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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분석에 근거해서 미 신공공 리

론의 기원과 이론에 한 개념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홉스와 로크

의 사회계약론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의 강제력을 통한 인 정부의 역

할을 강조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정부간섭을 배제하는 시장주의 원칙에 근

거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차이를 검토할 것이다. 로크의 이론과 개념은 

미 신공공 리론의 철학  기원으로 자유주의 행정시스템의 주요 역들을 정

했다고 할 수 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이론은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하는 

신공공 리론의 주요개념인 시장주의 인 원리에 부합된다고 언 될 수 있다. 
미 신공공 리론의 주요한 특징인 시장주의 개념은 자유주의 사상의 기원인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이론  토 에 근거한 것이라 분석하 다.

【주제어: 시장주의, 사회계약론, 신공공 리론, 자유주의】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영미국가의 행정이론의 방향을 신공공관리론이라 통칭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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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이론이다. 결과적으로, 신공공관리론

은 신자유주의 이론과 부합할 수 있는데, 정부실패의 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시

장주의적 원칙의 적용의 이론이다. 다른 한편, 전통적인 행정이론은 적극적인 

국가의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정부

간섭의 필요성의 강조와 함께 1930년대 이후 영미국가의 정부정책 운영의 기본 

틀로 정착되었다. 정부기능의 중요성의 강조와 함께 국가의 정책결정의 과정이 

행정부에 집중되는 행정국가 현상이 초래되었다. 1930-1970년대의 시대는 영미

국가에서 정부간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총자본 중에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 지출, 분배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의 시기로 지

칭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이후 영미국가는 ‘경쟁력 약화, 세수 감소, 재정적자 누적’ 등

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행정국가의 정

책운영방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영미국가의 신자유주의의 개념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이 케인즈주의적 행정국가가 초래한 큰 정부로 인한 ‘정
부의 실패’를 강조하고 시장의 자유화, 복지의 민간화, 정부간섭의 최소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적 행정개혁논리는 전통적 행정학에 근거한 공공행정의 정책을 변화하는 방향

으로 행정개혁을 추구하였다. 신자유주의 원칙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

이거노믹스에 의해 구체화되어 졌고, 영미식의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은 종래 발

전주의국가의 전통적 행정학의 패러다임 청산과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필요

성을 확산시켰다. 
본 연구는 사회계약론의 분석을 통한 영미 신공공관리론의 철학적 기원을 탐

구하고자 한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 안전의 권리와 질서를 위한 국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한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요

소와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을 표방하는 관점에서 반자유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Held, 1987:50). 허지만, 로크의 개념은 개인의 권리와 권력의 분

립의 개념에 근거한 자유주의 발전의 기초와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eld, 1987:54). 개괄적으로, 홉스의 이론은 행정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박
동서, 1988:178), 로크의 이론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개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

급되고 있다(Aaron, 1955, Cranston, 1957, Moulds, 1965, Plamenatz, 1963, 김향규, 
2006:116-117).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전통적 행정학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신자

유주의 개념에 바탕을 둔 영미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자유주의 행정이론의 철학적 토대의 분

석을 통한 영미 신공공관리론의 기원과 내용을 탐구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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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문에서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자유주의 행정시스템의 기원, 내용, 발전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의 시장주

의적 관점과 문화적 함의의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으로, 로크의 개

념에 근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적인 원칙의 개념인 영미의 최소정부론

의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홉스의 이론은 행정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로크의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

는 사회계약설의 개념과 내용이 분석될 것이다. 사회계약론을 통한 자유주의 사

상의 창시자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와 존 로크(John Locke)의 자연법, 정
부론, 시민사회론, 인성론의 개념에 대한 차이와 비교를 분석을 통해 영미 신공

공관리론의 기원과 행정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원

사회계약설의 기원은 홉스와 로크의 사상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회계

약론 이전의 이론은 주권의 소재와 국가 권력을 신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개인

권리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다(Held, 1987).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이기

적인 욕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절대자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권력과 부의 추구와 욕망으로 인하

여 인간의 지배, 갈등, 투쟁 등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였다. 즉, 
인간은 계약을 통한 정부를 구성해 주권자에게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안전의 권

리를 보장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홉스는 부패한 봉건제도를 합리화하는 개

념에 반대해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계약론의 토대를 합리화하는데 이바지했다.
한편, 로크의 사상은 다수의 동의에 의한 주권의 부여와 개인의 재산을 보장

하는 것이 국가의 설립 목적이라는 근대적 자유주의 이론으로의 전환점을 마련

하였다. 국가는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국가권

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사이의 계약에 의해 국가권력이 

구성된다. 이 계약을 통한 국가의 설립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로크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정들로 해석되고 있는

데, 동의에 의한 정부 다수자의 지배(Bluhm, 1978, Kendall, 1941), 도덕적인 자

연상태(Berki, 1977), 사적 소유의 합리화(Macpherson, 1962), 개인의 자연권과 자

연법의 인식(Strauss, 1953)에 관한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개인주의적인 원리를 내

포하고 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개념에 근거한 개인주의적인 원칙과 개념은 

자유주의적 영미행정이론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내용과 범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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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정부에게 권리를 양

도한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지만, 홉스에게는 ‘시민의 안전’과 로크에게는 ‘시
민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계약론 내용과 영역의 차이가 있다. 사
회계약론의 개념에 근거한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개념은 영미행

정이론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계약론을 통한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인 

홉스와 로크의 자연법, 정부론, 시민 사회론에 대한 차이와 비교를 분석해 보고

자 한다. 

1. 자연법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자연법사상을 주장하였다. 허지만, 
결과적인 평등의 원칙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 능력, 성취, 덕성적인 측

면에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로크에게서 불평등한 사적 소유는 

정당화된다. 로크는 ‘재산의 보존’에 관심을 두는 반면, 홉스는 ‘생명의 보존’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 사적 소유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

되어야 한다. 로크는 신의 제작물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조명하고 있

다. 로크적 인간은 신적 의지와 명령이라는 자연법적 도덕률 안에서 권리와 의

무의 주체로서 설정된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유로운 자율

성을 소유한다(Locke, 1967:58). 자유란 자기가 따라야 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행위와 재산과 모든 소유물을 그가 원하는 대로 처분하고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Locke, 1967:57). 로크의 관점에서, 자연 상태란 자신의 자율

적인 행동과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의미하고,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선언(Locke, 
1967: 135)과 이성의 법이다(Locke, 1967: 10).  

로크는 자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권리의 인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강조하지만, 홉스적인 인간관은 자신의 권리 향유를 위해서 타인을 침해

할 수 있었다. 홉스의 자연법은 단지 개인의 보존이 절대적임을 밝혀준다(Hobbes, 
1968:190). 그러나 로크의 자연법은 개인들의 자연법적 권리와 개인의 도덕적인 

관점을 논의하고 있다. 자연법에 의하면, 개인은 타인의 생명, 자유, 소유의 권

리를 침해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의 보존이라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로크는 주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상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관

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실정법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인간의 이성은 도덕적인 법과 헌법인 실정법의 기초

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로크의 실정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개

인의 권리는 자신들의 적법한 계약에 근거한 동의에 의해서만 규제가 가능하다. 
둘째, 자유주의 국가에서 법률에 근거한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입법권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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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실정법은 자연

법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로크가 언급하는 실정법의 목적은 법률에 규

정된 입법권과 사법권에 의해 개인들의 자연법적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을 보

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크는 자연법으로부터 파생된 실정법인 법과 제도

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    

2. 정부론

로크와 홉스의 정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로크가 ‘제한 군

주정’을 지지하지만 홉스는 ‘절대 군주정’을 옹호하였다. 로크와 홉스의 사회계

약론에 근거한 정부론에서, 주권자에게 권력의 이양을 통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로크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정부론

의 범주와 내용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홉스는 이성보다는 지배욕과 소유욕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

회계약은 안전을 위한 국가설립을 위한 지배계약으로, 홉스의 정부론은 사회질

서와 생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Hobbes, 1968). 홉스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평등이 존재하는데, 정부설립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

보존과 자기보존으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의 양도를 통

해 개인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 하는 것이 정부설립의 목적이다. 국가권

력은 영속성과 무제한성을 가지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까지 소유하는 절대적

인 권력의 정부의 형태라 간주할 수 있다(Hobbes, 1968). 홉스의 관심은 자연 상

태에서 주권의 붕괴나 분열이 전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인 주권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홉스는 주권의 합법성 문제보다도 인간의 이

기적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의 존재 여부에 주목한다.  
홉스적 국가는 국민들과의 원초적 계약을 통해 절대적 권리와 시민사회를 대

표할 권위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하나의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체계’이다. 홉스

적 국가에는 절대적인 권력만이 존재하며, 주권자의 의지와 판단만이 존재한다. 
국가는 권력의 분립 없는 유일한 ‘행정의 관리자’, ‘정치의 행위자’, ‘사회의 관

리자’이다. 인간은 극한적인 갈등과 투쟁의 무질서한 상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 ‘제도적인 구원자’로서 국가의 설립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홉스의 사

회에서 평화와 안전이라는 명분아래 개인적 삶은 국가에 대한 종속적인 복종이

었다. 개인의 정치적 참여는 안전과 평화라는 명분아래 억압되며, 침묵하는 다

수의 복종과 국가권력의 지배만이 사회의 질서를 지탱한다.
로크는 개인들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는 시민의 권리 중 일부를 정부에 위탁하

는 방식으로 시민과 정부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권리위탁’
이란 ‘이양과 양도’와는 달리 정부의 권력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Lo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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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이와 같이, 홉스가 사회계약의 개념을 ‘양도’로 설명한 반면(Hobbes, 
1968), 로크는 ‘위탁’으로 논의하고 있다(Locke, 1967). ‘위탁’은 제한적인 권력의 

부여를 의미하지만, ‘이양과 양도’는 절대적인 권력의 부여를 내포하고 있다. 제
한적인 관점인 ‘위탁’의 개념은 정부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로크는 인위적 창조물인 정부에 대한 저항권의 허용과 정부권력의 한계를 설

정하였지만, 홉스는 주권자를 절대 진리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자기생존에 근

거한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소극적인 저항권은 인정하였지만 적극적인 저항

권은 수용하지 않았다. 홉스는 저항권과 관련해 주권자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저항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Hobbes, 1968:199). 반면, 로크의 관점에서, 정
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시민의 혁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국민들은 정부가 계약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에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Locke, 1967:209). 로크의 정부론에

서, 정부가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국민의 저항권

을 인정하고 있다. 로크는 정부의 권력이 시민의 재산과 자유의 보존을 위한 수

단적인 권력임을 강조한다. 로크의 정부는 자연법적인 권리의 계약에 의해 사회

의 공공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로크적 정부론의 개념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개인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였

다. 
요약하면, 홉스는 사유 재산의 소유권이 강해지면 국가를 붕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다고 인식하였다. 사유재산의 인정은 통치권자의 권리의 제한을 의미하기

도 하였다. 홉스는 사회계약으로 국가가 설립되면 국가의 주권자의 보호 하에서

만 사유 재산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유재산은 법으로 보호되어지지만 

법의 제정이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통치권자의 권

리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로크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정부 기능의 

목적은 사유 재산의 보호라고 하였다. 로크는 사유재산 권리의 보호가  정부설

립의 근원적인 목적으로써 소유권의 보호 기능 이외의 정부간섭의 필요성을 배

제하였다. 이와 같이, 로크의 개념에서, 국가에게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자연권에서 기원된 개인들의 소유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때 국민은 정부에 

대한 저항권의 권리를 갖는다(Strauss, 1953:233). 저항권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

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사적 재산권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위라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크적 정부는 사적소유권의 보호와 함께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과 강한 국가의 개념을 배제하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최소

정부론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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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사회론

로크가 강한 정부의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면에 홉스는 시민사회의 기능과 다원주의 시스템을 배제

한다. 홉스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개인들은 국가권력이 부여해 주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민사회의 개인의 권리나 자유는 국가권력이 허용하는 한계내 에서 향유되는 

종속적인 자유와 권리일 뿐이다. 홉스의 국가권력의 의존에 의해, 개인들은 시

민사회내의 타인으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Hobbes, 1968). 한
편, 로크의 관심사는 복종과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사회의 권리보호의 문제

로 귀결된다. 로크의 시민사회는 권리와 도덕의 원리를 보유한 공동체로 설정됨

으로써 국가에 대한 종속과 의존이라는 홉스적 국가론을 배제할 수 있었다. 로
크의 자연 상태는 정부 없는 시민사회로 간주된다(Berki, 1977). 로크의 견해에

서, 국가가 규범과 권리의 절대적인 제공자가 아니고,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협조적인 시민사회의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
로크의 관점은 어떠한 시민정부의 형태와 유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부합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로크의 관심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로크가 제시하는 처방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인 시

민사회와 국가 권력에 대한 법과 제도적 규제이다. 정부의 법과 의지는 홉스처

럼 ‘국가권력의 이성과 의지’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의지’가 구현된 것

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 행정학은 

‘국가의 의지’를 강조하는 반면,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데, ‘국가의 의지’를 강조하는 홉스와 ‘사회의 의지’를 선호하는 로크의 사회계

약론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의지는 다원주의 행정체제에서의 다수의 지배와 결정 과정을 의미한

다. 로크에게 시민들이 '각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Locke, 
1967:96). 로크는 한 조직체에서 다수자의 동의와 지배에 의한 결정과정을 논의

하고 있다(Locke, 1967:96-99). 다원주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은 사

회의 의지를 표방하는 이익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차적 역할은 조정자인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단체

들의 요구의 수용과 ‘자발적 거래와 타협을 통한 균형점’의 정책을 모색하는 것

이다. 이러한 다원주의의 기본 전제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
제적 환경에 따라 특정 이익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현실적인 관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하는 전략적 행동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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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기 이익과 관심을 추구하는 선호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개인주의

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로크는 모든 시민의 표현･언론･결사의 자유 등

의 개인적인 권리의 보호와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요구의 수용을 위해 효과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원으로써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로크적 정부는 정부간섭의 배제와 권력의 제한의 

논의와 함께 최소정부론을 옹호하고 있다. 둘째, 로크는 정부권력의 제한을 위

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는 자연법으로 파생된 실정법을 통한 법과 제도의 

통치를 논의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목적을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지배 권력의 의지’가 아

니라 “사회의 의지”이다. 사회의 의지는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 표현되어 진다. 
로크의 견해에서 개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성적인 정책결정은 권력

분립의 제도적인 보장과 함께 시민사회 의견의 수렴을 통하여 가장 ‘최적의 균

형점(optimal point)’의 정책의 타협점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넷째, 인간의 기능은 

법과 제도의 범위와 영역 안에서 ‘기능주의적과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되

어 질 수 있다. 로크의 시민사회는 공공선을 위한 절대적인 주권자의 주체적 의

지와 판단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개인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아래 기능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로크의 사상은 개인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둔 ‘계약론적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다섯째, 로크가 국가를 통해서 보호하고

자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이다(Locke, 1967:124). 로크

는 생명･자유･재산을 총칭해서 소유라고 지칭하고 있다(Locke, 1967:87). 개인 

소유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주된 목적이

다. 결론적으로, 로크의 사상은 개인주의적 개념에 근거하는 자유주의적･시장주

의적인 원리와 개념에 부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Ⅲ. 신공공관리론의 문화적 함의 

홉스는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는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가 방종과 투쟁의 상태가 아니고 ‘자유의 상태’라고 보았다. 로크는 

홉스적인 견해와 다르게 자연 상태를 ‘도덕적인 질서’로, 개인을 ‘도덕적인 행위

자’로 규정하고 있다. 로크의 관점에서 홉스의 자연 상태는 ‘반도덕적인 방종의 

상태’에 불과하며, 홉스적 개인들은 ‘반도덕적 행위자’에 불과하다. 자연 상태의 

문제점은 반도덕적 행위자들의 극한적인 갈등과 무절제한 행위에 기인한다. 이
들 도덕적 결함을 지닌 인간들의 무절제한 사적 이기심과 편파성은 도덕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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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연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서 로크는 도덕적･합리

적 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홉스는 이기적･공격적 본성을 주장하고 있다. 
맥그리거(McGregor)는 X이론의 인간관과 Y이론의 인간관을 구분하는데 X이

론의 인간관은 홉스의 인간관과, Y이론의 인간은 로크의 인간관과 연관되어 진

다고 인식될 수 있다. X이론의 인간관은 태생적으로 일을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이 명령과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며, 새로운 도전의 두려움과 안정감을 선호

하며, 이기적이며 비협조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McGregor, 1960). 이 인간관

은 물리적인 제재와 강압을 통한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엄격한 감독과 통제

체계의 확립, 권위주의적 리더쉽의 확립, 수직적인 계층제 조직구조의 확립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보상과 처벌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 대조적으로, 
Y이론의 인간관은 근면성, 창의성, 도전성을 선호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과 함께 상호협조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McGregor, 
1960). 이 인간관의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근무의욕과 동기,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민주적 리더쉽의 확립, 수평적 조직구조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경쟁적 시장사회는 처음에는 상호협조적인 개인들 간의 양심에 의해 유지되

지만 점차적으로 경쟁자들 간의 우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추구한다. 
그 시장사회에서 복잡성과 대립성의 경쟁적 이해관계들을 조절하기 위한 전통

적인 행정학에서 주권적 권력은 강조되고 있다. 허지만, 로크(Locke, 1967)의 가

정대로 인간은 도덕적, 이성적, 윤리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

과 책임성의 부여와 함께 통제가 가능하며, 홉스의 절대적인 국가의 통제와 조

절 보다는 협력과 조화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의 자연법 개념

의 분석에서 로크에게 사회는 '도덕적 공동체'로 이해된다(Berki, 1977). 이와 같

이, 사회의 발전은 홉스의 인간본성에 근거한 X 인간관이 아닌 로크의 인간본

성의 개념과 유사한 Y 인간관의 특성과 영역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계약론은 개인간 ‘상호불가침의 원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사회구성원은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주의 문화에 근거한 공동

체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로크의 개념의 차이가 상존한다. 공동체주

의자들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종속을 강조하고, 로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다. 전자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상호의존적이기에 서로간의 상호 공동체

적인 협력이 중시된다. 반면 후자의 논리에 의하면 상호조화 보다는 상호불가침

의 원리가 강조되는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중시

된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에 종속된 존재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존재로, 자율

성과 책임감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로크의 이론은 철저한 개인주

의자 혹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자의 개념과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A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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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286, Cranston, 1957:211, Moulds, 1965:97).
결과적으로, 홉스의 개념은 엄격한 감독과 통제체계의 확립, 권위주의적 리더

쉽의 확립, 수직적인 계층제 조직구조의 확립과 함께 보상과 처벌을 통하여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로크는 개

인의 나태함과 태만에 의해서 소유가 감소되거나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로크에게 시민의 근면과 절제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소유의 증대

와 보존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데 중상주의와 퓨리턴적 금욕주의의 원리를 강

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undert, 1972). 이런 관점에서, 로크의 개념은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절대적인 권한의 반대, 민주적 리더쉽의 설립, 조직

들의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로크가 다수자의 동의에 대해서 다수자 지배의 민주주의자라고 한다(Kendall, 

1941: 118). 사회의 의지는 다원주의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구된다. 로크적 시민

사회의 국민들은 정치적 활동영역을 대표들에게 위임하는 대신 사적인 영역에

서의 자유, 안전, 권리를 담보 받는다. 이 과정은 로크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

치 활동을 통한 공동체적인 삶의 실현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자

유의 향유를 통한 삶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홉스의 공격적･이기적 자연 

상태와 상황에서 조직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원칙과 개념들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도덕적, 권리적 측

면에서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조화의 장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적실성이 있다고 강조될 수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신공공

관리론 적용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위한 인성적인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문화적 토

대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할 수 있다.    

Ⅳ. 영국과 미국의 행정이론과 체제의 비교

1. 영국의 행정이론과 체제

영국의 행정이론은 사회적인 신뢰와 공개적인 경쟁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

다. 환언하면, 영국 행정체제의 특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을 통해 서로 

상이한 의견과 이익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상충

된 다원적 이익을 조정을 통한 신뢰와 타협을 모색하는 행정 시스템에 근거하

고 있다. 다원적 이익과 동질적 문화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영국의 행정이론은 

시민의 참여와 권위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로크의 자유주의사상의 영향아

래, 영국에서 정부 권력의 제도적인 제한 조치와 함께, 정부의 활동의 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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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의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성문헌법에 근거한 미국의 경우에 다르게, 영국은 ‘일련의 관습, 전통, 역사적 

문서, 의회의 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영국의 헌법

은 주로 세 가지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령들(acts of parliament), 보통법

(common law), 사법적 결정들이다. 헌법적 법령들은 영국정부의 기본구조나 시

민들의 자유 및 권리 등과 관련되는데, 대헌장(1215)와 권리청원(1626), 권리장

전(1689), 대개혁법(1832), 의회법(1911)등이 포함된다. 개념상 보통법은 관습들과 

관련 되는 것으로 헌법관례들(customs of the constitution)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행정법은 로크가 주창하고 있는 법과 헌법에 의한 정부의 통치의 형태로 발전

되어왔다.
영국은 정책네트워크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이론을 수용하였다.1) ‘작은 정부

론(small government)’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으로 인식되고, 복지국가모델인 ‘큰 

정부론(big government)’은 전통적 행정학의 개념에 근거하고, 현대적 사회구성

원들의 협력적인 모델인 ‘좋은 정부론(better government)’은 정책네트워크의 개

념에 근거하는 뉴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의 정부(government by 
network)는 경직된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유연성(flexibility)과 개혁성(innovation)의 

정책을 추구한다(Kamarck, 2007:103). 정책네트워크의 주요개념은 협력으로 중도

파 지향적인 반면에, 신공공관리론의 주요관점은 경쟁으로 우파 지향적이다. 정
책네트워크는 깨끗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지향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의 목표는 작

고 효율적인 정부관이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반이론은 조합주의 이론이지만, 신
공공관리론의 기초이론은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자유주의 이론과 다원주의 논점

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네트워크의 핵심쟁점은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의 파트너

십 이지만,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쟁점은 정부감축, 민영화와 사유화, 탈규제의 자

유화, 경쟁제도의 도입2)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스트롬(Eliner Ostrom)의 관점에서, 공공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존의 대안은 

홉스의 리바이어딘(Leviathan)의 개념에 근거한 국가의 강제력을 통한 자원을 배

분･규제하는 방법과 민영화･시장화의 시장원리의 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1) 국의 행정이론은 1990년 에 신공공 리론에 한 이론화를 시도하면서, 신공공 리

론의 비 과 함께 안 인 행정개념으로 정책네트워크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김태룡, 2007: 56).

2) 19세기 후반에 능률 인 행정 능력을 가진 료 공무원들의 임용을 해 1890년 래

드스턴 수상이 근 인 국 공무원 제도를 확립시킨 추 원령을 제정함으로써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제도와 계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 다. 경쟁지향성과 

련해서, 공공서비스의 능률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해서 경쟁 제도가 도

입되었고,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개 해 성과  제도를 도입하는 신공공 리이론의 

이론을 용하 다(김태룡, 200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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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비판하고, 국가가 강력한 강제력과 행정침투력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

의 행동의 자율성과 규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문제를 각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두면서, 두 방법을 혼용한 방식으로 공공의 문제해결의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Ostrom, 1990: 8-23). 실용주의 노선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은 정부의 간섭과 국

가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보수당 정부의 개혁은 넥스

트스텝스제도의 도입, 시장성테스트, 열린정부의 정책과 같이 정부간섭의 배제

와 시장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서필언, 2005: 422-542). 뉴거버넌스의 좋은 정

부론의 정책개념을 강조하는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제3의 길의 정책으로 간주

되는 사회적 자본주의 정책을 지향하였던 반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작고 효

율적인 정부를 주장하는 대처정부의 정책은 공기업 민영화(1979), 재무관리 개

혁채택(1982), 책임운영기관제도입(1989), 시민헌장제도 도입(1992), 개방직 고위 

관리직 공무원제 도입(1995) 등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3)

대처정부의 행정개혁은 최소정부론에 근거해서 정부간섭과 정부규모를 축소

하는 것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의한 공공부문의 축소와 개혁 프로그램을 통

한 정부규모의 축소 과정에서, 영국의 공기업은 40개의 주요한 공기업이 매각됨

으로써 약 60% 정도가 축소되었고, 보수당 정부의 전체적인 집권 기간을 통하

여 공무원 수는 1979년에 735,500명에서 1997년에 482,800명으로 약 34%가 감

축되었다(서필언, 2005:455-457). 영국의 신공공관리이론은 행정개혁에 이론적 기

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영국의 행정이론은 1980년대 이후부터 영국정부가 추

진한 로크 사상의 영향아래 형성되어온 신보수주의 이념에 따라 시장원리에 근

거한 정부개혁을 모색하였다. 펄리(E. Ferlie, 1996)는 신공공관리론의 형태를 효

율추구형(efficiency drive), 감축과 분권형(downsizing and decentralization), 장점 

탐색형(in search excellence), 공공서비스 지향형(public service orientation)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1980년대의 대처 정부 시대의 신공공관리론의 모형을 효

율추구형으로 정의하였다. 이 효율추구형 신관리주의의 특징은 민간기업의 개념

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성과주의의 강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 
‘고객에 대한 대응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대처리즘의 중요한 개념은 

로크의 시장주의 원칙과 개념을 정부혁신에 적용함으로써 ‘시장성검증, 성과급, 
경쟁입찰’의 관리주의 원칙의 강조를 통해 전통적인 관료적 행정이론으로부터

3) 보수 인 정책을 표방하는 국 보수당 사회정책은 노동당에 비해 공공정책, 연 , 사

회 안 망의 정책에서 자유주의  다원주의 정책의 근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처 정부의 주요한 이념과 정책은 개인의 자유 인 경제활동의 강조,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한 민 화와 기업의 조세감면, 유연 노동시장의 정책  지지를 통한 복지정책의 

모색인 반면, 토니 블 어 정부의 정책은 간계층을 한 정책 지원과 함께 공동체 

강조, 국 -민간기업의 조체계, 유연 노동시장과 극  노동시장 정책의 융합, 교육

과 의료복지의 강조와 함께 직원훈련 지원 등의 극  복지 정책의 추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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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피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었다(Colin, 1999). 
대처정부은 신공공관리이론에 근거해서 신관리주의의 정부조직 개혁 프로그

램을 추진하였는데, 민간부문의 관리방식을 공공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비대해진 

재정적･인적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였다. 로크는 공공의 안

정과 복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위정자의 의무라고 논의하고 통치의 목적은 

인류의 복리라고 언급하고 있다(Locke, 1967:229). ‘시장경쟁과 같은 유인체계를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입’하려는 신관리주의의 제도와 법의 적용의 목적은 국민

의 복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에 있다. 로크의 실정법의 목적은 자유를 소

멸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전하고 확대하는 것이고, 법은 자유로

운 행위자의 이익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익을 실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Locke, 1967:57). 이런 맥락에서, 신관리주의의 법과 제도는 자

율성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정운영 방식이다. 신자유

주의적 개념에 근거한 시장주의는 독점적 정부서비스 제공방식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려는 것이고, 관리주의는 과도한 정부의 내부통제를 감축시켜서 자율성과 

책임성에 근거한 성과 위주로 행정을 운영하려는 시도이다.   
영국의 신관리주의는 시장주의적 원칙의 적용이다. 신관리주의는 기업의 경

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총무처, 1997).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인 ‘기업가 정

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이양, 인센티브 메커니즘, 고객만족 경영기법’ 등
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은 시장주의적인 경쟁원리의 적용이다(이종수 외, 
2007: 173). 공공복리의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고객 지향적 행정인 신관리주의 

기법의 적용은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의 관계를 증대시키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

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로크는 ‘통치의 목적은 공공

의 복리’이고(Locke, 1967:239), ‘모든 법의 토대와 목적은 공공의 복리’(Locke, 
1967:165)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복리를 추구하

는 것이다. 시민의 복리를 위한 고객 지향적 행정은 ‘행정 중심적’에서 ‘민간 중

심적’으로, ‘공급 중심적’에서 ‘수요 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을 의미한다(이종범, 
1996). 고객 지향적 행정에서는 국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 보다는 행정서비스

의 질의 평가와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적극적 의미의 서비스 요구

자인 것이다. 즉 고객 지향적 정부는 고객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대를 추진하

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정책으로써, 최소정

부론에 근거한 공공부문의 규모와 기능의 감축은 정부조직과 역할을 근본적으

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관리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써, 권한의 분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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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공무원 인사권의 각 부처 이관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

져왔고, 시민헌장제도와 경쟁 체제의 도입,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중앙으

로부터 운영책임자에게 이양하는 조치 등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촉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서필언, 2005:458). 신관리주의의 제도와 법령은 로크의 

법치주의적, 시장주의적, 개인주의적 개념에 근거해서 정부부처에 민간부문의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최소화전략’과 ‘소비자 중심적인 관리방식’에 근

거한 ‘경쟁지향성, 성과지향성, 고객지향성’의 목표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달성

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신관리주의 체제에서 로크가 언급하고 있는 ‘공공의 복

리’를 위해 ‘성과지향적과 고객지향적인 시장모형’을 통한 정부 신뢰를 구축하

는 것이었다.    

2. 미국의 행정이론과 체제

미국의 행정이론의 특성은 전형적인 로크의 자유주의적 전통과 개념에 근거

한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인간 개인의 합리적 능력을 

존중하는데, 개인을 사회의 집단에 종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관념, 관행, 제도를 부정한다. 사회계약론 자들의 개인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은 시민사회가 정착되면서 자유주의 통치원리와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현대 미국 자유주의의 통치이론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근거해서 발전되어 

왔다. 로크 사상의 개인주의 중심내용들인 1) 공동체에 우선하는 개인의 권리, 
2)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인간의 관심, 3) 개인들의 경제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부간섭의 최소화 등은 개인주의에 근거하는 자유주의의 중요한 요소로써 계

승되어 오고 있다. 로크는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사회계약에 동의하고 

대표자들을 뽑아 통치권을 위임하는 주체적 개인들을 상정한다(Locke, 1967). 개
인들의 의지와 요구를 수용하는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이라는 관점에서 로크의 ‘계약적 자유주의(contractual liberalism)’ 사상은 개인중

심주의의 개념을 노정한다. 로크의 개인주의의 핵심은 개인들은 자기 능력과 재

능에 관한 ‘유일한 책임자’이며 노동의 권리에 대한 ‘절대적 소유자’이다. 
자유주의적 정부관은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권력의 

문제점과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봉건적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던 미국의 행

정이론의 기반은 자유주의의 토대에 근거한 다원주의적 이론의 발전으로 조합

주의적인 이론과 반대되는 개념에 근거해서 국가 간섭의 불필요성을 전제로 발

전해 왔다. 한마디로, 미국의 행정체제는 다원주의적 국가론에 입각한 행정이론 

체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는 관점에서 강한 

행정국가의 개념과 적용을 부정하는 경향이다(Waldo, 1980).   
1789년의 미국 건국 이래 미국의 행정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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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재퍼슨-잭슨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해밀톤이 미국의 행정국가의 이념

을 역설하였다면, 제퍼슨은 강한 개인적인 자유와 약한 정부의 개념을 주창하고 

있다(Kettl, 2002: 32-35). 제퍼슨 주의의 행정 철학의 통치 형태는 분권주의에 근

거한 것으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근본적인 개념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이

다. 합리적･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은 사회계약의 관계를 통

해 사회적 집단 또는 정치적 집단들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미합중국 헌법 기

초자들은 연방헌법에 로크의 사회계약설 사상의 영향에 근거한 세 가지의 기본

적인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방제도(Federalism)의 채택은 중앙정부와 주정

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체제이다.4) 미국의 각급 정

부-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정부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

의 이론이다(Gough, 1950:93).5)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헌법상 평등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분산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시장원칙과 법치

주의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관료적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안으로 

등장한 행정이론들은 시장원리에 근거하는 최소정부론 등이다(Dubnick, 1994: 
259-260). 최소정부론의 개념에서 정부의 목적은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측면의 

한정적인 임무와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은 행정의 공익성의 

속성과 경영의 이윤성의 특성의 구분에 반대하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과 

개념으로 자기 조직의 능률과 기능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최소정부론은 행정을 시장과 같은 경쟁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비
용최소화 전략과 소비자 중심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정부론의 형태인, 오스본(Osborne, 1992)은 시장 지향적 접근방법에 따른 

4)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 배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쟁, 화폐, 연방법원, 외교역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등에 한 권한을 행

사하며,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않는 권한인 ‘주내 통상규제, 선거 리, 
공 보건･안 ･도덕증진, 지방자치단체설립, 헌법수정비 , 주방 군 설치’ 등은 주정

부가 보유한다. 앙정부의 제한된 역할에 근거한 이  연방주의 체제는 1930년

-1950년 에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연방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증 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1960년 와 1970년 에 연방정부의 재서비스와 보조  

로그램 정책은 연방정부의 향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1980년 와 1990년  

신연방주의라는 명목 하에서 ‘지출용도의 제한과 개별보조 을 지출용도에 제한이 없

는 정액교부 으로 환’함으로써 많은 권한을 주와 지방정부에 이향하 다. 이 과정

은 ‘계층  연방체제’에서 ‘ 등한 조  연방체제’로 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 고우 의 에서 삼권분리의 효시는 몽테스키외가 아니라 로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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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 형태를 주장하고 있는데, ‘분권적 정부(decentralized government)와 

시장 지향적 정부(market oriented government)’의 모형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오스본이 주창한 “시장 지향적인 정부모형”은 미국 행정부의 개혁 방향에 영향

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장 지향적 정부의 주요개념은 홉스의 개념에 근

거하는 통제적 규제와 같은 행정적 메커니즘의 활용이 아닌 로크의 개념에 바

탕을 둔 민간 부문의 시장원리의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을 의미한

다. 로크의 정부론에 근거하는 분권적 정부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

임함으로써 중앙 집권적 정부보다 변화하는 환경과 소비자 요구의 대응에 적합

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최소정부론의 형태인 기업가적 정부모형은 로크

의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시장접근법과 개인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

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가형 정부란 기업가적 혁신을 창출하는 효율성과 효과성

을 모색하는 행정조직의 정부형태이다. 이 정부형태는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가적 혁신정신을 정부의 행정조직에 도입하는 것이

다. 기업가형 정부의 형태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기업운영방식인 경쟁주의와 업

적주의의 개념에 근거하는 시장원리를 정부 조직내부에 적용함으로써 저 비용

의 공공 행정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형 정부 형태에서 경영혁

신은 ‘일회적인 개혁’이 아니고 ‘자발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개념은 ‘자기혁신체제(self-renewing system)’의 정부형태를 창출하는 것이다

(Osborne & Plastrik, 1997).
로크의 개인주의의 개념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소유하지 

않으며 가치관을 자유롭게 설정함으로써 상이한 가치관과 개인의 고유성을 수

용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들의 상이한 능력과 가치관을 인정함으로써 개

인들의 능력과 역량의 차별화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 상호간의 

상이한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하여 국가의 중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시민사

회에서, 중립성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에 어떤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배제하는 것이다. 국가 중립성은 국가는 간

섭을 통해 시민들에게 강요되는 국가의 가치관과 이념관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차별화된 고유성과 자유로운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간주하는데서 출발하며 이러한 자유의 우

선성은 국가의 간섭의 축소를 통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개인의 활동을 보장

하는 최소정부론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로크의 견해와 관련되는 노직의 국가론의 개념은 ‘최소국가, 자유지상

주의, 목적론적인 입장’에서 권리를 옹호하였다. 노직의 자연 상태의 개념은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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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류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가 아닌 로크의 자연 상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노직의 국가론의 개념(Nozic, 1977)은 ‘권리를 가진 개인이 자연 상태

에 있는 것’,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협회를 만드는 것’, ‘최소비용 부

담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것’, ‘협소적 기능의 관점에 국한해서 국가의 기

능으로 정당화하는 것’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이론을 받아들인 롤즈6)와는 달리 노직은 자유나 소유권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

한 로크의 의견을 대변하였다. 노직의 최소국가론은 '계약이 없는 자연상태 이

론'(state-of-nature theory without the social contract)이라는 맥락속에서 전개되고 

있다(Williams, 1981:29). 로크와 노직의 개념적인 차이에서, 로크가 국가의 탄생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노직은 국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채로 계약 없이 자유롭게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Nozic, 1977). 
즉, 노직은 자연상태 하에서 시민은 최소한의 보호만 국가로부터 받은 채로 자

유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중시하는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주장한 것이다

(Nozic, 1977). 로크와 노직의 견해와 같이, 개인들은 도덕적 법칙에 근거해서 합

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적･도덕적인 사회의 환경과 조건아래 자

연 상태로부터 최소국가의 출현이 용이 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크와 노

직의 정부론은 시장주의 원칙을 주장하는 최소정부론의 원칙과 개념에 부합되

는 이론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3. 영국과 미국의 행정이론의 비교고찰 

자유주의(liberalism)는 개인적인 의무와 권리를 강조하는 영국과 미국의 근대 

시민사상의 핵심이다(Heyman, 2004: 112-114). 이 개념은 차별적인 전통적 계급

사회의 해체를 통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건설한 이념이다. 로크의 사상으로

부터 이어져온 자유주의의 개념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은 사회에 우선한다는 개인주의 정신이다. 두 번째는 시장의 원리에 근거한 

경쟁을 통한 개인들의 역량과 능력의 차이를 용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

은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가지는 자연권을 인정받는 다는 것이다. 네 

6) 자유주의의 국가역할에 한 사상가로는 롤즈(Rawls)와 노직(Nojck)의 조 인 견해가 

있다. 롤스(1971)는 사회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목 론 인 자유주의인 공리주의’를 

비 하고 ‘의무론  자유주의’를 주장하 다. 롤즈(1971)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배제하

지 않는 다는 조건 하에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 다. 즉, 롤즈

(1971)는 자유주의  평등을 해 ‘무지의 장막’, ‘시기심의 배제’, ‘이타심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하 다. ‘무지의 장막’이란 공정성과 립성의 사회계약을 한 목 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회  지 나 자신의 능력에 해  모르는 상태를 말

한다. 롤즈는 기 계약 시 각자의 가치 을 서로 인정하고 우월성을 가지지 않는 철

학  립성과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강조하지 않는 국가  립성을 사회계약

의 제조건으로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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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입헌주의에 따라 국가의 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이 다섯 가지 개념들은 보편적으로 개인주의, 능력주의, 
자유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원치 않는 ‘고전적 자

유주의’와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 자유주의 구분은 권리와 자유를 우선시 하는 미국의 사례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국가의 역할을 통한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근대적인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적 자유주의’와 대처 정부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책 사례로 설

명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밀접하게 연관된 최초적인 이론가은 로크로 

인식될 수 있으며, 고전적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론에 근거한 제한정부, 제도와 

법치에 의한 통치, 무절제한 권력의 방지, 사유재산과 권리의 신성성, 개인들의 

능력과 책임, 자유권의 이념들이 핵심요소이다.     
미국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특성으로 계급갈등의 역사와 현상이 강하지 

않고, 다원주의에 근거해서 국가의 간섭을 되도록 허용하지 않으려는 고전적 자

유주의에 가깝다. 영국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의 결과 세계에서 

근대화를 가장 먼저 이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유주의 이념이 정착되게 되었다. 영국의 행정체제는 개인주의에 근거해서 강한

국가의 간섭을 선호하지 않지만 복지정책을 위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

기도 하는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을 위한 상호연결의 국가정책이 모색

되었다. 대처 정부의 고전적 자유주의 정책의 경향과 다르게, 영국의 노동당은 

복지정책의 강조와 함께 자유주의 내에서 국가의 역할을 수용하는 ‘사회적 자

유주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논의한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

의의 양립을 추구하지만 사실상 ‘사회적 자유주의’ 보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는 사회계약

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적 행정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에 근거한 계급투쟁과 갈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국사회와 계급투

쟁의 역사가 부재한 다인종과 다문화의 미국사회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을 도출

하고 있다. 논의한대로 영국의 경우는 사회 조합주의적 행정체제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계급의식의 부재와 다 문화주의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다양성에 근거해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복지

와 평등의 원칙보다는 자유와 권리의 개념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종합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영국과 미국의 다원주의 행정시스템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 이론은 시장주의 원칙에 근거하는 최소정부론과 

부합된다. 이 이론의 내용은 ‘탈규제,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민영화, 



영미 신공공관리론의 철학적 기원: 로크의 사회계약론 재해석을 중심으로 ∙ 45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재창조’ 등을 포괄하며 신자유주의의 개념인 시장원

리 추구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총무처, 1997). 
이와 같이, 행정체제를 시장과 같은 경쟁적 체제로 전환할 필요와 함께 정부의 

행위는 ‘비용최소화 전략’과 ‘소비자중심 관리’와 같은 정책방안을 추진하는 것

이다. 
신공공관리론 원칙의 적용은 전문 관리자에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행정체제, 

공공부문의 조직을 독립조직들로 전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과의 경쟁 확대, 사
부문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원칙은 기관책임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특정기관의 독점 배제, 계약제나 

공개입찰절차를 통한 경쟁방식 도입,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의 탈피, 내부규칙 제

정허용 등을 포괄한다(Hood, 1991: 4-5). 이와 같이, 전통적 행정학의 관료경영 

접근방식에 반대하는 로크의 개인주의적인 시장원리의 적용인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의 자율성, 권한과 권력의 분권화, 탈권위주의적인 조직 체제, 시장원리의 

경쟁적인 가치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전통적 행정학에 반대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사상적배경과 국민주

권원리의 기초가 되었고, 현재의 영미행정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영미행정체제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주지

하다시피,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이론에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제도의 주요한 

기원들을 분석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는 로크의 사회계약설부터 계몽주

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등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대자유주의사상을 수

립한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근원적인 근대자유주의 행정사상과 체제의 

이론적 토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허지만,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개

념, 내용, 범주의 차이점의 분석에서,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의 정당성은 홉스의 

이론에서 발견되고, 국가 권력의 제한과 개인주의 시장원리의 원칙은 로크의 이

론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행정학의 이론적 기원과 토

대는 홉스의 자유주의 사회계약설과 신공공관리론의 사상적 기원과 근원은 로

크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의 개념과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공공문제의 해결에 관한 기존의 대안은 홉스의 리바이어딘(Leviathan)의 개념

에 근거한 국가의 강제력을 통한 자원의 배분과 규제를 통한 방법과 로크의 시

장주의적 원리의 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왔다. 전통적 행정학의 관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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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에 반대하는 시장원리의 적용인 신공공관리론은 시민과 공무원의 자율

성 향상, 권한과 권력의 분권화, 자유주의적인 조직 체제, 경제성(economy)과 효

율성(efficiency)의 가치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영미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신공공관리론의 행정

이론은 영미행정체제의 주요한 이론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공공

관리론의 성공적인 수행과 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로크가 언급하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선하지 않은 인간관의 성향

을 주창하는 홉스의 개념은 시민사회를 국가권력에 종속시킴으로써 시민의 정

치적 침묵과 소외를 토대로 하는 개인의 안전에 지나지 않는다. 홉스의 자연 상

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평화와 질서의 유지를 위해 시민들은 

계약에 의한 국가의 형성과 권리를 지배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

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원칙과 개념들은 적용

될 수 없다. 협조와 타협보다는 극한적인 갈등과 투쟁의 사회조건과 현상에서 

신공공관리론의 민영화와 분권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Y
인간관에 반대하는 X인간관의 이기적 본성 속에 내재하는 요소들인 타인에 대

한 불신, 비자율성과 비책임성, 이기적인 갈등과 파벌적인 문화적 요인들은 신

공공관리론의 정책 적용의 전제조건인 합리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에 반대되는 

가치관이다. 개괄적으로 볼 때, 홉스의 자연 상태가 공포와 폭력의 보편성을 야

기하는 상태인 ‘윤리적 진공 상태’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설명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로크의 경우는 국가로부터의 권위적인 지배를 통한 시민사회의 가치 구현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시민사회의 의지와 가치 구현을 위한 기능적이고 수단적

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로크적 정부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목적을 도구적으

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지배 권력

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의 의지”이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개념은 시장의 원

리에 근거해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아닌 개인적인 권리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보조적 그리고 도구적인 최소의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홉스의 이론은 행정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로크의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식

할 수 있다. 홉스와 로크의 결론이 상이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개념과 특

징은 자유주의 사상의 근원인 사회계약론의 이론과 범위에 근거한 것이라 논의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다원주의 행정시스템은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이론의 주요한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개념인 개

인의 창의성의 추구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이다. 결과적으로, 근대 자유주의 사상

을 수립한 사회계약론의 이론들 중에서 시장적 개인주의(market individualis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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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영국과 미국의 신공공관리론의 개념과 내용의 주요한 근원과 기원들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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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ilosophical Origin of New Public 

Management in Britain and America: A Focus on 

a Reinterpretation of the Social Contract of Locke 

Eun Gee Yu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origin of New Public 
Management as an administrative theory in Britain and America based on Locke’s 
conception of the social contrac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cial  
contracts of Hobbes and Locke, it can be argued that the thought of Locke presents 
the principals of a market system like the natural right of private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ion of Hobbes is related to the absolut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for protecting the natural right of security. In other words, the view of 
Locke accentuated the function and principal of the market system with the 
conception of a minimal state, while the thought of Hobbes emphasized the role of 
a strong administrative state. Thus, it seems reasonable to suppose that Locke's idea 
is essentially coincident with the market principle of the doctrine of New Public 
Management, based on a pluralistic administrative system. To a great extent, it is 
meaningful to note that the conception of the liberal administrative system basically 
originated with Locke’s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 

【Key words: Liberalism, Market System, New Public Management, So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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