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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미노부뤀' 회의 이후인 1973 년, '빈센트 오스트롬'이 발간한 행정학 연구서이다. '윌슨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위기즘(Whiggism)': 영미 계몽주의,이나 '사이먼'으로 대표되는 미국 실증주의의 역기능인 집단 이기주의나 과학 맹신으로는 월남전 확대, 백인-흑인-여타 인종간 갈등, 정부-사법 갈등('윌로우비'의 삼권 분립 불필요 주장 eg.)처럼, 주로 질적 분석들과 연관된 미국내 논쟁적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요원했기 때문에 '셀즈닉'의 개방형 행정 조직(개방형-교류형 공무원제 eg.)이나 '리더쉽' 이론, 덧붙여 지리-인구 연구를 확대한 '푸트남'의 사회 자본 이론이나 ‘부르디외'의 사회 공동체 이론까지도 참조한, 보다 실효성(effectiveness) 있는 정책 처방을 제시하고자는 것이 본서의 목적이다.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경제성(economity)처럼 굳이 행정학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인용하여 ‘오스트롬’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파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행정의 민주성(democracity)’ 강화(reinforcement), 곧 '민주 행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공리와 끊임없이 불합치하는 당시 미국내 '내전적 사태들'에 지식인들로써 반대하는 의미의 개념 명명이고 필자는 '신행정(New Administration)'이라는 인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빈센트 오스트롬'은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민주 행정'이란 명명과 또 다르게 공화주의와 공산주의 사이, 진영 갈등을 벗어난 시장 기제의 합리적 활용(utilization), 기계적-산업적 행정 조직만큼 기계적인 관할 운영을 중첩(redundancy)화로 개선, 사회 과학내 질적 분석 불가해성 강조, 지역 친화적인 사회 공동체와 행정의 상존(co-existance)이란 접근 방법(approach), 또는 정책 처방(policy remedy)이 본서를 통해 구체화하고 제시된 것은 행정학사 상 가치 있는 연구 결과이다.
한국 행정학자들은 정치학자들의 분류, 예를 들면 고전적 권력 이론가부터 민주주의 주권 이론가 분류까지 공통적인 '국가주의', '사회-경제주의', '다원주의', '사회주의', '우월주의'에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처럼 한두 가지 범주들을 추가해 90 년대까지 연구하여 온 것에 익숙한데 ‘신행정’이 개혁주의(reformism)를 따르면서 과연 어떤 범주적 성격을 가지는가, 아니면 그저 사회 운동(movement)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아직까지도 논란이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라는 제도권으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거시 경제학적 호응과 정부 정책에 가려진 ‘신행정’ 연구자 각자의 목표 설정이나 연구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을 통해 다수주의(Democracy)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소비측(demand-side) 권리 보호는 민주주의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갈브레이스’의 반론도 있듯이, 외부성과 공공의 비극, 연방 정부와 분리된 지역 투표의 일상성, 행정 관할 중첩보다 더욱 자유도가 높은 인적-물적 이동, 특이한 경우이지만 질적 분석의 반논리-실증주의처럼 반대 가설들이 상존하며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 ‘오스트롬’의 연구이기 때문에 행정사가이면서 행정 철학자인 '왈도'처럼 넓은 범위에서 행정 현상을 설명하기 보다는 세밀한, 중범위적 이해-접근에서 '신행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변별력이 낮았던 정치-행정 일원론, 또는 이원론 설명에서 매우 논리-실증적인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진일보한 학파가 '신행정'이라는 사실로 볼 때, '사뮤엘-뷰캐넌'의 과감한 거시 경제학 도전만큼이나 가치 있는, ‘오스트롬’의 법사회학(sociology of law)적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