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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의는 합리성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합리성의 추구에서 모순이 

제기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어렵다. 모순은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된다. 관심의 

시간적 차원(장기적 관심과 단기적 관심)과 공간적 차원(대내적 관심과 대외적 

관심)의 결합에서 합리성 논의는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하여야 하는 영역인 경제적 체계, 정치적 체계, 윤리적 체계, 그리고 종교

적(또는 문화적) 체계에서 제시하는 정당성들 간에도 역시 모순을 피하기 어렵

다. 이들은 하나의 정책에 대해 합리성을 구할 때에 제기되는 모순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정책들 간의 관계에서 합리성을 찾으면, 모순적 관계는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정책의 합리성 논의에서 모순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파괴적 귀결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정책논의에서 모순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모순적 상황에서 건설적 가치를 

건지려는 노력과 과정을 “모순의 관리”라고 한다면, 모순의 관리 양상으로 이 

글에서는 모순의 허용, 부분적 실패의 허용, 정책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활용, 
진화적 합리성 개념의 활용, 역사의 중요성 등을 예시하고 있다. 끝으로 모순

의 관리에는 “약한 관리자”의 출현이 더 적합하다고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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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책은 인위적으로 사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을 배제하고 정책학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합리성 논의는 인간이 원하면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

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합리성 확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H. Simon의 한정적 합리성 이론도 합리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

다.1) Jon Elster와 같은 학자는 합리성의 대척지로서 인간 감성(emotion)의 효용

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감성이기 때문에 합리성의 한계를 지

적하지만, 인간의 합리성 확보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2) 
이 글에서는 합리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지만,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의 정책문제는 하나의 합리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합

리성이 서로 모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만일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의 합리성이 나타나고, 불가피하게 그들의 관계가 서로 모순적이

면, 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식이 없이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해진다.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이라면, 정책학의 논의는 지속할 수 있는가? 합리적 선택

이 불가능하면서도 합리적 선택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

가 할 수 있는 방도는 모순적 상황을 관리하여 건설적 귀결을 유도하는 일이런

지 모른다. 합리성을 논리 일관성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귀결을 얻는 

노력에 강조를 둔다면, 모순의 관리를 또 다른 형태의 합리성으로 개념화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위의 질문은 거대담론으로 정책학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이전단계로서 정책적 선택상황에서 건설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논의를 밝히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의 정책논의에서 합

리성을 어떻게 탐구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그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합리성 탐

구에서 모순의 불가피성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합리성의 모순적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해서 모순이 관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모순의 관리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에서 제시된 것들을 채집하여 대표적 발상으

1) 그의 한정적 합리성 이론에 대해서는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Cambridge, MA: 
MIT Press. 1982)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이 논의에 대해서는 그의 많은 문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문헌으로는 Jon 
Elster의 Alchemies of the Mind: Rationality and the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9);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Sour Grapes: Studies in the Subversion of Ra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Ulysses and the Sirens (1979, rev. ed. 1984); 그리고 

Ulysses Unbound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0) 등이 있다.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 3

로 소개하는 것이다. 주로 정책선택의 문제를 자연선택의 진화론과 결합하여 진

화적 합리성의 실마리를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Ⅱ. 기존 정책학의 논의 구조 

정책에 대한 논의의 수많은 갈래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다. 그 중에서 정책학의 논의는 주로 정책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시도에 모

아져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합리성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이 서로 

개념을 달리하기도 하고, 분류를 다양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수렴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함에도 개략적으로 합리성은 ‘더 현명한’ 또는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개념들이 합리성을 대신하여 쓰이기도 하였다. 
합리성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도전은 H. Simon의 한

정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새삼 H. Simon
의 이론을 소개할 의사는 없다. 그의 이론도 합리성 가정을 버린 것은 아니다. 
다만 완전 합리성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인간이 합리적 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 가능성이 없다는 가정 위에서 정책을 논의한 이론을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필자의 과문일지 모른다.3)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학의 논의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학의 논의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정책(focal policy), 대체로 

하나의 정책의 합리성만을 다룬다. 극히 예외적으로 두세 가지 정책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들이 마치 한 정책인 것처럼 다

룬다. 즉 다른 수많은 정책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논의를 전개한다. 사
실상 한 나라에서 다루는 정책은 수천수만 가지이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

다. 서로 거의 독립적일지라도, 단기적으로 자원배분에서 파이 나누기의 경쟁관

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지금까지의 정책학 논의에서 합리

성은 특정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것이었다. 국가정책 전체의 합리성은 거의 논

의에서 빠져 있었다. 

3) 합리적 결정에서 기준의 선택이 무한 회귀(infinite regress)에 빠질 수 있다는 

Collingridge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그의 주장도 그래서 기준의 제시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합
리적 선택의 불가능성을 주창하고 있지 않다. Collingridge, David. Critical Decision 
Making: A New Theory of Social Choice (London: Frances Pinter Pub. 1982). 특히 Ch.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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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 또는 개별 정책의 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논의를 연장하여 보자. 한 

국가에서 수천수만 개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별 정책의 합리성이 개선된다

면,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의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자론적 또는 

환원론적 입장이 도사리고 있다. 보통 개별 전투에서 이기면 전쟁에 승리할 것

이라는 도식이 깔려있다. 즉 부분 합리성의 합이 전체합리성이 될 것이라는 추

론이다. 한 부분의 합리성은 다른 부분의 불합리성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고도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책논의의 추론에서 제외하고 있다4).
둘째, 특정 정책의 합리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책학의 논의는 대체로 정책에 

대한 단기적이고 대내적인 관심에만 집중하여 왔다. 어떤 문제 또는 정책에 대

한 관심은 공간적으로 체제의 대내적 관심과 대외적 관심으로 나눌 수 있고, 시
간적으로 단기적 관심과 장기적 관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차원을 결합하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관심의 세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세계의 합리

성 또는 더 좋은 상태에 대한 이미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책관심의 네 가지 서로 다른 세계 

심의 공간  차원

심의 

시간  차원

내  심 외  심

단기  심 생산성의 세계 감응성의 세계 

장기  심 통합성의 세계 정통성의 세계 

출처: 김 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p.233

네 가지 서로 다른 세계는 취사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장(field)이다5).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한다고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

금까지의 합리성 논의에서는 마치 다른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생산성의 세계만 

있는 것처럼 다루어 왔다. 통합성의 세계나 감응성의 세계를 다루더라도,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었다. 다른 세계의 합리성과 상충하거나 모순

4) 이 사실의 함축의미는 또 다른 기회에 상당히 길게 논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마치 그 함축의미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5) 물리학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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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은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

럼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단기적인 합리성에만 관심을 두면서 장기적인 합리

성은 무시하였고, 부분의 합리성에는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의 합리성은 초점 밖

에 두었다.6)

끝으로 지금까지의 정책학 논의는 정책 간의 상호작용망을 보지 않았다. 그
렇기 때문에 통제가능한 부분과 통제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다. 원래 

정책의 합리성이란 인위적으로 합목적적 결실을 얻으려는 노력에 대한 특성이

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노력이어야 한다.7) 통제가능하지 않다면, 자연발생적 소

산이기 때문에 합리성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책들을 네트워크의 

망으로 본다면, 어떤 정책은 다른 정책의 투입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정책의 결실이 여타정책의 결실과 결합하여서만 유의미한 정책

적 산출로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 네트워크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다
른 정책의 영향은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

든 정책을 통제대상으로 보아서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책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면, 다른 정

책의 영향을 감안하면서, 통제 가능한 인위적 노력의 한계적 효과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책학 논의에서는 다른 정책의 영향을 거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제가능하지 못한 대상을 통제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설계오차로서 정책 실

패를 자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통제노력은 국가적으로 낭비적 노

력을 키울 뿐이다. 새로운 정책이 기존 정책의 수정을 통하여 합리성을 얻으려 

한다면, 자신의 꽁지를 먹어서 배불리려는 우를 낳는 것과 같다. 어느 정책도 

다른 정책과 무관하게 우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정책과의 

연관성을 보지 않는다면,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에서 수많은 통제 불가능한 

부분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과 같이 정책들 사이

에 상호의존성이 크고 복잡성이 증대하는 현실세계에서 정책 네트워크를 감안

6) 집합론의 이율배반처럼 부분의 합리성으로 전체의 합리성을 도출하지 못한다. 즉 대부

분의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집합이 아니다. 철자와 낱말과의 관계나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에서처럼, 부분의 진리에서 저절로 전체의 진리를 얻어내지 못

한다. 이런 논의는 소위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에서 충실히 지적되었다고 한다. 이
런 논의에 대해서는Hofstadter, Douglas R., Gṏ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 (New York: Basic gooks. 1979) 한글번역본은 박여성 역. 괴델, 에셔, 바흐: 영원

한 황금 노끈 (서울: 까치. 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7) 합리적 결정에서 통제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Wildavsky, Speaking Truth to Power 
(Boston: Little, Brown &Co. 1979)에서 잘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오래된 저술 

Budgeting: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es (Boston: Little, Brown, & Co. 
1975)에서도 좋은 논의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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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특정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부터 거의 독립적이거나 

거의 분해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면, 정책합리성에서 비현실적이거나 부적절

한 추론과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 것이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추론에 따른 합리

성은 정책의 실패, 나아가서 정책의 파국을 조장하는 이론을 양산할 것이다. 

Ⅲ. 정책상황에서 모순의 불가피성

우리가 정책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삼더라도, 정책선택에서 충실한 합리성

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H. Simon의 한정적 합리

성(bounded rationality)이론은 합리성이 완전하지 못할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이 정책합리성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개별 정책의 특성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합리성 추구는 자칫 모

순적인 행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나의 정책에는 하나의 합리성이 도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합리성이 발견된다. 그들은 서로 상충적이거나 상

쇄적이지만, 공동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최적의 화합을 추리해 낼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러한 사례를 아래에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8) 이들은 정책의 합리성 

논의에서 제시되는 모순적 상황을  망라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중요한 

몇 가지만 예시하는 것이다. 

1. 존재론적 시공의 세계와 네 가지 서로 다른 합리성의 근거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정책관심의 네 가지 서로 다른 세계는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을 결합하였을 때에 도출되는 생활세계의 영역이다. 각각을 편의적

으로 생산성의 세계, 통합성의 세계, 감응성의 세계, 그리고 정통성의 세계로 분

류하였다.9) 어떤 정책 판단에서도 네 가지 서로 다른 세계는 공존한다. 우리가 

8) 정책에서 모순의 불가피성은 학문간의 서로 모순적인 이론의 존재에서도 찾을 수 있

다. 이점에 대해서는 Keyfitz, Nathan. "Inter-disciplinary Contradictions and the Influence 
of Science on Policy," Policy Science 1995 (28). pp.21-38 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Brunsson, Nils (2002) The Organization of Hypocrisy: Talk, Decisions and Actions in 
Organizations (Abstrakt, Liber: Copenhagen Business School Press)은 조직에 관념체계와 

행동체계가 양립하며, 양자는 종종 불일치가 일어나고, 따라서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

는 점을 지적한다. 이 모순적 상황에 대한 조직의 대응으로서 위선(hypocrisy)을 활용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서 모순의 불가피성의 주장이나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위선의 허용이 나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모순불가피성의 

근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책의 존재를 나에게 알려준 서울대 임도빈 교수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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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계는 보고 다른 세계는 무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지 않은 다른 세계

의 관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판단은 네 가지 세계를 함께 고

려해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관심을 다른 관심보다 더 중시할 수 있

을 것이나, 그것은 상황을 보는 사람의 맥락읽기에 따른 것이다. 객관적으로 관

심의 경중을  결정할 표준은 어떠한 근거로도 찾기 어렵다. 
각각의 세계는 관심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의 기초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생산성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목표를 최적으로 성취할 대안과 조

건을 찾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약조건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정통성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이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목표의 변화를 상정한다. 목
표의 변화가 없더라도, 여건의 변화는 기술과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대외적 장기적 관심은 

기존 목표의 존재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표의 표현은 그대로

이더라도 그 의미 내용에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내적 입장과 대

외적 입장, 단기적 관심과 장기적 관심은 판단의 근거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 줄 

것이다. 
따라서 네 가지 세계를 결합하려면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모순

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경험적 또는 실증적으로 피하기 어려

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의 문제를 기존 이론에서는 

보통 다중 기준(multiple criteria)의 문제로 다루었다. 그렇더라도 여러 기준들 간

에 공통분모가 없다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합리성을 구할 수 없다. 즉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행여 적절한 이론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적절성은 다시 합리적 기준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

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기준의 선정은 논리적으로 무한회귀

(infinite regress)에 빠질 수밖에 없다.10) 기준들 간의 모순과 비정합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도 합리적 결정 이론 속에서는 찾기 어렵다. 우리가 현실적

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은 결정에 편의적인 탐지적 도구(heuristic devices) 
이상일 수 없다. 

2. 행동의 정당성 영역의 네 가지 체계

Richard Münch는 행동의 상징적 복잡성(symbolic complexity)과 행동의 상황의

존성(contingency)이라는 두 국면을 결합하여 행동의 정당성 영역을 네 가지로 

9) 이들 네 가지 세계에 대한 정의와 특성은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91) p.233 참조

10) 이 논의에 대해서는 Collingridge(1982)의 논의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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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11) 이것은 T. Parsons의 사회체계이론을 원용한 논의로서, 그의 

의도는 미시적 행동과 거시적 구조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 체계들은 행동선택의 정당성에 대한 체계적 기초를 제공한다. 
Parsons의 사회체계이론이 암시하듯이, 그들은 경제체계, 정치체계, 윤리체계, 그
리고 종교체계(또는 문화체계)로 나눌 수 있다.12)  각 체계의 행동선택의 정당

성은 서로 다른 전제와 추론법칙을 활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정

치적 정당성은 경제적 정당성, 윤리적 정당성, 종교적 정당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모순적인 정당성이 제시된다. 

인간 행위의 영역들

大 (G) 목표

<정치체제>

지향성

수단

<경제체제> 

응성

(A)

상징  

복잡성 규범

<윤리체계>

구조성

 거틀

<종교체계>

정체성

(I) (L)

행 의 상황의존성 大

         출처: Münch, Richard (1987). Fig. 14.1.의 수정

11) 그의 "The Interpenetration of Microinteraction and Macrostructures in a Complex and 
Contingent Institutional Order" in Jeffrey, C. Alexander, Bernhard Giesen, Richard Münch 
and Neil J. Smelser (eds.) The Mcro-Macro Link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pp. 
319-336 참조

12) 이들을 Parson 식으로 말한다면, 방향성(목표) 체계, 적응성(수단) 체계, 구조성 또는 

통합성(규범) 체계, 그리고 정체성(준거틀) 체계로 나누어진다. 방향성은 욕구적 정향, 
과업수행역량, 권력과 권위 등과 관련이 있다. 적응성은 학습과정, 지력, 교환, 유인

(돈)과 연관되고 있다. 통합성은 몰입, 공동체, 감성적 소속감, 생활세계 등에 관한 논

의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자기주장의 제시, 의견소통, 상황정의, 상징의 제시와 연결

된다. 이들을 좀 더 친근한 국면으로 설명한다면, 상징적 복잡성이 크면 미시적 상호

작용을 지칭하고, 그것이 감소하면 거시적 구조를 표상한다. 그리고 상황의존성(또는 

우발성)이 감소하면 유기체적 조건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존성이 증가하면 물리화학

적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결합시킬 때, ‘거시적 구조가 미시적 

행동(또는 상호작용)을 결정한다’는 명제와 ‘거시적 구조는 미시적 행동에서 형성(재
형성 또는 변화)된다’는 명제는 상호침투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
컨대 종교적 정당성이 정치적 정당성을 수정할 수 있고, 경제적 정당성이 윤리적 정

당성을 재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 9

D. Stone에 의하면 경제의 정당성은 귀결성의 논리(a logic of consequentiality)
를 따르고, 정치의 정당성은 적절성의 논리(a logic of appropriateness)에 의존한

다.13) 경제적 계산은 물리적 법칙을 받아들여 자원의 한정성과 소모성을 가정한

다. 이용가능한 자원은 일정하며, 소비되는 만큼 감소한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활용하려면,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협동이나 지지

와 같은 정치적 자원은 사용할수록 더 큰 지지와 협동을 얻게 되는  역설이 작

용한다.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일은 공동선, 공정성, 정의와 같은 정통성의 계산

법에 의존한다14).
윤리체계에서는 규범의 세계를 인정하고 의무 공동체를 상정한다.15) 그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의 세계에서는 규범의 준수가 행동선택의 귀결보다 더 우선적 가치를 지닌

다. 윤리적 규범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16) 그러나 그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경험에 따라 진화

하고 있다. 윤리체계의 정당성은 개인적 선호나 이익에 따라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무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크기로 응답할 수 있다. 어느 정책이 비윤리

적이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종교(또는 문화)체계는 집단 또는 사회의 정체성 또는 준거기준에 관한 것이

다. 행동선택의 종국적 가정의 차이가 인간 집단의 고유한 자아를 확인시킨

다.17) 예컨대,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배아복제가 가능하고 인간복제도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이다. 대체로 

기독교 문화가 우세를 이루고 있는 서구제국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사용한계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다른 준거기준의 문화권에서는 아직 생명공학 기술이 충

분히 발전하지 못했지만, 생명복제의 범위는 점점 넓혀지고 있다18). 이슬람 세

13) 그의 Policy Paradox and Political Reas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1988) 
참조.

14)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pp.229-231 참조.

15) 윤리의 세계는 의무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Abraham Kaplan, “Moral 
Responsibilities and Political Realities" Policy Sciences 1982 (14) pp.205-223 참조. 

16) 이런 주장은 위에서 인용한 Münch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17) Ellis, M., R. Thompson, and Aaron Wildavsky. Cutural Theory, 특히, Ch. 5. "Instability 
of the Parts, Coherence of the Whole" (Boulder: Westview Press. 1990)에서 준거기준의 

차이가 인간집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그들은 문화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리고 문화

의 유형들은 하나의 편견의 덩어리이지만, 상호공존으로서 오히려 문화적 편견이 지

속될 수 있는 역설적 관계 속에서 존립한다는 점을 그들은 설파하고 있다. 

18) 최근 한국에서는 개의 복제에 성공하였고, 이것은 인간 복제의 기술에 접근했음을 암

시하는 것이라는 공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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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동성연애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동성연애와 

같은 성적 선호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점점 더 허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

한 영역의 행동선택의 정당성은 준거기준의 차이로만 근거를 밝힐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경제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 윤리적 정당성, 종교적 

정당성 중의 어느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데 각각의 정당성 간에는 모순이 

나타난다. 네 가지 체계의 정당성들은 정합성을 띠기보다 상충성을 보일 가능성

이 더 크다. 왜냐하면 그 정당성을 구하는 추론적 전제와 위상적(topological) 존
재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네 가지 정당성들 간에 모순이 나타나는 일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정책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충성과 경쟁성

지금까지는 기존의 합리성 이론처럼 하나의 정책을 상정하면서 검토하여도 

모순의 불가피성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 선택해야 하는 세계는 하나의 조직에서 하나의 정책만 존재하는 것처럼 가

정한다면 큰 낭패를 낳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정책이 인위적 노력이고 합리적 시도라면 성공적 추진을 희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패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사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물
론 인간의 다양한 선택 중에서 의도적인 실패가 없지 않을 것이지만, 공공적이

고 집합적인 노력을 의식적으로 실패로 이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정책목표의 성취가 바로 정책성공으로 치환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목표를 

성취하고도 실패하는 정책이 있고, 반대로 목표성취에 실패하고도 정책은 성공

적인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정책목표와 정책성패가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

는 정책이 다른 정책과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책이 아무리 목표를 잘 

성취했을지라도 국가정책 전체에 해로운 영향으로 작용했다면, 그것을 성공적이

라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책을 평가할 때에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서는 부분의 논리로 전체를 파악하려는 모순에 이르기 쉽다. 

정책 간의 관계의 다양성

정      합     성

상호의존성

높음 낮음

높음 상보  상충  

낮음 자율  경쟁    

 출처: 송하진․김 평, 정책성공과실패의 법.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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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 간의 관계에서 그 상호의존성과 정합성의 차원을 결합하면 네 가지 

서로 다른 정책 간의 관계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정책들 간에 정합성이 높으

면서 상호의존성이 높으면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일 것이다. 상보적이라 함은 

정책 A의 성공과 정책 B의 성공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이다. 상호간에 

이익을 주는 관계이다. 그러나 정합성은 높으나 상호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는 서

로 영향을 주고받을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정책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이 높고 정합성이 낮은 상충적 관계에서 한 

정책 A의 성공이 다른 정책 B의 실패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정책과 환경

정책의 관계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합성이 낮으면서 상

호의존성도 낮은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zero-sum)과 같은 경쟁관계에 놓일 것이

다.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책도 다른 정책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추진된다. 그들은 “상보적”

이기보다 “경쟁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는 파이 나눠먹기인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상충적”은 아니라도 “경쟁적”
이기만 하여도 정책 간에는 갈등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모순적인 

관계가 배태되어 있다. 여기에 정치적 논리를 동원하자면 거의 필연적으로 “적
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것이다. 정책들 간의 경쟁관계는 모순을 배태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모순관계가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산업단지 정책과 농

공단지 정책은 얼른 보기에 경쟁적 관계이다. 그러나 산업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에 집중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산업시설은 많지 않게 되어, 농공단지정책이 실

패할 가능성은 높인다19). 경쟁관계가 상충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

하고 있다. 
상충적 관계는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적 빈곤층의 생

활을 압박한다.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분배정책과 상충관계에 놓

일 수밖에 없다.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에
너지 절약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간의 관계, 특히 정책간의 

모순관계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 정책의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정책실패로 귀착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책들 간의 관계를 정태적으로만 검토하여도 이와 같이 다양한 모순관계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실제세계에서는 개별정책도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

다. 효과가 나타나면서 목표가 변화되기도 하고, 다른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새

롭게 정의되기도 하며, 집권세력이 변화하면서 기준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

19) 이 관계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저술로 송하진․김영평.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서울: 나남출판.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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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의 정책논의에서 정책합리성은 시간의 개념을 거의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거의 언제나 비가역적이고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이
다.20) 시간의 진행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합

리적 선택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다. 정책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동

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책간의 중요성이나 국가적 의미에 변

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성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21). 물론 정책 상호간이

나 개별정책의 전후관계에 모순이 얼마든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무질서와 혼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Ⅳ. 모순의 관리의 여러 가지 형태

정책 논의에서 모순은 거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모순의 출처도 다양

하고, 모순의 양상도 변화무쌍하다. 모순의 세계는 불일치와 혼돈, 갈등과 당황, 
투쟁과 무원칙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러한 모

순적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배제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책학의 논의에서도 모순을 제거하

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한 토론을 합리성을 갖춘 주장으로 인정하였다.22) 

20) 최근 복잡계 이론이나 신진화 이론에서는 창발성(emergence)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들의 출현은 초기조건의 차이와 경로의존성에 따라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이론은 근년에 미국 Santa Fe Institute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런 논의에 대해서는 Johnson, Steven, Emergence (Simon&Schuster. 2001). 김한영 역. 미
래와 진화의 열쇠 이머전스 (서울: 김영사.2004); Kauffman, Stuart. At Home in the 
Universe: The Search for Laws of Self-Organization and Complexity. (Brockman, Inc., 
1995). 국형태 역. 혼돈의 가장자리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2); Prigogine, Ilya and 
Isabelle  Stengers,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s with Nature (New York: 
Bantam Books. 1984); Waldrop, M. Mitchel. Complexit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Lewin, Roger. Complexity: Life at the Edge of Chaos (New York: Macmillan 
Pub.1992); Bonner, John Tyler. The Evolution of Complexity;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8); Stacey, Ralph D. Complexity and 
Creativity in Organization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 1996); Kiel, L. Douglas. 
Managing Chaos and Complexity in Government: A New Paradigm for Managing Change,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Renewal (San Francisco: Jossey-Bass Pub. 1994); Gleick, 
James. Chaos: Making a New Science ( New York: Penguin Books. 1987); Dyson, 
George B., Darwin among the Machines: The Evolution of Global Intelligence (Reading, 
MA: Perseus Books.1997) 등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저술로는 Baumgartner, Frank R. 
and Bryan D. Jones (eds.), Policy Dynamics. (Univ. of Chicago Press,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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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나 정책의 논의나 추진과정에서 모순적 상황

은 극복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정책의 실패나 재앙

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모순은 극복의 대상

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23) 모순적 상황에서 건설적 가치를 건지려는 노력의 

과정을 모순의 관리라고 한다면(김영평, 1991: 245), 모순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

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체로서 정책의 실패를 방어하고 정책의 성공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순의 관리는 균형이론에서처럼 최적화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모순적 세

계의 특성 때문에 최적화를 찾기도 어렵지만, 공통분모를 구할 수 없는 상반적 

세계의 공존 때문에 최적화를 구할 수 있더라도, 다중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예컨대, 경제적 의미에서 최적인 것과 정치적 의미에서 최적인 것, 윤리체계

의 최적화와 종교체계의 최적화가 서로 일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

정 정책에서 사전적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특성도 변

질되면, 관심들 간의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역사적, 문화적, 도덕적, 종
교적 맥락이 변모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순적 관심들 간의 조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적화합의 공식(a formula for the optimal harmony among diverse 
policy concerns)을 사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변화하

는 다양한 관심과 사업특성과 정책맥락의 거의 무한대의 조합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 공식을 얻어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김영평, 1991: 242)
이런 의미에서 모순의 관리는 사후적으로 심미적 감각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김영평, 1991: 242). 여기서 ‘사후적(a posteriori)’이라 함은 미리 마련

되어 있는 기준이 없이 판단한다는 뜻이지, 미래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전적(a priori)’이 아니라는 것은 최적화와 균형을 발견할 수 있는 공식이 미

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사후적으로 시공적 관심의 세계들 간에 강

조를 달리하고 정당성 체계에 대한 비중과 선후를 찾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이 아니다. 모순적 관심들 간의 관계의 적절성은 개별사업의 과업환경, 인과구

조, 정책담당자의 능력특성, 지배연합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네트워

크 속에서 특정 정책의 위상을 포함하여 장․단기적 맥락에 따라 판단할 수 있

다. 모순의 관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맥락에 따라 재조정하야야 하기 

22) 이러한 주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저술로는 Hoos, Ida R., Systems Analysis in 
Public Policy: A Critiqu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을 들 수 있다. 

23) 여기서 관리의 개념은 Landau, Martin and Russell Stout, Jr., "To Manage is not to 
Control: On the Folly of Type II erro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9 Mar/Apr 
(31) pp.148-156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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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전적으로 설정된 기준이 쓰일 여지가 거의 없다. 
모순적 상황에서 건설적 가치를 건지려는 노력의 양상에는 여러 가지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논자들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전하고 있다.24) 여기

에 제시하는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모순의 관리를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정

교한 방법들이 미래에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모순의 관리에 대

한 학문적 관심이 깊지 않아서 문헌적인 축적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렵다. 독자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형적인 모순의 관리 양상을 예시하고자 한다. 

1, 모순의 허용

모순의 관리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는 모순의 허용이다.25) 정책에 대한 다양

한 서로 다른 관심은 시각의 차이를 낳고, 시각의 대립은 갈등적 상황을 초래한

다. 특정 정책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사회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서로 다른 옹호

적 세력에 분담된다. 예컨대, 생산성에 관심을 둔 단위는 대체로 조직의 집행단

위에서 담당하는 반면, 정통성에 대한 관심은 보통  조직의 최상층부나 연구개

발을 담당하는 단위에서 관장한다. 감응성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외부의 요구를 

처리하는 섭외부서에서 관장한다. 
생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 분석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계획을 수립할 것이

나, 감응성을 위해서는 계획의 비효능성이 주창되고 권력의 다극화와 경쟁을 바

탕으로 판단한다. 감응성을 위해 생산성을 희생할 수 없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정책 전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대립적인 모순적 주장과 판단이 허

용되어야 한다.26) 
통합성을 위해서 한편으로 공동선과 공동기준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구체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부권이 여러 활동

24) 모순적 상황에서 건설적 가치를 건지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저술로는 

Jantsch, Erich. The Self-Organizing Universe: Scientific and Human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Paradigm of Evolution. (Oxford: Pergamon Press. 1980)을 대표적으로 예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주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저술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주

장을 읽을 수 있다. 

25) 모순의 허용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김영평(1991) 제9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26) Ellis, Thompson, and Wildavsky(1990)는 특히, Ch. 5. "Instability of the Parts, Coherence 
of the Whole"에서 서로 다른 문화유형이 자신의 문화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은 존재를 인정하고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우리의 시공적 관심

의 세계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각 관심의 세계가 편향적으로 대

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편향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포용해야만 자신의 결함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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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 분산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통합성만을 위해서도 모순적 활동양상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통합성과 생산성 또는 감응성 사이에도 모순적 활동의 정당

성을 인정해야 한다. 
모순의 허용은 정책의 집행이나 또는 조직의 혁신에서도 필요하다. 정책을 

순조롭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주관

부서의 도식적․관료적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에 대한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

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해서

는 신축적이고 실험적인 새로운 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는 조직에 

불안정성을 유입시킬 수밖에 없다.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불안정적 요소를 도

입해야 한다. 그렇지만 불안정성이 조직의 교란으로 흐르지 않도록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순의 허용도 관리의 대상이 

된다. 
정책의 집행에서는 전문 영역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

해서는 전담부서의 자율적 판단과 독자적 판단이 허용되어야하다. 그러나 하나

의 정책이 여러 전문 활동들의 결합으로 조절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리능력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창의적 영감이 활

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교란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것의 허용

이 없이는 전문성도 창의성도 흩어져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적 창의성과 전

문성도 전체적으로 정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문성과 창의성도 일정한 범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분권화가 유리하지만 다양한 전문성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서는 집권화를 배제할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교란적 활동이 허용되면서도 그 활동들이 전체로

서 어울리고 화합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정성과 불안정성, 교란

과 정돈이 동시에 그리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용하는 모순을 허용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조건이고 조직 혁신의 요령이다. 
모순의 허용은 모순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모순이 관리된다는 의미는 

모순적 요소들의 작용에 일정한 경계가 있고, 그 경계의 범위 안에서 작용하도

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모순을 없애려

고 하는 노력의 무용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로 모순을 적절하게 관

리하지 못하더라도, 모순이 허용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과정에서 자연선택

이 일어나듯) 모순적 상황에도 어느 정도의 건설적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아
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상기하라.) 모순적 상황이 항상 바람직한 

건설적 효과로 귀착되지 않겠지만, 모순을 없애려는 노력의 파괴성에 비하면 모

순의 허용이 훨씬 나은 전략으로 귀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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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적 실패의 허용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하라. 이 말은 분명 모순어법이다. 색즉시공 공

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이것은 불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현명의 근원이다27). 
이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모순어법이다. 그러나 거기에 예지의 뿌리가 있

다.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Tṻring에 의하면, 틀림이 없는(infallible) 기계는 

지능적(intelligent)일 수 없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지능을 얻을 

수 있다. 틀리기 쉬운(fallible) 기계여야 학습이 가능하고, 따라서 지능을 갖춘 

기계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28) 이것을 모순의 개념으로 치환하면, 모순이 

내장되어 있는 문제해결자여야 지능적이고 현명한 판단, 즉 모순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실패가 노출되어야 실패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실패가 노출되어야 성공에 유

용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패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실패를 동시다발적으로 도출

하기 위해서는 병렬적 구조가 유리하다. 부분의 실패가 있어야 전체의 생존력이 

높아진다. 실패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실험이다. 실패의 스펙트럼의 범위

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패의 허용이 

관리의 대상일 수 있다. 
실패가 성공에 더 유익한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가 노출되어야 한다29). 

실패가 숨겨지면 체제가 실패의 교훈을 학습할 기회를 상실한다. 실패가 노출되

면, 그 경험이 체제 전체에 공유되어 비슷한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지능을 얻게 

된다. 정책을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작든 크든 실패를 처벌하고 방지하

27) 이 말은 불교 경전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若波羅蜜多心經)의 시작에 나오는 

말이다. 불교의 경전과 선(禪) 수행의 대화에는 모순어법이 많이 발견된다. 모순어법

은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주장은 Philip Yancy. The Jusus I never 
Know. (Zondervan Pub. House. 1995) 이주엽 역,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요단출판사, 
1998). p.374 참조: 인용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하나님) 능력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자기 자신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

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10)”
라고 술회하고 있다. 또 예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

여 기도하라’(마 5:44)라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권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내적이고 

비억압적이며, 나약해보이기도 한다. 이 권력은 일종의 ‘포기’와 유사하다(p.99)는 설

명도 바울의 고백과 상통하고 있다.

28) 이 명제는 Dyson, George B. (1997) p. 70에서 재인용. 

29)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TIME(Apr. 28, 2008. p.55)은 The Game Changer의 저자이며 미

국 Procter & Gamble 사의 회장인 A.G. Lafley씨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혁신 전략과 

과정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중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실패가 조기에 빨

리, 그리고 값싸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So what you want to do is fail early 
and fail fast and fail cheap.)라는 주장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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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노력하면, 실패를 저지른 당사자는 그것을 없던 것처럼 만들려 할 것이고, 
실패의 기록은 사장될 것이다30). 이렇게 되면, 관리자로서는 실패의 확산을 막

을 기회를 잃게 되고, 실패의 교훈을 소실하게 된다. 실패가 노출되면, 다양한 

부분에서 그것의 의미를 되새길 것이고, 따라서 다양한 교훈이 생성 전파될 것

이다. 이 교훈들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다. 
실패가 교훈의 원천이라면, 정책의 추진에서 실패가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하

게 노출되는 체제(또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31) 조직구조로 말한다

면, 병렬적 체제가 유리하다. 병렬적 조직에서는 실패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32) 계층적 관료제 조직에서는 분권적 조직이 실패를 다양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병렬적 조직이나 분권적 조직은 근본적으로 하위 단위가 거의 독립적

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기회도 많지만, 이 구조의 조직이 정책성공

에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실패의 효과가 단위 조직에 한정되고 다른 단위로 

파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실패의 비용을 

확대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은 아니다. 실패의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실패의 교

훈은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모순의 관리이다. 
부분의 실패를 허용해야 체제 전체의 생존력을 높인다. 벌통의 벌들은 수명

이 겨우 한 달여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벌통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다. 인간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 세포의 수명도 몇 달에 불

과하다. 그러나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인간은 거의 한 세기를 살 

수 있다.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들은 실패하지만, 실패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

운 시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더 새롭고 옛날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체제가 탄

생될 수 있다. 정책의 추진에서도 부분의 실패를 허용해야 전체의 성공을 지속

할 수 있다.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패를 체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방도가 실험이

30) 이러한 논의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Landau, Martin, “On the Concept 
Of a Self-Correcting Organ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3. vol. 33, 
Nov/Dec), pp. 533-542. 참조.

31) 실패의 수가 더 많고 더 다양한 경우에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가능한 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더 분

명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2) 병렬적 조직은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허용하는 체제로도 유용하지만, 그 구조적 특성

이 가외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는 특성도 있다. 병
렬적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는 Bendor, J.B. Parallel System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를 참조하라. 그리고 가외성에 대해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Landau, Martin.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 (1969). pp.346-358 참조. 그리고 이에 대한 한글 해설

로는 김영평(1991)제8장과 백완기, 행정학(박영사)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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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 정책에서 실패를 허용하라는 것은 인위적인 실패가 아니라 자연발

생적인 실패를 부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정책실험은 인

위적으로 다양한 시도의 효과를 검토한다.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할 것을 예상하

면서도, 실패의 효과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외적인 창의적 성공의 방

법을 얻기 위해서 실험을 시도한다. 그러나 정책실험은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

에 다양한 시도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실패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정책성공을 위한 교훈을 얻기에 유

익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정책추진전략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경쟁적으로 시도

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도 중요한 모순의 관리이다. 예컨대, 복지정책을 

정부기관만 전담하기 보다는 다양한 민간 기구와 조직들이 참여하여 복지 서비

스를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정책실패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복지전달체계

를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실패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모든 형태의 실패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

다. 한마디로 책임질 수 있는 실패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무책임한 실패와 

책임질 실패를 구분하는 일이 모순의 관리이다. 책임질만한 실패란 실험적으로 

그럴듯한 가설을 내포한 개선안을 시도하였을 때를 말한다. 그것도 주의를 다하

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무책임한 실패란 정책 귀결의 낭비적 

속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독단과 독선으로 장대한 개혁을 밀어붙여 나타난 실

패와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계측하지 않고 만용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일어나는 

실패를 말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과 조심성을 견지한 시도를 말

한다.33) 성공의 확률만큼 실패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인정한 시도여야 책임질

만한 시도인 것이다. 
실패를 허용하더라도 개별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허용하는 것이지, 정책 체

제 전체 또는 국가의 실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책과 정책의 관계

를 나타내는 복잡성의 양상과 관련된다. 복잡성은 크게 하위체제의 연결성에 따

라 분해 가능한 복잡성과 분해 불가능한 복잡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전자는 

33)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Kaplan, Abraham. “Moral Responsibilities and Political Realities" 
Policy Sciences 1982 (14) pp.205-223에 상당히 분명하게 해설하고 있다.  

34) 복잡성을 분해가능한 복잡성과 분해불가능한 복잡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H. Simon의 

"The Architecture of Complexity" General Systems (1965) pp.63-76에서 처음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 논문은 뒤에 그의 저서 The Science of Artificial (Cambridge: MIT Press. 
1969)에 수록되었다. 이 개념은 여러 가지 복잡성에 대한 해설에서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Loasby, Brian. Choice, Complexity and Ignoran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6); La Porte, Todd R., Organized Social Complexity: Challenge to 
Politics and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5); Gladwell, Malcolm. The 
Tipping Point: How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New York: Little, Brown 
& Co. 200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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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정책을 거의 독자적인 단위로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한 정책의 실패가 체제 전체의 실패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분의 작은 실패가 체제의 파국적 실패로 전

환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를 허용할 수 없다. 책임의 문제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모순의 관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실패에 한정하는 것은 실패에서 건

설적 가치를 건지려는 노력으로서 모순의 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계를 제시

하는 일이다. 

3. 정책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활용 

한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의 수는 수천수만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두뇌세포인 뉴런처럼 독립되어 있으면서 동시

에 두뇌세포들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두뇌세포의 연결고리는 시냅스 한 가지 이지만35), 정책의 연결 고리는 

“시장자유의 신장을 위한 정책”과 같은 광범위한 목적의 공유나 에너지 정책이

라는 활동분야를 공유하는 방식의 비가시적 상호의존성과 산업정책과 환경정책

의 상호조절과 같은 가시적 상호의존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연결 고리, 담당자 간의 협의라는 연결고리, 좁은 의미의 공동재

원에 의존하는 연결고리, 시민들의 이념적 편향에 따라 선호가 결합되는 연결고

리 등 정책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연결고리에 따라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복

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개별적 정책들은 하나의 세포처럼 분권적으로 존재하

면서, 상호의존성에 따라 연결되면서 국가적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책이 인위적인 노력이고 일정한 합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

에, 엄격히 말하면 정책 네트워크의 연결 고리도 설계에 따라 구성된 인공물이

다. 이런 점에서 정책 네트워크는 인터넷이 인공물인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책은 법의 형식이나 정부 고시의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위적 설계의 산물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설계와 고안(design)만으

로 정책에서 야기되는 상호의존성의 복잡성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 네트워크

의 이론에 의하면, 두뇌세포나 개별 정책과 같은 기본 단위인 노드(node)들 간

에 자연스럽게 연결(link 또는 connection)이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가 그물망을 

형성한다.36) 

35) 실제로 인체의 신진대사에서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

다. 예컨대, 신진대사 네트워크, 조절기능 네트워크, 담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생화

학 네트워크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카우프만(2002), p.320 참조

36) 네트워크의 일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Barabasi, Albert-Laszlo.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바라바시 저, 강병남 김기훈 역, 링크 (서울 동아시아, 2002)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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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와 노드 간의 선호적 연결이 나타나고, 이런 연결들이 결합하여 허브

(hub)가 조성된다. 네트워크의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계속되면서 선호적 연

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연결을 가진 소수의 노드가 발견된다. 
이들을 허브라 한다. 허브의 형성은 체제 전체의 상호작용의 연결성을 줄이면

서37), 체제의 견고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허브의 존재는 네트워크의 

손상이나 병리현상의 출현에서 회복력을 높여주고, 네트워크가 전체로서 결합성

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력을 발휘하게 만든다38).
선호적 연결이란 자연발생적 관계를 전제한다. 물론 설계의 요소에 의하여 

선호적 연결이 나타날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상상하자면, 설계자의 의도대로 허브를 조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많은 연결고리와 수많은 (국민의 수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이
해와 관심의 결합에 의한 선호적 연결을 통제하여 정책 허브를 설계하려는 노

력은 거의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법으

로 정책 허브를 설계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정책 허브를 이용하

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에서 자연발생적 네트워크의 허브를 활

용하라는 주문은 분명 모순적이다.  
자연발생적 정책 허브에 정책의 개선을 맡기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지만, 모

순의 관리는 정책 허브를 허용하고 이용하여야, 정책 네트워크의 거대한 복잡성

에서 야기되는 걷잡을 수 없는 오차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 다른 정책의 

실패의 피해를 복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정책 전체로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세계의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여서, 

성장하고, 때로는 사멸하며, 집중화의 정도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듯이, 현실세계의 네트워크들은 대체로 모

든 노드를 조절하는 중앙 통제나 설계자가 존재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구조

수준에서 서술되어 있다. 행정 분야에서는 O'Toole, Jr., Laurence J. (1997)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7, No. 1, Jan/Feb, pp. 45-52.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를 동태적이고 진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저술로는 Hakansson, H. 
(1992) “Evolution Processes in Industrial Networks”, Axelsson, Björn and Geoffrey Easton 
(eds.), Industrial Newtorks: A New View of Reality, (London: Routledge), pp. 129-143 
참조. 

37) 이것은 네트워크 전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38) 허브는 지식의 전파, 기술의 확산, 혁신의 파급 등을 쉽게 이룰 수 있다. 때로는 전염

병의 확산에서도 허브가 감염되면 네트워크 전체로 파급된다. 바라바시. p.181, p.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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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이 형성되어지는 이른바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체제이다.(바라바시, 
p.352) 세포의 신진대사,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과학자 공동체 등이 중앙 통제

가 없는 좋은 사례들이다. 정책네트워크도 완전한 중앙 통제가 불가능한 체제의 

하나이다. 인터넷이나 정책 네트워크는 인공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그때그때 국지적이고 분산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바라바시, 
p.245) 새로운 정책이 노드로 추가되면, 자유롭게 링크를 연결하며, 각 정책의 

필요(선호)에 따라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결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공존하는 형

태를 보인다. 
인터넷 웹의 위상구조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의 선택

에 의해 형성된 인터넷 아키텍처를 어느 (중앙)기관의 설계에 의해 크게 변화시

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책 네트워크

도 수많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정책의 참여자로서 시민(또는 회사, 시민단체, 
정치단체 등)들의 행태와 지지와 여론 때문에 전반적 위상구조를 한 기관이나 

정권에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책적 재앙을 부를 것

이다. 아무리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정책결정자라 할지라도 정책네트워크의 위상

구조를 대체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리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별로 없을 것이

다. 모순의 관리를 위해 한편으로 정책 네트워크의 허브를 용인하고 이용하면서 

동시에 정책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의 링크를 통하여 허브가 변형되는 

것도 시도하여야 한다. 현상을 용인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순적이면

서 조화를 찾는 작업이 바로 관리의 초점이다.  

    

4. 진화의 역설과 진화적 합리성

C. Darwin에서 출발한 진화이론은 생명의 변화와 번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은 생명체에 야기되는 돌연변이(mutation)의 출현과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생명체

의 출현을 설명한다. 진화이론도 진화하고 있다39). 한 종 A의 변화는 경쟁관계

39) 진화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에서부터 일반 과학적 흥미서적까지 다양하게 출판되어 있

다. 최근 Steve Johnes 저 [Almost Like a Whale]라는 책의 번역서 제목이 [진화하는 

진화론]인 점은 상당한 시사를 던지고 있다. 사실 진화이론도 상당히 변화를 거듭하

고 있거니와, 비생명현상에 더하여 사회현상까지도 최근에 진화이론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Nelson, Richard and Sidney Winter.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82); March, James G., "The Evolution of 
Evolution," in Joel A. C. Baum and Jitendra V. Singh (eds.) Evolutionary Dynamics of 
Organizations. (Oxford: Oxford Univ. Press. 1994). pp.39-49; Jantsch, Erich(1980); 
Johnson, Steven(2001); Bonner, John Tyler. (1988); Dyson, George B.(1997); Stacey, 
Ralph D. (1996); Kauffman, Stuart A. The Origins of Order: Self-Organization and 
Selection in 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1993); 그리고 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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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식관계에 있는 다른 종 B, C 등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식환경까

지도 변경시킨다. 변화된 다른 종 B, C 등과 서식환경은 다시 종 A의 진화 압

력으로 작용하면서, 공진화(co-evolution)가 나타난다고 진화이론은 설명을 확장

하고 있다. 진화이론은 최근에 생명현상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

며, 사회과학에서도 진화적 설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40).
일반적인 사회관계의 추론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경쟁

에서 승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경쟁상대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적 

선택과정은 오히려 경쟁이 첨예할수록 진화의 속도가 빠르고, 집단 간 갈등이 

빈번할수록 집단에 유익한 속성의 진화가 촉진된다는 역설적 설명을 제공한다. 
진화이론에서는 전쟁 속에서 이타적 협동이 발현되고, 집단 간 또는 종 간 생존

경쟁이 더 첨예한 여건 속에서 생태계는 더 복잡하게 진화하며 번성한다고 주

장한다. 층위가 서로 다른 (예컨대 종의 진화와 생태계 진화처럼) 체제의 관계

에서도 진화압력은 작용하고, 공진화의 결합은 또 다른 층위의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진화와 언어적 진화가 결합하여 문화 현

상을 발현하였고, 이 문화의 속성도 마치 유전자처럼 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진화한다.) 
이런 진화의 역설(the paradox of evolution)을 정책의 합리성 증진에 응용하는 

것은 모순을 정책에 증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화의 조건을 이해하고 정책

에서도 진화가 더 잘 구현되게 하거나 또는 진화 메커니즘을 정책 내용의 설계

에 도입하여 진화압력에 따른 자연선택의 논리를 활용하여 정책의 개선과 현명

을 얻으려는 시도를 진화적 합리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41). 분명 진화적 

편. 진화론과 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등이 이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0) 인공물의 진화를 예시하는 데는 인터넷이 적합하다. 인터넷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

어낸 작품이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은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진화하는 시스템의 거의 모든 특징을 내타내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 칩으로 묘사하기보다 살아있는 세포나  유기체로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인터넷의 구성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부분들의 단

순한 총합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바라바시. p.247 참조

41) 내가 알기로는 진화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H. Simon이다. 그는 

Reasons in Human Affairs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진화적 합리성(evolutionary rationality)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

나, “the vision of rationality as evolutionary adaptation" 또는 ”The evolutionary model is 
a de facto model of rationality." 등으로 표현하면서 진화적 과정을 가속하거나 근시안

적 선택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 병렬적으로 진화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노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Reason in Human Affair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2). 특히 Ch.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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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은 모순어법이다. 진화는 지향이나 목적의 개념을 배제한다. 목적을 추구

하는 변화는 진화일 수 없다. 동시에 합리성은 지향과 목적의 개념을 배제하고

는 성립할 수 없다. 진화적 합리성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을 결합시킨 

모순을 배태한 개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진화적 합리성의 초보적 형태는, 생명체의 진화가 자연선택에 의존하면서 적

응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시행착오와 오차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다. 진화는 하나의 지식과정이다.42) 변이가 나타나서 새

로운 환경에 적합하면 지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정책(또는 조

직의 혁신 노력)의 새로운 시도와 수정이 실험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성공적

인 시도는 채택되고 실패한 것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선택하는 논리

이다. 물론 정책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생물학적 진화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인간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만,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목표와 기준을 상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비교적 단순한 문제나 안정적인 문제 상

황에 적용가능하고, 정책과 같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문제 상황에는 오히려 시행

착오의 방법이 더 유효하다. 새로운 변화의 양상에 새로운 대응 방법을 발견하

는 것은 시행착오의 전형이다. 시행착오는  인간이 지식을 증가시키는 가장 확

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진화적 합리성은 시행착오를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실패를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하면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선택이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없다. 돌연변이

가 일정한 생태지형에 갇혀서 다양한 탐색이 불가능할 수 있듯이, 정책의 시행

착오가 어떤 편견이나 제약 때문에 한정된 영역에 고착되어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에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돌연변이의 출현 속도가 너무 높으면 

(또는 너무 낮으면) 일정한 유전적 정보로 축적되지 못하듯이, 정책의 혁신이 

너무 빈번하여 시행착오의 의미를 학습하지 못하고 제도로 정착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선택의 논리가 저절로 진화적 합리성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오차

수정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순의 

관리이다. 그것은 정책 수정을 위해 실험을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거의 무한대

의  가능성의 공간에서 완벽한 탐색을 실현할 수 없겠지만, 필요한 맥락의 변용

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을 실험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될 수 

42) 진화를 지식과정으로 이해하고 설파하는 중심적 학자는 Sir Karl Popper이다. 그의 다

음 저서를 참조하라. In Search of a Better World (London: Routledge. 1994); 
Knowledge and the Body-Mind Problem (London: Routledge. 1994); The Myth of the 
Framework: In Defence of Science and Rationality. (London: Routledg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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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미 밝혔듯이 무한대의 가능성의 공간에서 시행착오의 체계화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적 합리성의 제2의 양태는 정책 공간에서 진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화의 역동성을 상당

히 이해하게 되었다.43) 따라서 진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 조건도 상당히 알고 있

다. 추상적으로 말해서 다양성의 허용, 신축성, 개방성, 변화가능성, 이질적 요소

의 허용,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가능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조건이다. 사회체제의 경우에는 자유와 경쟁, 분권화, 다양한 

선택, 비판의 제도화, 지식축적의 제도화 등은 정책에서 진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예시할 수 있다. 
진화적 합리성의 제3의 양태는 정책 내용의 설계에 진화 메커니즘을 도입하

여 진화압력에 따른 자연선택의 논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책의 구상에서 다

양한 방안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각 방안들의 정책효과를 보아

가면서 수렴을 통하여 진화적으로 더 세련되고 쓸 만한 방안을  선택하는 요령

이다. 사전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미리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하

기 어렵지만, 사후적으로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미
리 최선의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여건에 적응한 방안을 선택하였

다는 의미에서 자연선택과 닮은 진화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다. 
끝으로 진화적 합리성의 최종단계는 정책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기조직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결정 체계와 정책의 결정과정이 조화로운지 점검하는 단

계이다. 생명체의 진화에서 공진화가 나타나듯이, 또는 생명체들 간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듯이, 정책의 진화와 정책결정 체제의 진화가 맞물고 일어날 것이

다. 또는 개별 정책이 다른 정책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작

용에서의 위치와 기능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의미와 

관계가 서로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노력이다. 이것은 자칫 의미 

파악과 균형 확인에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

한 전문적 견해들이 조정될 수 있고, 취합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3) 진화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진화이론의 전문서적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Kauffman, Stuart A. (1993); Bowles, Samuel, Jung-Kyoo Choi, and Astrid Hopfensitz. 
"The Co-evolution of Individual Behaviors and Soci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003). pp:135-147; C. Baum and Jitendra V. Singh (eds.) Evolutionary 
Dynamics of Organizations. (Oxford: Oxford Univ. Press. 199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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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의 중요성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의 기억이나 자세한 사건

의 전말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에 대한 교훈과 모순적 상황을 헤쳐 

나온 요령에 대한 기억이다. 물론 오늘날에 한 사회단위의 역사는 기록으로 보

관되어 있지만, 생명체는 압축된 경험으로서 유전자를 보유한다. 생명체나 사회

적 단위나 역사를 통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실패를 방어할 수 있다. 생명

체의 종들은 자신의 진화적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유전자와 다른 종의 

유전자 간의 상호적합성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자신의 우월성만으로 생존

할 수 없다.(인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포식동물들이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상호적합성을 만든 

생명체들은 다른 종과의 공존을 통해 생존가능성을 키웠고, 그 결과로 생명공동

체 최고의 적소를 만들었다. 압축된 생명체의 역사를 유전자로 보유하기 때문에 

상호적합성의 예지를 담을 수 있다. 사회적 단위(예컨대, 가족, 조직, 공동체, 국
가 또는 문화전수의 단위로서 민족)에서도 생존의 비법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

에서 실패의 교훈과 모순관리의 요령이 전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

회단위가 장기간 번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단위의 압축된 경험을 문화적 유

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44) 
생명체의 비유를 쉽게 만들기 위해 사회단위를 가시적 조직체로 상정하였지

만, 정책과 같은 하나의 사회활동단위에 대해서도 역사와 문화유전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잠깐 지적하였지만, 합리적 결정이론에서는 대

내적 단기적 관심에 집중하여 정책결정을 마치 일회적 일시적 결정으로 상정한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에는 역사와 문화유전자의 개념조차도 쓰일 여지가 

없다. 현실세계의 정책은 전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

의 정책은 한번 성립되면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것이 정상이며, 다양한 여

건의 변화와 다른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대립과 상충을 조정하면서 상호적합성

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역사와 문화유전자

는 미래의 정책방향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생명체의 유전자에서는 역사해

석에 자의성이 거의 배제되지만, 사회활동의 문화유전자에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거의 실패경험과 모순관리의 요령이 무시될 수 

있다45).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시는 정책의 실패나 좌초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

44) 문화유전자에 대해서는 Lumsden, C.J. and Wilson, E.O., Genes, Mind, and Culture 
(Cambridge, MA. 1981). 이 저서는 H. Simon의 Reason in Human Affair(p.54)에서 재인

용.

45) V. Thompson에 의하면, 사회적 단위는 인공체제인 동시에 자연체계의 속성을 지닌다. 
Thomson, Victor A. “Organizations as Systems” in Landau, M., P. Y. Hammond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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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크다. 정책인 사회활동단위를 하나의 실체(entity)로 인정하지 않고 문화적 유

전자의 존재를 (그것의 비가시성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적 경험에서 얻

을 수 있는 예지와 상호적합성의 적소확인이 무시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예

지가 주는 이익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문제 공간(problem space)이 아주 작은 문제의 해결에서는 특정 의사결정자가 

거의 모든 문제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정책과 같이 문제 공간이 아주 

크고 복잡성이 큰 문제에서는 어느 전지전능한 문제해결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책의 결정에는 수많은 세력과 목표와 이해가 

서로 상충하고, 쓸 수 있는 자원과 정보와 지식이 유동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여건에 직면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성이 심한 정

책문제에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너무 많다. 고도의 복잡성을 띠는 사회단위는 

고유성이 크다. 그것의 역사적 경험의 고유성 때문에 다른 사회단위의 경험을 

인과법칙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유전학의 이론을 빌리자면, 종간 교배가 불가

능하다. 복잡한 유기체적 단위의 역사적 교훈은 맥락 의존적이다. 따라서 한 종

의 유전자가 그 종의 생존에 중요한 예지를 담고 있듯이, 사회단위의 문화적 유

전자도 다른 종류의 사회단위에 전이시키기는 아주 어려운 교훈의 집합이다. 역
사의 교훈이 정책과 같은 사회활동단위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의 교훈은 모순관리의 요령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특정 정책 또

는 사회단위의 모순의 관리의 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본은 어디까지나 지금

까지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 다만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거의 요령은 미래에 제기될 비슷

한 또는 같은 종류의 실패를 방어할 수 있고, 요령의 여러 가지 조합은 새로운 

프로토콜(protocol)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적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Ⅴ. 모순의 관리에서 지도력의 역할 

모순의 관리의 또 다른 이름은 진화적 합리성의 추구이다. 모순의 존재를 인

정하고 최적화의 해법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명을 얻는 방법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화 메커니즘에서 자연선택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선택은 체제 전체의 획일적 결정이 아니라 각 생물체

W. Polsby (eds.), University Programs Modular Studies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1973), pp: 1-22. 조직에 유기체적 속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의 진화 가능성은 물

론 문화유전자의 존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을 인공체계만으로 

이해한다면, 조직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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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별적으로 작용한다. 진화의 자기조직화가 나타나는 공진화에서 볼 수 있는 

집단들의 창발성의 질서도 거의 확실하게 개개 생물 수준에서의 선택을 반영한

다. 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수수께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

에는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안무가는 없다. 모순의 관리에는 관리자가 필요 

없는가? 진화적 합리성을 증진하는 주체나 인자의 노력이 없이 진화적 합리성

을 증진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 진화이론이나 네트워크이론을 원용하여 모순의 관리를 설명하면

서, 이들을 관리하는 중앙통제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일 관리자가 

있다하더라도 국지적이고 분산된 형태의 의사결정이 작용할 뿐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모순의 관리든 진화적 합리성이든 사후적 선택(자연선택)을 피할 수 

없다면, 중앙통제기관의 존재도 큰 의미가 없다. 사후적일지라도 중앙통제기관

이 힘을 발휘하려면, 오차수정의 교훈을 독점적으로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그 

기관의 교훈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최적화이론에 따라 합리적 방안을 

사전적으로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선택이 아니다. 이런 의미

에서 모순의 관리에서 중앙통제기관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현실세계에는 관리자가 있고, 모순의 관리나 진화

적 합리성의 추구에서도 관리자는 역시 필요하다. 다만 그들이 중앙통제기관으

로 집권적 전횡을 행사하는 바보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모순의 관

리에서 중앙통제기관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현명을 증진하거나 정책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모순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는 스스로 체제 전체를 볼 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주체여야 한다. 스스로 

전체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알아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겨우 

해야 모순의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노력을 조심스럽게 보탤 수 있는 주체

이다.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성취하려는 개혁가가 아니라, 실패를 관찰하고 모

순을 확인하고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이해하면서 오차수정의 메커니즘이 원활하

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의 주체이다. 정책결정의 내용을 자신의 주장대로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오차가 발견될 수 있도록 대화와 담론의 분위기

와 여건을 조성하는 사람이 모순의 관리를 올바르게 담당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주류 관리이론은 관리자가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도를 지시명령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마

디로 최고관리자는 최고 의사결정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관리이론에서는 

조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복잡하고 조직 환경은 불확실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결정기법은 무디기 때문에, 오히려 세련된 관리자들은 우리의 모순의 관리자

처럼 조직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

고 있다.46) 모순의 관리는 취사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요청이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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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공하려면 약한 관리자의 입지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의 권한

과 권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분권화를 확대하고, 조직이 다양한 발상에 노출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스스로 비판에 노출될 

준비를 하면서 비판의 제도화를 수립해야 한다. 충분한 지식기반을 마련하기 위

하여 비생산적 기반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야 하고, 이질적 발상이 교배될 

수 있도록 조직 내외의 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기법과 기술을 채용해야 한다. 
현명한 모순의 관리자라면 실패의 교훈이 문화적 유전자로 치환될 수 있도록 

오차수정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돈하여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많은 인사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다. 
더 중요하게는 정책에서만 모순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의 관리에서도 

모순은 발현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이 수행하는 일도 모순의 원

천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시도는 조심스럽고 겸손한 자

세로 실험적 입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모순의 관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을 모르는 것이다. 모순의 관리자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 어떤 모순인지를 모르

는 것이 아니라 모순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최

악의 관리자를 키우는 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달을 처다 볼 수 있지만, 우리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달은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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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Management of 

Contradictions 

Young Pyoung Kim

Policy discourses presume some basis of rationality. This paper discusses 
unavoidable contradictions in the pursuit of rationality. There are several sources of 
contradictions found in time-and-space matrix as well as in policy justifications that 
may be economic, political, ethical, religious, or cultural in nature. If we look for 
rational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policies, we find that contradictions are more 
manifest. Given this condition of unavoidable contradictions, we often find that 
actions taken to eradicate contradictions are either too costly to implement or fatally 
destructive to policy success. Thus, eliminating contradictions in pursuit of rationality 
should not be management’s objective as it attempts to increase constructive values. 
In this paper, the management of contradictions in the field of policy discourse is 
illustrated in light of tolerance of contradictions, allowance of partial failures, 
utilization of policy network hubs, plus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evolutionary 
rationality and the importance of history. Finally, a "weak manager" is inferred to be 
relevant to the context of contradiction management. 

【Key words: the structure of policy discourse, the limits of rationality, unavoidability 
of contradictions, management of contradictions, evolutionary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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