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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

조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실천적 대안으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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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초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회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공공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 거버넌스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적 거버넌스와 행

정리더십은 비교적 단선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해결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 소득재분

배문제, 전지구화에의 대응, 지방자치 등 사회의 다원화와 연결성의 증대 등이 가져온 복잡

해진 사회문제들을 처리하는데는 명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단선적인 사회문제는 합리적 

기획과 처방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 (White, 1995). 즉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회문제는 그 테

두리가 명확하고 외부효과가 크지 않아 특정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기술적

인 처방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을 정의하기도 어렵

고, 문제의 범위도 한정하기 어려우며, 수많은 다른 사회문제들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합리

적 기획과 처방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 (Dennard, 1996; Weber & Khademian, 2008). 

이러한 인식에 따라 학자들은 복잡성 패러다임에 기반한 자기조직화, 창발성, 공진화 등

의 개념을 사용하여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조직 및 정책 네트워크의 진화를 이

해하고자 시도하여 왔다 (강성남, 2011; 김기형, 2009a; 최창현, 1999, 2009; Kooiman & van 

Vliet, 2000; Rhodes, 1997). 이들은 ‘정부 없는 거버넌스’에 의해, 즉 중앙집권적 조정기제에 

의한 거버넌스보다는 정부를 포함하여 사회의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적응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Folke et al., 2005; Rhodes, 1997). 특히 

이러한 시도는 분권화, 유연성, 시장화, 참여, 네트워크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적 틀로서 복잡성 패러다임을 기초로 삼았다.  

복잡성 이론 일반이 조직 및 정책의 이해를 위해 다방면에 적용되어 온 반면 (김기형, 

2009b; 김기형･정주용, 2011; 이석민, 2010; 최창현, 1999; Folke et al., 2005), 자기조직적 거

버넌스의 개념은 그 이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드물게 논의되어 왔다 (강성

남, 2011). 나아가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전통적 행정과의 대조를 위하여, 예를 들어 정책 

네트워크의 자기조직적이고 창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어떤 형태의 조직, 정책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기존의 제도와 규칙에서 완전히 독

립적일 수 없다는 실천적 이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이 합리성 패

러다임의 행정이론이 강조하는 목적성과 처방성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이론적 이유에서 균

형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논의는 복잡성 패러다임 특유의 개념인 창발적 

구조에 논의를 집중한 결과 의도치 않게 거버넌스의 본질인 설계된 구조 및 양자의 관계에 

주의를 덜 기울여왔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설계된 구조 및 창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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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결합으로서 이해해야 할 이론적･실천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 및 정책 현상에 대한 기계론적･합리적 패러다임의 대안적 패러다

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복잡성 패러다임 하에서의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본질을 설계된 구

조와 창발적 구조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나아가 거버넌스의 

하나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특성을 공공문제해결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

이다. 즉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특정 거버넌스 사례를 사후적으로 발견하고 해석하는 이론

적 틀을 넘어 하나의 처방적인 거버넌스로서 개념구성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특성에 대

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접근을 살펴보고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본질을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의 결합이라

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의 의의에 대

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문제해결기제라는 측면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특성에 대해 논

의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Ⅱ.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이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거버넌스 가운

데 한 유형이다 (Rhodes, 1997). 이는 복잡성 이론과 적응 이론의 바탕 위에서 그 특징을 이

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에 논의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을 간략히 검토한 후, 자

기조직적 거버넌스의 특징이 어떻게 전통적 통제 지향의 거버넌스에 비해 복잡한 사회 문

제를 푸는 데 있어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

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1.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복잡성 이론의 자기조직화 개념을 거버넌스 이론에 적용한 개념이

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철학적 배경은 20세기 들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영역에서 기존

의 뉴튼-데카르트식 기계적 세계관의 대안적 사고로 등장한 생태론적 세계관, 시스템 이론 및 

복잡성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단선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를 가정하는 Newton의 기계

적 세계관과 대조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복잡성 이론의 관점에서 세계는 적응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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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그들이 따르는 기본적인 규칙, 그리고 환경의 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Epstein, 

1999).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적, 사회적 거시구조들은 행위자들의 의식하지 않은 지역

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1) 초기 사이버네틱 연구에서 단순한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행위자(agent 혹은 cell)들의 초기 배열에 관계없이 이들에게 특정 규칙이 부여되었을 때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네트워크 혹은 활동공간에는 일정한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 관찰되었

다 (Wolfram, 2002).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자기조직화”라 부르게 되었다 (Jantsch, 1980). 즉 

복잡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행위자들의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혹은 예측

하지 않은 어떤 거시적 구조를 낳는 것을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라고 개념화하였다 

(Maturana & Varela, 1980). 이러한 초기의 자기조직화 개념은 이후에 행위자의 학습과 적응이 

포함된 보다 정교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Capra, 1996). 

행정학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용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

적인 복잡성 이론의 틀만큼 자주 적용되어 온 것은 아니다 (문영규･서승현, 2009; 이광모, 

2003). Rhodes(1997)는 거버넌스가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tems)” 혹은 “자

기조직적 연결망(self-organizing network)”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거버넌스는 사회정치 체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출

현 혹은 ‘창발’하는 하나의 유형(pattern) 혹은 구조를 의미한다 (정용덕, 2001: 731). 또한 

Kooiman과 van Vliet(2000)는 자기-거버넌스(self-governance)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자기생산성

(autopoiesis)과 연결지었다. 자기생산적 체계는 본래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흡수하여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 생물체계를 의미한다 (Kooiman & van Vliet, 

2000: 363). 자기생산적 체계는 그 체계의 재생산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점에서 자기

조직적이다. 생물체에 적용되는 자기생산적 체계의 개념을 은유적으로 거버넌스에 적용한 

것이 자기-거버넌스이다. 그러나 실제 자기-거버넌스가 어떤 의미에서 자기생산적인지에 대

해서는 그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Kooiman & van Vliet, 2000). 요컨대 기존의 논의

에서 복잡성 이론은 거시 사회 수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

(Castells, 2011), 그에 따른 국가 구조 및 거버넌스의 변화(Pierre & Peters, 2000) 가운데 행

위자의 자율성과 상호작용의 강화를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은유적 틀로서 쓰여 왔

으며,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도 명확한 정의보다는 그 특징적 개념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강성남, 2011; 김기형, 2009b; Holland, 1998; Kooiman & van Vliet, 2000; 

Morgan, 2006; Wheatley, 1992).  

인간이 관계된 사회체계는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Capra(2002)는 인

1) 지역적이라는 의미는 행위자들이 전체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없이 근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에 

기반해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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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만들어낸 조직은 설계된 부분과 창발적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설계된 구조가 인

간의 의식을 통해 통제를 목적으로 사전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라면, 창발적 구조는 

위에서 논의한 자기조직화의 결과로서 가시화된 구조를 의미한다. 창발적 구조는 특정한 행위

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이 환경에 적응하고자 반응하고 상

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Halley & Winkler, 2008; Holland, 1998). 

이 연구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두 가지 본질에 주목한다. 첫째,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는 정책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같은 순수한 창발적 구조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의 바탕 위에 (전통적 거버넌스에서보다 자유로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창발

된 구조가 결합된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설계 혹은 

합리적 기획의 차원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안적 

거버넌스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기능은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에 의한 창발적 구조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전통적 거버넌스가 장점을 가진 단선

적 사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자기조직적 거버넌

스가 강점을 가진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를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다양한 공적 및 사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구조 및 그 상호작용으로부터 창발된 구조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이는 첫째,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 기제로서 주된 존재 의의를 갖는다는 의

미이다. 둘째, 이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설계된 구조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혹은 초기조

건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이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그 결과로서 창발적 구조가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의 결합이라는 의미이다. 

2. 대안적 거버넌스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를 시민사회 영역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적 거버넌스로 보는 

관점이다 (Ostrom, 2005; Rhodes, 1997). 다른 하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공공 문제에 대

응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거버넌스로 보는 관점이다 (Folke et al., 2005). 후자의 관점이 

강조되는 이유에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가 고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Kettl, 2000).2) 즉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전통적 거버넌스가 가정하는 단선적이고 

2) Rittel과 Webber(1973)는 후기산업사회의 사회문제의 속성과 기획에의 도전에 대한 그들의 1973년 논

문에서 오늘날의 사회문제의 특성을 “사악한 문제들(wicked problem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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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환원가능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환원적이기보다

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Wise, 2006). 또한 전통적 거버넌스가 가정하는 문

제 및 해법의 예측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Weber & 

Khademian, 2008).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문제의 정의, 해법의 설계, 그리고 정책결

정자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Rittel & Webber, 1973; Roberts, 

2000; Vigoda, 2002). 복잡한 사회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

은 문제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Weber & Khademian, 2008). 이는 일반적 네트워크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문제의 집합에 어떤 경계를 확정하는 작업이 어렵고 하나의 문제를 추

가로 인식할 때 보통 그와 불가분적 관계로 연관된 다른 문제가 함께 활성화된다는 의미이

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관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소득재분배, 세대간 경제, 교육, 금융 시장 전반의 문제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박원

갑･김갑열, 2006; 서승환, 2007).  

둘째,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문제는 그 해법을 설계하기가 어렵다 (Altshuler & Luberoff, 

2003; Kettl, 2000; Rittel & Webber, 1973). 복잡성 이론의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 문제는 해

법과 더불어 공진화(coevolution)한다고 본다. 즉 부분적 해법의 집행은 전체적인 문제 네트

워크의 적응을 가져온다. 따라서 기존의 해법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수정된 해법의 집행은 다시 기존 문제 네트워크의 적응을 유발하는 공진화의 고리

가 존재하는 것이다.3) 해법 설계의 또다른 어려움은 문제의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 증대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사회 문제(네트워크)를 둘러싼 다양한 인과관계의 

고리 때문에 기존의 지식과 기술로는 수단과 결과 사이의 정확한 함수관계를 예측하기 어

렵게 되었다. 둘째, 공진화의 고리는 경우에 따라 전체 체계가 부분적인 변화에 매우 민감

해지도록 만들었다 (사득환, 2003). 이러한 복잡계의 민감성은 체계 수준에서 불확실성을 증

대시킨다. 

위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역할에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최창현, 2009). 오늘날 사회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자는 직접적

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 결과, 간접적으로는 다른 문제에 대한 외부효과, 기존 정책의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wicked”라는 용어는 어떤 윤리적 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

회문제가 악성(malignant)이고, 악랄하며(vicious), 까다롭고(tricky), 공격적(aggressive)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Rittel & Webber, 1973: 160).

3) 이러한 공진화의 사례는 부동산 정책, 입시 정책, 대테러 정책 등 중요한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예외

이기보다는 보편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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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 그리고 평가의 불가능성 등의 난점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는 

‘무작위’를 선택할 수는 없다 (Rittel & Webber, 1973). 

고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분산된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의 강점을 강조해왔다. Weber와 Khademian(2008)

은 ‘사악한(wicked)’ 사회 문제의 특성과 이의 해결 기제로서 네트워크의 장점에 대해 논의

하면서, 네트워크가 지식의 공유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Carley와 동료들(cf. Carley & 

Hill, 2001)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할

수록 분권형 의사결정구조의 성과가 집권형 의사결정구조의 성과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최근 집단지성에 관한 논의들(Surowiecki, 2005; Tapscott & Williams, 2008)은 다양하

고 자율적인 시민들에 의한 분산되고 독립적인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집권적 의사

결정구조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국토안전부 설치를 둘러

싼 논의에서는 테러방지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의 성격에 상응하는 복

잡하고 유연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Wise, 2006). 이렇게 다양한 분

야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그에 대응하는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 및 유연성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가 계속 변화하고 확장한다는 특징을 지닌 오늘날의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한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정보처리능력이다 (Booher & Innes, 2002). 기존의 논의는 구성

원들의 적응적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복잡한 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문영규･서승현, 2009; Pierre & Peters, 2000; 

Rhodes, 1997). 현재 시점에서의 즉각적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차기의 적응에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은 거버넌스 구조가 분권화되어 있을 때 극대화된다 (Box et al., 2001; 

Carley & Hill, 2001; Miles et al., 1997). 이는 각 구성원들의 개별적 혹은 지역적인 집합적 

적응 노력이 궁극적으로 체제 전체의 적응력을 높인다는 가정에 서 있다. 요컨대, 자기조직

적 거버넌스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3. 기존 논의의 한계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이 사회의 탈중심화(uncentralization) 및 참여의 증대, 그리고 행

위자 자율성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체제의 적응이라는 점에서 가

지는 강점으로 인해 최근 대안적 거버넌스로 논의되고 있지만,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전통

적 행정 패러다임의 논리들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성 이론을 적용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논의는 복잡성 이론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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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조직화 및 창발 개념에 치중하고 경험적 연구 역시 상당히 유동적이고 복잡한 정책 

네트워크의 진화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보니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창발적 측면이 배타적으로 부각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대안으로서 고려되려면 기존의 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

하지만, 모든 형태의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특히 현실에서 존재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

호관계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상호관계 뿐 아니라 법적이고 관리적인 상호작용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주로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제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대안적 거버넌스로 고려되려면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의 가치들과 조화될 가능성에 대한 이

론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절에서 우리는 기존의 논의가 중점을 둔 자기조직적 거버

넌스의 창발적 구조와 아울러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설계된 구조를 부각하고,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의 의의를 검토한 후, 이러한 관점의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Ⅲ.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

1.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의 역할 재조명

실제 존재하는 거버넌스는 단순히 설계된 구조 혹은 창발적 구조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체계의 모든 구조, 특히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모든 구조가 창발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실천적 이론 구성을 위해 중요하다. 동시에 전통적 거버넌스 역시 설계

된 구조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의도하건 아니건 전통적 거버넌스에서도 비공식적 조직 

혹은 네트워크가 생성되어 거버넌스 목표 달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Capra(2002: 121)는 복잡한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환경적응력을 

규정하는 창발적 구조라고 주장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도 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 이론적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순전히 창발적 구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의 결합이라고 한다

면,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의 본질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이다. 둘째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창발성이 가져오는 적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문

제 해결의 본질이 무엇인가이다. 적응과 문제 해결은 구별되어야 하는 관념이다. 문제의 해

결은 문제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필요로 하지만, 반대로 적응이 반드시 문제 해결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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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문제 해결은 분명한 목적성을 내포하지만 적응의 개

념에서 목적성은 훨씬 모호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설계된 구조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문

제 해결의 본질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문

제의 정의 및 대안의 선택, 자원의 동원 및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라는 단계를 따른다. 

각각의 단계에 상응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절에서 전자를 논의하고, 다음 절에서 후자를 논의한다. 

2.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의 의의

설계된 구조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거버넌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를 구성한다. 즉 설계된 구조는 우선 법적 책임성을 규정하는 법적 구조를 포함

한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일반적 의미의 거버넌스가 본질적으로 공공문제 해결

을 위해 공적으로 권위있는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는 기제라고 할 때 (Bell & Hindmoor, 

2009), 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정부의 행위는 자기조

직적 거버넌스 하에서도 공법 구조가 요구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적 책임성에 복종해야 한

다. 또한 설계된 구조는 관련 행위자들 간의 유효한 계약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직

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이 때로는 공공재의 생산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구속하는 절차

적 규범에 동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장일치 혹은 다수결의 의사결정 규칙, 전체 의사

결정회의와 하위 분과위원회 구조화, 회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의 자기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설득 의무 등이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규약화될 수 있다 (Connick, 

2006). 사실상 거버넌스 연구는 이러한 제도설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O’Leary 

& Vij, 2012; Ostrom, 2005).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는 거버넌스의 핵심 구조로서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기계적 관료제는 전형적인 설계된 구조로서 행정은 

관리와 문제해결 모두를 이 구조에 의존한다. 기계적 패러다임에서 문제에 대한 해법의 도

구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전제로부터 이러한 설계된 구조에의 의존은 정당화된다. 반면 자

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는 일종의 자기조직화의 초기조건을 제공한

다. 복잡성 이론에서 적응적 자기조직화 과정은 초기조건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논의된다. 

예를 들어 Cellular automata 모형(Wolfram, 2002)이나 NK 모형(Levinthal, 1997)에서 초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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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후의 창발적 구조의 형태 혹은 행위자의 최적 경로 탐색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 명확

히 말해, 초기조건이 이후의 자기조직화 과정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조건이 

달랐다면 이후의 자기조직화 과정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초기조건의 규정성

이 이해된다. 이런 논리에서 거버넌스의 설계된 구조는 이후 행위자들 간의 자기조직화의 

과정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설계된 구조의 초기조건으로서의 중요성은 나아가 설계된 구조에 의해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창발성이 조장되거나 억압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 가능성을 함축한다. 복잡성 

이론을 행정이나 정책에 적용하는 규범적 접근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창발적 구조가 한 

체계의 완전한 적응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잡성 이론이 복잡한 적응체계의 

적응능력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생태론적 연구는 실제로 복잡한 적응체계의 적응은 개체 수

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과 개체군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보

여준다 (Aldrich & Ruef, 2006; Hannan & Freeman, 1977). 어떤 복잡한 적응체계도 완전히 

적응적인 구조를 가지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개체 수준에서 소멸하고, 나아가 

개체군 수준에서도 많은 체계들이 적응에 실패한 채 도태된다 (Aldrich & Ruef, 2006). 이렇

게 적응을 위한 자기조직화의 한계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초기조건으로서 설계된 

구조에 의해 일정 수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계된 구조에서 공무원들의 재

량의 범위, 적법한 정책 참여자들의 범위, 이들의 권한 관계, 공동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시한 

등 구조의 변이 수준을 규정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창발성의 한계가 주어질 수 있다. 

셋째,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여타 거버넌스 형태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한, 자원의 공적 배분은 설계된 구조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Purdy(2012)는 협력적 거버넌

스의 유지를 위한 권력 자원을 유형화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회의나 의사결정의 장을 제공

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물적･인적 자원은 상당 부분 법적･행정적 규제 하에 놓인 정부

에 의해 제공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자원의 동원과 배분이 상당 부분 설계된 

구조의 논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비록 정당성과 같은 또다른 핵심적인 자원(Purdy, 2012)

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부문 행위자들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창발성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지만, 설계된 구조는 가시적인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구조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도 성과 평가의 주된 기준을 제시한

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체계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는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달리, 책임성의 문제 및 참여와 관련된 거버넌스 성과의 평등 문제는 체계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구성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나아가 복잡성 

이론은 취약하다. 설계된 구조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핵심적 구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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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와 문제 해결

복잡성 패러다임의 개념들에 기반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 대해 어떤 “목적성(telos)”을 

부여하는 것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논문에서 이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행정학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이해함에 있어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

적론적 접근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론적 문제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

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즉 이것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행정의 합리주의에서 이해되는 방식의 문제 해결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다르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순수한 창발적 구조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단순히 존재할 뿐 선험적인 목적성을 부여하

기는 어렵다. 창발적 구조의 정의상 창발적 구조를 발생시킨 행위자들의 지역적 상호작용의 

목적이 반드시 특정 창발적 구조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설령 행위자들

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떤 구조가 창발되고, 궁극적으로 관련된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Epstein, 1999). 따라서 창

발적 구조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문제 해결의 본질, 혹은 처방성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목적성 중심인 설계된 구조

와 적응성 중심인 창발적 구조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론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여기서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논의가 중점을 두는 창

발적 구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의 개념적 차이를 논의하고, 양자의 

결합(hybrid)으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안적 거버넌스가 

될 수 있는지, 즉 사회 문제는 어떻게 정의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배분은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

의한다. 이에 따라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사회 문제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원 배분에 따른 집행 이후 책임성과 참여자들 

간의 결과의 평등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처방성

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차례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설계된 구조의 속성, 창발적 구조

의 속성, 그리고 양자의 결합으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속성으로 나누어 차례로 논의한

다. 이 절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1) 문제의 정의

근대적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주로 발전해온 조직이론과 실제 공적 및 사적 조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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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조직을 설계해왔다 (Denhardt, 1984; Miller & Fox, 2007). 도구적 

합리성 개념이 성립하려면 일단 외부 세계의 엄밀한 법칙성과, 관찰자가 그 법칙을 인식하

고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를 근대적 기계론적 패러다임

이 제공한다 (Denhardt, 1984).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설계된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특정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 설계되고 점진적으로 수정된다. 특정한 목표란 반드시 특

정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책목표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대적 기계론적 패러다임 

하에서 특정한 목표는 베버 관료제 이념형으로 대표되는 효율성, 안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조직의 일반적 가치의 극대화를 포함한다. 요컨대 설계된 구조는 주어진 특정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표 1> 설계된 구조, 창발적 구조, 그리고 결합구조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문제 정의 자원 배분 책임성 평등 처방성

설계된 구조
주어지거나 
의식적으로 정의됨

구조 중심 개별적
통제가능한 기회 혹은 
결과

선험적

창발적 구조 창발적으로 구성됨 행위자 중심 환원불가능
행운에 의한 운명공동
체적 평등

적응적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주어진 문제의 
재구성화 과정

비선형 공동책임적
절차와 결과의 공동체
적 수용가능성

제한된 적응적 
처방

문제의 정의와 관련하여 창발성의 개념이 함축하는 바는 하나의 체계가 의식적으로 문제

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문제의 정의는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

보와 행동 대안의 집합을 바탕으로 선택한 결과들로부터 구성된 것이다. 개별 행위자들은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스스로 문제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다른 행동 대안을 선택한

다. 따라서 체계 수준에서 선험적인 문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개별 행위자들의 적

응과정의 결과로서 문제 정의는 사후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사회 문제는 외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관

련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constructed)’되며, 문제의 해법 또한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 모색되

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미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Berger & Luckmann, 1968; Bogason, 2001)고 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유용하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설계된 구조는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한 행정적 인식을 환기시킨다. 즉 설계된 

구조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확립된 절차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자들은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스스로 재구성

하여 문제를 정의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사회 부문 행위자들의 자기조직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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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성된 문제가 행정에 투입되고, 다시 정부 행위자를 포함한 참여자들이 문제를 재구성

하는 절차도 가능하다. 해법의 모색도 마찬가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컨대 이들은 자

신들의 신념, 가치, 자원, 관계 등을 통해 문제의 정의와 해법의 모색에 영향을 미치며,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의 인식과 공유된 인식을 재구성해나간다. 위의 논의를 하나의 이

론적 명제로 요약하면 다음 명제 1과 같다. 

명제 1: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문제의 인식과 해법의 모색은 설계된 구조에 의해 주어짐과 동시에

행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2) 자원의 배분

기존의 거버넌스 문헌들은 에너지 혹은 자원의 동원이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발견해왔다 (Norris et al., 2001). 반면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역시 

끊임없는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의 기능을 위해 지속적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의 거버넌스 문헌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설계된 구조에서 환경과 구조의 작동은 예측가능한 것으로 의제되며, 에너지는 예측가능

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약간의 편차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 (White, 1995). 일반적 조직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러한 설계된 구조

의 유지에 쓰인다 (Voss et al., 2008). 또한 자원 배분의 이상적 형태는 기존하는 합리적 기

획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부문과 분량이 정의되고 시의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

위자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구조의 차원에 그 강조점이 있다. 

반면 창발적 구조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 에너지 공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설계된 구

조의 유지를 위한 에너지 공급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창발적 구조의 유지

와 작동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계된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정적 공급이

나 완충장치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관리하기 어렵다. 둘째, 창발적 구조는 본질적으로 지역

적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구조 수준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 수

준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공식적 의사소통구조는 정보 수요 및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개별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가장 적절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연결해가는 과정에

서 형성된다 (Austine, 2003; Brandon & Hollingshead, 2004). 여기엔 공적 권위, 정보통신기

술, 신뢰, 재원 등의 자원이 필요하다 (Moreland, 1999). 마지막으로 창발적 구조는 기본적으

로 그 체계의 정적 균형상태에서 멀어져 일종의 “들뜬” 상태이다 (Capra, 1996). 이러한 들

뜬 상태는 그 구조의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재생산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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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속적 에너지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논의를 종합할 때, 문제 해결을 창발성에 의존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창발적 구

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수준

을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 수준에서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 수준에서 에너지가 분산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과 성과 사이에 상당한 비선형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이러한 비선형성이 야기하는 성과에 대한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선형성 및 불확실성은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다

른 기초인 설계된 구조의 선형적 논리와 배치된다. 이 점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에

너지 관리는 실천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

면 명제 2와 같다. 

명제 2: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 중심의 자원 투입은 자원 투입과 성과 사이의 비선형성을

야기한다.

3) 책임성 

전통적 거버넌스는 구조 설계시 개별 행위자들의 법적･행정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

적으로 고안된 기술이 개별 행위자들에 의해 집행될 경우, 전체 집행과정의 성과는 논리적

으로 각각의 행위에 환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원가능성에 대한 기계론적 세계관의 전제

에 기반하여 설계된 구조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책임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해

되어왔다. 

책임성의 문제가 행정이론에 있어서 뚜렷한 난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관료제로부

터 네트워크로 행정의 집행 수단이 변화하면서부터이다 (Salamon, 2002). 특히 복잡성 이론

에서는 기존 행정이론처럼 개별 행위자의 책임성을 관념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기조직화 

개념에서 거시적인 사회 구조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전자를 후자에 

환원시킬 수는 없다 (Epstein, 1999). 즉 복잡성 이론의 기본 관점은 거시적인 구조는 행위자 

및 그들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결과되는 창발적 구조(emergent structure)로서, 이는 

행위자 및 그들의 미시적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지만 그것들에 의해 “설명(explanation)”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pstein, 1999; Schelling, 2006). Wolfram(2002)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를 

“계산적 환원불가능성(computational irreducibility)”이라 불렀다. 즉, 단순한 행위자와 초기 조

건들이 주어졌을 때 자기조직화의 모든 종착점은 논리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의 수는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실제로 무한에 가까운 종착점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재고찰: 설계와 창발 개념의 통합을 중심으로 81

들 가운데 어느 경로로 어느 종착점에 도착할런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단지 사후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되돌릴 수도 없다. 

결과의 환원불가능성은 수많은 행위와 규칙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교차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 혹은 의사결정 하나하나의 최종 영향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창발적 구조의 결과와 관련하여 행위자들의 개별적인 성과책임을 

정의하는 일은 어렵다. 행위자들의 개별적 법적･행정적 책임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본질적

으로 창발적 구조의 결과를 설계된 구조의 기능에 대입하여 책임성을 논하려 하는 셈이다. 

결과의 환원불가능성 개념은 창발적 구조의 결과를 설계된 구조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

다고 하는 것이다.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 모두에 의존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책임성은 이중적

이다. 즉 설계된 구조와 관련된 결정 및 행동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니는 동시에, 이로부

터 창발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구조의 성과에 대한 책임은 그 성과를 향유하기 위해 자발

적으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공적 가

치로 볼 수 있다. 생태론적 관점에서는 개체(군)의 생존 및 번영이 성과의 궁극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Aldrich & Ruef, 2006). 이와 유사하게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책임성은 설계된 

구조가 처방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책임과 아울러, 거버넌스 참여자들 전체의 번영 혹은 몰

락 및 해체 자체가 공동책임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책임으로서 물질적 보상, 신

뢰의 구축, 사회 학습 뿐 아니라 부정적 책임으로서 문제 해결의 실패, 신뢰의 상실, 부정적 

사회 학습, 그리고 거버넌스의 해체 등을 포함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 명제 3과 

같다. 

명제 3: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책임성은 설계된 구조에 의해 처방된 개별적 법적 행정적 책임과

거버넌스의 성패와 관련된 공동책임을 포함하는 복합적 책임성이다.

4) 행위자들 간 평등

행위와 결과의 관계에 관한 합리주의 접근의 기본 가정은 특정 행위가 결과(자기 이익의 

극대화이든 전체 이익의 증진이든)에 이르는 경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의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결과의 (불)평등은 구조의 설계에 의해 의도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 나아가 이념적으로는 특정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한 원인 역시 환원주의적

으로 접근하여 기술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창발적 구조의 관념은 이러한 환원주의적 설명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행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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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조건을 매개로 의도와 결과 사이의 명확한 관계가 끊어진 

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행위자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는 

비의도적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예

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때에도 각 결과가 발현될 확률과 경로는 행위자에게 불확

실한 것으로 남아있다. 이런 관점은 궁극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일종의 운명주의적 무작위에 

의한 평등(Hood, 1998)이라는 관념화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창발적 구조에 기반한 결

과에서 행위자들 간의 (불)평등은 의도한 것도 아니며 의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개인 수준이 아닌 거버넌스 참여자들을 포함하는 공동체 수준에서 수용되는 것

으로 관념화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평등은 개인적 수준과 공동체 수준 양자를 아우

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수준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관련된 행위자들 간

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거버넌스 내 의사결정에서 

참여자들의 평등한 지위와 결과의 형평이 투표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조되는 특징이

라고 한다 (Ansell & Gash, 2008; Chambers, 2003; Thomson & Perry, 2006).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앙 없는 사회(centerless society)”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Cleveland, 2000; Rhodes, 

1997). 물론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규범적 이상을 반영한다. 실제로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자

들의 권력이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Huxham & Vangen, 2005; Purdy, 2012). 그러나 자

기조직적 거버넌스의 규범적 전제가 참여자들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공동체 수준에서, 성과를 창발적 구조에 주로 의존하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

서 행위자들 간의 결과의 (불)평등은 결국 이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개별 행위자들이 심

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 과정에

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결과가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평등이 보장된 가운

데,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행위자들이 심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비의도성이 결과의 수용가능성의 기

초이다.4) 이것은 평등한 발언의 기회 보장이라는 과정적 평등 및 이익의 의도적 평등 배분

이라는 결과적 평등과는 다르다. 이러한 “행운에 의한 공동체적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

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철학적 논쟁이 있어왔다 (Sandel, 2009). 그리고 이러한 결과

의 심리적 수용 정도는 그 정치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Hood, 

1998).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논리는 환원주의적 관점의 평등, 즉 참여자 개인의 몫이라는 

관점에서의 평등보다는 평등한 절차로부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개별 행위자들이 

4) 무작위적 단속이나 추첨에 의한 서비스 대상 선정 등 의도하지 않은 배분 기제가 실제 공공영역에서

는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Hoo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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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수용하는, 동의라는 관점에서의 평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위의 논의

를 요약하면 아래 명제 4와 같다. 

명제 4: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설계된 구조에 의한 절차적 평등과 행운에 의한 운명주의적 공동체적

평등을 포함한다.

5) 처방성

행정의 존재 의의는 공적 문제의 해결 능력에 있다. 즉 행정은 입헌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의 모든 행위는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처방성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된다. 관료의 예산극대화(Niskanen, 

1971)와 같이 이러한 처방성에 봉사하지 않는 행정 요소는 규범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는 본질적으로 처방적 구조이다. 이

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존재의 목적이 규정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가 선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목적지향적 구조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설계된 구조의 처방성은 문제

의 선험적 정의, 자원의 합리적 배분, 개별적인 법적･행정적 책임성의 특정, 그리고 결과의 

통제가능성으로 정리된다. 

설계된 구조의 선험적 처방성과는 대조적으로 창발적 구조는 처방보다는 적응에 초점을 

둔다. 적응이란 환경의 변이(variation)에 대한 행위자의 수정적 반응이다. 즉 적응은 자신의 

조건들을 환경에 맞추기 위해 행위자가 기존의 정적 균형상태로부터 편차(deviation)를 증대

시키고 활용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재균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Holland, 1995; 

Miller & Page, 2007). 구조의 편차 증대는 성과의 편차 증대를 가져와 그 자체로 위험을 수

반하지만 (March, 1991), 편차의 증대 없는 기존 균형의 유지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연한 

적합성 (Hannan & Freeman, 1977) 이상의 적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계된 구조는 편차를 증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거나 본질적으로 모순된다. 베버관

료제의 예에서 보듯이 안정을 위해 설계된 구조는 그 자체로 편차의 증대를 사전에 통제하

는 의도로 설계되었다. 반면, 창발적 구조는 설계된 구조에 비해 덜 영속적이고 더 역동적

이기에 본질적으로 편차의 증대에 거의 전적으로 관여한다. 

기존의 복잡성 이론 기반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의 적응 능력에 주목하고 

이 적응 능력의 유무로부터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기

형･정주용, 2011; 이광모, 2003; Folke et al., 2005).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이러한 

접근에는 창발적 구조의 적응 경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따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창발적 구조의 적응은 문제가 해결되는 종착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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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은 앞서 논의했듯이 적응과 문제 해결의 상이성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경험적으로도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 (사득환, 2003). 오히려 이러한 가정은 이론

적으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창발적 구조의 전개가 설계된 구조의 틀을 반영한다고 보

는 관점에서 보다 잘 이해된다. 

요컨대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창발성 중심으로만 이해할 경우 문제 해결 기제로서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를 개념화하는 것은 이론적 난점에 부딪친다. 문제의 해결과 적응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자기조직화 과정이 반드시 문제 해결로 귀결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이

러한 창발성 중심의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의 처방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설계된 구조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보다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창발적 구조는 설계된 구조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적응성은 제한된다. 반면 설계된 구조에 입

각하여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러한 목적성은 앞서 살펴본 문제 정의, 자원 배분, 책임성 평가, 결과의 평등 확보 등의 차

원에서 모두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기제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성격은 이중적이라 볼 수 있다. 

창발적 구조에 주목할 때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공동체의 적응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키고, 

설계된 구조에 주목할 때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공동체의 목적지향성을 부각시킨다. 결국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양자가 결합된 제한된 적응적 처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 명제 5와 같다. 

명제 5: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설계된 구조의 선험적 처방성과 창발적 구조의 적응성이 결합된 제한된

적응적 처방성을 보인다.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창발적 구조와 아울러 설계된 구조의 본질과 역할

에 주목하였다. 그럼으로써 전통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유산이 강한 한국의 행정 현실에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자기조직

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소간 창발적 구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

하여 이 논문에서는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를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의 결합인 것으로 

보고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의 본질에 대

해 논의하고,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공공 문제의 해결 기제로 이해될 경우 그 특징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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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해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 간의 균형에 주목하여 문제 인식, 자원 배분, 책임

성, 결과의 (불)평등, 그리고 처방성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세히 논의되지 않은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에서 설계된 구조의 의의와  자기조

직적 거버넌스가 공공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여 다섯 가

지 이론적 명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바탕으로서 설계된 구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창발적 구조 간에 균형있게 결합된 이론적 시

각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나아가 설계된 구조에 대한 고

려를 통해 창발성 위주의 자기조직화 이해가 지니는 무목적성, 혹은 문제 해결이 배제된 적

응이라는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이론적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기조직적 거버

넌스 개념이 내포하는 이론적 급진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공공문제 해결을 순수하게 창발적인 사회 구조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

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공공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창발성과 설계

된 구조를 균형있게 결합하는 것은 그만큼 적용가능성을 증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

게 함으로써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공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학에서 상반되는 패러다임인 합리적 기계론적 

패러다임과 생태론적 복잡성 패러다임 간에 실천적 결합을 시도하는 이론적 기초 작업으로

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오늘날 연결망(network)에 의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복잡성 이론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자기조직적 거

버넌스의 준거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특정한 설계를 제시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는다. 이 연구는 앞으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본질과 실천에 대

한 다양한 연구들을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시도로서의 의의를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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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ting Self-Organizing Governance: Designed and 

Emergent Structure

Taehyon Choi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sit the concept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 combination of designed and emergent structure. Research has focused exclusively 
on the emergent nature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its unique feature, although 
designed structure is also important in the working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 problem-solving mechanism in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constructs the 
concept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 combination of a designed and emergent 
structure, highlights the function of the designed structure,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in terms of goal setting, resource 
allocation, accountability, equity, and problem solving. This study argues that this 
conceptualization can help understand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n adaptive and 
problem-solving mechanism for public administration. 

【Keywords: self-organization, governance, emergent 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