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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hapter

행정학 기초이론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에서의 ‘정치’는 같은 

의미 아닌가요?

OX

[1] O  [2] O

[1]  정치행정일원론에서의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 기능을 의미한다. 

[2]  정치행정이원론에서의 정치란 엽관정치를 말한

다.

헷갈려!아  

다른 의미입니다.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므로 정치행정이원론의 정치는 

엽관주의(엽관정치)를 의미합니다. 

②  반면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대공황 등의 사회문제

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므로 정

치행정일원론에서의 정치는 정책형성을 의미합니다.

정리  정치의 의미

①  이원론 : 엽관정치

②  일원론 : 정책형성

결론

정답 및 해설 답 ③

ㄱ, ㄷ, ㅁ은 옳고 ㄴ, ㄹ은 틀리다.

ㄱ [○] 정치는 가치(결정), 행정은 사실(집행)에 해당한다. 

ㄴ [×] 정치는 민주성을, 행정은 효율성을 중시한다.

ㄷ [○]  이원론과 일원론에서 말하는 정치의 의미가 다르다. 정치행정이

원론에서의 정치는 엽관제를, 일원론에서 정치는 정책형성(정책

결정)을 의미한다. 

ㄹ [×]  1940년대 통치기능설이 정치우위론적 일원론이라면 발전행정론

은 행정우위론적 일원론이다. 

ㅁ [○]  행정학 성립초기의 이원론이 행정의 정책결정(가치)기능을 인정

하지 않는 이원론이라면 행태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가치)기능을 

인정하는 이원론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치·행정이원론과 일원론의 변천

관계 해당이론 특징(가치와 우위) 정치의 개념

이원론 행정관리설 가치 부정 엽관정치

일원론 통치기능설 정치 우위 정책형성

새이원론 행정행태설 가치 인정

새일원론 발전행정론 행정 우위

Q1 중요도    난이도   2013 국회8급

정치와 행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ㄱ.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개

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ㄴ.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 행정은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ㄷ.   정치행정일원론에서의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

책형성 기능을 의미한다.

ㄹ.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우

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일원론

이 제기되었다.

ㅁ.   사이먼(Simon)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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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목장 일련번호

주제 일련번호

헷갈림 요지

결론 & 정리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결론 & 정리 
제시

OX
OX지문풀이를 통한 
익히기

주제 (Theme)

중요도
앞으로 출제예상지수

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요구되는 실력

쪽수장, 절별 내용 표시
중규쌤팁
문제푸는 경로와 과정에 대한 중규쌤만의 팁

정리표
관련이론을 비교,제시하여
이론과 문제를 연결시켜
유사문제에 대한 응용능력
키우기

최근10년간 출제횟수

정답해설

정답

오답해설

S T R U C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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