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관리 행태론, '허버트 사이먼', 2016. 10. 15
1945년, 2차 대전의 종료 후, 사회 과학 연구는 이전과 다른, 현재의 다분과성이라든가 실증주의, 확실성의 기대라는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연구 문화로 바뀌었는데 '사이먼'의 관리 행태론도 그러한 저술들 중의 하나이다. 이후 행태주의는 전통적 가치 판단과의 결별, 예를 들면 연역 추론을 아주 멀리하고 귀납 실증만을 강조하는 (‘월러스타인’ cf.),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연구해 조직 설계하는 미국 조직학, 또는 미국 실용주의와도 일정 구분되는 독특한 미국 실증주의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다시피 됐는데 '행태주의 영수 사이먼'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소개했던 것도 그러한 전후사와 관련 있다. '사이먼'은 귄위나 권능은 권한이나 원초적인 권력으로, 지위는 위치로, 책임은 역할로 바뀌어진 미국 문화 가운데, ‘좋은 옛날(old good days)'을 대표하는 학자이기도 한데,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사이먼'처럼 전통과 결별하고 실증주의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이러한 철학적 움직임을 전후 세계에서 찾아보면 공산당원들이 스스로를 '헤겔주의자', 또는 유물론자라고 부르며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는 동기와도 매우 흡사하니 미국에서 행태주의가 만개하고 미국과 중공이 수교한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이먼’의 한계는 ‘뷰캐넌’의 한계와도 닮은 점이 있다. ‘뷰캐넌’이 스스로를 ‘칸트주의자’라고 소개하여도 연구 대부분이 ‘홉스’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사이먼’이 스스로를 인지계(cognitive system) 연구자로 소개했지만 조직 환경이나 환류로부터 닫힌 조직을 가정하고 있고 특히 그의 연구 상당수가 ‘피아제’나 ‘르윈’과도 다를 뿐더러 ‘스키너’ 이론과 인공 지능 이론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20 - 30 년대 이후, 연구자들이 작전 연구에서 발전시킨 조직의 의사 결정 이론이나 합리론이라는, 일종의 미시 경제 영역 연구과 인간 관계 연구라고 범주화 한 것 모두에게 그의 연구 상당이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행정 연구에서 정치-경제학 연구로 발전시킨 '뷰캐넌'-'툴룩'의 성과와도 차이가 있고 거시 경제 전반을 서술한 ‘케인즈’, 시장 체계와 정치 윤리를 설명한 ‘하이예크’나 경제 주체들과 제반 활동에 사회학적 설명을 제공한 ‘폴라니’처럼 ‘사이먼’이 정치-경제적 담론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라스웰’이나 ‘로위’가 정책학에 이바지했듯이, 일종의 하향식 의사 결정 이론을 성립시켰다고 보기도 하며 미시 영역에서부터 행정 조직들에게 합리적 정책 수단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본서는 1945년, 1947년, 1957년, 1976년, 1997년, 최소 5 번 이상 출판되었으며 '사이먼'이 타개한 시기까지 증본이 있었는지 여기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목적론에 의거한, 하향식이거나 집중화 된 조직 의사 결정('셀즈닉' cf.), 문제 처방적이기보다 조직 형성에 치중한 이론 전개('로위' cf.), 권력-권한-권위의 구분과 각각의 범위('롤즈' cf.), 작전 연구(OR)와 의사 결정 이론의 취합과 효율성 강조('하일브로너' cf.), 계량화와 균형('갈브레이스', '머튼' cf.), 제한된 합리성과 관료제의 위계 질서('오스트롬', '프레드릭슨' cf.), 워낙 방대한 영역의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함으로써 매우 훌륭한 저술이 됐는데 명령 체계(Chain Of Command)를 포함해 관료제의 통일성의 원칙 제시, '베버리안' 바탕에서 미국 행정을 서술한 국가주의 철학의 집대성이 된 본저는 2000년대까지도 현대 행정학 교과서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인 이해-접근 때문에 조직 중심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초판에서 97년도 판까지도 교육, 동기 부여, 조직 환류, 합의, 외부성과 규제, 헌법적 가치('긴즈버그' cf.), 그러한 개념들은 언급만 됐거나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학 관점에서 볼 때, '사이먼' 저작들의 단점으로 부각됐지만, 물론 '뷰캐넌'과 '툴룩' 같은 학자들이 행태 과학이 한계에 부딪히자 공공 선택 이론을 발표했고 이후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공공관리론으로까지 제도화시켰지만, 그가 말년에 피로를 느껴 증본을 하지 않은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공시적-통시적 한계를 먼저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접근한다면 지금 보아도 ‘관리 행태론’은 행정학 교과서로 손색이 없는 저술이다.

후기 (2017. 05.17)
의사 결정 과학(Decision Science)으로 유명한 학자는 특히 ‘마치’: 의사 결정론,이고 ‘리커트’, ‘민쯔버그’, ‘르윈’처럼 사행정 연구임에도 공행정에서 채택한 연구들도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론 연구라고 한다. ‘사이먼’: 행태주의: 정보 경제학,  ‘애플비’: ‘뉴타운’ 운동: 신도시 설계와 농촌 개발, ‘디목’: 점증주의 예산: ‘로위’와 마찬가지로 정책학의 내포 확장,처럼 행정학에서 ‘설계자(Architect)’ 역할을 한 연구자들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동시대 인물인 경제학자 ‘하일브로너’를 인용하였는데 ‘오스트롬’의 공공 경제학이 소비자 권리 옹호 관점이고 후생 증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신행정(New Public Administration)이 전적으로(as a whole) 미. 민주주의 정체(polity)를 대표하기 위해 조직된 고유한 연구 집단인가?’라는 비판과 통시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대의 ‘하일브로너’와 ‘갈브레이스’를 여기서 인용한 것이다.
대체로 그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평판(reputation)은 온정적인데 그가 인간 관계론 연구자들과도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60 년대, 인종 분규 가운데,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나름의 민주주의 연구, 예를 들면 정부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신뢰하고 ‘프레드릭슨’의 분권화라는 개념이 도리어 모호하다’고 비평하며 ‘위기 관리’에 ‘재량 통제 범위의 문제’를 연장해 제시했다’든지 전쟁에 대해서 고뇌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후대에는 기업들의 축재와 횡포를 무마시킨, ‘워싱턴’ ‘철의 삼각형’ 정치에 익숙한 관변학자로까지 비판받았지만 그가 꾸준히 7-80 년대 ‘신경제(New Economy)’까지 자신의 논리-실증주의를 발전시킨 공로는 매우 크다.
한국 행정학은 ‘‘화이트헤드’의 ‘행정학 연구’를 주교재로 삼았지만 본교재가 주로 ‘와프스(WAPs)’ 바탕의 가치 판단에 한계를 느껴서 연구자들도 7-80 년대 이후, ‘애플비’와 ‘사이먼’처럼 ‘(도시)설계자’ (‘비트포겔’의 수력 사회 cf.) 관점의 연구들로 전향하게 된다. 이러한 학계 연구 방향의 전환을 일본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