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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학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자연과학 이론  하나는 진화론  

근방법이다. 지난 3년 사이에 15편 내외의 진화론  근방법을 사용한 논문

이 간행되는 등 차 행정학계에서도 진화론  근이 일반 인 근방법  

하나로 인식될 수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 한국 행정학계에

서 논의되고 있는 진화론  근방법은 그 내용이 모두 다르고 개념 으로도 

서로 충돌한다. 진화론  근방법이 여타 근방법과 어떻게 다르며, 진화론

 근방법이 무엇인가에 한 공통 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진화론이 일반 변화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한국 행정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화론  근방법의 의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먼  진화는 변화와 차별되는 것으로서, 변화 에서도 외  요인과 내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변화이며 우연 , 무계획 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진보성, 방향성, 계획성이 없는 변화가 진화이다. 이러한 진화론은 

행정학에서 환경에 응하는 내  변화 동인, case by case 인 연구, 기계론 

 결정론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연구방법을 제시해 다. 그러나 재 행정

학에서의 진화론  근은 진화와 변화의 차이 , 진화와 진보의 차이 , 진화

의 원인 등과 련된 논의, 진화와 방향성 여부 등에 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체 인 합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개념상 혼란이 존재한다. 진화론  근방

법이 행정학  근법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정립되기 해서는 진화론  

근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통

일 인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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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

곤 했다. 경제학은 물리학을 받아들임으로서 보다 정치한 수리적 모델을 발전시

킬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재 많은 관심을 받는 게임 이론도 원래 수학 이론이다. 
자연과학에서 발전한 생태학은 사회과학에서의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발전시켰

으며, 자연과학의 컴퓨터 시스템 구조 등은 사회과학에서의 시스템적 접근방법

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간의 교류는 일상적인 것으

로서 사회과학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자연과학 이론 중 하나는 진화론적 접근

방법이다. 진화론은 1850년대에 형성된 생물학 이론으로 가장 유명한 자연과학 

이론중 하나이다. 그동안 자연과학의 진화론을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여 도입하려

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학의 사회진화론, 경제학의 경

제진화론, 그리고 심리학의 진화심리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행

정학계에서는 진화론적 접근 방법이 특별히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진화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많은 논문이 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3
년 사이에 15편 내외의 진화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간행되어 점차 행

정학계에서도 진화론적 접근이 일반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행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그 내용

상으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20여 편 이상 발표된 진화론적 접

근방법과 관련된 논문들이 그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공통성을 보이고 있

지 않다. 명시적으로는 진화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모

두 다르고 개념적으로도 서로 충돌한다. 우선적으로 진화론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여타 접근방법과 어떻게 다르며,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

는 진화론이 일반 변화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 행정학계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본다. 현재 많

은 혼란을 보이고 있는 진화론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과 함의 및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확보를 바탕으로 진화론적 접

근방법이 향후 주요한 행정학 방법론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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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화론의 의의    

1. 다윈과 진화론      

현재 진화론의 시조는 다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윈은 젊어서 세계 일

주를 하면서 갈라파고스 섬을 방문하였고, 갈라파고스 섬의 동물들을 관찰하면

서 각 섬의 동물들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각각 종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Zimmer, 2001). 이를 계기로 생물의 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생 연구하게 

되었고, 1859년 ‘종의 기원’을 발간함으로서 진화론의 시조가 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의 기원은 간단하지 않다. 우

선 진화론의 이론은 아담스미스의 경제학과 유사하다(Nelson & Winter, 1982). 
아담스미스의 경제 이론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대표된다. 경제 

구조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힘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로서 전체적인 사회 질서가 저절로 형성된다. 즉 경제 질서는 인위적으로 계획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 및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초적 사고방식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러한 당

시 경제학에서 논의되던 사회 질서 형성 원리를 그대로 생물학에 적용한 것으

로 인정된다(Bowler, 1983).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의 형성과 변화에 신의 섭리 

내지 신의 창조를 배제하고, 각 생물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전체적인 생물 

종의 질서가 만들어진다. 생물의 형성 과정에서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무계획성

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종이 형성된다. 다윈의 진화론 내에는 경제학, 특히 시장

경제의 개념과 논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1) 
또한,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선택, 적자생존의 개념을 처음 개발한 것

은 다윈이 아니다. 생물들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각 종에서 종으

로 변화된 것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논문은 1855년 월리스가 쓴 사라와크 논

문이다(Quammen, 1998).2) 그리고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인 ‘생물의 종이 

변화하는 원인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1)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1776년에 발간되었으며, 다 의 진화론은 1859년에 발간되었

다. 다 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직  읽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진화론 과학사에

서 주된 주제  하나이다. 재 다 이 직  아담 스미스의 서를 읽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 의 조부는 유명한 학자로서 경제학  사고와 념에는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본다(Nelson & Winter, 1982). 

2)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은 자연선택설을 제시함으로서 진화론의 시조가 되었으

며, 인도네시아 섬들의 생물학 서식지가 완 히 달라지는 월리스선을 발표함으로서 

지질학의 시조도 되었다. 한 장 박물학자로서 생물지리학의 시조이기도 하다

(Winches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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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각 생물들은 스스로 변화한다’를 처음 발표한 사람도 월리스이다. 월리

스는 1858년 이러한 개념을 처음 발견하고 테르나테 논문을 써서 다윈에게 송

부한다. 다윈은 월리스의 논문을 보고 자신도 그와 동일한 생각을 했다고 주장

했고3), 라이엘, 후커 등의 도움을 받아 르네 학회에서 먼저 월리스의 논문을 발

표하고 그 다음 다윈의 논문을 발표했다(Darwin, 1995)4). 그리고 그 다음해 1859
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다. 

월리스, 다윈의 이론은 헉슬리, 스펜서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확대되어 갔

지만, 이후 월리스, 다윈, 헉슬리, 스펜서 등은 진화론의 주요 사항에서 서로 의

견이 달라지게 된다. 이들의 이론은 같은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사용은 했지만, 
그 주요 내용에서는 많이 달랐다. 오히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는 스펜

서의 진화론이 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결국 190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진화론 

선구자들의 다양한 이론 중에서 다윈의 이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Gould, 1998). 그동안에는 라마르크, 월리스, 헉슬리, 스펜서 등의 진화론도 논

의되었지만, 결국 다윈의 진화론이 가장 정확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다윈이 진화론의 선조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다윈의 진화론을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물이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다윈과 

라마르크, 월리스, 스펜서 등의 이론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진화론의 주요 특성 : 진화와 변화의 차이 

진화는 일반적으로 변화로 인식된다. 생물 종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

화하는 것을 진화로 표현한다. 그러나 생물 종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17세기 지리상의 발견으로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 수많은 생물종이 존재한

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들 생물 종들 중에 많은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이미 인정된 개념이었다. 또한 당시 발굴된 많은 화석으로 인하여 과

3) 생물 종의 변화 원인이 환경에 한 응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하고 논문을 쓴 사

람은 월리스이다. 다 은 월리스의 테르나테 논문을 받기 며칠 에 자신도 그 개념

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린네 학회에서 다 은 월리스와 공동명의로 발표했

다. 이 사건은 자신의 업 을 서로 양보하는 과학자의 미담으로 알려져있다. 다 은 

월리스의 논문을 받은 날자는 1858년 6월 18일이고, 다 이 자생존에 해 알게 된 

날자는 1858년 6월 8일이라고 주장했다. 다 이 월리스의 논문을 받은 진실한 날자가 

6월 8일 이 인가 이후인가의 문제는 진화론의 진정한 시조가 구인가와 련해서 

과학사의 요한 문제이다. 다 의 평생동안 쓴 일기와 주고받은 편지 등은 재까지 

모두 보 되어 있지만, 유독 1858년 6월 말에서 7월 까지의 일기와 테르나테 논문

이 들어있던 편지 투만 사라졌기 때문에, 다 이 월리스의 논문을 받은 날자가 언

제인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Quammen, 1998, Winchester, 2005)       

4) 다 이 월리스의 논문을 받고나서 린네 학회에 공동으로 발표하게된 과정은 종의 기

원 서문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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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다른 종의 생물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생물이 변화한다는 것도 알려졌다. 
즉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의 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는 

이론은 아니다. 진화론,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다음과 같

은 특성을 지닌 변화만을 한정해서 논의하는 이론이다.   

1) 변화의 원인 

월리스의 테르나테 논문, 그리고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윈의 

‘종의 기원’이 진화론의 시작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 두 논문이 생물이 변화한

다는 것을 처음 지적했기 때문이 아니다. 생물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문제는 생물이 변화하기는 변화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였다. 그리고 생물이 변화하는 원인을 처음 제시한 것도 월리

스와 다윈이 아니다. 생물 변화의 원인을 환경과 관련하여 처음 지적한 것은 

1809년 라마르크이다(유동운, 2000; 전복희, 2007). 
라마르크는 각 생물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나무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기

린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목이 길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월리스와 다

윈은 자연선택론을 제시했다. 자연선택에서 종이 변화하는 원인은 자연이다. 생
물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변이한다. 그리고 이 변이된 종들 중에서 어떤 종이 살

아남고 어떤 종이 죽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환경이다. 자연환경에 적합한 종

을 살아남고, 자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종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 생물은 조

금씩 계속 변이를 하고, 자연환경은 그 중에서 적합한 것만을 살아남게 한다. 
그런 누적적인 생물의 변화과정을 거쳐서 결국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Darwin, 
1995). 즉 월리스와 다윈의 진화론에서 변화의 주된 원인은 생물 종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된 외부 환경 

하에서 각 생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진화론은 생물

체의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외적인 힘인 환경이 주된 변화의 힘이다(예종영, 2004). 이 외적인 환경 요소는 

통제 불가능하며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생물의 종이 살아남고 어떤 

종이 죽는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물의 생존을 선택하

는 것은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선택이다. 

2) 진화와 진보   

월리스와 다윈은 둘 다 자연선택이란 개념을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진화론의 

시조이다. 그리고 자연선택에 대해서 먼저 논문을 쓰고 발표한 사람은 월리스이

다. 하지만 현재 진화론의 시조로는 다윈이 언급되며 월리스는 거의 잊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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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 중 하나는 진화와 진보간의 관계에 대한 이들 두 사람 사이의 견해 차

이라 할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진화와 진보-발전간

의 관계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기는 하지만 이것

은 절대 진보-발전은 아니라고 본다(Gould, 2004). 종의 변화는 단지 달라졌다는 

것일 뿐이며, 여기에 보다 낫다, 보다 못하다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 

생물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다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울 경우 어쩔 수 없이 종은 진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

은 단지 현재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만 있을 뿐, 더 우수한 

종과 열등한 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자생존은 가장 뛰어난 자가 생존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환경에 잘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는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월리스, 스펜서 등은 진화를 진보로 보았다. 진화를 통해서 과거

보다 더 나은 생물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생물이 진화되는 것은 보다 나은 존

재가 되는 것이다(Spencer, 1890). 특히 인간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된 종이므로, 생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생물이었다. 
또한 월리스와 스펜서는 적자생존을 가장 우수한 종이 살아남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스펜서의 진화를 진보로 보는 관점은 이후 사회진화론으로 발전한다. 인
간은 가장 우수한 생물이며, 인간 중에서도 백인이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보다 진화된 백인이 보다 열등한 유색인종을 지배하고 차

별하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되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

지 시대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박노자, 2005; 전복희, 2007; 박성진, 
2003). 

1900년대 중반 월리스가 진화론에서 거의 잊혀지고 다윈이 진화론의 시초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결국 진화가 진보는 아니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받아들

여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로 

가장 많은 종과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박테리아이다. 그리고 지구 생물의 

절대 다수는 소위 하등동물이다. 생물이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

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것일 뿐, 보다 우수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은 아

니다(Gould, 2002). 진화는 진보, 발전과는 무관하다. 

3) 진화와 방향성(계획성)  

다윈이 라마르크, 월리스, 스펜서 등과 의견을 달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진

화에는 방향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생물의 진화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생물의 진화가 이미 사전에 계획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화가 계획되어 있다면 향후 어떤 생물이 발생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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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연인가 우

연인가. 진화에 방향성, 계획성이 있다면 현재 인간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필연이

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화 자체가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의 섭리가 될 

수도 있다. 진화에 방향성, 계획성이 있다면 진화 자체가 신의 의도된 창조 과

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에 방향성이나 계획성이 없다면 모든 종이 

발생하게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다. 언제 어떤 종이 형성되고 발전될지 미리 예

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재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단순히 우연일 뿐이다. 원
숭이가 반드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도 단지 

우연히 이루어졌을 뿐이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신의 섭리, 창조 등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Dawkins, 2004, Johnson, 2006).
다윈은 진화에는 방향성,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정한 방

향성이 없기 때문에 진화는 진보 및 발전도 아니다. 월리스, 스펜서 등은 진화

에는 방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보다 가

까워지는 것을 진보로 볼 수 있었다.
현대 생물학은 다윈의 의견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즉 진화는 무방향적이며 

무계획적이다. 진화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도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다. 모든 변화는 기본적으로 우연성의 성

격을 가진다. 의도되고 계획적이며 방향이 있는 변화는 진화로 보기 힘들다. 

4)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 

진화는 점진적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급진적 진화도 존재하는가. 다윈

은 모든 진화는 점진적이며 급진적 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화는 

각 종의 자기 누적적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
런 조그만 변화가 누적이 되어서 결국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윈의 기본 명제이다(Darwin, 1995).  
이에 대하여 헉슬리 등은 급진적 변화를 인정하였다. 어느 순간에 기존의 종

과 다른 별개의 종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종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모든 점진적 변화를 

증명하는 화석이 존재해야 하는데, 각 종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화석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은 어느날 갑자기 출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점진적으로만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Johnson, 2006).
다윈의 진화론은 급진적 변화를 거부한다. 기본적으로 변화는 생물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변이는 멸종된다. 손목 시계에 변이가 나타난다면, 대부

분은 시계가 고장날 뿐이다. 시계에 변이가 일어났을 때 보다 좋은 시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마찬가지로 생물의 변이는 대부분 생물에게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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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kins, 2004). 이와같이 생물에게 해로운 변이가 한번에 많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기존 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조금씩의 변이만 가능하다. 그
러한 조금씩의 변이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큰 변이가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종의 변화가 발생한다. 

5) 소결 

진화론은 단순히 변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진화론은 변화의 원인, 변화

의 방법, 변화의 성격을 특정하는 이론이다. 진화론은 변화 원인에 있어서 환경

이라는 외부적 요소가 중시된다. 이에 보조적으로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개체의 

내부적 요소가 작용한다. 그리고 진화는 진보나 발전이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

다. 또한 진화에는 계획성, 방향성이 없다. 변화한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사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지닌 변화를 진화라 하며, 다윈의 진화론은 바로 이

러한 변화만을 지칭한다. 진화론은 변화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Ⅲ. 행정학에서의 진화론 연구 경향     

1. 사회과학과 진화론 연구 

사회학 등에서는 진화론이 생물학계에서 인정된 직후부터 사회를 진화론적으

로 해석하려는 학문이 성립하였다. 소위 사회진화론이 그것으로, 사회진화론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크게 유행한 사회 및 문명 해석 방법이었다(전복

희, 2007). 그러나 이 당시의 사회 진화론은 상당히 왜곡된 학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진화를 진보와 동일시하여, 그동안 계속 진화되어온 생물의 과정을 

진보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종이 형성된 인간은 가장 진

보된 생물로 인정받았으며, 인간의 우수성,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의 차별성 등

을 강조하는데 사회진화론이 사용되었다. 또한 인간 내에서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간의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

하고 식민지를 운영하는 것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하여 정당화되었

다(박성진, 2003; 박노자, 2005). 사회진화론은 히틀러 등의 국가 확대, 인종 청

소 등의 사상적 기반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왜곡된 사회진화론은 제2차 세

계대전이 끝나면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진화론을 가장 많이 수용한 사회과학은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경제진화

론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파가 형성되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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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본, 인구, 기술 등 외적 요인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설명

한다.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가 자본, 인구, 기술 등으로 소위 외적

인 환경 변수들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진화론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서 내적 변

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화론은 단순히 환경 변화에 의하여 종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변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체 

자체의 변화가 진화를 결정짓는다. 각종의 자체 내부에는 종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내는 요소가 존재한다. 경제진화론은 진화론의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면서 

내적 성장이론을 발전시킨다. 내적 성장이론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이 중요하며, 
학습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유동운, 2000). 

또한 진화론은 하이예크 등의 자생적 질서 이론과도 연결된다. 무엇보다 진

화론 자체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 많이 적용된 이론이다. 진
화론은 중앙 통제가 없는 변화, 사전적 계획이 없는 변화 속에서도 완전한 질서

를 보여주는 생물계를 설명한다. 종의 진화에는 전체적인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

다. 각 개별 개체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저절로 자

연환경 전체의 질서가 이루어진다. 그곳에 인위적인 질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
러한 진화론의 자생적 질서 개념은 하이예크 등 자유주의 사상과 맞물려 경제

자유주의, 비계획주의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의 한 면을 담당하고 있다(민경국, 
1996). 

이와같이 자연과학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의 경

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서 자연과학적 사고방식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Wilson, 2005). 
인간은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다. 인간으로서의 사고방식도 지니고 있지만 동물

로서의 사고방식이 실제 행동에서 크게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는 인

간 사회이기 이전에 동물의 사회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는 동물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생존 경쟁, 권력 투쟁 등이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에서 

동물 사회를 연구한 결과들은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Wilson, 2000). 에드워드 윌슨은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인간을 연구하

는 사회과학과 생물세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을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사

회과학에서는 동물 사회와 인간 사회가 완전히 동질적이라는 에드워드 윌슨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은, 동식물 사회를 설명하는 자연과학 

이론이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인간은 동물로서의 본능과 사고방식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자연과학 이론이 사회과학에 받아들여지고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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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학에서의 진화론 연구  

1) 행정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의의  

사회학에서는 사회진화론, 경제학에서는 경제진화론이란 이름으로 오래전부

터 진화론을 자신들의 학문 체제 안에 받아들여왔지만, 행정학에서는 진화론을 

도입하여 행정 및 정책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화준(1998)이 복잡성 과학 측면에서 진화 이론을 처음 도입

하여 설명한 이후부터 진화와 관련된 용어 및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

고 성지은(2003)의 연구부터 진화와 관련된 연구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

근에는 행정학 및 정책학 부문에서 1년에 4-5편의 논문이 생산되고 있다.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제도나 행동을 과거로부터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특정한 제도나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 유지되는가를 선별과정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을 말한다(홍기현･이근, 1999).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다른 접

근방법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변화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제도 및 정책, 조직 등이 어떤 시점에서 또 다

른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그 자체를 탐구한다(신열, 
2005). 그리고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그 변화의 설명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분

명히 가지고 있는가를 중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진화의 주요한 메커니즘인 비진

보성, 무계획성, 무방향성, 점진적 변화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단순히 진화의 결과 및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설명해내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예종영, 2004)
행정학에서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조직 및 정책이 될 수 있

으며, 분석 단위는 조직 및 그 구성원이 된다. 진화의 주체가 집단 그 자체인가, 
아니면 각각의 개체인가는 진화론에서 주요한 쟁점의 대상 중 하나이다. 원칙적

으로 각 개체 구성원이 진화의 주체로서 분석 단위가 되지만, 행정학에서는 조

직 집단도 각각 독립된 의사주체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조직 자체도 진화론적 

접근의 분석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주요 변수로 외적인 환경 변수와 내적인 개체 변

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여타 접근방법과 다른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외부 환경 변수와 개체 변수와의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진화

론적 접근방법은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택한다. 즉 외부환경 변수가 개체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개체변수도 외부 환경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비결정론적, 비기계론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진화론적 접근방법

은 이 상호 영향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각 개체의 대응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

에서 다른 시스템적 접근방법과 차별된다. 환경 변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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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적 접근방법에서 주요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각 개체의 대

응 방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 변수를 중시하는 결정론적 접근방법, 환경 변

수와 개체 변수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적 접근방법과 차별

성을 지닌다. 

2) 행정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함의  

위와같은 행정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의의를 볼 때, 행정학에서 진화

론적 접근방법이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화론은 기계론적 인과관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성지은, 2005). 전통적인 사회과학은 기계론적이

며 결정론적인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사회에서 종속변수를 잡

고, 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찾고자 하는 것이 행정학 및 정책

학, 나아가서 사회과학에서의 주된 연구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기계론적이고 결

정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사회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

하다. 독립변수를 움직여줌으로서 종속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독립변수를 

찾고 이에 변화를 줌으로서 사회 전체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움

직일 수 있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즘적 사고방식,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 사고

방식에 반기를 든다. 사회현상에서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

회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포스

트 모더니즘 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발생한 과학의 분파가 카오스 이론, 복잡

성 과학,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

방식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원인이 결과에 영

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결과가 원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결정론을 거부하고 

사회의 통제가능성도 거부한다. 진화론은 바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방법

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진화론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이 종의 변화에서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환경에 따른 생물 종의 대응도 중요하다. 환경과 개체의 상호작

용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진화는 종의 의지,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
연 선택에 의한 것으로 진화 방향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진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중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파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후적으로는 어떠한 요소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

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미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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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무계획성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완전한 모습을 띄고 있다. 진화론은 기계론

적, 결정론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하여 비기계적, 비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제

시한다. 
둘째, 진화론은 최근 각광을 받는 행정학 분야인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

도주의 하에서의 성장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유동운, 
2000). 경로의존성 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현재 제도가 그 사회에 가

장 적합한 제도이며 문화, 역사적 전통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형성된 제도인 

것으로 파악한다. 물론 기존 제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많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정학 및 정책학 부문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지는 변화 부문에 대하여 설명력에 한계가 존재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의 원인으로 외적인 환경을 중시하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환경 변화만으로

는 설명할 수 없는 제도 변화가 다수 존재한다. 
진화론은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부족한 변화 원인 부문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진화론은 변화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내적인 요소도 중시한다. 개체의 내부에서는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이러한 변

이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회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변화의 힘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힘의 누적적 축적에 의

하여 경로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진화론에 의한 점진적, 누적적 변화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설명 가능하도록 해준다. 
셋째, 행정학, 정책학 부문에서 진화론은 장시간에 걸친 제도의 변화를 전체

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해준다(염재호, 2004; 예종

영, 2004). 결정론적,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수의 독립변수에 초점을 맞춘다. 결정론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이 소

수의 독립변수에 대한 이해는 증진되겠지만, 이 몇 개의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경제, 정치, 사회 등 제도와 관련된 기타 모든 부문을 고려에서 제외한다. 제도

와 사회 전체가 가지는 맥락 부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진화론은 제도 변화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진화론은 

소수의 몇 개 변수에 의하여 진화가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다. 진화에 영향을 미

치는 무수히 많은 요인이 있다. 그리고 변화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다. 아주 오랜 긴 시간에 걸쳐 진화가 형성된다. 따라서 진화론적으로 사회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제도 변화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제도 변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넓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좁고 깊게 보는 

것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변화를 인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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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좁고 깊게 보는 시각만이 아니라 넓게 보는 시각도 분명 필요한 것이며, 
진화론은 그와 같이 넓게 보는 시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Ⅳ. 행정학에서의 진화론 연구의 한계 

진화론은 생물의 변화 및 종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생물과학의 이론이

지만, 그만큼 많은 오해와 오류를 야기시킨 이론이기도 하다(전복희, 2007). 진
화론은 1858년 월리스와 다윈이 르네 학회에서 적자생존 개념을 발표하고 1859
년 종의 기원이 발간되면서 시작하지만, 생물학 분야에서도 다윈의 진화론이 정

착된 것은 19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이다. 생물학 분야에서도 많은 오해와 논란

을 불러일으켰던 진화론인 만큼, 진화론이 사회과학에 적용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오해와 논의를 야기하곤 한다. 진화론 적용의 오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세기 초반에 유행한 사회진화론이다(Gould, 1998). 
현재 한국 행정학계에도 많은 진화론적 연구가 존재하지만, 진화론 도입이 

일찍부터 시작된 사회학 및 경제학과 달리 행정학계에서는 최근들어 진화론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이 무엇인가에 대한 

행정학계의 공통된 함의가 존재하지 않고 각 연구자별로 별개의 진화론적 접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와같은 진화론적 접근은 각 연구자별로 모두 

차별성을 띄고 있으며, 진화론이라는 명칭만 동일할 뿐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거의 공통성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진화론적 접근으로 볼 수 없는 방법론에서 

진화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현재 한국 행정학계에서 논의되는 진화론적 접근의 한계와 문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행정학계에서 진화론적 접근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와 함의

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및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진화에 관한 이론 vs 변화에 관한 이론  

한국 행정학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적 접근법 및 진화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오류는 진화를 변화와 동일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화는 변화와 다르다. 변화 중에서도 일정한 특성을 지닌 

변화가 진화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진화와 변화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

고 있다. ‘진화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정진우, 2006), ‘진화 이론이란 

변화의 원인, 즉 어떤 사태나 실체가 태어나고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유
동운, 2000)’, ‘진화란 어떤 것이 시간을 거치면서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Faber 
& Proops, 1991)' 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같이 진화와 변화를 동일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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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진화를 변화로 보는 경우, 진화적 접근은 단순히 어떤 제도 및 정책이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서술하는 연구 형태를 띈다. 처음에 어떻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에 대한 서술이 일반적이다. 염재호(2002)는 일본 NTT의 민영화 과정을 정책진

화로 설명하였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송희

준(2004)의 경우에도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자정부의 변화 단계를 설명하였으

며, 허만형(2006)도 TQM 이론의 발전을 시간 순서로 논의한다. 정진우(2007)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제도 변화를 논의한다.   
진화론은 물론 변화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나 진화는 변화 중에서도 일정한 

원인과 패턴을 특징으로 한다. 환경과 개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변화, 무작위적

이고 우연적이며 무계획적인 변화 등의 특성을 지닌 변화가 진화로 인정되는 

것이며, 모든 변화가 진화인 것은 아니다. 진화와 변화가 동의어가 아닌 이상, 
진화에 관한 이론과 변화에 관한 이론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2. 진화 vs 진보  

진화와 관련된 여러 개념 중에서 가장 오해를 받기 쉬운 것이 바로 진화를 

진보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이다. 진화가 진보인가 아닌가는 다윈과 월리스, 스
펜서 등까지 소급되는 오랜 논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진화가 진보인 것으로 

보아 인간과 백인종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사회진화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재 

국어사전은 진화를 ‘생물이 외계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해 간단한 것으로

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에서 고등으로, 동종에서 이종으로 그 체제를 향상해 

가는 것’ ‘일이나 사물이 점점 발달해 가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5) 진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발전에 의한 변화’, ‘점점 발달해 가는 것’으로 보아 발

전, 진보가 바로 진화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등에서 고등으로’로 정

의하여 진화가 이루어질수록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화가 진보인가 아닌가는 진화론의 원천인 생물학 내에서도 많은 

논란과 반론을 거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 일반적으로는 진화가 진보라는 사고

방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진화를 진보로 보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화 그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변화 그 자체를 열심히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진
화가 진보라면 계속 진화할수록 좋은 것이다. 진화할수록, 즉 변화할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완전체에 가까워진다. 변화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는 ‘혁신’이고 ‘성장’이다. 이런 식의 관점은 

5) 민  사 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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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 관련 연구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세억(2001)은 진화를 진보로 보

고 있으며, 박상규(2001)은 조직에서 진화를 혁신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진화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박진우(2002)는 진화 단계를 도입-성장-
성숙-퇴조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재동 외(2004)는 발아-형성-안정-전환으로 진화 

단계를 나누고 있다. 신열(2006)은 도입-발전-성숙으로 진화 단계를 구분하며, 
김미나(2006)은 발아-형성-안정-성장-전환-성숙으로 구분한다. 또한 정진우(2007)
은 진화 과정을 혁신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 단계 구분은 기본적

으로 진화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도입-발전-성숙으로 진화를 하면 할

수록 보다 안정적이고 나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진화론 

연구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론의 원칙은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변화는 생물

체에 좋지 않다. 안정 상태에서 변화를 하는 생물들은 대부분 멸종한다. 생물들

이 진화하는 경우는 환경이 변화하고 이러한 환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

속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 생물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진화의 길을 걷는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한다. 진화

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또한 진화한다고 해도 이전보다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진화를 자주 하는 개체일수록 멸종 가능성이 더 커진

다. 즉 개체에 있어서 변화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며, 될 수 있으면 변화하지 않

는게 더 좋다. 
하지만 진화를 진보로 보게 되면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변화 

그 자체가 조직과 제도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한국의 경우 혁신이 몇 십 년간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이와같이 변화 그 자체를 긍정

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한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이 변화한

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진화 및 변화를 진보로 보는, 
진화에 대한 전형적인 오류에 기인한다. 

3. 진화의 원인  

진화론은 종의 변화의 원인을 환경과 생물 개체의 상호 작용으로 본다. 우선

적으로는 환경이 중요하며, 환경에 대응한 개체의 대응도 중요하다. 특히 성적 

선택은 개체의 대응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선택의 과정이다. 그러나 진화론이 이

야기하는 진화의 원인은 여기까지이다. 환경과 개체의 대응이라는 개념만 제시

할 뿐, 환경 중에서 어떠한 요소가, 개체 중에서 특정한 어떠한 속성이 진화의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한다. 자연환경은 열대우림에서 사막, 극지방

까지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고, 개체의 대응 방법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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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 종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원

인과 결과를 일원적으로 연결지을 수 없다. 결과에는 무수히 많은 원인이 존재

할 수 있으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원인을 사전적으로 발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계론적 패러다임과 대비되는 진화론적 접근법의 의의는 

바로 이점에 있다. 진화론에서는 일반적인 변화의 원인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제도 변화의 원인을 특정하기 힘들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진화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는, 분명 진화 연구의 의의

로 기계론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화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는 것을 명시하면서도 막상 분석에서는 기계론적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진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그러한 원인 하에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

은 기본적으로 기계론적 접근법이다. 변화의 원인을 특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기계론적, 결정론적 패러다임에 의한 주류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면 되며, 일부

러 진화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박상규(2001)는 유전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개방직으로 제도 혁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박진우(2002)는 전

환 비용을 근거로 진화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안병철(2006), 김정렬 외(2007)는 

경로의존성을 진화에서의 주요한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진화의 중요 

요소를 특정하고 그 요소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모든 변화 과정이 설명된다면,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진화론적 접근방법과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진화론에서 원인 설명은 case by case로 설명되어야 한다. 개체마다 변화 원

인이 다르고, 같은 개체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변화 원인이 다르다. 그러한 

원인 탐색으로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이론적 의의

라 할 수 있다. 

4. 진화와 방향성 

진화는 방향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때그때마다 진화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

에 진화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인과 결과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 방향을 추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환경에 적응한

다는 기본적인 방향성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행정학에서 진화론 연구의 대부분은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진화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은 진화 자체에 어떠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 계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통 진화를 보다 나은 진보로 볼때 진화의 방향성을 

특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최소한 진화를 ‘보다 간단한 것에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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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것으로’라는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때 진화로 인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유영달 외(1999)는 계획적 방식과 진화적 방식으로 구분하

고 계획적 진화방식의 적용을 주장한다. 계획적 진화방식을 사용할 때 일정한 의

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외 앞에서 살펴본 진화와 

진보와 관련된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진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 및 제도의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암묵적인 전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리고 진화가 진보가 아니라면 진

화의 방향성을 특정하고 예측할 수는 없게 된다. 진화에서 방향성을 특정지을 

수 있는 것은 같은 환경 하에서, 또한 그 환경 내에 각 개체가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여 왔는가 하는 각 case by case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을 경우만이다.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사회 환경 

하에서 진화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Ⅴ. 결론: 진화론 연구의 방향

이상에서 일반 변화 이론과 차별되는 진화론의 의의 및 특징, 행정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방법의 의의, 그리고 현재 한국 행정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

화론적 접근방법의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진화는 변화와 다르다. 변화 중

에서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하며 우

연적,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로서 진보 및 방향성, 계획성 개념과는 차

별된다. 이러한 진화론은 행정학에 적용될 경우 환경에 대응하는 내적 변화 동

인, case by case적인 연구, 기계론 및 결정론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연구방법, 
전체적인 시각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조감도적인 관점 등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화론은 기존 결정론적인 기계론적 행정학적 연구 경향에서 새로운 

연구접근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 방법은 아직 제대

로 정립된 연구방법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진화에 있어서의 중요

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진화와 변화의 차이점, 진화와 진보의 차이점, 진화의 

원인 등과 관련된 논의, 진화와 방향성 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전체

적인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각 연구자들마다 접근방법이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며 함의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하나의 

접근법으로 인정을 받고 정립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느정도 통일된 체제가 

요구된다.6)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일반적인 변화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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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접근방법이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학 고유의 진화론적 접근의 일반론을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여타 사회과학 방법론과는 분명 차별될 수 있는 

독자적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향후 얼마나 행정학 및 

정책학계에 정착될 수 있는가는 진화론적 접근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통일적인 연구 방법 및 접근방법이 형성

될 수 있는가 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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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olutionary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Its Significance and Limits

SeongRak Choi･KyoungLae Park

The evolutionary approach is a natural science theory recently introduced to public 
administration. Some 15 papers adopting the evolutionary approach have been 
publish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showing the growing potential of the 
evolutionary approach as a general methodology in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each evolutionary approach considered amo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ircles 
varies from the others, and they conceptually contradict one another. There is no 
common understanding of how the evolutionary approach differs from other 
approaches, or of what the evolutionary approach is. Thus, this paper has review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volutionary approach and others, as well as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the evolutionary approach adopt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ircles. 

Evolution is different from simple change. It is change wher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teract. It is irregular and unplanned change. Evolution is change that does 
not advance, is not directive, and does not have a planned intent. In public 
administration, such evolution suggests internal causes of change in coping with the 
environment, case-by-case study, and a methodology that transcends any mechanistic 
or deterministic paradigm. However, viewing the recent evolutionary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there is no consensus among researchers over the difference 
between evolution and change, between evolution and progress, over the cause of 
evolution, and whether evolution is directive, resulting in conceptual confusion. The 
evolutionary approach should first establish an identity and then set up a uniform 
methodology of research based on such an identity so that it may be recognized as 
a public administration approach. 

【Key words: evolution, evolutionary approach, evolution and change, evolution and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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