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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이질혼합의 맥락에서 우리의 행정

연구가 이러한 속성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행

정현실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가(존재론 및 인식론)와 행정현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연

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86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론 및

인식론 차원에서 행정현실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실체로 보는 실재론 및 실증주의적 가정에

무게중심을 둔 연구가 60%로 나타났다. 둘째, 적용한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537편의 경

험 연구 중 80%가 행정현실을 실증주의적 ‘발견’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 및

소수자 관련 연구에서 일정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하위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행정사 및 철학관련 연구 비중이 상당히 낮았으며 이는 행

정연구의 맥락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국

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이의 비중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연구의 다양성 차원

에서 일반국민의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

의를 연구다양성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행정연구, 인식론, 연구방법, 발견(finding), 구성(construct)】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sywon@ewha.ac.kr)
논문접수일(2015.1.8), 수정일(2015.2.23), 게재확정일(2015.3.2)



72 ｢행정논총｣ 제53권 제1호

Ⅰ. 문제제기 

역설적 현실 속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표준화된 접근방식에 적응할 수만은 없다.... 현실

의 기형성(whimsicality)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자료수집, 복합적인 분석, 역설을 당연시하

는 관점이 포함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는 고착된 모형과 해

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자신의 (연구)행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Koot et 

al., 1996: 211; quoted in Lewis & Kelemen, 2002: 271).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적은 위의 인용문으로 대변된다. 행정환경의 복잡성과 이질혼합

의 모순적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행정연구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얼

마나 다양한 방식과 접근을 시도하는 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은 행정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성이 미국에

서는 911테러 이후 급증했고(Paul, 2013),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로 표상되는 한국사회의 

위기와 공공행정에 대한 회의와 무관하지 않다(김병섭･김정인, 2014; 신희영, 2014; 임의영, 

2014).1) 행정의 존재이유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 ‘문제적 상황’이며 이

는 행정연구(자)에게도 도전적인 현실이다. 그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타개할 

‘방법’을 제시할 것이 행정연구(자)에게도 기대되기 때문이다(Bozeman & Bretschneider, 1994; 

Ventriss, 2013). 

현재 감지되고 있는 행정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현대의 행정환경은 과거 중시되었던 질서와 안정, 예측가능성 및 관리

가능성과 같은 가치와 함께 역설, 모순 그리고 이질혼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적 속성을 지닌다는 일련의 논의에 주목하여(Fox & Miller, 1995; Ventriss, 1998; 2013; 

McSwite, 2006; 원숙연, 2002; 김동원, 2005; 이영철, 2011), 우리의 행정연구가 이러한 가치

의 다양성과 이질혼합을 담아내기에 충분히 다양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물론 현대 행정 환경의 특성을 역설과 모순 그리고 이질혼합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이

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행정현실을 모순, 이질혼합 및 다양성으

로 규정하는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행정을 둘러싼 변화와 포스

트모더니즘적 논의가 갖는 친화성이다(이에 대해서는 <행정연구의 새로운 조건>에서 후술

1) 물론 한국에서 행정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세월호’사태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세월호 이전에 제기된 행정의 존재이유 및 역할에 대한 회의는  학자

를 중심으로 한 위기의식과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했다면, 세월호 사태 이후는 행정과 이를 통해 구

현되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전체의 회의와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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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이 갖는 불완전대표성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

럼 자연현상과는 달리 특정 사회현상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에 도달한 관점을 찾기

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떤 관점도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현상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완전대표성을 갖는 다양

한 관점을 통해 논의하고 이들 다양한 논의가 합해질 때 그 현상에 보다 가깝게 갈 수 있

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행정을  모순, 다양성, 이질혼합으로 규정하는 포스트모더니

즘적 관점 역시 불완전하나마 행정현상의 일부(선택적으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발표된 행정관련 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주목한다. 특히 이들 논문이 기반하고 있는 존재론 및 인식론 그리고 연구방법론

에 초점을 맞춘다. 행정현실을 포함한 사회현실의 성격을 규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그 대상 현실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가(존재론 및 인식론)와 그 현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연구방법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00년

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86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존재론 및 인식론, 

그리고 연구방법론에 따른 연구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행정연구가 행정현실의 

다양성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행정연구의 새로운 조건 

서론에서 제기한 현대 행정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행정환경의 ‘역설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 일련

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Lytord, 1984; Hassard, 1994; Bouchikhi, 1998; Lewis & 

Kelemen, 2002). 이러한 논의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과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2) 

2) 여기에서의 ‘선택적’친화성이란 현대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현재 행정환경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면

적 친화성을 전제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무리가 있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적 논의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다양한 논의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포괄범위

가 광대하여 인문학 및 사회과학은 물론 예술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이 매우 넓다. 이처럼 포스트모

더니즘을 둘러싼 논의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동일한 학문영역 내에서도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기

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방식으로 규정되기도 한다(Bogason 2001; 원숙연, 2002). 둘째, 현대의 행정

은 질서, 통제, 관리가능성 및 예측가능성과 같은 소위 모더니즘적 특성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의 다차원성과 다면성은 전면적 친화성이 아닌 특정부분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행정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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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은 라틴어의 ‘paradoxum’에서 유래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unbelievable), ‘믿음을 넘어

서는’(beyond belief)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상황(명제 및 언명을 포함)이 자기-모순적이고 

부조리하게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가능한 진실을 표상하는 것(seems self-contradictory or 

absurd but in reality expresses a possible truth)(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paradox), 그

것이 바로 역설이다.  

과거에는 함께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서로 다른’ 더 나아가 ‘갈등’하는 요소들

이 공존하는 이질혼합의 상황이 바로 역설의 발현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행정현실에서 과

거에는 별개의 영역에서 제로섬의 관계로 설정되었던 통제와 자율, 통합과 개별화, 세계화

와 지역화, 확장과 축소, 순응과 불응, 임파워먼트와 규제가 이제는 공존하는 것으로 논의된

다. 따라서 행정을 통해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

다. 이처럼 이질혼합이 공존하고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역설적 상황은 불가피하게 긴장관

계를 내포하고, 행정은 이러한 이질혼합의 긴장관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Cooper & Burrell, 1988; Farmer, 1995; Fox & Miller, 1995; Bogason, 2001; McSwite, 2006; 

원숙연, 2002; 이영철, 2011). 더욱이 이러한 요구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성을 갖는다. 이질혼합의 역설적 상황이라도 그 양상이 고정적이라면 

대응방식을 찾아내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을 둘러싼 환경

은 고정적이지도 않고 예측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 하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안정, 질서, 예측가능성, 구체성과 같이 행정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가치와 이질혼합에 따

른 다양성과 역설 등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행정이 전통적 가치와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를 함께 담아내야 하는 상황은 행정

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행정연구에게도 ‘새로운 조건’이 된다(Lytord, 1984; Hassard, 1994). 

이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새로운 조건에 행정연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심화(centering)

에서 여러 요소가 공존하는 탈-중심화(de-centering)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

잡한 사회현상을 구성하고 움직이는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대담론을 넘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가진 특수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역적 담론을 찾아내고 인정해

야 한다. 여기서 지역적 담론이란 거대 담론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경험

이며, 다양한 삶의 세계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재현(represent)이다. 이러한 재현은 경

험적이고 엄정한 방법론이나 연구설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실증

련의 논의에 주목하여 ‘선택적’ 친화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은 본 연구가 포스트모더니

즘적 논의를 선택한 것일 뿐, 행정환경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속성을 모든 연구자들이 당연시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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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과 연구설계는 이미 정해져있는 ‘과학공동체의 전문가적 자기-정당화’(professional 

self-justification)에 근거해 있지만(Hassrd, 1994: 313), 행위자가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만

나는 다양하고도 독특한 현실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탈-중심화가 행정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과학으로서 충족해야 하는 예

측가능성 또는 일반화가능성과 같은 거대담론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예측가능성과 일반화가능성만으로는 역설적 현실에 다가가는 것이 제한적임을 인정하

고, 다양한 삶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확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접근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이다. 이를 위해 행정연구는 관찰가능한 행태

(behavior)만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용하는 행위(action),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상호작용에까지 연구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McSwite , 2006; 원숙연, 2002;2004; 

윤견수, 2005; 2008; 이영철, 2011). 이처럼 행정연구의 새로운 조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의 지배적 패러다임, 고정된 해결책, 관행적 접근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자료수집, 

복합적인 분석 등 다차원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Fox & Miller, 1995; 

Koot et al., 1996: Ventriss, 1998; 2013). 결국, 행정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행정연구가 통

일성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같음만이 아니라 차이도, 보편성만이 아니라 다원성으로까지 그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개관

1. 분석대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한다. 우리의 행

정이 질서,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같은 전통적 가치와 이질혼합의 다양성과 역설 등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야 하는 ‘지식생산의 새로운 조건’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간 범위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를 포괄하였다. 2000년을 시작점으로 한 것

은, 이론(異論)의 여지는 있지만, 1999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행정을 둘러싼 현실 및 행정

에 대한 요구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를 기점으로 

과거의 행정이 중시하던 질서, 통제, 안정성과 같은 행정의 전통적인 가치에 더하여 새로운 

가치가 합해지면서 행정을 둘러싼 포스트모더니즘적 조건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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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 닥친 세계화의 파고, 90년대 후반 나타난 경제위기와 이에 대

한 대응,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의 영향력 등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요구들이 

결집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나라 행정학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2000년에 들어와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년을 기점으로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연구경향성의 

시간적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이다. 행정에 기대되는 시대적 역할에 차이가 있고, 응

용학문인 행정학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연구경향성에 반영하게 된다(박순애, 2007). 이는 

각 시대에 따라 연구 경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시대적 연구경향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시대라는 시간적 동질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었다. 따라서 소위 뉴밀레니엄 시대의 시작인 200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행정연

구를 그 시간범위로 한정하였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모두 아우르는 연구경

향성에 대한 시도가 아니라면, 2000년대라는 동시대를 시간범위로 하여 하는 것이 동질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방대한 연구가 되겠지만, 이 모든 시대를 아

우르는 연구경향성의 시대적 차이를 보는 것도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행정관련 학술지가 다수 존재하나 한국행정학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 중 하나이며, 행정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

하게 개진되는 학술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행정학보는 특정 연구영역에 무게중심

을 두기 보다는 행정관련 연구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연구의 전반적인 지형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특정 영역보다는 전

체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과소 또는 과다대표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법론적 엄정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학술지라면 

양적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고,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술지라면 여타의 행정현상

이 덜 다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지형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행정학의 특정 하위분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망라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3)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게재된 총 904편의 논문 

중 서평 및 특별호 서문 37편을 제외한 867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그간 행정 및 정책학 분야에서 연구경향성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연구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를 진행하였고,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연구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는 권경득(1996; 
2006), 목진휴·박순애(2002), 주상현(2005), 박순애(2007), 최영출·박수정(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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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과정 및 분류범주 

1) 전반적 분류: 연구자 및 연구분야  

연구지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분류작업이다. 논문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합의된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이에 부합하는 연구

자의 전문가적 식견과 관점을 동원한 다각적인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주관적

이고 탐색적이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Houston & Delevan, 1994; Healy & Perry, 2000; 

Nesbit, et al., 2011). 그러나 연구경향에 대한 지형분석이 갖는 탐색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견은 용인의 범위 안에 있다. 분류에 따른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관적인 평가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의 주장과 같은 연성(soft)의 기준이 아니라, 논문이 실제

로 적용한 연구방법과 같은 경성(hard)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전체 대상 논문 867편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인 867편

의 논문을 논문명, 논문발표연도, 저자 및 공동저자의 성명, 성별, 학위 취득국가, 연구분야, 

연구유형, 적용한 연구방법론, 그리고 연구대상을 대분류로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대분류

에 기초하여 세분화된 소분류로 재범주화 하였다. 둘째, 연구분야에 대한 분류는 연구경향

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되(송희준, 2006; 권경득, 2009; 박순애, 2009),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행정학의 일반적인 분야분류인 행정일반, 조직, 인사, 

재무, 정책으로 대분류하였다. 정책분야는 그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정책일반, 복지 및 소수

자, 환경 그리고 도시 및 지방으로 세분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사와 행정철학 및 윤리

를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고, 이상의 하위분야에 포함하기 어려운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

다. 이상의 연구분야는 기본적으로는 논문의 초록에 제시한 주제어 및 제목에 따라 분류하

였다. 논문의 제목 및 초록에 제시된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상대

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은 논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류하였다.  

2) 연구 속성 분류 

연구자의 특성 및 연구 분야는 이미 어느 정도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가 관심을 갖는 연구 속성은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간의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

속성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후술하는 <표 3>에 나타난 분류로,  관련 연구에 기초하여(Houston 

& Delevan, 1994; Healy and Perry, 2000; Lewis -Beck, et al, 2004), 개념적 연구(conceptual 

studies)와 경험적 연구(field studies)로 나누었다. 먼저 개념적 연구는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개

념’(concepts  as abstract objects)에 주목한 분류이다 (http://en.wikipedia.org/wiki/Concept).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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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대상이란 사상(thought) 또는 아이디어와 같은 추상성이 높은 것이기도 하고, 제도나 

정책 등 사상이나 아이디어에 비해 추상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실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개

념적 연구는 이들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는 연구 활동을 포괄한다(Houston & Delevan, 

1994; Healy and Perry, 2000). 이 가운데 철학, 윤리, 행정사 및 가치 등과 같이 사상이나 아

이디와 같이 추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념을 논의하는 순수 이론적(theoretical) 연구와 행

정관련 현상, 제도, 기구 및 정책 등 사상에 비해 추상성이 낮은 실체를 기술하는 서술적

(descriptive)연구로 세분하였다.4) 한편, 경험적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맞춘 분류

이다. 특히 경험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만남'(encounter)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Lewis -Beck, et al, 2004; 384; Healy and Perry, 2000). 여기서 만남이란 설문

조사, 인터뷰그리고 참여관찰에 이르기까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 만남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

다. 따라서 경험연구에는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 모두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

한 직간접적인 만남을 통해 획득된 자료를 어떤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는가에 따라 경험연

구의 하위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은 특정 사례를 통해 현실을 조망하는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인간의 

인식 밖에 존재하는 ‘외부적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활용된다(Stake, 1994; 

Healy & Perry, 2000; Mills et al, 2010). 이는 후술할 질적연구 중 내생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와는 구분된다. 내생적 사례연구에서‘특정 사례’는 현실을 조망하는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서 연구의 목적이 된다. 특정사례를 통해 현실을 설명하려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

례연구와 달리 내생적 사례연구는 그 사례가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그 사례가 갖는 의미

를 구성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Mills et al, 2010: 500), 질적연구로 분류된다(Stake, 1994; 

445; Mills et al, 2010: 473-475).  예를 들어, 일반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행정현상을 이해하

고 이와 관련한 이론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러

한 사례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그 사례를 통해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5) 이에 반해 A라

4) 개념연구 중 순수이론 연구는 대부분 행정사 또는 행정철학 분야에 속한다. 행정사 및 행정철학 분

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순수이론연구의 일부 예는 다음과 같다. 김병원(2000), “A. H. Maslow 
의 ｢자아실현 욕구｣ 의 개념과  선사상”, 한인숙(2000), “포스트모더니즘 , 복지정책 그리고 여성”, 원
숙연(2002), “포스트모더니즘 조직연구: 인식론적 정향성과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이영철(2006), “사
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이영철(2011), 포스트모던 행정학

과 공공성 탐색: O. C.  McSwite의 공공성 논의를 중심으로 등이다. 한편 서술적 연구의 예는 김윤권

(2010),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 인치에서 법치로”, 한승연(2009), “행정사의 연구방법과 연구 방

향”, 이정희(2010), “최근의 주요예산이론들의 비교,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오준군(2013), “정
부조직개편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찰” 등이다.  

5) 예를 들어 분석대상 논문 중 김창수(2000) “지방자치제 실시와 환경정책집행의 효과성 차이에 관한 

연구  -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정책집행사례를 중심으로 -” 또는 김판석 외 (2000), “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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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이 삶의 세계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그 공무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

고, 그 공무원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에 기반하여 그 현실을 연구자가 함께 구성해가는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의 독특성과 특수성이 강조된다.6)  이는 내생적 사례연구가 된다. 또한 A

지역과 B 지역 간의 갈등을 시간적으로 추적해가면서 다양한 텍스트(예: 신문기사나 보고

서, 인터뷰자료  등)에 나타난 상호작용이나 역학을 찾아서 연구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

하여 구성해가는 연구 역시 그 사례의 특수성에 관심을 둔 내생적 사례연구로 구분된다. 이

렇게 볼 때 내생적 사례연구는 질적인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Stake, 

1994; Healy & Perry, 2000; Mills et al, 2010). 문제는 일반적인 사례연구를 어디에 위치지울 

것인가이다.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통계적 의미의 일반화나 기존이론에 대한 

테스트를 최종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Mills et al, 2010: 474), 전형적인 

양적연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사례연구를 개념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논의

가 주(主)를 이루는 순수 이론 연구와 행정제도나 현상에 대한 서술을 주로 하는 기술적 연

구로 분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사례연구는 개념적 연구와 경

험적 연구와는 다른 별개의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중 양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것은 양적인 연구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7) 

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의 경우는 특정의 사례 그 자체가 목적

이기 보다는 그 사례를 통해 환경정책집행의 효과성 및 인사평가제도의 역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

례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3>에서 보는 것처럼, 867편의 분석대상 

논문 중 약 18%정도가 사례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행정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비

중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윤견수(2001) “ 약자의 설득전략 : 어느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개혁활동에 대한 현상학적 보고서”, 유
민봉 심형인(2011)의 “공무원이 조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체면현상과 행위에 대한 질적연구”, 김경은

(2012) “은퇴한 공직자의 리더십 형성요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의 

‘진화적 리더십’에 대한 스토리텔링분석”등은 그 사례가 갖는  특수성과 독특성에 주목하여 사례에 

대한 의미의 해석과 구성이 연구의 목적이 되는 내생적 사례연구로 분류 할 수 있다.  

7) 사례연구 중 양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점에서 사상이나 아이디어, 제도 등 추상적인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사례연구 중 일반적인 사례연구는 구체저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그 사례의 특정측면에 초점을 맞

춘 기술적인(descriptive)접근을 한 경우이다. 그러한 예로는 윤광재(2006)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

에 관한 비교연구”, 하혜수(2007), “자치계층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요인: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

심으로”, 윤정수(2009), “한국 소프트웨어(SW)산업정책 변화의 사례연구”, 하혜수 등 (2011) “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비교연구:도서 특례를 중심으로”, 정병걸(2011), 조직군밀도의 이중효과와 조

직군의위기: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의 성공과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례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술적 접근이 아닌 통계적 방법

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의 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최용부 등 (2002), “ 도시역사문화공원의 사회적 

가치: 진주성의 사례”의 경우 진주성이라는 역사문화공원을 사례로 하고 있지만, 실증적인 추정방법

을 사용하여 진주성의 가치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나중식, 정진주(2003)의 “ 기초의회 예산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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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류는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

구팀이 수차례에 걸친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자와 석*박사 과정의 학생으로 구

성된 분류팀이 논문초록과 내용을 검토하여 최초분류를 실시하였다. 최초분류가 시행되기 

전에 연구자와 연구팀은 분류기준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2개의 연구팀이 

최초분류한 결과를 대조하고 지속적인 교차검토를 실시하였다. 2차 교차검토 결과, 연구자

의 분류와 분류팀 간 편차가 있는 경우는 재검토하여 재분류하는 과정을 포함한 3차 분류

를 실시하였다. 3차 분류는 연구자와 박사과정 생으로만 구성된 검토 팀에서 재검토 및 재

분류하였다. 4차 분류는 검토된 867편 논문 모두를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재검토하

여 분류기준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Ⅳ. 행정 연구의 지형분석 : 결과 및 논의

1. 행정연구의 전반적인 지형: 연구분야별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지형을 알아보기 전에 예비적으로 연구분야의 구성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형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연구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조

직연구(20.2%)가 가장 높고, 도시 및 지방(18.8%)이 그 뒤를 따른다. 행정일반 및 정책일반

과 같이 특정분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을 제외하면 복지 및 소수자 관련 정책(7.7%)이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1> 연구분야별 논문 편수 및 구성비(2000-2013): 전체 

질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2~대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시 부산

진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예산심의질의를 사례를 분석하였으나 질적인 담론분석이 아닌 

기술통계를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사례연구의 경우도 양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

한 것과 기술적인 연구를 분류하였다. 

편수 구성비(%) 

행정일반 80 9.2

조직 175 20.2

인사 45 5.2

재무 57 6.6

정책분야 정책일반 7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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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반적인 지형은 1년 단위로 세분한 <표 2>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13년간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분포는 조직과 지방 및 도시 분야의 투톱(two top)체제라고 

할 수 있다. 

<표 2> 연구분야별 논문 편수 및 구성비: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행정일반
10

(13.3)
1

(2.0)
3

(4.7)
6

(8.1)
8

(9.9)
12

(20.0)
5

(8.2)
5

(9.6)
4

(5.9)
7

(12.7)
5

(10.2)
7

(12.7)
1

(1.7)
6

(9.7)
80

(9.2)

조직
10

(13.3)
16

(31.4)
8

(12.5)
16

(21.6)
21

(25.9)
10

(16.7)
14

(23.0)
9

(17.3)
16

(23.5)
8

(14.5)
11

(22.4)
6

(10.9)
13

(21.7)
17

(27.4)
175

(20.2)

인사
6

(8.0)
6

(11.8)
3

(4.7)
2

(2.7)
4

(4.9)
3

(5.0)
3

(4.9)
5

(9.6)
2

(2.9)
1

(1.8)
4

(8.2)
2

(3.6)
2

(3.3)
2

(3.2)
45

(5.2)

재무
9

(12.0)
6

(11.8)
5

(7.8)
10

(13.5)
3

(3.7)
2

(3.3)
2

(3.3)
4

(7.7)
1

(1.5)
3

(5.5)
5

(10.2)
2

(3.6)
2

(3.3)
3

(4.8)
57

(6.6)

정
책
분
야

정책
일반

2
(2.7)

2
(3.9)

9
(14.1)

7
(9.5)

9
(11.1)

6
(10.0)

5
(8.2)

4
(7.7)

9
(13.2)

3
(5.5)

3
(6.1)

8
(14.5)

4
(6.7)

2
(3.2)

73
(8.4)

복지 
및 

소수자

3
(4.0)

3
(5.9)

3
(4.7)

4
(5.4)

8
(9.9)

3
(5.0)

5
(8.2)

5
(9.6)

7
(10.3)

4
(7.3)

3
(6.1)

3
(5.5)

9
(15.0)

7
(11.3)

67
(7.7)

환경
2

(2.7)
3

(5.9)
1

(1.6)
3

(4.1)
5

(6.2)
1

(1.7)
1

(1.6)
3

(5.8)
1

(1.5)
2

(3.6)
1

(2.0)
5

(9.1)
2

(3.3)
1

(1.6)
31

(3.6)

지방 
및 

도시

18
(24.0)

8
(15.7)

16
(25.0)

9
(12.2)

16
(19.8)

10
(16.7)

8
(13.1)

7
(13.5)

13
(19.1)

9
(16.4)

8
(16.3)

16
(29.1)

14
(23.3)

11
(17.7)

163
(18.8)

행정윤리 및 
철학

2
(2.7)

1
(2.0)

1
(1.6)

1
(1.4)

2
(2.5)

3
(5.0)

2
(3.3)

0
(0)

2
(2.9)

0
(0)

2
(4.1)

4
(7.3)

1
(1.7)

1
(1.6)

22
(2.5)

행정사
4

(5.3)
1

(2.0)
1

(1.6)
1

(1.4)
1

(1.2)
0
(0)

2
(3.3)

1
(1.9)

0
(0)

1
(1.8)

1
(2.0)

0
(0)

0
(0)

1
(1.6)

14
(1.6)

기타
9

(12.0)
4

(7.8)
14

(21.9)
15

(20.3)
4

(4.9)
10

(16.7)
14

(23.0)
9

(17.3)
13

(19.1)
17

(30.9)
6

(12.2)
2

(3.6)
12

(20.0)
11

(17.7)
140

(16.1)

합계 75 51 64 74 81 60 61 52 68 55 49 55 60 62 867

주: 음영은 논문게재 비율 상위 세 분야(복합적 분야인 행정일반과 정책일반 제외)

복지 및 소수자 67 7.7

환경 31 3.6

지방 및 도시 163 18.8

행정윤리 및 철학 22 2.5

행정사 14 1.6

기타 140 16.1

합계 8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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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과 도시 및 지방분야의 논문이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지난 50여 년간의 행정학 연구의 일관된 현상으로 평가된다(주상현, 2002; 권경득, 

2006; 박순애, 2007). 조직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은,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 행정연구가 행

태주의적 전통이 강하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직연구는 심리학 전통 속에서 미시적인 

수준의 행태주의적 접근을 근간으로 한다. 조직연구와 행태주의와의 높은 정합성이 행정학

분야에서 조직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 및 도시 분야는 전통적으로 연구가 활발한 영역이었다는 점에서(권경득, 2006; 

박순애, 2007), 2000년 이후에도 그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와 2000년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고

조되면서(최영출·박수정, 2011), 관련 연구의 동력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상당부분의 행정이슈가 지방 및 도시 단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더욱이 지방 및 도시를 단위로 한 지역 간 갈등이 2000년대 이후 고조되면서 도시와 

지방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증폭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2000년대 이후 복지 및 소수자 정책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

발하다는 점이다.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일직선상의 비교는 어렵지만, 기존논의에서 복

지 및 노동분야는 행정연구의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복

지 및 소수자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분류기준과 시기에 따른 차이이다. 예를 들어 권경득(2006)과 박순애(2007)는 사회복지

와 여성을 별개로 분류하였고,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전자는 1956년부터 2006년을, 후자는 

1967년부터 200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시기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복지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와 달리 200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시기상의 

차이를 넘어서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복지관련 논의가 2000년대 중후반부에 들어와서 주변

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표2>

를 통해서도 포착되는데, 2000년대 초반보다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복지 및 소수자 연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반성과 복

지수요의 증폭 및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적 요구, 그리고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지형의 

변화와 최근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외국인 집단의 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

인다(http://www.kinds.or.kr/).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역과는 달리, 행정사 , 행정윤리 및 철학 관련 논문

의 비중은 매우 낮다. 분석대상인 867편의 논문 중 행정사와 관련한 논문은 총 14편(1.6%), 

행정철학 및 윤리는 22편(2.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존 논문과 크게 다르지 



For the Small Truths?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본 행정연구의 지형분석 83

않다. 1967년부터 1995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권경득(1996)에 따르면, 분석대상 541편 중 

행정사가 7편(1.3%), 행정철학 및 윤리분야 논문은 34편(6.3%)으로 구성되었다. 분류기준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전체논문의 약 1% 안팎에 불과한 행정사 연구는 

차치하고, 미미한 비중이었던 행정철학 및 윤리관련 논문의 비중이 본 연구에서 더 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행정학의 응용학문으로서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의 인식론 및 방법론적 편향성 및 몰-맥락성의 측면에서 논의할 여지

가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는 <행정연구의 몰맥락성? >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2. 행정연구의 존재론적 지형: 행정현실은 ‘실체’인가?� ‘과정’인가?

존재론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현실이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의식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통해 만들어지

는 지로 대별된다. 전자는 현실이 인간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재론적(realism)가

정에 근거하고, 후자는 인간 의식의 산물이라는 유명론(nominalism)적 가정에 근거한다. 실

재론을 객관주의, 유명론은 주관주의 또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Burrell 

and Morgan, 1979: 1)

실재론은 사회적 현실도, 마치 자연현상처럼, 행위자의 의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

하며, 인간의 의식에 선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현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경험

적인 ‘실체(being)'라는 객관주의에 기반을 둔다(Burrell and Morgan, 1979; Parker, 1992: 

Hassard, 1994; Chia, 1995; Lewis & Kelemen, 2002; 원숙연, 2002). 따라서  현실은 인간의식

의 ’밖 어디엔가‘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발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것을 찾

아내야 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현상이든 명확하고 구분되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파악가능 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가정은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보이

는 사회현실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동질적인 요소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안정과 질서,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주의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반면, 유명론에 따르면, 현실은 인

간의 의식적 활동을 통해 의미가 부여될 때 그 존재가 인정된다. 이는 구성주의 또는 상대

주의로 특정의 사회현실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이름이 붙여질 때 ‘비로소’ 

존재하는 ‘의식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사회현실은 의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또 만

들어지고, 동시에 인간의식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이 공존하는 끊임없이 ‘과정’인 것이다. 

이상의 존재론적 논의에 기초할 때, 우리의 행정연구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가정과 주관

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가정의 연속선상 어디에 위치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

색적이고 발견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대상 논문 867편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연구방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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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분류과정을 거쳐 <표 3>에서 제시된 것처럼 개념연구, 사례연구 

그리고 경험연구로 구분하였다. 전술한바와 같이 <표 3>에서의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행정

현상과 개인의 경험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질적인 연구로 분류되는 내생적 사

례연구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양적인 접근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서술

적 연구에 속한다. 따라서 사례연구까지 포함할 때 개념연구와 경험연구의 비중은 각각 289

편(33%)과 578편(67%)으로 경험적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개념적 연구 중 가치 및 철

학, 그리고 개념을 천착하는 순수이론분야는 주로 행정윤리 및 철학 그리고 행정사로 구성

되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한다. 반면, 인사, 재무, 정책일반, 환경분야에서는 순수이론 

논문이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복지 및 소수자 분야에서 순수이론 연구가 일부 발

견된다. 

<표 3> 연구 속성 분류: 연구분야 별

행정
일반

조직 인사 재무
정책분야

행정윤리 
철학

행정사 기타 합계정책
일반

복지
소수자

환경
지방 
도시 

개념 
연구 

순수
이론 

17
(21.3)

5
(2.9)

0
(0)

0
(0)

0
(0)

3
(4.5)

0
(0)

4
(2.5)

22
(63.6)

14
(100.0)

6
(4.3)

71
(8.2)

서술
연구 

10
(12.50)

10
(5.7)

2
(4.4)

3
(5.3)

4
(5.5)

6
(9.0)

1
(3.2)

11
(6.7)

0
(0)

0
(0)

17
(12.1)

64
(7.4)

사례연구8)  
17

(21.3)
18

(10.3)
7

(15.6)
8

(14.0)
25

(34.2)
12

(17.9)
6

(19.4)
37

(22.7)
0
(0)

0
(0)

28
(20.0)

158
(18.2)

경험 
연구 

양적
연구 

28
(35.0)

113
(64.6)

25
(55.6)

43
(75.4)

36
(49.3)

26
(38.8)

16
(51.6)

96
(58.9)

0
(0)

0
(0)

82
(58.6)

465
(53.6)

질적
연구 

6
(7.5)

16
(9.1)

7
(15.6)

2
(3.5)

7
(9.6)

12
(17.9)

6
(19.4)

10
(6.1)

0
(0)

0
(0)

5
(3.6)

71
(8.2)

혼합
연구 

2
(2.5)

13
(7.4)

4
(8.9)

1
(1.8)

1
(1.4)

8
(11.9)

2
(6.5)

5
(3.1)

0
(0)

0
(0)

2
(1.4)

38
(4.4)

합계 80 175 45 57 73 67 31 163 22 14 140 867

8) 전술한 2)연구속성분류에서 제시한 것처럼, 관련논의에 근거하여(Stake, 1994; Healy & Perry, 2000; 
Mills et al, 2010), 여기서의 사례연구는 후술할 내생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와 구분된다. 연
구의 속성 상 내생적 사례연구는 질적연구로 분류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례연구는  서술연구와 양

적연구 모두 가능하다(Stake, 1994; Mills et al, 2010). 연구목적에 따라 특정사례에 서술적으로 접근

할 수도 있고, 특정한 양적인 방법을 적용해 사례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의 사례연구는 양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은 사례연구만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 

행정연구가 활용한 방법론을 기준으로 연구지형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연구에서 활용한 양적

방법을 제외하는 경우, 방법론적 지형을 모두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표
3>에서의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행정현상과 개인의 경험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질적인 

연구로 범주화되는 내생적 사례연구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제외한 사례연구로 한정하였다. 
이처럼 분류된 다양하게 분류된 사례연구의 구체적인 예는 p. 5-6의 주)6과 주)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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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술연구는 가치나 철학 또는 개념을 천착하는 순수이론과는 달리, 행정현실의 현

황에 대한 제시나 외국에서 부상하는 이론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된 영역이다. 일반행정 

분야가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분야별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복지 및 소수자 분야에서 서술연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복지수요(인식)의 증가 및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등 과거 한

국사회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생경한 행정현실의 도래와 관련이 있다. 복지국가 및 다문화사

회로의 이행을 먼저 경험한 서구 국가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이에 대응한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서술적 연구가 비교적 많이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연구에서 특정한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적인(descriptive) 

접근을 하는 사례연구는 그 비중이 18.2%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행정일반과 정책

일반과 같이 포괄적인 영역을 제외하면, 지방과 도시분야가 가장 높고, 그 뒤를 환경, 복지 

및 소수자 가 따르고 있다. 조직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

지만, 전체적으로 비교적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행정연구의 존재론적 지형을 보면 행정현상을 ‘실체’로 보는 실재론적 가정

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상논문의 약 54%가 행정

현상을 하나의 ‘실체’라는 가정에 기반한 양적인 연구인데 반해,  행정현실을 행위자간의 상

호작용 및 관계를 통한 ‘되어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질적연구의 비중은 약 8%에 그치고 

있다. 양적인 연구의 구체적인 지형을 보면, 재무 분야는 게재된 논문의 75%가, 조직연구는 

65%가 양적인 연구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방 및 

도시(58.9%), 인사(55.6%)도 양적인 연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연구

에서 그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복지 및 소수자 분야의 연구경향이다. 양적인 연구의 비중이 약 39%로 다

른 분야에 비해 낮은 반면, 유명론에 근거한 질적인 연구의 비중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최근 부상하는 혼합방법론의 비중 역시 복지 및 소수자 분

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연구대상이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는 점,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은 양적방법론에 의해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입장

과 맥을 같이한다(Stanley and Wise, 1990; Alcoff & Potter, 1993; Harding, 1993). 이들 소수

집단의 경험은 비가시적인  문화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거시적 사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

기 때문에 현실은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는 실재론적 가정의 범위를 넘어선다. 결국, 소

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양적인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혼합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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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그 비중은 낮지만,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의 결합을 시도하는 혼합연구가 발견

된다. 혼합연구는 그 속성상 행정현실을 실체로 보는 실재론과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유

명론의 결합을 시도한 것으로, 현실의 다차원성을 인정한다. 혼합방법론의 적용은 행정연구

의 외연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도임은 분명하다(Yin, 2003).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혼

합연구의 존재론적 가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혼합연구는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뉘는데

(Schultz and Hatch, 1996), 첫째 순차적 (sequential) 방식으로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시차를 두고 연계하는 것이다. 질적인 방법을 경험적․실증적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적용함으

로써 경험적 연구의 투입(input)으로 사용하거나, 해석적 이해를 보강하기 위해 실증적*경험

적 방법을 활용하거나, 반대로 실증적*경험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풍부하게 해석하

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는 병행 방식(parallel)으로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동시에 그

러나 상이한 차원에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분석대상이 된 총 38편의 혼합연구

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순차적 방식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양적인 접근이 중심이고, 양

적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제한적이고 보조적으로 질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혼합방법이지만, 실제로는 행정현실의 유동성을 인정하거나 하나의 과정

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합방법 역시 실재론적 가정에 조금 더 많은 무게중

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행정연구의 인식론적 지형: 행정현실은 ‘발견’의 대상인가?� ‘구성된’�

현실인가?�

인식론은 연구하려는 현실과 연구방법과의 관계 즉 지식의 근거(grounds of knowledge)에 

관한 것이다(Burrell and Morgan, 1979; Healy & Perry, 2002). 전술한바와 같이 행정현실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실체로 규정하는 실재론적 가정은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연결된다. 자

연과학적 방법론을 표준으로 하는 실증주의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자연과학적 설명방식을 

사회과학분야에 까지 확대하는 과학통일의 원칙을 고수한다(Benton, 1981). 이를 위해 연구

하는 현실을 관찰 및 측정가능한 형태로 조작하고, 경험적으로 수집․정리된 자료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일반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다. 따라서 관찰되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개입적인 윤리 및 철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연

구자는 인과관계에 기초한 법칙과 규칙성을 ‘발견’(finding)하기 위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Wicks and Freeman, 1998: 125; Gioa and Pirte, 1990). 

이에 반해, 행정현실을 인간의식과 상호작용에 기반한 ‘되어가는 과정(becoming)’ 으로 보

는 유명론은 관찰 또는 계량화 등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는 실증주의에 



For the Small Truths?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본 행정연구의 지형분석 87

반기를 든다. 사회현실은 실증주의가 가정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실체이기 보다는 다양한 맥

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행위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증주의가 표방하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실증주의의 ‘외부로부터 인과관계

의 발견’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이해와 해석’ 즉 ‘구성’(construct)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실증

적 발견은 가시적이고 관찰가능한 표피적인 사실(이라고 믿는)에 기반 하지만, 인간의 현실

은 관찰되지 않는 의미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의미는 지속적인 구성과정 중에 있다. 여기

서 연구자는 중립적인 관찰자로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그 현실에 부여

하는 의미의 해석자로서, 행위자들과 함께 현실을 ‘구성해가는’ (constructing)것이다(Burrell 

and Morgan, 1979; Hassard, 1994; Denzin & Lincoln, 1998; 2005). 이러한 ‘구성’의 인식론은 

질적연구로 구현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전술한 <표 3>의 분류 중 경험연구에 속하는 1)양적

연구, 2)질적연구, 그리고 3)혼합연구만을 대상으로 각각이 실제로 적용한 연구방법에 따라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의 연구를 존재론 및 인식론적 가정에 

따라 경직적인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사회현상으로서 행정현상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발견 대 구성 ”, 또는 “실재론 대 유명론”을 “무 자르듯”

나누는 것은 그 설명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술한 인

식론적 지향과 실제 적용한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Healy and Perry(2000)의 논의에 기초

하여 <그림 1>과 같이 개념틀로 구조화하였다. 

<그림 1>에 따르면 존재론적 가정인 실재론과 유명론을 기반으로 하고, “발견”과 “구성”

의 인식론적 지향을 양축으로 하여 양적연구는 인과관계의 발견과 이를 기초로 한 법칙성 

및 일반화가능성이라는 목표에 무게를 두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통계와 

같이 전반적인 현실의 존재양식을 보여주는 기초통계에서 시작하여 인과관계의 규명을 목

표로 하는 회귀 및 구조방정식 모델로 구분하였다.9)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모두가 

합의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성, 내적인 타당성, 신뢰성, 구성타당성 및 일반

화가능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Healy 

& Perry; 2000). 한편, 질적연구는 내생적 사례연구, 심층인터뷰, 근거이론(참여관찰)의 순으

로 구분하였다. 질적인 연구에서 내생적 사례연구 중 text(신문기사, 보고서, 사료)를 기초로 

논의한 연구와 구분하여, 당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경우는 심층인터뷰

로 분류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연구대상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활동으로 

9) 차이분석에는 t-test, 교차분석 및 ANOVA 모두가 포함되었고, network 및 자료포락, 그리고 계량경제

학적formal analysis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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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알 수 없는, 또는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삶의 경험을 풀어낸다는 점에서(Healy 

& Perry, 2002), 내생적 사례연구보다 ‘구성’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그림 1> 인식론에 따른 연구분류의 개념틀 

   주: Healy & Perry(2000:121)를 기초로 재구성함 

이러한 개념(논리)틀에 따라 전체 대상 논문 867개 중 경험연구로 분류된 537개의 논문은 

<표 4>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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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속성 및 연구방법론: 경험적 연구만을 대상으로10) 

구분 
존재론
가정 

인식론
가정 

연구방법 
행정
일반

조직 인사 재무

정책분야

기타 합계정책
일반

복지 
및 

소수자
환경

지방 
및 

도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재론
(실체)

 

유명론
(되어가는

과정)

발견

  

구성

구조,경로
4

(12.1)
36

(24.7)
5

(13.5)
0
(0)

1
(2.6)

4
(8.2)

1
(4.8)

8
(7.8)

16
(21.3)

75
(14)

회귀
13

(39.4)
57

(39.0)
13

(35.1)
25

(69.4)
23

(60.5)
16

(32.7)
8

(38.1)
56

(54.9)
31

(41.3)
242

(45.1)
차이,교차,

상관
2

(6.1)
18

(12.3)
5

(13.5)
5

(13.9)
3

(7.9)
5

(10.2)
4

(19.0)
16

(15.7)
11

(14.7)
69

(12.9)

기술통계
6

(18.2)
6

(4.1)
3

(8.1)
3

(8.3)
3

(7.9)
4

(8.2)
0
(0)

7
(6.9)

10
(13.3)

42
(7.8)

소계 25 117 26 33 30 29 13 87 68 428

내생적
사례연구

6
(18.2)

17
(11.7)

9
(24.3)

3
(8.4)

6
(15.8)

14
(28.6)

6
(28.6)

12
(11.8)

4
(5.3)

77
(14.3)

심층
인터뷰

0
(0)

5
(3.4)

2
(5.4)

0
(0)

1
(2.6)

4
(8.2)

1
(4.8)

3
(2.9)

1
(1.3)

17
(3.2)

근거이론
2

(6.1)
7

(4.8)
0
(0)

0
(0)

1
(2.6)

2
(4.1)

1
(4.8)

0
(0)

2
(2.7)

15
(2.8)

소계 8 29 11 3 8 20 8 15 7 109

합계 33 146 37 36 38 49 21 102 75 537
주: <표3>에서 제시된 연구분류 경험연구(양적연구-질적연구-혼합연구)만을 대상으로 함  

이상의 분류의 연구지형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2> 연구분야별 적용방법의 지형 

10) 양적연구는 속성상 단일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단계적으로 활용되므로(예: 기술통계, 상관, 회귀

분석), 빈도는 최종적으로 적용한 연구방법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예들 들어 논문A가 기술통계

부터 회귀까지 모두 활용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활용된 회귀분석으로 분류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

는 상대적으로 양적연구보다는 중복이 적으나 중복이 있는 경우는 이 역시 최종분석을 기준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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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그림 2>에 나타난 우리의 행정연구가 갖는 인식론적 지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실재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실증주의적 ‘발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양적 연구가 80%

를, 유명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구성’에 무게중심을 둔 질적연구가 20%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주의적 연구의 대부분은 인과관계의 규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경험적 연구 중 인과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회귀 및 구조방정식 모형이 거의 60%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나 차이분석 등을 통해 현실의 경험적 지형을 밝히려는 

연구는 그 비중이 낮았다. 행정일반과 정책일반 그리고 기타 등을 제외한 특정 영역분야별

로 재무(69.4%), 조직(63.7%), 그리고 지방 및 도시(62.7%)가 행정현실을 둘러싼 인과관계의 

‘발견’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직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무게중심을 

인과관계의 ‘발견’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주의적 인과관계

의 발견에 집중된 재무 및 지방영역에 비해 연구방법론을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구

조분석과 같은 확인적 차원으로 그 폭을 넓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인사분야와 대조

를 이룬다. 인사분야 역시 재무나 지방/도시와 비교하면 방법론적 다양성이 있는 듯 보이지

만, 주로 차이분석 등 탐색적 차원으로 그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조직분야와 구별된다. 

복지 및 소수자(40.9%) 분야는 인과관계의 발견을 위한 연구의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양적연구 내에서도 현실의 존재양식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려는 탐색적인 접근보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확인적 접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명론적 가정과 반실증주의적 ‘구성’에 비중을 두는 질적 연구의 지형을 보면 전반적으

로 내생적 사례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 및 소수자 그리고 환경분야

에서 특히 그 비중 높았다. 이에 반해 질적인 접근 중에서도 연구대상(행위자)이 중심이 되

어 자신의 경험과 삶의 세계를 자신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구성해가는 심층인터뷰나 근거이

론의 비중은 각각 3%, 2.8% 정도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인사, 재무 그리고 

도시/지방 분야는 구성주의적 접근인 심층인터뷰나 근거이론은 거의 없다. 

이처럼 분야별 인식론 및 방법론적 정향성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탐색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경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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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잘 알려진 것처럼, 환경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갈등이슈’가 있다. 갈등이란 개인이

나 집단, 또는 개인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그 기반이 된다. 상호작용으로서의 갈등은 본질

적으로 유동성(flux)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이란 갈등의 단계에 따라, 갈등의 진행

과정과 상황에 따라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생물’이다. 따라서 갈등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고 접근하기 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보다 가깝게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

디로 환경분야에서 구성주의적 접근이 많은 것은 갈등이슈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유동성과 

구성과 재구성의 순환적 과정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복지 및 소수자 분야에서도 구성주의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환

경분야와는 다른 맥락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나 소수자는 사회

적인 비주류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삶은 소위 주류의 방법론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회적인 편견, 이데올로기, 문화,  및 가치 등 비가시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및 소수자의 경우, 심층인터뷰나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동

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담아내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환경분야와 복지 및 소수자 분야에서 구성주의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유사하지만, 그 이유와 맥락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사분야와 재무분야에서 구성주의적 연구의 비중이 낮은 것 역시 연구분야의 속성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인사분야 연구는 인사제도나 인사관리 중심으

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구성주의적 연구보다는 일반적 사례연구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이는 전술한 <표2>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와 관련한 상호작용의 

경우, 조직행태차원에서 조직연구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행태

의 경우, 대표적으로 양적인 접근이 우세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행태주의적(양적)연구로 흡수

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재무분야의 경우, 예산,회계, 재정 등 전통적으로 양적인 접근이 우

세한 분야라는 점에서 갈등과 같은 상호작용과정이나 흐름 또는 유동성 등의 ‘구성’의 여지

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라는 속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3. 행정연구의 몰-맥락성(context free)? 

맥락은 “특정 사건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적 조건의 집합”을 의미한다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context).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현상 연구에 적

용하는 실증주의는 시*공을 초월한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법칙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Burrell and Morgan, 1979), 맥락으로부터 자유롭다.11) 실증주의가 강조하는 보편성, 일반화

11) 사회과학에서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려는 연구라고 해서 시공을 고려하지 않은 몰-맥락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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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예측가능성은 이러한 몰-맥락성을 전제한다. 이에 반해 반-실증주의에서 사회현실이

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Lewis and Kelemen, 2002;254), 사회현

상이나 행위에 대한 이해는 그것의 발생에 작용하는 조건인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고 본다. 

우리 행정연구에서 (몰)맥락성을 논의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지만, 본 연구는 탐색적인 차

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전술한바와 실재론과 실증주의적 발견에 무게중심을 두는 

양적연구가 80%, 객관성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유명론의 구성에 무게를 

두는 질적연구가 20%라는 결과는 우리 행정연구에서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증주의에서의 몰-맥락성은 과학성의 다른 이름이다. 실증주의에서의 과학성은 개별

적 사건을 일반법칙에 따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는 맥락-구속적이지 않아야 한다

(Burrell & Morgan, 1979; Hassard, 1994).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행정연구에서 양적인 연구

의 비중이 질적인 연구 비중을 압도하는 경향성은 몰-맥락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두 번째, 행정연구의 몰-맥락성은 몰-역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이영철, 2010). 행정연구

에서 역사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또는 철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아니라 시간이 고려된 연구(예: 정책이나 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도 ‘역사성’의 차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그러한 접근을 역사적 

접근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역사성은 관련 논의에서 주로 적용하는 

‘행정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박통희, 2010; 이영철, 2010). 한마디로 본 연구에서의 역사성

이란 '시간'(temporal)이 아닌 ‘과거 역사'(history)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몰-역사성을 볼 때, 분석대상 논문 867편 중 행정사와 관련한 논문은 총 

14편으로 1.6%로 나타났다. 조금 넓게 인정하여 행정철학 및 윤리연구의 중 역사 속 인물이

나 철학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한다하더라고 그 비중이 전체 논문의 4%정도에 불과하다. 이

처럼 낮은 비중은 행정연구에서 “행정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조차 생소하다”는 이영철(2010: 

40)의 반성 및 비판에 대한 반박의 여지도 없게 만든다. 행정연구에서의 몰-역사성은 응용학

문으로서 행정학의 속성상 문제해결 중심의 사회적 요구 때문인지, 관변학문으로서 변질된 

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라서 완벽하게 시공을 초월한 즉 

완전하게 몰-맥락적인 연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차원에서 몰-맥락성을 받아

들이면, 사회과학에서 (몰)맥락성에 대한 논의 자체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실증주의에 기반한 양적인 연구는 반-실증주의에 기반한  질적인 연구에 비해 

맥락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Burrell & Morgan이 제시한 실증주의

의 “법칙정립성”(nomothetic), 반-실증주의의 “개별화”(idiosyncratic) 역시, 다소 무리가 있는 이분법이

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러한 상대적인 의미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실증주의

의 법칙정리성은 반실증주의의 개별화와 ‘비교할 때’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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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수상황 때문인지(박통희, 2010), 또는 연구에 대한 보상구조의 문제인지 다양한 진

단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행정연구의 몰-역사성은 표피적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와 생성메카니즘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물론 행정연구에 대한 국수주

의적 접근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행정사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과거 역사적 맥락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현재의 행정현상과 공공문제의 해결에 주는 함의

를 찾는 작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몰-맥락적으로 제시된 대안과 처방

은 행정현실과의 간극을 불가피하게 발생시키고, 이러한 간극은 행정연구자가 제시한 대안

과 현실이 '맞지 않는‘ 형식주의를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식생산 원천(sources)의 다양성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의 행정환경은 ‘탈-중심성’을 통한 초-다원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지식원천(sources)의 다양성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 관련된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대상 간 관계이다.

먼저 연구자와 연구대상간 관계와 관련하여, 실증주의적 접근에서 지식생산 과정 전반에

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대상의 관점보다 우선된다. 실증주의는 과학적 객관성의 기치 하에 

연구자는 가치중립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유리된 외부인"(detached outsiders)이 될 것을 

요구한다(Bryman, 1999: 38). 바로 이 ‘거리두기’를 통해(윤견수, 2008), 연구자는 외부인의 

시선을 최대한 견지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또한, 연구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자의 관점과 판단 하에서 연구주제는 물론 연구방법의 선택, 그리고 결과에 대

한 해석 모두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연구대상의 경험과 관점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수자나 코드로 치환되어 ‘분석’된다(윤견수, 2008). 한마디로 실증주의

에서 연구대상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일상의 삶이 분석되는데 어떤 관여도 하지 못

하고 그야말로 ‘대상’으로 남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지식이라는 산물은 현란

한 수식과 전문용어가 가득한 ”전문가 중심의 제한적 소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윤견수, 

2008:77).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행정연구에서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60%이상이, 

경험적 연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80%가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식생산 원천의 다양성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특히 연구대상의 관점이 중심이 

되는 심층인터뷰나 근거이론과 같은 질적접근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현실은 연구대상의 경

험이 수자와 코드로 치환됨으로써 각각의 경험이 갖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담아낼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대상의 관점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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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히기’를 통해(윤견수, 2008), 지식생산의 원천을 다양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 하나 지식생산원천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구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인 867편의 논문 중 연구대상이 적시된 349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59%(204편)

가 공무원을, 28%(99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머지 13%(46편)는 전문가가 그 

대상이다. 행정연구의 속성상 공무원이 주요 관심대상인 것은 이해가능하다. 또한 이들 대

상 간 구성비가 어느 정도이면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도 물론 

없다. 그러나 탈-중심성과 초-다원성이 요구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불완전 대표성의 관점에

서 볼 때 공무원의 관점과 경험에 경도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국민

의 경험과 관점, 그리고 인식을 통해 조망되는 행정현실은 공무원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이들이 경험하는 삶속에서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함께 고려될 때 

우리는 행정현실에 보다 가깝게 갈 수 있다. Hummel(2008: 212)의 비판처럼 “정치적인 문제

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낼“ 공무원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집단의 관점과 경험이 함께 논의될 때 행정현실

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Ⅴ. 결론에 대신하여: 작은 진실들을 위하여

(for small truths)

본 연구의 목적은 명확하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역설과 이질혼합의 다원성 그

리고 탈-중심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우리 행정연구가 보이는 다양성 또는 편향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전체 86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존재론, 인식론 및 실제적용한 방법론을 기준으로 연구지형

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전체연구의 약 60%이상이,12) 경험적 연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총 

12) 개념적 연구와 일반사례연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논문 867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증연구의 비중은 

60%를 차지한다. 심사위원 중 한분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60%라는 비중이 갖는 의미는 분명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과학전반에 실증주의가 갖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60%라는 비중은 행

정학분야에서 연구방법의 다양성이 일정부분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역

시, 이러한 양면성에 동의한다. 특히 연구를 진행하면서, 방법론적 편향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이거나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다. 사실, 연구

방법론의 편향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타 학문분야와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절대적인 위치

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떤 면에서 학문분야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타학문과의 

비교 역시 제한적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우리의 행정연구가 인식론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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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편), 약 80%가 실증주의적 ‘발견’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및 소수집단 그리

고 환경연구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편차는 나타

나지 않았다. 우리의 역사(과거)가 현재의 행정에 주는 함의를 찾는 연구비중도 여전히 미미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행정현실에 대한 관심

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행정연구가 보여주는 방법론적 편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용적 지식(usable knowledge)이 중시되는 행정

학분야에서 구성주의적 행정연구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본 

연구는 행정연구에 있어서 유명론이나 실재론 그리고 ‘발견’이나 ‘구성’ 간 우열을 가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행정연구가 주로 기반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존재론과 인식론, 그

리고 ‘발견’에 방점을 둔 연구방법은 연구의 엄정성과 과학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가 행정연구에서 과학성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상대주의로 가야한다고 주장하

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주의적 행정연구가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과 다른 범주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자나 코드로 표현되고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실증적 지식이 공공난제의 해결에 기여하

는 실용지식인 것처럼, 수자나 코드가 아닌 행정현실에 직면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과정

에 부여되는 의미와 해석 역시 공공난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실용지식이다. 일일이 열거

하기는 어렵지만 IMF 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을 집단사고의 관점에서 내용분석을 한 연구

(김흥회, 2000), 심층인터뷰를 통해 상명하복의 계서제적 조직 안에서 하위직 공무원이 신념

을 가지고 주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계서제적 권력의 다면성(윤견수, 2001), 여성공

무원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가족 양립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간의 간극, 그 속에서 

느끼는 좌절과 좌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의 도출(원숙연, 2004), 역

시 공공난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실용지식이다. 우리의 문화 속에 배태되어 나타나는 

‘체면’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추적한 연구(유민봉･ 심형인, 

2011), 한 리더십을 계량화된 수자가 아닌 그 개인의 목소리와 의미로 구성하고 함께 추적

해 가는 생애사 연구(김경은, 2012), 조직에서 경험하는 집합주의적 문화특성인 ‘우리성’을 

근거이론을 통해 질적으로 접근한 결과(양하데이, 유민봉, 2012),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 문

화적 특성, 리더십 유형화, ‘우리성’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만큼이나 행정문

론적 편향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 기준은 결국 경험적 연구(개념적 연구와 일반사례연구를 제외한)
를 기준으로 할 때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양적연구가 약 80%를 보였고 질적연구는 20%
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다차원적이고 역설적이기까지 한 행정현실 속에서 보다 다양한 인식론과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실증연구와 구성주의적 연구의 비중이  80: 20이라는 것

은 그 편향성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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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실증주의적 행정연구와 구성주의적 행정연구 비중이 50 대 

50이 이상적이라는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비중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비중에 있어서 

모두가 합의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회과학에서 실증주의적 접근의 영향력도 감안해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연구와 구성주의적 연구의 비중이 80: 20인 것은 분명 

편향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입장은 행정연구에서 실증연구 편향의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현실은 그 자체로서 다차원적이어서 특정관점

이나 방법론으로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불완전 대표성“(imperfect representation)을 갖기 

때문이다(Law and Chi-Sum Wong, 1999: 144). 현대 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갈등, 모

순 그리고 이질혼합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 그리고 새로운 시각의 적용이 불

가결하다는 점에서(Fox & Miller, 1995; Koot et al., 1996: Lewis & Kelemen, 2002; McSwite, 

2006; 윤견수, 2008), 더욱 더 그렇다.  

이처럼 실증주의적 양적접근과 구성주의적 질적접근 사이의 무게중심을 조금 옮기게 되

면 다양한 접근과 방법,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적용함으로써 행정현실을 둘러싼 개인 또는 

집단의 삶과 경험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간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작은 진실들'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작은 진

실들’이 보여주는 이질혼합과 다양성은 부정적인 문제상황이 아니라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

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강조가 조금 줄어든 자리에  ’과학 밖의 것’으

로 치부되었던 행정철학과 가치를 고민할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반화 가능성과 규칙성에 대한 강조가 조금 줄어든 자리에 우리의 역사가 갖는 특수성과 

그 역사를 통해 현재의 행정현실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맥락적’논의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독특한’경험과 인식을 모두 ‘평균’으로 수렴시키거나 ‘이상치’(outliner)로 제거해버리

지 않고, 평균으로 치환될 수 없는 작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여유가 생길 것이다. 수자

나 코드로 표현된 실증주의적 현실에 더하여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만나

는 주관적인 ‘의미’, ‘상징’, ‘은유’로 표상되는 현실도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주장이 현재의 행정연구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양적인 연구평가 관

행, 실증주의적 연구에 대한 선호, 질적연구에 대한 비판과 한계, 학술지 편집권과 편집관행, 

행정학 인력양성구조)를 감안하면(윤견수, 2005; 권해수, 2009; 권향원·최도림, 2011; 박통희, 

2010), 너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그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도 본 연구를 통해 사회현상을 다루는 지식은 누구나 동의하고, 어디서나, 언제

나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론이 ‘더’우월하다거나, 지배적이

어야 한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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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행정연구가 ‘발견’을 기초로 한 방법론적 엄정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행정현실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시각, 다양한 삶의 양식을 담아내고, 때로는 함께 ‘구성’해 가는 학문

의 장이 되리라는 기대를 재확인하는 시도로 평가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강명구 (2013), “알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을 통해 본 공공성의 작동원리: 경쟁, 참여, 이익 개념

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1(2): 1-29.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분석-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29(1): 261-277. 

권경득. (2006). “ ｢한국행정학보｣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오십년: 1956-2006｣, 617-640. 

권해수(2009), “한국 행정학의 학문후속세대 교육의 위기 구조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43(1): 299~320. 

권향원 , 최도림(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

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275-302. 

김동원(2005), “ 행정학의 규범이론을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9(3): 

1-20. 

김병섭･김정인 (2014),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99~120.

박순애(2007), “행정학 연구분야의 시대적 적실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321~344.

박통희(2010), “한국에서 행정학의 전문성과 고유성 : 성찰인가, 자학인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소영진(2003),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문제”, ｢정부학연구｣, 9(1): 5-22 .

소영진(2004), “행정학에 있어서 현상학적 방법의 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보｣, 38(4): 10-20. 

송희준. (2006). “정책학 및 분야별 정책연구”,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한국행정학회.

신희영(2014), “행정윤리에 대한 제한적인 윤리적 자연주의 접근”, ｢한국행정학보｣, 48(3):27-50.

원숙연(2002), “ 포스트모더니즘 조직연구: 인식론적 정향성과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 36(2):1-18. 

원숙연(2004), “여성주의적 조직연구: 지향과 쟁점”, ｢한국행정학보｣, 38(4): 287-304

윤견수. (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39(2): 1-22.

윤견수(2008), “사례연구: 분석의 세계에서 집필의 세계로”, ｢한국정책학회보｣, 17(4): 63-87. 



98 ｢행정논총｣ 제53권 제1호

이영철(2010), “행정학의 몰역사성과 한국화”, ｢한국행정학회 소식지｣, pp. 40-43. 

이영철(2011), "포스트모던 행정학과 공공성 탐색: O. C. McSwite의 공공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

정학보｣, 45(4): 353-375 

임의영(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1-21 . 

임의영(2014), “행정의 윤리적 과제: ‘악의 평범성’과 책임의 문제“, ｢한국행정학보｣, 48(3): 5~25

주상현(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

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최 영 출 ·박 수 정(2011), “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

정학보｣, 45(1):123~139.

Alcoff, L.  & Potter, E.(1993), Feminist Epistemologies, Routledge. 

Aseltey, G. (1985), "Administrative Science as Socially Constructed Truth", ASQ, 30: 497-513

Bryman, A. (1999), ‘The Debate abou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n A. Bryman and R. Burgess 

(eds), Qualitative Research, vol. 1, London: Sage. 

Benton, T. (1981),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Three Sociologies, Routledge & Kegan Paul. 

Bogason, P. (2001), "Postmodernism and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1990s", Administration & 

Society, 33(2): 165-193. 

Bouchikhi, H.(1998),  "Living with and Building on Complexity: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on 

Organizations", Organization, 5(2): 217–232.

Bozeman, B., & Bretschneider, S. (1994). The “"Publicness Puzzle”" in Organization Theory: A te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of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J-Part, 4(2), 

197-223.

Brocklesby, J.(1997), Becoming Multimethodology Literate: An Assessment of the Cognitive Difficulties of 

Working across Paradigms. In J. Mingers and A. Gills(Eds), Multimethodology. New York: Wiley.

Burrell, W. and Morgan, G. (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n. 

Cannella, Jr. A. and Paetzold, R. (1994). Pfeffer's Barriers to the Advance of Organizational Science: A 

Rejoinder. AMR. 19(2): 331-341. 

Chia, R. (1995). From Modern to Postmodern Organizational Analysis. Organization Studies. 16(4): 

579-604. 

Cooper, R. and Burrell, G. (1988). Modernism, Postmodernis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An 

Introduction. Organizational Studies. 9(1): 91-112. 

Denzin, N. & Lincoln, Y. (1998), The Landscape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Denzin, N. & Lincoln, Y. (2005),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Farmer.(1995), The Language of Public Admin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For the Small Truths?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본 행정연구의 지형분석 99

Fox, C. & Miller, H. (1995),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Thousand Oaks: Sage. 

Gill , J. & Meier, K. (2000),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Practice: A Methodological Manifesto, J.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 157-199.

Gioia, D. and Pitre, E. (1990). Multiparadigm Perspectives on Theory Building. AMR. 15(4): 584-602. 

Gould, S. (1981), The Mismeasure of Man, New York: Norton. 

Harding, S. (1993).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in Alcoff L. and 

Potter, E.(eds), Feminist Epistemology. London: Routledge. 49-82.

Hassard, J. (1994). Postmodernis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an Overview. 1-24. Postmodernism and 

Organizations. Hassard, J. and Parker, M.(eds.). Sage.

Haque, M. (2001).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1), 65-82.

Holland, R(1999), "Reflexivity", Human Relations, 52(4), 463–-484.

Houston & Delevan(1994), "A Comparative Assess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Publications", 

Administration & Society, 26(2): 252-271. 

Healy, M. & Perry, C. (2002), Comprehensive Criteria to Judg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Qualitative 

Research within the Realism Paradigm, Qualitative Market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3(3): 118-126. 

Hummel, (2008), The Bureaucratic Experience: The Post-Modern Challenge, Armonk, NY: M. E. Sharpe.  

Koot, W., Sabelis, I. & Ybema, S.(1996), "Global identity–-local oddity? Paradoxical Processes in 

Contemporary Organizations. In W. Koot, I. Sabelis and S. Ybema (Eds), Contradictions in context. 

Amsterdam: VU University Press.  

Law, K. and Chi-Sum Wong. (1999). “Miltidimensional Constructs in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n 

Illustration Using the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Constructs“, Journal of Management. 

25(2): 143-160. 

Lewis-Beck, Bryman, A., Liao, T. (2004),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Vol.1, Thousand Oaks: Sage.  

Lewis, M. & Kelemen, M. (2002)," Multiparadigm Inquiry: Exploring Organizational Pluralism and 

Paradox", Human Relations, 55(2): 251-275. 

Lewis, M. & Grimes, A.(1999), Metatriangulation; Building Theory from Multiple Paradig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4): 672-690.

Lynn, L Jr. (1996), Public Management as Art, Science and Profession, Chatham, NJ: Chatham House 

Publishers. 

Lyotard, J-F.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f Knowled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cSwite(2006), The Problem of Evil: What a Postmodern Analysis Reveals, Administration & Society, 

37(6): 731-736. 

Mills, A. , Durepos, G., & Wiebe, E. (2010), Encyclopedia of Case Study Research, Sage 



100 ｢행정논총｣ 제53권 제1호

Nesbit, R.., Moulton, S., Robinson, S., Smiths, C., DeHart-Davis, L., Feeney, M., Gazley, B. & Hou, Y. 

(2011), "Wrestling with Intellectual Diversity in Public Administration: Avoiding 

Disconnectedness and Fragmentation while Seeking Rigor, Depth, and Relev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 13-28. 

Parker, M. (1992). Postmodern Organizations or Postmodern Organization Theory?. Organization Studies. 

13(1): 1-17.

Pfeffer, J. (1993), " Barriers to the Advance of Organizational Science: Paradigm Development as a 

Dependent Variabl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4):  599-620.  

Pesch, U. (2008),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40(2): 170-193.

Rutgers, M. (2012), "How to Do Thins without Theory“,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34(3): 457-461.  

Sankey, H. (1993), " Kuhn's Changing Concept of Incommensurability", Brit. ]. Phil. Sci. 44: 759-774 . 

Scherer, A.(1998), "Pluralism and Incommensurability in Strategic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A 

Problem in Search of a Solution", Organization, 5(2), 147-168.

Schultz, M. and Hatch, M. (1996). Living With Multiple Paradigms: The Case of Paradigm Interplay in 

Organizational Culture Studies. AMR. 21(2): 529-557.

Spicer, M. (2005), Public Administration Enquire and Social Science in the Postmodern Condition: Some 

Implications of Value Pluralism,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7(4): 669-688. 

Stake, R. (1994), "Case Studies", in Denzin N. & Lincoln, S.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236-247. 

Stanley, L. and Wise, S. (1990), “Method,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in Feminist Research Process, in 

Feminist Praxis: Research, Theory and Epistemology in Feminist Sociology”, London: Routledge. 

20-62.

Ventriss,  C. (1998), " Swimming against the Tide",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0(1): 91-101.

Ventriss,  C. (2013), " Reexamining the Found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35(1): 154-162.

Weick, K. (1999), "Theory construction as disciplined reflectivity: Tradeoffs of the 90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4):797–-807.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 Thousand Oaks: Sage. 



For the Small Truths?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본 행정연구의 지형분석 101

ABSTRACT

For the Small Truths? Diversity of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A Focus on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Sook-Yeon Won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of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do studies 
of public administration reflect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reality?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placed on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sumptions on which 
the studies are based.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867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from 2000 to 2013. The findings follow. Firstly, 
the studies analyzed mainly accept realism defining reality as concrete and visible in 
terms of ontological assumptions. Secondly,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pply a 
positivistic methodology focused on ‘finding’ as the main objective as a result of their 
epistemological assumptions. There are no notable differences by subfields apart from 
studies of welfare or minorities. As a result, the lack of a historical approach is 
problematic in terms of a decontextualization of research into the Korean reality. Last 
but not least, reality as viewed by the public in general has to be considered for 
diversity of perspective, given that the reality of civil servants tends to be focuse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Keywords: Studies of Public Administration, Epistemology, Methodology, Finding,

Constru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