 중요한 사건인 남북전쟁을 중심으로 남북전쟁 이전시기를 

Pre-PA 4로 나누었다.

남북전쟁 이후 행정학 탄생 이후를 PA 시기로 하였다. 선행 행정학 연구에서 중요시 

여기는 고전파 전통행정학, 대공황, 행정국가 및 냉전, 그리고 오일쇼크 이후 신공공관

리의 등장을 중심으로 PA 시기를 5단계로 나누었다. 행정학 탄생 배경인 진보시대와 도

금시대를 포함한 PA 1 시기를 PA 1-1과 PA 1-2로 나누었다. 이는 도금시대와 진보시대

가 명확히 나뉘지 않고 시기가 겹치고 연계됨은 물론, 도금시대가 시대적으로 약간 빠르

고 그 영향과 문제점이 진보시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금시대 중심의 

PA 1-1 과 진보시대 중심의 PA 1-2로 나누게 된 것이다. 그리고 PA 2는 PA 1과 시기상 

약간은 겹치지만, 행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전파 행정학의 시작인 과학적 관리론

과 1920년 말 대공황 이전 시기를 PA 2로 분류하였다.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이 일어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인 1940년대를 PA 3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1940년

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시작과 미국의 사회문제에 따른 신행정학 및 비교 및 발전

행정 등이 대두되며 국가의 개입이 극대화되고,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PA 4로, 

오일쇼크 이후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공공관리의 등장과 

이후를 PA 5 시기로 나누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행정이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를 행정학의 주요 이슈 중 대표적인 2가

지 이론적 틀인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시대상황 묘사를 위해 행정기능 중심에 따라 정치기능, 경제기능, 

기타 사회기능(김윤권, 2008)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대 구분과 

행정학 주요 개론서의 미국 행정(학)의 역사에서 부족한 공백은 아래와 같다(<표 1> 참고).5) 

5) 저자에 대한 표기는 그 책 자체의 질을 평가한다는 오해(김판석, 1995: 1521)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서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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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주요 행정(학) 사건별 행정학 주요 교재 역사 서술 현황과 공백 

주요 행정(학) 사건 
(정치행정관계/연도) 

행정학 교과서 현황과 행정학 교육에서의 한계

교과서 한계와 의의(필요성)
중앙/

지방관계

미국
성립전

Pre-PA 1. 미국으로 
이주와 독립 
(-1783년)

거의 없거나 
미흡(A, B, C, 
D, E, F, G, H) 

- 미국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영국 
이외에도 다양한 나라 및 민족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문화적 속
성 대한 소개 부족 

- 영국 식민지제도가 미국에 영향
을 미친 배경 설명 부족 

미국
성립 전

미확립

Pre-PA 2. 
행정기초성립: 
1783년 
파리평화조약, 
국가성립(1783년-17
89년)

거의 없거나 
미흡(A, B, C, 
D, E, F, G, H)

- 주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논의
하여 미국 행정과 국가의 근간
을 다진 시기와 그 고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 필요

- 큰 주와 작은 주,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 노예주와 비노예주
의 갈등과 영향, 미국 행정 철학
에 미치는 영향 언급 부족

- 남북전쟁 이전의 남북갈등에 대
한 언급 부족

- 미국 초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언급 부족

미확립

정치행정
일원론 

Pre-PA 3. 엽관제 
이전: 초기 
대통령들의 제도 정립 
(1789년-1829년)

거의 없거나 
미흡(A, B, C, 
D, E, F, G, H)

-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갈등과 미국 제도에 영향 언급 
부족

- 엽관제 이전 미국 관료의 귀족성
과 엽관제 대두 배경 언급 부족 

- 국가성립시 약한 정부 및 대통령
의 근원과 행정학적 의미 간과

이원적 
연방주의

Pre-PA 4. 엽관제 
이후 및 남북전쟁 
이전: 엽관제의 
등장과 변질 
(1829년-1860년대)

엽관제, 
실적제 등장에 
대부분 
언급(A, B, D, 
E, F, G, 
H)/없음(C)

- 엽관제의 등장에 대한 시대상황 
언급 부족으로 엽관제가 당시 보
통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혁신성
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고 대신 
엽관제의 문제점에만 집중, 현재
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언급 부족

- 엽관제에 대한 공직개혁운동 외
에도 기타 사회 문제로 인한 관
련 개혁운동 등에 대한 언급 부
족으로 인하 당시 시대 상황 묘
사 부족

정
치

PA 1. 
남북전쟁 이후 
행정학의 
등장배경(정치

PA 
1-1.도금시대, 
실적제와 
정치행정이원

거의 없거나 
미흡(A, B, C, 
D, E, F, G, 
H)

- 남북전쟁의 의의, 연방관료제 확
대 및 대공황 이전 도금시대와 
진보시대를 겪으면서 중앙정부
의 개입 증가 언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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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이 
원
론 
등
장
/
행
정
학
의 
시
작

행정이원론의 
등장)
(1860년대- 
1920년대)

론의 
등장(1860년
대-1890년대) 
[기업성장과 
진보운동] 

- 급격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도금
시대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

- 과학적 관리론 등장배경인 도금시대와 트러
스트의 증가와 폐해 언급 부족

- 전후 재건시 기간산업에서 민간 
역할에 대한 언급 부족

- 가필드 대통령 암살과 진보운동으
로서 정치행정에 대한 개혁요구에 
따른 실적제의 시작과 펜들튼 법, 
그리고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으
로 이어지는 배경 설명 부족 

-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시장 실패 측
면에서의 구체적 묘사 부족 

이원적 
연방주의

PA 1-2. 
진보시대와 
트러스트 
해체(1890년
대-1920년대) 
[진보운동과 
기업제한]

거의 없거나 
미흡(A, B, C, 
D, E, F, G, 
H) 

- 진보시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진보운동이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 설명 부족 

- 도금시대 이후 트러스트 개혁과 
해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후 
나오는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 
배경을 연결하는 설명 부족 

- 노동자의 현실, 빈부격차와 노
조의 설립 등 사회 묘사 부족

- 진보운동 영향으로 시어도어 루
스벨트, 윌슨 개혁 묘사 부족

정치행정
이원론

PA 2. 고전파 
전통행정학의 시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1900년대-192
0년대)

대부분의 
교과서 언급(A, 
B, C, D, E, F, 
G, H)

- 전염병(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노
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압력, 과학적 관리론의 공헌(노동
자 인금 인상, 효율성에 공헌 등)
의 실질적 의미와 1920년대 미국
의 호황, 이면에서 일어났던 사회
적 폐해와 실무와 이론적 반응 관
련하여 유기적 설명 부족

- 과학적 관리론이 이후 어떻게 
미국의 국력향상에 영향을 주고 
1, 2차 세계대전과 이후에 미국
에 기반한 비교발전행정이 세계 
각국에 행정에 어떻게 퍼져나가
고 왜 쇠퇴했는지 설명 부족6)

- 과학적 관리론이 마치 지금 소
멸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나, 
이후 여러 위원회와 개혁을 통
해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구현
되고 있음에 대한 언급 부족

-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원
리주의의 구분 및 관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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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체적인 내용은 맥락상 PA 4에 설명

신(新)
정치행정
일원론

PA 3. 행정국가와 
고전파 
전통행정학(1930년대- 
1940년대)

대부분 
언급(A, B, C, 
D, E, F, H)
없음(G)

- 대공황 전후 사회적 배경 설명 부족
- 2차 세계대전의 경기 부양 효과

를 간과하여,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문제
없이 성공한 것으로 오해 가능

- 뉴딜정책 같은 정부의 개입과 케
인지언, 거시 경제학과 연계 부족

-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 대공황
이 미친 영향 언급 부족 

- 행정국가 등장에 따른 인간관계
론 등의 행정학 이론의 발전과 
분화 설명 부족

- 고전파 전통행정학과 사이먼의 
논리실증주의와 연결 설명 모호

- 인간관계론에 여성학자 폴렛(Follett)
의 공헌이 언급이 없거나 부족

협력적 
연방주의

(1930년대-
1960년)

PA 4. 정부개입의 증가, 
냉전과 행정학에 영향 
(1940년대-1970년대)

대부분 언급(A, 
B, C, D, E, F, 
G, H)

- 냉전 이후 행정에 대한 설명 부
족, 냉전과 체제 경쟁이 미국 행
정(학)은 물론 사회, 외교, 교육, 
과학 등 다양한 영향 언급 부족

- 고전파 전통행정학의 한계에 대
한 1950년대 사이먼(Simon)
과 왈도(Waldo)의 논쟁과 능률
성과 형평성에 대한 설명 필요 

- 1960년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논리실증주의, 행태론의 
한계와 정책학과 신행정학 등장 
등의 연결 설명 미흡과 이후 정
책학의 분화 설명 부족

- 비교 및 발전행정이 당시 중요
했던 이유와 그 등장과 쇠퇴에 
대한 설명 부족

- 사회, 행정학 발달에 따른 기타 
행정학의 등장과 사회변화와 이
후 등장할 신공공관리론 등장과 
유기적 설명부족

우선적 
연방주의
(1960년-
1980년)7)

신(新)
정치행정
이원론

PA 5. 오일쇼크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이후 (1980년대 이후)

대부분 
언급(A, B, D, 
E, F, G, 
H)/없음(C)

- 신공공관리론을 효율성 측면에
서 철학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연계에 대한 설명 보
완 필요 및 1900년대 초반 작
은 정부와 차이점 설명 미흡

- 대공황을 통한 시장실패, 오일
쇼크를 통한 정부실패 이후 시
장과 정부 실패의 대안으로 공
동체에 대한 새로운 조명 간과

신연방주의 
(198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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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전개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행정과 행정학의 이론들의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역사를 설명한 책과 선행연구에 따라 주요 행정학 교과서 8권을 기반으로 행정과 

행정학 이론 교육에서 산재된 설명을 통합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기존 행정학 

교육의 한계와 공백을 발견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행정(학)의 역사를 정치와 행정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기반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조명하면서 행정(학)의 역사

를 미국의 시작으로 확장하고, 기존 교과서에 강조되지 못하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언

급이 되지 않은 공백을 찾아 보충 설명을 하며, 더 강조하고자 한다. 일반 역사의 특수성

을 가지는 행정사는 여전히 일반역사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연구되어야 하기에(장동

희, 2000: 13), 선행연구는 물론 미국역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구체적 

출처를 명기하고,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일반 역사책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부족

한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Ⅲ. 행정학 교육에서의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앞에서 살펴본 <표 1>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정치/행정, 중앙/지방정부의 관점을 중심

으로 행정(학)의 역사를 전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메워나가고자 한다.

1. 선행정학 시기(Pre-Public Administration Period: Pre-PA)

Pre-PA 1) 미국으로 이주와 독립(-1783년)

(1) 독립 이전

미국에서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 번성할 즈음인 15세기 유럽은 십자가 운동 이후 중동

과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부흥하여 동양으로부터 향료, 은, 염료 직물 등이 수입된

다(이구한, 2003: 41). 이때, 중간상인의 횡포를 피하여 동양과의 직접교역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 중 컬럼버스가 1492년 처음 미국을 발견하였다(Divine et al., 2007: 2-3; 이구

한, 2003: 41). 스페인은 서인도제도를 발판으로 하여 북미 본토에 상륙하였다(Divine et 

al., 2007: 21; 이구한, 2003: 48). 이후 네덜란드, 프랑스가 들어오고(Divine et al., 2007: 

7) 구체적인 내용은 맥락상 PA 3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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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구한, 2009: 40), 특히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영국이 본격적으로 

식민 활동을 시작하면서 판도가 바뀌게 된다(이구한, 2009: 40, 57). 이후 시장이자 식민

지인 미국으로 많은 정복자들이 이주하고 아메리카 영토를 식민지로 변화시킨다(이구

한, 2003: 47). 16세기 이주자는 단기간 머물고 본국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에 비해 17세기에는 영구적인 해외이주자들이 증가하였다(이구한, 2003: 47). 이들은 

카톨릭교도, 청교도, 그리고 필그림(Pilgrim)교도 등(이구한, 2003: 65-66)이다.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유럽에서 이주하였고, 1619년 처음으로 네덜란드 선박이 흑인노예 20여

명을 버지니아에 데리고 온 것을 시작으로 많은 흑인 노예들도 미국으로 들어왔다

(Divine et al., 2007: 73; 이구한, 2003: 63).8) 

정치적으로 영국령 식민지는 스스로 나름대로의 자치적 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이주민

을 이끌어 나간 것은 북부에는 청교도주의이고, 남부에서는 대농장 조직이었다(이구한, 

2003: 75). 최초로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영국의 제도 및 개념 등을 가지고 왔고 

150여 년간 영국의 정치적 요소가 미국에 다방면에서 적용되었다(함성득, 2002: 31). 미

국은 독립할 당시 권력분리 및 양원제 및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등 그 모태가 되는 기본

적인 제도는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함성득, 2002: 31-32). 독립 시 13개 식민지주가 가지

고 있던 일종의 헌법적 문서라 할 수 있는 식민지 헌장(Colonial Charter)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함성득, 2002: 31).9) 

(2)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18세기에 접어들자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간섭에 대한 반감과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 지배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하게 되고, 영국이 승리함에 

따라 1763년 영국은 프랑스와 파리조약을 체결하였다(이구한, 2003: 83). 반면 영국이 미

국 식민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이구한, 2003: 40), 다양한 세금 문제로 미국 식민지

와의 갈등은 1773년 보스턴 차사건을 통해 보다 대립적으로 격화되어(강용기, 2016: 83), 

결국 미국은 대륙회의를 통해 1776년 7월 4일(Lowi, et al., 2008: 19; 이구한, 2003: 

8)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노예상(slave trader)은 거의 1100만의 흑인을 남북아메리카(America)에 실

어 보내고(carry), 그 대부분은 1700년대 이후에 일어났다(Divine et al., 2007: 72).

9) 식민지 헌장은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영국왕실이 직접 관리하고, 법률제정 및 총독

(governor)의 임명하는 왕실식민지(Royal Colony), 둘째, 대토지소유자(proprietary)가 영국왕의 허

가를 얻어 자치규약을 정하고 총독을 선임하는 지주식민지(Property Colony, 예: 펜실베니아, 메릴랜

드, 델라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자치식민지(Charter Colony, 예: 코네

티컷, 로드아일랜드 등)로 영국 왕이 제정한 헌장에 따라 통치되지만, 영국 왕과 계약에 따라 주민들

이 구성한 의회에서 총독을 선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이다(함성득, 200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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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09) 영국에서 독립하고 독립전쟁(American Revolutionary War: 1775년-1783년)을 

승리로 이끌었다(Divine et al., 2007: 131-145). 

Pre-PA 2) 행정기초성립: 1783년 파리평화조약, 국가성립(1783년-1789년) 

(1) 독립 이후 1783년 파리평화조약

미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Declare of Independence)을 하였

지만 헌법은 없었다(함성득, 2002: 31). 이후 1777년에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

에서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연맹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채택(Lowi, et 

al., 2008: 19)되었지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외교 정책 및 주들 간 분쟁조정을 할 수 없

고, 연맹의회는 조세부과, 회폐발행권도 없었으며, 해운 및 통상을 조정할 수도 없었다(함

성득, 2002: 32-33). 연맹규약에는 집행권과 사법권(executive and judicial authority)도 

없었다(Lowi, et al., 2008: 22). 1786년-1787년에 미국이 영국과 조약(treaty)를 체결해도 

그것을 집행할 수 없었던 것(Lowi, et al., 2008: 22)을 볼 때,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제대로 확립(確立)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독립 이후 

1783년 파리평화조약을 통해 미국은 대외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루게 된다(Divine et 

al., 2007: 144; 이구한, 2003: 40, 129). 1783년 9월에 체결한 이 조약은 독립승인과 함께 

서쪽으로 미시시피강, 남쪽으로는 당시 스페인령이었던 플로리다를 국경으로 명시하였

다(Divine et al., 2007: 144; 이구한, 2003: 125-126). 

(2) 3가지 갈등: 행정 제도 및 국가와 지방관계의 성립

미국은 탄생시 큰 주와 작은 주, 중앙집권을 강조하는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

와 약한 정부(weak government), 그리고 노예주(slave state)와 비노예주(non-slave 

state)의 3가지 갈등이 있었다(함성득, 2002).

① 큰 주와 작은 주 간의 갈등과 양원제의 성립

정치적 측면에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인구 비례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당시 나름대

로 헌법안이 제시되는데, 현재의 미국 헌법과 유사한 각 주의 인구와 세입에 기반을 하여 

큰 주의 이익을 반영한 ‘버지니아 안(Virginia Plan)’(Lowi, et al., 2008: 23), 작은 주의 

이익을 주장한 ‘뉴저지 안(New Jersey Plan)’,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강조하

는 ‘해밀턴 안(Hamilton Plan)’이 제시된다(함성득, 2002: 33; 이구한, 2003: 140-14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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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16일 간의 논의를 거쳐 코네티컷 타협안(Connecticut Compromise)에 기초하여 대

타협(Great Compromise)을 하여 양원제를 통해 각주에 2명의 상원의원(Senator), 인구비

례의 하원(Representative)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양원제(bi-cameralism, bicameral 

system)가 성립되었다(Lowi, et al., 2008: 24-25; 함성득, 2002: 33-34).

② 연방주의자의 강한 정부와 반연방주의자의 약한 정부에 대한 갈등과 헌법

이후 헌법인준(ratification) 과정에서 강한 중앙정부를 선호하는 연방주의자(federalist)

와 중앙정부는 약하지만 강한 주정부를 선호하는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로 국론이 

나뉘었다(함성득, 2002: 34). 이 과정에서 매디슨(Madison), 해밀턴(Hamilton), 제이(Jay)는 

뉴욕의 신문을 통해 헌법제정 의도를 알리고 사람들이 이에 동참해주기를 호소한다(Lowi, 

et al., 2008: 33; 함성득, 2002: 35). 결국 1790년 13개주 모두 헌법인준을 하게 된다(함성

득, 2002: 35). 하지만 프랑스 주재공사로 나가있던 제퍼슨(Jefferson)이 헌법에 기본권 조

항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인준에 대한 대가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필요성을 제시(함성득, 2002: 35)하여 연방주의자들이 이를 받

아들임으로써 헌법이 인준되고, 1791년 12월 15일,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리는 종교･언론･
출판･집회의 자유, 재판에서의 권리, 무기휴대 등 다양한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10개가 

인준되어 온전한 형태의 헌법이 갖추어지게 된다(함성득, 2002: 37). 

 

③ 노예주와 비노예주 간의 갈등과 정치/행정의 불안

미국 이주시부터 있었던 흑인노예는 결국 노예주와 비노예주 간의 갈등을 낳았다. 특

히 노예의 수가 의회에 얼마나 많은 의석을 결정하는지는 중요한 논의였다(Lowi, et al., 

2008: 24). 이는 노예에게 투표권을 주지는 않지만 5명의 노예를 3명의 인구(population)

로 계산하는 3/5 타협(Three-fifths Compromise)으로, 비노예주의 재산 대표의 원칙

(Principle of Property Representation)을 지지하는 대의원(delegate)이 받아들여 타협하

게 된다(Lowi, et al., 2008: 24). 하지만 이후에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업중심인 북부는 노예해방을 옹호하고 반면 흑인 노예를 기반으로 한 농업 

중심인 남부는 이를 반대하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강용기, 2016: 83) 남북전쟁 이전 미

국은 노예 문제를 두고 남부와 북부 간 긴장이 감돌았다. 이는 워싱턴 대통령부터 링컨 

대통령까지 남북 갈등의 핵심이 되는 논의이다(이원복, 2005: 41). 밴 뷰런 대통령(Van 

Buren, 임기: 1837년-1841년) 포함 링컨 대통령 전까지 8명의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진기록이 세워짐은 노예문제 등 남북대립으로 인한 정치혼란을 보여주기도 한다(이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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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9). 이는 대통령들이 노예문제 갈등을 피하기 위한 폭탄돌리기(bomb passing) 행

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노예주와 비노예주 간의 갈등은 남북전쟁 이전 미국 분열의 

씨앗이 되어, 결국 남북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중앙정부의 확대에 영향을 주게 된

다.

위와 같은 미국의 국가 성립시 3가지 갈등은 미국의 행정 및 기타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쳐 큰 주와 작은 주 간의 갈등은 양원제의 성립에, 강한 정부와 약한 정부의 갈등은 미국

의 반국가적인 전통에, 그리고 노예제에 대한 갈등은 남북전쟁은 물론 인종 및 인권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즉, 미국은 반국가주의적(anti-statist)인 전통이 강한(Wilson, 1989) 문화 

속에서 미국 행정학이 형성되고 성장하였고(박종민, 2012: 142), 이 전통10)은 미국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작은 정부의 전통은 남북전쟁을 겪으며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

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 기업 발전의 근간이 되었지만, 사회의 양극

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개입 이전

까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간섭하지 않는 이원적 연방주의(Dual Federalism)(Lowi, et al., 

2008: 51), 일명 레이어 케익 연방주의(Layer Cake Federalism)를 유지하여 중앙정부의 지

방정부의 개입이 지양(止揚)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정부 전통은 아직까지 미국의 행

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Pre-PA 3) 엽관제 이전: 초기 대통령들의 제도 정립(1789년-1829년)

(1) 초기 대통령과 제도 발전: 사법부 독립과 공직 임용 

미국 성립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의 갈등은 미국 초기 대통령 시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정치기능적으로 워싱턴은 1789년 취임 이후 국가기틀을 만들고 대통령 

위치를 확고히 했지만(함성득, 2002: 160), 이후 10년간은 강력한 반연방정부자(제퍼슨 

등 중심)와 연방주의자(해밀턴, 애덤스 등 중심)들 간의 대립이 컸다(이원복, 2005: 

16-27; 함성득, 2002: 161). 워싱턴은 중립적, 공평한 공무원 제도를 설립하고자 하였으

나, 재임 중 정당이 탄생하여 공직 임용에 당적을 고려해야 하는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

다(박천오 외, 2016: 32). 연방주의자 애덤스(Adams, 임기: 1797년-1801년)가 2대 대통

10) 미국행정학에서 규범적 관료 모형으로 크게 2가지 즉,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하며, 효과적, 하향적 접근을 강조하고, 강력한 행정기구를 가진 해밀턴 전통과 개인자유와 행정

책임을 강조하고 분권적 참여를 강조하며(이종수 외, 2008: 111), 관료제의 권력집중을 견제하고 압

제를 막기 위한 권력균형을 강조하는 제퍼슨 전통으로 나뉜다(Kett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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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되었을 때, 당시 차점자가 부통령이 되던 제도에 따라 반연방주의자인 제퍼슨이 

부통령이 되어 갈등하게 되었다(이원복, 2005: 20). 애덤스는 재선에 실패하였으나 임기 

마지막에 친(親) 애덤스 파를 정부요직에 임명하였고, 특히 대법원장 존 마셜(John 

Marshall)을 임명(함성득, 2002: 126; 이원복, 2005: 22-23)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의 3권 분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김동현, 2012). 한편 초창기 미국의 공직진출은 모

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고, 기술적 기준보다 개인적 인품과 사회적 위상으로 적임자가 

결정되다보니, 주로 교육수준이 높고 훌륭한 상류층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

천오 외, 2016: 32). 외교적으로 5대 대통령인 먼로(Monroe, 임기: 1817년-1825년)는 

1823년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통해 유럽 열강의 미국에 대한 간섭을 막는다

(Divine et al., 2007: 253-254; 이원복, 2005: 36, 43).

 

(2) 반국가주의적 전통으로 인한 약한 대통령과 최소 행정 전통의 근원

최소 행정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과 관련된 반국가주의적 전통에 영향을 받아, 미국

의 대통령은 약한 대통령으로 시작되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최소

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고 생각하여 사회적으로 정부의 존재에 회의적이었고(이종수 

외, 2008: 111), 이는 약한 대통령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형성기 의원

은 회기가 끝나면 지역구로 내려갔으므로, 국민들에게 의회는 가까웠지만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존재였다(함성득, 2002: 161). 미국의 대통령은 제퍼슨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까지 몇몇 예외(예: 잭슨 대통령, 링컨 대통령)를 제외하고 약한 대통령이 나오면서 의회

로 국가권력 및 국정운영의 중심이 집중되었다(함성득, 2002: 161-162). 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이라는 의미도 거창한 번역과는 달리, 원래는 당시 ‘사장’의 의미에 지나지 않

을 아주 흔한 명칭이었다(함성득, 2002: 158). 결국 이런 약한 대통령의 전통은 미국의 

최소 행정과 시장의 개입 최소화에 일조하게 되었다.

Pre-PA 4) 엽관제 이후 및 남북전쟁(the Civil War) 이전: 엽관제의 등장과 변질 

(1829년-1860년대)

초창기 미국의 재산 대표의 원칙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미국 초기 재산, 교육 등 사회

적 위상에 의한 상류층의 공직 임용(박천오 외, 2016: 32)은 1820년대에 이르러 재산자

격제(property qualifications)11)가 철폐되어 선거권이 사회하위계층으로 확대되고, 이들

11) 미국 혁명기에 대부분 투표를 위한 자격요건(requirement)이 있었지만, 19세기 초반 재산자격

(property requirement)을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낮추게 된다(Encyclopedia.co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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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으로 조직화되는 변화에 따라 누구나 고위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

되면서(박천오 외, 2016: 32)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잭슨 대통

령(Jackson, 임기: 1829년-1837년)은 계급배경이 아닌 정당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인 후

원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다(박천오 외, 2016: 32).12) 또한 그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순환시키는 것이 무능력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박천오 외, 2016: 33), 엘리트 중심의 공직 배분 관행 대신

에 평민도 공직을 맡을 수 있게 하였다(강용기, 2016: 83). 

하지만, 잭슨을 비난하는 사람들(critics)이 이를 엽관제(Spoils System)이라고 명명

(Divine et al., 2007: 267)하여서인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엽관제라고 하면 정실 인사

를 떠올리며 부패한 정치인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엽관제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였다. 잭슨의 후임자들은 상위직 공무원을 대거 교체하는 등 기존 잭슨

의 인사제도를 엽관제로 점차 변질시켰다(박천오 외, 2016: 33). 엽관제가 본격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 공직자들도 같이 경질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정부 일에 참여하

면서 공직의 사회적 대표성은 증대된다(박천오 외, 2016: 33). 이후 잭슨 대통령 선거전

을 지휘했던(차후 8대 대통령이 된) 밴 뷰런 대통령(Van Buren, 임기: 1837년-1841년)이 

파벌(machine)정치를 정착시키고(이원복, 2005: 54-56), 관직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논공행상의 성격을 띠게 되고, 이를 거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

여 진보주의 공직개혁운동이 1865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김선정, 2014: 238; 박천오 

외, 2016: 33; 이종수 외, 2008: 111), 그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사회 전반적으로 

진보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이는 결국 행정학의 탄생을 가져오는데 일조하게 된다.13) 

2. 행정학 시기(Public Administration Period: PA)

PA 1) 남북전쟁 이후 행정학의 등장배경(정치행정이원론의 등장)(1860년대- 1920년대)

(PA 1-1) 남북전쟁 이후 행정학의 등장배경: 도금시대, 실적제(Merit System)와 정치행정

이원론의 등장(1860년대- 1890년대) [기업성장과 진보운동]  

① 노예제 갈등의 결과: 남북전쟁(1861년–1865년)과 국가 분열 극복

미국 초기 행정의 정치기능적으로 해밀턴의 연방주의와 제퍼슨의 분권주의 사상 대립

12) 미국 초창기 미국연방은행(Bank of United States)은 1836년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이 칙허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서 소멸되었다(이왕휘･김용기, 2013: 86).

13) 하지만 당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고 언급되는 엽관제는 없어지기는 커녕 대통령이 바뀌

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유효한 제도임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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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면, 경제 및 기타 사회기능적으로 남북전쟁 이전에는 공업중심인 북부와 농업

중심인 남부의 정치경제적 입장차(강용기, 2016: 83)가 있었다. 한편 건국초기의 노예제

에 대한 다른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 북부는 노예제를 반대하였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 링컨(Lincoln, 임기: 1861년-1865년)에 반대해 11개 남

부주가 ‘남부연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을 결성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등(박승

혁, 2017)의 문제로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중인 1862년 링컨은 노예해방선

언을 하고(Emancipation Proclamation)(이원복, 2012: 264), 남북전쟁 이후 중앙과 지방

정부 관계에서 연방관료제는 확대되었으며, 대통령 영향력도 초기에 비해 강해진다(함

성득, 2002: 162, 199). 중요한 것은 북군은 승리 이후 남군을 석방하고, 화합을 이끌어 

통일국가의 기반을 다졌다는데 있다(이원복, 2005: 104). 이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에 이르는 대륙의 단일국가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넓은 내수시장을 확

보하여, 다른 나라보다 제국주의적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에 신경을 쓰게 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② 남북전쟁 이후: 진보운동과 실적제의 대두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도금시대

가. 실적제 대두 배경: 진보운동의 확산 

19세기 후반 행정이 급변하고 경제 및 기술 계획, 정부의 행정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고 행정의 공사(公私)행정의 분화가 보다 

촉진된다(김규정, 1998: 6).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측면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기타 사

회기능적 측면으로 보면 도시화, 빈곤 및 노동 착취 그리고 도시와 주(state)에서 기업

(business)의 사적이익이 연합(allied)한 파벌(machine)의 등장과 같은 민주주의적 정부

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지방, 주, 전국적인 단위로 진보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다(Encyclopaedia Britannica, 2020). 남북전쟁 이후 대기업의 특권을 폐지하고 개인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정부쇄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민발의, 투표권14) 및 공직자 소환

제도 등을 하려는 정치개혁 및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 운동 등 진보운동이 

시작되었다(황은정, 2009: 221). 

나. 가필드 대통령의 사망, 펜들튼 법의 통과와 행정“학”의 탄생: 정치행정이원론의 시작

행정학적으로는 엽관제 이후 정실주의, 매관매직 및 부패가 문제가 되어 왔고, 1870

14) 각 주에서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를 1902년부터 1918년까지 20개주가 채택하였고 이러한 민주적 장

치들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윌슨과 같은 진보적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

렀다(이구한, 2003: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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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시정개혁운동(Municipal Reform Movement)이 일어난다(강용기, 2016: 83; 이

종수 외, 2008: 112). 1881년 이후 커티스(Cutis)가 총재인 전국공무원개혁연맹이 광범위

한 공무원 개혁운동을 한다(강용기, 2016: 83). 엽관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

타낸 사건 중 하나가 19대 가필드 대통령(Garfield, 임기: 1881년)의 암살이다. 가필드 

대통령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로부터 총으로 저격당해 사망했는데, 이 사건

은 엽관제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촉진시켜, 1883년 의회는 실적제(Merit System)를 골자

로 하는 펜들튼 법(Pendleton Act)을 제정하게 된다(김선정, 2014: 239; 함성득, 2002: 

200).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직급별 관직과 일반 관직과 구별되는 직업공

무원제도(Civil Service System) 확립의 근거법이 되기도 한다(함성득, 2002: 200, 208).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학문적으로 윌슨(Wilson, 1887)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가 행정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는데 공헌이 컸다(정용덕, 

2001: 14). 당시 진보주의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이종수 

외, 2008: 112)은 1887년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고, 행정‘학’이 성립된다(강용기, 

2016: 83; 김선정, 2014: 239). 이는 1870년대 시정개혁운동과 함께 행정학의 시작과 발

전을 촉진시키는데(이종수 외, 2008: 112), 이를 이른바 ‘정치행정이원론’이라고 일컫는

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치, 행정의 분리를 기본이

념으로 1910년에 개발된 지방정부에서 시지배인제(City-Manager System: 도시 행정에 

능력있는 사람에게 행정권을 위임하여 행정에 지휘 및 감독하게 하는 제도)가 확산되었

고, 시지배인제 수요의 증가로 행정학의 보급과 확대를 가지고 오게 된다(이종수 외, 

2008: 114-11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원적 

연방주의를 유지하게 된다.

③ 남북전쟁 이후 도금시대15): 국가재건, 서부 개척, 산업 발달과 과학적 관리론의 대

두 배경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혼란기 속에서 경제기능 부문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영

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김선정, 2014: 236). 한편, 정치기

능 측면에서 도금시대의 정치는 활기를 잃어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이에 따라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구한, 2003: 312). 남북전쟁 이후 시어도어 루즈벨

트까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그랜트 대통령(Grant, 임기: 1869년-1877년)뿐인(이원

15) 이 시대의 엄청난 부에 기반한 풍족한 삶을 ‘도금시대’라 한다[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도금시대

(Gilded Age) https://kr.usembassy.gov/education-culture/kids/take-trip-american-history/gilded- 

age-1878-1889/ (2020년 2월 15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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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2005: 138) 것은 이 시대의 혼란을 대변해준다. 특히 남북전쟁 이후 1865년 이후 

1890년대까지 경제와 사회기능 측면에서 도금시대(Gilded Age)는 산업의 발달과 이민자

들의 증가로 특징(marked) 지워진다.16) 그리고 빈부간의 격차와 함께, 독립 이후부터 지

속된 매입과 전쟁 등으로 영토 확장이 이루어져, 1890년 ‘이제 프런티어는 소멸되었다’

(이구한, 2003: 287)고 발표하기에 이르게 되고, 거의 미국의 현재 영토와 유사하다.

가. 광업, 목축업, 농업 등 산업

도금시대 이전부터 서부의 금광의 발견으로 사람들이 금을 찾아 서부로 진출하였고, 

부를 증진시켰다. 금에 대한 열기 이후 미국은 저항하는 인디언의 땅을 차지하는 한편, 

금광을 찾던 사람들은 농민, 목동, 그리고 다른 광부로 일하게 된다(이구한, 2003: 

277-287). 1862년 링컨 대통령은 자작농지법(Homestead Act)(이구한, 2003: 276)에 서

명하고 미국 정부가 서부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주면서(박영서, 2018), 

미시시피강 서쪽의 미개척 지역을 개척을 촉진시키고, 미국 동부지역의 산업자본의 국

내시장 확대 및 자영농민의 수를 늘려 미개척지가 소멸되는데 일조하였으나, 토지투기

가 일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17) 농업은 물론 축산업, 수송,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화와 전문화가 일어나 생산량을 증가하고 산업은 발전했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간 

격차는 증가됐다(이구한, 2003: 303-309).

나. 남북전쟁 이후 이민과 산업화

정치경제적으로 남북전쟁 이후 북부가 승리함에 따라 북부를 중심으로 공업화되고(이

구한, 2003: 287) 자본주의가 발전하기(강용기, 2016: 83) 시작한다. 고율의 관세를 통한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로 국내 기업이 국내 상품의 가격을 높일 수 있었고, 정부에서 기

업가들에게 보조금과 융자와 같은 특혜도 주었다(이구한, 2003: 289). 

또한 사회적으로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이민자들이 몰려오게 되어 비교적 값싼 노

동력을 구할 수 있었다(이구한, 2003: 289, 299). 반면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용 

기회 증가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생하였고, 이러한 노

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전국규모의 조합을 결성하여 기업가들과 저항하였

지만, 고용주들의 저지로 성과가 없었다(이구한, 2003: 300-302). 이에 더하여 1898년 

16)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도금시대(Gilded Age) https://kr.usembassy.gov/education-culture/ 

kids/take-trip-american-history/gilded-age-1878-1889/ (2020년 2월 15일 접근).

17) 두산백과, 홈스테드법(Homestead Ac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4680&cid= 

40942&categoryId=40507(2019년 10월 19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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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스미스 대 에임스(Smyth v. Ames)’ 판결에서 기업의 정당한 이윤 추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금지하여, 기업가들의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였다(이구한, 2003: 289). 이

는 미국 초기의 반국가적인 전통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산업화 시대는 많은 경쟁과 동시에 합병과 독점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구한, 2003: 293). 그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겨두되, 그들의 경영권을 

하나로 통합하고 경쟁을 없애거나 줄이는(Griswold, 2019) 기업 형태인 트러스트(Trust)가 

주된 수단이었다(이구한, 2003: 294). 대표적으로 철도에서 밴더빌트(Vanderbilt), 석유(oil)

의 록펠러(Rockefeller), 철강의 카네기(Carnegie)(Divine et al., 2007: 468-473), 금융 트러

스트인 모건(Morgan) 등이 있었다. 한편, 1887년의 주간통상법에 근거한 주간 통상위원회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설치되어 규제기능이 도입하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

무실했다(함성득, 2002: 201). 거대 기업의 횡포가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지

만, 정부는 엄포만 놓고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이원복, 2005: 158). 통합과 독점으로 커진 

기업은 주 의회는 물론 연방의회도 매수하고, 언론도 장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언론을 조

성했다(이구한, 2003: 314). 이는 남북전쟁 이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반국가주의적 전통에 따른 정부 개입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PA 1-2) 남북전쟁 이후 행정학의 등장배경: 진보시대와 트러스트 해체(1890년대

-1920년대) [진보운동과 기업제한] 

① 기업의 성장, 진보시대(Progressive Era)와 트러스트 해체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사회기능적 측면에서 기업 성장과 독점 등 사회문제 속에서 다

양한 혁신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계층 및 독점규제, 반부패, 여성 평등권, 노동자 생활권 보호 및 제국주의 정책의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의 총체였다(이구한, 2003: 314-315). 1901년 맥킨리 대통령(McKinley, 임

기: 1897년–1901년)의 암살로 공화당내 진보파로 분류된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임기: 1901-1909년)(이구한, 2003: 319; 이왕휘･김용기, 2013: 67)가 26대 대

통령이 되고, 거대기업의 횡포를 제재하였다(이원복, 2005: 158). 북부증권회사를 시작으

로 다양한 트러스트를 해체하고(이구한, 2003: 319), 식품 위생, 산업재해 보상, 8시간 노

동제, 상속세 및 수입세, 자연보호 등 각종 정책을 확장하였다(이구한, 2003: 323-324). 

이후 28대 대통령인 (앞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여 행정학을 탄생시킨) 윌슨(Wilson, 임

기: 1913년-1921년)은 1912년 신자유(New Freedom)를 주장하면서, 독점기업을 타도하

여 경쟁을 부활하고, 대중을 대기업에서 해방하고 압제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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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한, 2003: 326), 대통령 취임 후 관세를 인하(Divine et al., 2007: 619)하여 외국과 

경쟁함은 물론 관세 감소 대신에 소득세를 통해서 부의 분배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이

구한, 2003: 328). 또한 JP 모건 같은 은행재벌들의 통화독점을 막기 위해 은행을 정부감

독 하에 두게 하였다(이구한, 2003: 329-330). 1916년 윌슨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공장 

노동 금지하는 어린이 노동법(Child Labor Act), 철도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을 확립시킨 

애덤슨 법(Adamson Act)과 같은 입법(정철현, 2003: 103)을 한다. 

사회개혁운동(Social Reform Movement)으로서 세틀먼트(Settlement) 운동을 제인 애덤

스가 미국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되던 시기에 빈곤이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빈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사람들의 자선보다 

정부차원의 복지와 입법활동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황

은정, 2009: 221-223). 특히 1889년 제인 애덤스(Jane Addams)가 시카고에 세운 헐하우

스(Hull-House)는 교육(education)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교육하고(Divine et al., 2007: 

509),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고, 복지제도 구축에 앞장섰다(김혜미, 2009: 28-29; 황은정, 2009: 225). 

② 진보시대 속에서 정부 개입 확장

진보시대 속에서 먼로 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윌슨의 불참노력(김상훈, 2011: 204)에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승리하게 되지만, 국제연맹 가입이 부결되면서 고립주의를 선

택하게 된다(이구한, 2003: 334). 남북전쟁과 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을 경험하면

서 건국초기 반국가주의적 전통과 약한 대통령, 정부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화되고, 윌슨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가격 통제권, 철도운영권, 

통신 체계관리와 식량 배급 통제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함성득, 2002: 201). 

이러한 남북전쟁 이후 정치적 활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산업발달에 따라 

도금시대와 그 문제에 따른 진보시대를 지나며 점차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이나 국가의 개입의 증가가 대공황 이후에 갑자기 생

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을 볼 수 있다.

PA 2) 고전파 전통행정학의 시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1900년대- 1920년대)

(1)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의 태동과 행정학 기반

도금시대와 진보운동 등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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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리론의 등장으로 행정학은 보다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경제적으로

는 기업 간 과도한 경쟁으로 기업이 도산하기에 이른다(김선정, 2014: 236). 그 와중에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고, 임금을 인하하려 하면서 노동자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

업입장에서 노동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하지 않고 노동자

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보다 능률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능률운동이 일어나게 된다(한

영춘 외, 1991: 57; 김선정, 2014: 236-237). 1918년 직후 유행한 스페인 독감(Spanish 

Flu)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자본집약도 및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다(박준동 외, 2020). 

테일러는 한계에 다다른 시장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제품가격 인하가 필요하고 능률

성을 향상시켜 생산비를 줄여 과학적 관리를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고, 기업활성화, 노동

자 해고 방지 및 고용 증가 등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정정길, 2003: 41).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방임하에서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고, 미국 경제는 1920년대 

즈음 역사적인 호황을 맞이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이를 광란의 20년대(Roaring 20s)라고 

한다. 

1920년대 과학적 관리론과 노동 생산성 향상의 이면에는 노동자와 농민의 지위는 떨

어지고, 농산물의 가격이 공산물에 비해 떨어지게 되었다(이구한, 2003: 364). 컨베이어 

벨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한 부품으로 취급되어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은 영화 ‘모던 타

임즈(Modern Times)’를 통해 이를 희화화(戲畫化)하기도 하였다(정운영, 1988).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도금시대 산업발달과 과학적 관리론이 원동력이 되었

다 할 수 있다. 

 

(2) 진보운동 속 과학적 관리론의 실무와 이론에 영향 

과학적 관리론은 앞서 진행된 진보운동과 함께 사회기능적으로 실무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엽관제의 문제점과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여 1870년대 시정개혁운동이 

발전하여 1894년에 전국도시연맹(National Municipal Leagues)이 결성(organized)되기

에 이르고(Divine et al., 2007: 603; 김선정, 2014: 239), 20세기 들어 미국의 연방정부(중

앙정부)는 물론 시정부, 주정부의 행정에 과학적 관리론이 도입되어 행정능률이 향상된

다(김규정, 1998: 264). 행정개혁운동과 과학적 관리론의 결합으로 1906년에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정부에 도입하고자 뉴욕시정연구국(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이 설립되기도 하였다(강용기, 2016: 83; 김규정, 1998: 264; 김선정, 2014: 

239; 이종수 외, 2008: 112).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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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뉴욕 시에서 행정의 절약과 능률 증진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권기헌, 2011: 260). 

이를 기반으로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Economy and Efficiency)’가 설치되어 LIBS를 추천하고(유민봉, 2015: 570) 행정능률향

상을 위해 행정개혁안을 내기도 하였다(김규정, 1998: 264). 행정관리론적 입장과 행정개

혁운동은 귤릭(Gulick)이 참여한 1937년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Management)’의 활동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후버

(Hoover)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활동에 과학적 관리론도 영향을 주게 된다(김

규정, 1998: 264). 

한편, 이론적으로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에 기반한 행정학은 과학적 관리론 및 고전적 

조직이론을 만나 접목되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18)하게 된다(김선정, 2014: 239). 

이는 이후 행정이론과 고전적 조직이론이 합류하여 행정관리론에 이르게 된다(이종수 

외, 2008: 113). 이러한 행정관리론은 ‘절약과 능률(economy and efficiency)’을 강조하는 

‘사무관리론’으로 발전하고, 이후 행정관리의 성과를 강조하는 기준으로 자리잡는다(이종

수 외, 2008: 113). 이는 조직행동론의 기초를 형성한 과학적 관리론(정철현, 2003: 41)과 

이후 발전한 인간관계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행정관리론의 다른 분파로 귤릭(Gulick)의 

POSDCoRB19)와 같은 ‘조직관리론’의 2가지 계보로 나뉘게 된다(이종수 외, 2008: 

113-114). 결국, 경영학과 유사하지만, 정치행정이원론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이론과 고

전적 조직이론이 만나 행정관리론에 이르게 되었다(김선정, 2014: 241)(<그림 1> 참고).

<그림 1> 고전파 전통행정학의 흐름

18) 다른 한편으로 고전파 전통행정학은 경직성(inflexibility), 번문욕례(繁文縟禮, Red Tape) 등으로 인

하여 교과서에서 비난을 받지만, 고전적 조직이론의 근간인 과학적 관리론은 지금까지도 행정학은 

물론 경영학, 산업공학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발전하고 있다.

19) 귤릭은 조직 상층부가 담당할 기능으로 POSDCoRB(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 Staffing(인

사), Directing(지휘), Coordinating(조정), Reporting(보고) 및 Budgeting(예산)의 첫 글자를 조합)에

서 조직관리의 원리를 보여주었다(김선정, 2014: 240; 정정길, 200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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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3) 행정국가와 고전파 전통행정학 (1930년대- 1940년대)

(1)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전 배경: 작은 국가

정치행정이원론, 이원적 연방주의 환경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발전하고, 정치, 경제적

으로 정부의 최소 규제 속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에 맡기는 아담스미스의 ‘보

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자유방임(Laissez-faire)을 토대로 기업은 성장하

고, 미국은 발전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대공황 발생 전 1920년대 초반 노동운동 및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이원복, 2005: 181) 한편 당시 경제적 번영에 따라 노동자들

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반대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불만

완화를 위해 회사 나름의 복지제도와 시설을 제공한다(이구한, 2003: 365). 한편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유럽 및 미국의 급진주의 세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다(이구한, 2003: 351). 빨갱이 소동(Red Scare)을 통해 1920년 급진주의자들이 처벌되

는 사건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노동자 세력도 약화되었다(이구한, 

2003: 351-352, 365). 하딩(Harding, 임기: 1921년-1923년) 대통령 시기 전쟁의 영향으

로 물가와 실업의 증가 문제 외에도 쿨리지(Coolidge, 임기: 1923년-1929년) 대통령의 

불간섭주의 경제정책은 주식시장의 투기 붐을 억제하지 못해 주식시장의 과열로 인한 

거품이 후버(Hoover, 임기: 1929년-1933년) 대통령이 1929년 3월에 취임하고 10월에 

꺼지면서 미국은 대공황을 맞게 된다(이원복, 2005: 183).

 

(2) 시장 실패와 대공황으로 인한 정부의 시장 개입: 신(新)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

대공황으로 1929년과 1933년 사이 실업률이 3%에서 25%로 증가, 실질 GDP는 27% 

감소, 물가수준(price level)은 22% 하락했다(Mankiw, 2001: 780; Mankiw, 2015: 732).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 대공황의 원인과 해

결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케인즈(Keynes)는 대공항의 원인을 설명하고 정책 

처방을 제시하였다(김경수･박대근, 1999: 286). 이는 경제기능측면에서 정부개입을 주장

하는 뉴딜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케인지언(Keynesian)이

라 일컬어지고, 학문적으로 거시경제학을 탄생시켰다(김학순, 2013: 이지순, 2012). 진보

운동의 영향과 다양한 사회 문제 외에도 시장실패와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미

국 정부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보다 본격적으로 시장과 사회에 간섭을 시작하게 되

고, 이는 정치와 행정의 이원론적 구분을 약화시키고 행정국가의 등장을 가져오게 한다.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임기: 1933년-1945년) 대통령은 뉴딜

(New Deal)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욱 본격화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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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차 세계대전(1939년-1945년)과 냉전체제까지 정부의 역할이 팽창되어 큰 정부

(Big Government)가 되어 행정국가로 변화하게 된다(정정길, 2003: 47). 또한 사회 경제

적인 문제의 해결사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1937년 연방대법원도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행정관청에 규칙제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을 합헌으로 인정하였다(함성

득, 2002: 201). 1930년 공황을 배경으로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인 조세에서 충당하

고, 자본적 지출은 자본 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하면 공채를 발행하는 자본예산제도

(Capital Budgeting System)가 1940년대에 확립된다(권기헌, 2011: 268).

또한 정치행정 분리에 입각하여 원리추구를 하던 고전파 행정학은 1940년대 들어 실

용적 가치가 줄게 되고, 이론상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정치행정일

원론으로 부활하게 된다(정정길, 2003: 48). 학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신(新)정치

행정일원론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이는 케인지언과 함께 뉴딜정책과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뉴딜정책은 국가, 기업, 개인 경제를 구호하고, 회복시키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처방을 실시한다(Divine et al., 2007: 689; 김훈민, 2009; 이원복, 2004: 182-187

).20)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 호전을 가져오는데 그치고, 1937년 다시 시작된 불

경기로 1938년에는 실업자가 1000만 명에 이르게 된다(이구한, 2003: 334; 이원복, 

2004: 190). 하지만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 뉴딜정책의 실

효성에 논란21)이 있다(이원복, 2004: 191; 이구한, 2003: 406-407).

(3)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시기 행정(학): 행정국가와 고전파 전통행정학의 성립 

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행정에의 영향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국가가 등장하고 형성된다

(이종수 외, 2008: 115).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

대전에 참가하고(이구한, 2003: 403-404),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한다. 남북전쟁 

이후 50여년 만에 강대국으로 발전을 이루고 1,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물자와 병력을 

20) 예를 들어, 테네시계곡 개발 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를 벌여서 국토개발 사업을 하여 실

업자를 구제하고(이원복, 2004: 188-189), 정부가 기업과 산업을 위해 국가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정부의 감독을 통해 자율규제 및 경제 소생을 돕고, 생산량, 

임금, 가격 등을 규제하는 한편, 미성년자 노동, 임금 착취 등을 금지시켰다(이원복, 2004: 190). 

1935년 사회보장법은 노령보험 및 연금, 실업보상, 맹인 불구자의 구호를 위한 자금 지출위한 권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주었다(이구한, 2003: 391-392). 또한 금주법(Prohibition)을 폐지하여 

관련 산업과 취업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이구한, 2003: 385). 

21) 로머(Romer)와 같은 학자는 재정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보다는 뉴딜정책의 실패는 대공황

의 깊이에 비해 ‘재정지출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훈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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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금시대 기업가 및 노동자(Allen, 2014), 과학적 

관리론 등과 함께 이룬 효율성과 생산력 증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북전쟁 이후 확대

된 연방 관료제(함성득, 2002: 19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간 냉전과 함께 국방관련 

관료제가 팽창(이종수 외, 2008: 118)하였고, 더불어 대통령의 권력은 더 확대되어 영웅

적 대통령(Heroic Presidency)으로 불리고(Rossiter, 1960: 13), 뉴딜정책 이후 대통령 리

더십이 강화되는 개혁과 함께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과 집행상의 재량도 늘어나게 된다

(오석홍, 1995: 1493). 

② 뉴딜정책과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마블 케익 연방주의의 대두

뉴딜정책은 행정의 정치기능에도 영향을 주어서 건국부터 기존의 주정부와 연방정부

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연합국가의 형태를 띠는 이원적 연방주의[Dual 

Federalism, 레이어 케익 연방주의(Layer Cake Federalism)]가 연방정부(중앙정부)가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마블 케익 연방주의(Marble Cake 

Federalism)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강용기, 2001; 함성득, 2002: 58). 이러한 연방정부

의 개입은 경제공황 이후 시작되어 1960년까지 연방정부와 주, 지방정부가 지원적인

(supportive) 관계, 때로는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인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 1932년-1960년))(Lowi, et al., 2008: 54; 함성득, 2002: 59)를 거치면서 연

방정부의 규제 권한이 확대되고,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공조가 늘어났으며, 1980년대까

지 우선적 연방주의(Cooptive Federalism: 1960년-1980년)로 발전하면서 연방정부가 종

전에 주정부의 권한까지 흡수하며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지속되게 된다(함성득, 2002: 

59).  

③ 1930년대 전후 고전파 전통행정학: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행정학의 발전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비해 행정학은 다소 사회와 단절된 연구에 머무르다 1960년대 

이후 사회문제에 본격적(정정길, 2003; 66)으로 뛰어들게 된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인 대략 1929년부터 1945년까지 기간을 전통적 혹은 정통파(orthodox) 행정학시기

라고 일컫는다(정용덕, 2001: 15). 1890년대 폴렛(Follett)22)의 조직의 권위에 대한 논의

는 행태주의를 촉발(정철현, 2003: 74)시키는 한편,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1930년대 전후로 호손연구(Hawthorn studies, 1924년-1932년)를 통한 인간관계론이 촉

22) 그녀는 관리적 통제(management control)보다 동료의 압박(peer pressure)이 노동자가 더 반응하

는(responsive)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hafritz & Hyde, 20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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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고, 경제적 동기 외에도 사회심리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게된다(유민

봉, 2015: 412). 또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조직과 환경의 상호간의 교호작용

을 강조하는 생태론 등이 등장하였다(이종수 외, 2008: 117). 인간관계론은 리더십의 행

태론적 접근(Action-Behavior Approach)(권기헌, 2011: 340)을 촉발하고,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적이고 자아실현적인 욕구를 강조하는 후기인간관계론(유민봉, 

2015: 413)23)이 시작된다. 또한 1940년대 이후 막스 베버(Weber)의 저서관료제

(Bureaucracy)가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행정에서의 사회학･심리학적 영향이 강화되게 된

다(이종수 외, 2008: 117). 

또한 인간관계론은 테일러의 기계적 능률은 물론 사회적 능률로 전환을 통해 능률지

상주의를 강화시키며, 고전파 행정학에서 과학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켜 원리탐구를 

몰두하게 하였다(정정길, 2003: 43). 즉, 고전파 전통행정학은 윌슨 이후 정치행정이원론

을 기반으로 행정을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만들었고,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통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욱 큰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정정길, 

2003: 46). 이들은 비록 입증이나 증명이 엄밀하지는 않지만 POSDCoRB와 같은 조직 

상층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나름 원리를 지지하는 관찰을 통해 구축된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학자 상당수는 개혁운동에 앞장서서 개혁을 경험하고 관찰했으며, 대공황이 

심화되는 시기에 루즈벨트 정부의 개혁에 관여하기도 한다(정정길, 2003: 45-46). 결국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초점을 분석수준으로 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 한편 원리주의자24)들은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

였다(주운현 외, 2018: 69). 

PA 4) 정부개입의 증가, 냉전과 행정학에 영향(1940년대-1970년대) 

(1) 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 냉전과 사회의 혼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트루먼(Truman, 임기: 1945년-1953

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페어딜(Fair Deal)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

인연금의 확대 등(강상원, 2002)을, 대외적으로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 등(Divine et 

al., 2007: 737; 이구한, 2003: 418)을 진행하였다. 당시 우려했던 실업문제보다는 전역

군인들이 주택과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와 공급의 증가와 베이비붐이 일어나면서(이구

23) 맥그리거의 Y이론(McGregor, 1960), 아지리스(Argyris, 1968)의 성숙인, 마슬로우의 욕구 5계층

(Maslow, 1943, 1954) 등이 후기 인간관계론의 대표 이론이다(유민봉, 2015: 413).

24) 페이욜(Fayol, 1916), 귤릭과 어윅(Gulick & Urwick, 1937) 등(주운현 외, 201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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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3: 419-420), 소비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문제되었다(이구한, 2003: 419-420).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 1960년대에 3가지 주된 사건(흑인폭동과 인종과 복지문제, 베트

남전 참전과 교착상태,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이 도화선이 되어 수많은 정책문제가 등장

하게 된다(정정길 외, 2019: 94). 흑인폭동과 인종문제는 과거 노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

지 않고 인종문제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남북전쟁 이후에도 흑인차별에 대한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케네디(Kennedy, 임기: 1961년-1963년) 

대통령은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정책을 선언하고 우주계획, 교육, 복지 및 민권 등 

강화를 주장하며(이원복, 2005: 213), 대내적으로 사회정비 및 경기 회복을, 대외적으로 

공산권과의 경쟁을 이끌었다(이구한, 2003: 418).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도 그

의 기조는 존슨(Johnson, 임기: 1963년-1969년) 대통령에게 이어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주창하며, 빈곤추방과 교육 발전이 강조되었다(이원복, 2005: 213; 이구한, 

2003: 418). 

대외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선언하고,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및 동아시아 지원을 하며(정정길, 2003: 67), 공산진영의 확산을 막고 특히 공산주의 침투

가 쉬운 빈곤 문제를 해결하며(이구한, 2003: 424-426; 이원복, 2005: 201) 소련과 체제 

경쟁을 하게 된다. 국내 공산분자를 색출하기도 하였고(이구한, 2003: 428), 공화당 상원

의원 매카시(McCarthy)는 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저자들의 서적을 몰수하였

다[일명 매카시즘(McCarthyism)]. 공산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1949년 4월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발족(이구한, 2003: 430)시키고, 이에 

소련은 동유럽의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를 구축 

등으로 국제적 협력 체계강화 위한 정책을 펼치며 동서간 냉전(Cold War)은 심화된다(이

구한, 2003: 418; 이원복, 2005: 202).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만 침공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미국은 소련의 쿠바 미사일 설치에 1962년 쿠바를 봉쇄하자,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Allison, 1971)하기도 한다(Divine et al., 2007: 782-785; 이원복, 2005: 213). 

 

(2) 행정학의 발전: 정책학, 신행정학, 비교･발전행정학, 예산제도, 기타 행정학 발전 

① 고전파 전통행정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이먼의 행태주의(behaviorism)적 행정과

학 등장과 왈도의 도전

한편 고전파 전통행정학에 대한 비판으로, 사이먼(Simon, 1946)은 ‘행정관리론’에서의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등25)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이것은 과

25) 이들이 주장한 원리들은 많은 부분이 검증되기 어려운 가설 수준이거나, 상식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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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격언(proverb)라고 주장한다(Simon, 1946; 이종수 외, 

2008: 116; 정정길, 2003: 44-45, 52). 그리고 사이먼은 선택에서 극대화(maximizing 

goal of choice)를 목표하는 것에서 ‘만족화(satificing)’하는 것으로 대체하고(replace) 

(Riccucci, 2010: 8), 사이먼의 행정과학(Science of Administration)으로서 행정학은 조

직 및 조직성원의 행태를 연구하고, 의사결정 측면을 중시하며,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가치문제를 제외하는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하며(정정길, 2003: 57), 과학으로서 행정학은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종수 외, 2008: 117; 정철현, 2003: 142). 이는 행정

의 문제를 능률성에 기반한 최선의 방책이 아닌, 의사결정의 문제로 논점을 전환하여 정

책학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1950년대 행태주의

가 사회과학에 영향을 미치고, 사이먼의 행태론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이종수 외, 

2008: 118). 사이먼은 의사결정이 행정연구의 핵심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론

으로 발전시키고,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을 제시(권기헌, 2011: 29)하였으며, 마치

(March)와 함께 ‘조직(Organization)’(March & Simon, 1958)이라는 저술을 통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모형을 보여주었는데(이종수 외, 2008: 119; 임의영, 2014: 

9-10), 이는 림드블룸(Lindblom)(1959; 1979)의 점증주의(Wildavsky, 1964; Wildavsky, 

1966; True et al., 2007: 156),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True et al., 

2007: 156; 임의영, 2014: 18), Landau(1969)의 가외성(redundancy) 개념 및 모호성을 발

전시킨 Cohen et al.(1972)의 쓰레기통 모형, 이후 조직경제학의 Williamson(1975)의 거

래비용이론에도 나타나게 된다(임의영, 2014: 18). 이후에도 의사결정론은 1960년대 관

리과학(management science)과 정책과학(policy science)으로 발전하게 된다(이종수 외, 

2008: 119-120). 또한, 사이먼은 앞서 언급된 인간관계론 연구를 기반으로 조직행태론을 

구축하였다(정정길, 2003: 58). 

하지만 행태주의는 경험적 과학성을 강조하여 비록 실증성은 엄밀해졌지만, 연구대상

이 좁혀져 사회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권기헌, 2014: 187). 즉, 관찰가능

하고 계량화 가능한 것만 연구하다보니 행정학의 역할 상실은 물론, 회의감을 상실하게 

되었다(정정길, 2003: 65). 한편, 대공황 이후 행정학은 기존의 과학적 관리론의 그림자

에서 헤매면서 능률성을 주장하지만,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왈도(Waldo)는 가치중

립적인 행정학을 비판하며(이종수 외, 2008: 117),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능률성과 

함께 민주성이 병행되어야 하고, 행정은 사회문제를 처방하고 해결하며 사회적 형평성

(social equity)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철현, 2003: 119-129). 따라서 기

(정정길, 200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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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능률과 절약은 약화되고, 1940년대는 민주적 가치와 행정 과정의 연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다(이종수 외, 2008: 117). 다른 한편으로 애플비(Appleby)는 정치가 행정에 개

입하여 행정의 자의적인 권한을 통제하고, 행정관료들의 공익을 위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Appleby, 1945). 

왈도와 사이먼의 논쟁(Waldo-Simon debate)은 이후 신행정학을 비롯하여 어떻게 행

정학을 연구해야 할지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deliberations)이 뒤를 이었다

(Riccucci, 2010: 13). 이는 실천적 문제해결을 중시하고, 가치문제를 강조하는 신행정학

과 함께 정책학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된다(정정길 외, 2019: 95). 따라서, 1960년대 들

어 행정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고, 1970년대까지 지속되

는 한편, 1950년대까지 행태주의적 다원론에 밀리고, 현실 문제보다는 보편적 이론구축

을 추구하는 행태주의26)적 행정과학의 한계와 그에 따른 현실 문제해결을 방관하던 한

계는 다소 사라졌다(정정길, 2003: 66, 95).

② 정책학의 발전: 정치학과 경영학의 행정학 영역에로의 재포섭

정책학은 1960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성장하였다(정정길, 2003: 66; 정철

현, 2003: 234).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양적 방법과 준과학적(quasi-scientific) 

접근(approach)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정책과학(policy science)

이 대두된다(Holzer & Schweser, 2011: 260).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처방적인 

연구로 체제분석(System Analysis), 운영연구(Operation Research) 계통의 관리과학

(Management Science), 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성 분석에 기반한 정책분석론이 발전하

게 된다(정정길, 2003: 96). 또한 현실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가 되고 그

동안의 행태론적 정치학 연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정정길, 2003: 96).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이 실제 상황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정정길, 2003: 

96), 특정 정책이 검토되며, 흑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검토되어야 함에도 검토되지 못하

는 것에 대한 연구인 정책의제설정론으로 확장된다(정정길, 2003: 96). 한편 1960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확장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없

었다(정정길 외, 2019: 9-10). 또한 존슨 정부의 가난을 없애려는 노력은 대부분 성공적

이지 못했고, 결국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가 전면에 나오게 된다(deLeon. 1988). 또한 미

국은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를 1960년대에 도입한다(권기헌, 2011: 273). 정책 실

26) 예를 들어 아버지의 지지 정당이 아들의 지지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따라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정당이 투표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지만, 실제 정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정정길 외, 201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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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정책의 집행에서 찾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정책집행론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 초

에 등장하며 인기를 모았다(정정길, 2003: 96). 한편 1960년대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사

회를 설명하는데 엘리트주의자의 주장이 옳은지 다원주의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두고 정

치학자들 간에 논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논쟁을 통합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로위(Lowi)

가 정책분류를 하기도 한다(정정길 외, 2019: 55; 정철현, 2003: 288). 결국, 행정학의 

주요부분인 정책학의 발전은 정치학과 경영학을 행정학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게 된

다(정정길, 2003: 97). 이는 기존 고전파 행정학의 퇴조와 1930년과 1960년대 사이의 신

(新)정치행정일원론 이후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정책집행과 결정과정을 통해

서 행정의 정치적 성격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정정길, 2003: 97). 

③ 신행정학과 후기행태주의의 등장: 가치와 형평성 문제의 대두

기존의 행정학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와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와 행정책임, 행정가치 등을 

강조한 신행정학(최성락･이혜영, 2009: 165)이 대두된다. 주류 신행정학자들은 정책보다

는 전통적인 관리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정정길, 2003: 100). 이들은 당시 사회배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적 형평

성과 적극적 행정인, 사회적 연관성을 강조한다(김규정, 1998: 108-109). 신행정학은 행

정학의 연구대상(locus)을 능률성(efficiency)에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으로 이동

을 추구하였다(Riccucci, 2010: 13-14). 경제 발전의 초기단계에는 능률성에 초점을 맞

추어 최대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도성장 이후에는 복지문제에 더 관

심을 두면서 형평성이 채택기준으로 되어야 할 시기가 왔는데도, 과거의 타성 때문에 

능률성만을 고집하고, 논리실증주적 행태론자는 이에 관심이 부족했었던 것이다(정정길, 

2003: 104). 따라서 능률성, 효과성과 함께 형평성도 추구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정길, 2003: 105). 정책학에서는 이를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ism)라고 하였다

(정정길, 2003: 106). 

④ 비교 및 발전행정학의 태동과 쇠퇴: 냉전 이후 체제경쟁의 산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은 행정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비교 

및 발전행정학이 대두하게 되어 기존 행정의 정치 및 경제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미국 

학자들은 제3세계 공산화 방지라는 정치적 목적과 종전 후 불경기를 방지하고, 천연 자

원 확보 및 시장잠재력 흡수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제3세계 발전을 돕고 학문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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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한다(이도형･김정렬, 2007: 8).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고립주의가 붕괴되고, 

신생국가의 출현과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자기 나라의 발전모

델을 이식하려 하고, 동맹국, 무역의 상대나라, 그리고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 대한 연구

는 물론, 종전 후 투자 시장의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이도형･김정렬, 2007: 

6-8). 이에 유럽에서 나치를 피해온 이주민들은 비교행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이

도형･김정렬, 2007: 6-8). 

비교 및 발전행정론(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은 기존

의 조직 내부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행정학과는 달랐다. 비교 및 발전행정론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행정생태론(권기헌, 2011: 31)과 함께 기존에 등한시한 환경을 고

려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행정과 정책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권

기헌, 2011: 31-33). 특히 일본이나 유럽 국가와 달리, 미국의 기능적, 관리행정관련 원

리들이 이식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문화 차이가 큰 나라에서는, 미국의 제도가 

자신의 나라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면서 미국 행정학이 과연 과학적인지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여, 행정학의 과학성과 보편성을 위하여 문화 황단

적 이론을 모색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 비교행정론이다(이종수 외, 2008: 120; 최항순, 

1994: 115-116). 이후 비교행정론은 국가간 행정을 실증적, 비가치판단적으로 비교하는 

사실분석에 중점을 두게 된다(정정길, 2003: 70). 한편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정의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산업을 어떻게 선정하

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이종수 외, 2008: 

121; 오석홍, 2001: 62; 정정길, 2003: 69). 이는 결국 처방적이면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정정길, 2003: 70). 결국 이러한 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한 비교행정론과 실천을 

위해 시작된 발전행정론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정정길, 2003: 70).

비교행정론은 1950년대 절정을 이루었지만, 1960년대 존슨행정부가 ‘위대한 사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종문제, 복지문제, 베트남전 등의 문제와 함께 미국 내 문제에 당

면하게 된다(정정길, 2003: 87). 한편, 발전행정론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적 문화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행정을 행정발전의 모델로 삼는다는 한계에 당면하고(정

정길, 2003: 73), 언어적인 장벽 및 비용 등으로 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비교행정연구

회(Comparative Administration Group)의 1973년 해체(오석홍, 2001: 63), 단편적이면

서 다양한 사례로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이 어렵다는 한계(Farazmand, 1996; 정정길, 

2003: 88) 등에 당면하면서 쇠퇴하고 1980년대 이후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비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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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론은 주류 행정학에서 외면받게 된다(Henry, 1980: 43-45). 

⑤ 예산제도 등 기타 행정학의 발전

정책학 분야의 성과와 평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는 예산제도에서도 볼 수 있다. 1949년 

제1차 후버위원회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및 기법을 일반화하고 1955년 제2차 후버

위원회가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 예산을 주장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을 발전시켜 새로운 

예산제도로 발전되었다(권기헌, 2011: 262). 이후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 PPBS)가 존슨 정부 때 전 연방정부에 적용되었으나 1971년 9월 

닉슨 대통령 정부 당시 OMB의 지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권기헌, 2011: 

264). 또한 존슨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노력으로 기획예산제도를 시작하였고, 이후 닉슨

(Nixon, 임기: 1969년-1974년) 대통령은 목표관리제(Management by Object: MBO), 카

터 대통령(Cater, 임기: 1977년-1981년)은 당시 정부팽창에 대한 반발과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영기준 예산제(Zero Based Budgeting: ZBB)를 시작하였다(유민봉, 

2015: 578). 이러한 예산제도의 변화는 기존의 감사, 회계의 불법에 대한 통제를 우선시 

하였다면, 1960년대와 그 이후를 거치면서 사회변화에 따라 성과와 평가를 중요시하여 

PPBS, MBO, ZBB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940년대 전통행정학에 대한 비판은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시각을 무너뜨렸지

만, 이에 대한 통합이 없이 1950년대 행정학은 다양한 학문(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경

제학, 인류학 등)의 영향을 받아 다원화된다(이종수 외, 2008: 118). 대공황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뉴딜정책과 지속되는 정부의 팽창으로 인한 비대화를 경계하고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재조명되어, 1940년 전후 파이너(Finer)와 프리드리히

(Friedrich)의 논쟁(법률저널, 2008)은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촉발시킨다(이종

수 외, 2008: 118). 1970년대 이후에 대통령의 정책집행 및 행정관료제에 대한 영향 연

구가 증가하면서 행정학에 대통령론이 추가된다(정정길, 2003: 109). 워터게이트

(Watergate)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부조리 등으로 직무감찰이 강화되고, 1970년대 중

반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정부와 행정관료를 불신하는 행정개혁이 추진되며, 윤리규범

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게 된다(정정길, 2003: 108). 이러한 다양한 행정학의 변천과 관련 

학문의 등장은 정부의 비대화에 대한 경각심과 정부정책의 실패, 그리고 오일쇼크와 함

께 이후 신공공관리론적 정부 개혁의 등장이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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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5) 오일쇼크와 신공공관리론 등장과 이후(1980년대 이후)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의 대두: 정부실패와 신(新) 정치행

정이원론의 대두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집행

되며, 정부의 간섭과 규모가 한참 커질 무렵 발생한 오일쇼크(Oil Shock)는 정부 실패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1973년과 1974년 오일쇼크를 겪게 되고(Divine et al., 

2007: 821; 이구한, 2003: 476; 이원복, 2005: 232) 이는 행정의 경제기능에 영향을 미쳐 

1980년대 미국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다(정정길, 2003: 435). 냉전, 인플레이션, 실업, 

서민 생활고 등의 경제문제 속에서 1981년 취임한(이구한, 2003: 483) 레이건(Regan, 임

기: 1981년-1989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정정길, 2003: 435), 신공공관리론

에 기반한 개혁을 본격화한다. 

결국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 지속된 정부의 시장개입은, 과거 

과학적 관리론의 ‘능률성’이라는 철학적 기반은 같지만 접근방식이 다른 신(新)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전환을 초래하였다. 이때 작은 정부는 1900년대 초반의 자유방임에 기초한 

작은 정부와는 다르고, 정부가 민간 영역에 개입해서 하나씩 대부분의 일을 집행하는 

노젓는(rowing) 정부가 아니라, 조종(steering)하는 정부 역할을 한다. 정부는 경비 축소 

및 민간활동 개입을 축소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

진한다(Divine et al., 2007: 838; 정정길, 2003: 436). 1982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이전의 

태프트 위원회, 브라운로우 위원회, 후버 위원회와 유사한 맥락인 능률성을 강조하는 비

용통제에 대한 대통령의 민간부분 조사[President’s Private Sector Survey on Cost 

Control: 그레이스 위원회(Grace Commission)] 설립을 선언하고,27) 행정에서 기업적인 

관리를 제안하며 민영화 및 규제 완화를 주장하였다(이종수 외, 2008: 123). 

(2) 신공공관리론과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신연방주의의 대두

오일쇼크와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정치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新)정치행정일원론

적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레이건의 정책은 

닉슨의 정책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서 1968년 이후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로 불리며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정부에 간섭을 줄이고, 주에 대한 

27) Reagan Library Topic Guide – President’s Private Sector Survey on Cost Control(Grace 

Commission) https://www.reaganlibrary.gov/sites/default/files/archives/textual/topics/ppsscc. 

pdf(accessed on February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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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감축하였고(강용기, 2001), 반면에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하게 되

었다(이종수 외, 2008: 123). 즉, 기존의 1980년대까지 우선적 연방주의(Cooptive 

Federalism)를 통해 확대되던 연방의 권력을 다시 주로 환원하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와 연계된다(함성득, 2002: 60). 결국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지출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강용기, 2001). 

(3) 신공공관리론 이후 행정(학): 시장, 정부에서 공동체의 강조와 미국의 고립주의로 

회귀

신공공관리론 이후의 정부는 능률성을 기반으로 하고, 클린턴(Clinton, 임기: 1993년

-2001년) 정부는 1990년대 미국의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에 따라 정부업무 추진을 전략적으로 하고 관리에 책임성을 확보하였다(노화

준, 2018: 156).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를 시행하여 부통령 고어(Gore)

를 임명하고, 국가업적재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발족시켰다(함성득, 

2002: 222). 정부재창조와 국가업적재평가팀은 기존의 NPM을 계속 이어받는 것(유민봉, 

2015: 152)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성 강조라는 기조는 계속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정치와 행정을 다시 분리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간섭을 줄임

으로 과거의 정부의 시장 간섭을 줄여 기존 미국 행정의 철학적 기반으로 회귀하지만, 

그 성격은 변화하여 사회문제를 지시하고 해결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로 변화한다. 

행정의 기본 근간인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경제성(economy), 사

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측면(Frederickson, 1997: 52)에서 볼 때, 신공공관리론의 철

학적인 효율성(Frederickson et al., 2012: 116)이라는 것은 기존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

리주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계속되

면서, 정권과 대통령에 따라 수정되고 있다. 이후 행정학은 뉴거버넌스, 전자정부 공공

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후기신공공관리론(Post-NPM), 신공공서비스

(New Public Service)등을 발전시킨다. 그 외에도, 대공황에서 보인 시장실패, 오일쇼크

를 통한 정부실패에서 시장과 정부의 논리에 한계를 보이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을 행정학에 접목시킨 제도경제학을 연구

하여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김형곤, 2010). 한편 미국은 과거 

1823년 먼로 독트린의 고립주의를 깨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이후, 다시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으로 고립주의로 회귀하였다가 다시 걸프전 참전 등으로 고립과 개입

을 오가더니(백광엽, 2018) 트럼프 대통령(Trump, 임기: 2017년-2021년) 이후 다시 고



98 ｢행정논총｣ 제58권 제4호

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Biden, 임기: 2021년- ) 이후 이러한 기조의 변

화가 예상되나 이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Ⅳ.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행정(학) 역사를 현대 행정학을 발전시키고 한국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역사

적 흐름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미국 초기 정치행정일

원론적 관점이 1883년 실적제의 등장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적 관점으로 바뀌었다. 하지

만 1929년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을 통해 다시 신정치행정일원론적 관점으로 되었고, 

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신정치행정이원론으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중앙과 지

방정부의 관점에서는 작은 국가의 전통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개입을 하지 않

은 이원적 연방주의를 유지하다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어 협력

적 연방주의와 우선적 연방주의로 진행되다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에 권한을 주는 신연방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미국 역사에서 실적제

의 등장, 대공황, 그리고 오일쇼크는 행정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할 수 있다(표 2 

참고). 그리고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행정학 교육에서의 공백을 살펴보고 그 공백을 메

울 수 있었다. 

 

<표 2> 미국 행정(학) 주요 사건과 이론에 따른 정치/행정 및 중앙/지방 정부 관계

주요사건/이론 미국독립/성립 엽관제 남북전쟁 실적제 도금-진보시대 과학적관리론 대공황 행정국가 냉전 신행정학 정책학 비교발전행정 오일쇼크 신공공관리론

정치/행정 성립전  
/ 

미확립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이원론 신정치행정일원론 신정치행정이원론

중앙/지방 이원적 연방주의 협력적 → 우선적 연방주의 신연방주의

이렇게 행정과 행정학에서 다양한 제도와 현상, 그리고 이론의 역사적 맥락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

여, 일반 시민들에게 관직의 길을 열어주는 엽관제의 실시, 남북전쟁 이후 전후 복구 과

정을 거쳐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의 복잡화와 엽관제의 한계로 인한 실적제의 실시와 과

학적 관리법 1, 2차 세계대전과 이후 1960년대 전후의 혼란을 겪으며 국가의 크기는 급

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발전과정에서 나온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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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근간을 제시하였고, 행정의 발전 과정 중에 나온 비교 및 발전행정론은 우리나라

에 영향을 미쳐 한국 행정과 행정학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그 과정 중에 나온 

미국 행정학의 행정 제도와 이론들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결코 미미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무원 제도발전, 급속한 경제성장과 빈부격차와 냉전 등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다문화적 사회, 식민지배와 독

립, 노예문제로부터 인종 갈등의 지속,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방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 남북 지역 간 갈등과 전쟁 속에서 정부의 팽창, 그리고 도시화, 빈부격차, 반공주

의 등 미국이 겪었던 역사와 문화는 다르지만 유사한 문제들을 현재 우리사회도 직면해 

있다.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점도 많아 미국의 이들의 행정이론과 생성배경을 이해

하고 제도를 들여올 때 주의해야 한다. 반국가주의 전통의 약한 중앙정부에 기반한 미국

의 도금시대 민간 중심의 전후 복구와 발전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익숙한 우리가 6.25전

쟁 이후 정부중심으로 복구와 발전했던 것과는 다른 전후 복구과정을 보여주어, 한미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 미국은 밴더빌트 등의 철

도, 록펠러의 석유, 카네기의 철강 등의 민간 기업가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철도청, 석유공사, 포항제철과 같은 국가주도의 기업중심으로 복구 및 발전해왔다. 또한, 

미국은 기독교 중심의 반국가주의적인 나라이지만 한국은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국가주의(statist)적인 나라이다(박종민, 2012: 143). 미국은 민주주의가 관료제보다 앞서

서 발전했고, 산업화가 행정국가의 형성보다 앞섰으며, 시장과 시민사회가 정부보다 우

선시되었지만(박종민, 2012: 143), 한국은 관료제가 민주주의보다 선행되고, 행정국가가 

산업화보다 먼저 일어났으며, 정부가 시장 및 시민사회보다 우선되었다(박종민, 2012: 

143). 미국은 정치학에서 행정학이 학문적 독립을 위해 정치, 행정을 구분하며 시작되었

고, 한국의 행정학은 법학에서 출발하였으나 미국 행정학을 도입하면서 점차 탈 법학화

가 이루어졌다(박종민, 2012: 144). 미국은 발전단계에서 대륙에 하나의 단일국가를 형

성하고, 한국에 비해 지방중심적, 시장중심적이며,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외국의 진

출이 제한된 가운데 내수 시장이 충분하여 국내 발전에 전념(이구한, 2003: 288)할 수 

있었고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하여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작은 반도에 위치한 분단된 

국가이며, 지방자치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짧은 중앙집권적 국가로, 인구감소로 내수시

장이 위축될 위험에 이르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발판으로, 그동안의 행정학의 주요 제도와 이론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행정과 행정학의 발달과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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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의 발전을 고민하고, 상충되는 가치를 다루는 행정과 행정학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

하며 앞으로의 행정학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많은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 초안에 구체적인 서술이 쓰여졌음에도 인디언과의 

갈등, 영토확장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요약되고 삭제된 아쉬운 점은 지울 수 

없다. 미국 행정학이 한국 행정학의 주를 이룬다 해도 미국 행정역사만을 보았다는 한계

는 차후 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행정(학) 역사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행정(학)의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우리 행정

(학)의 토착화 및 한국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물론 외국에 우리의 제도를 이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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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anding History and Filling the Gap in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Ki Woong Cho

Although many scholars and students have studied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earch 

topic or academic subject, many misconstrue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theories as rote 

learning because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has overlooked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context, described it inconsistently, or list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chronologically. 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like a “story” would help students and even scholars understand it 

better and more thoroughly. This study considers overlooked eras, including the Gilded Age 

and the Progressive Era, and addresses the limited knowledge of the approximately 60 years 

between the Spoils System and the origin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pands the history of public administration up to the beginning of the US to 

discuss the emergence of public administration’s foundations considering the emerging 

innovative Spoils System and its decadence; industrial development; creation and 

dismantling of trusts (as monopo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orthodox public 

administration with Scientific Management, Human Relations, and Principle Theory. After 

the Great Depressio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confronted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turbulence, followed by social 

movements; the emergence of Public Policy and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rise and fall 

of 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during the Cold War. After the Oil 

Shock, emphasizing and modifying New Public Management and others were described in 

this paper. This information could help scholars evaluate cultural differences, specifically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to help adjus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Keywords: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Gilded Age, 

Progressive Era, Custom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