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공공 행정: 25 년 분석과 논쟁, ‘로드스’, 2016.10.25
본저는 행정학이나 정치-경제학에 익숙한 한국 연구자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거버넌스' 이론을 통해서 살펴본 각국의 행정별 실증 사례 연구들을 모아놨다. 세계 대전 전후로 발전한 근대 국가 형성 과정(Nation Building or Governing Process)을 연구하는 정치학 이론과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중의적이고 각국마다 별개의 연구 영역으로 설정한, 국정관리, 또는 정부 협치로 풀이되는 '거버넌스' 이론은 애초 목적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로 사회-경제주의 이론들의 총집합이 되고 있다. 마치 신공공관리론(이하 ‘NPM’)이 영국 정부의 국정 감사 이론(Attest function, cf.)에서 출발해 신자유주의 시기, ‘작은 정부’ 구현(‘훔볼트’ eg.)라는 목표가 뚜렷한 이론이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정부 비용을 줄이거나 무역 수지를 높이는 이론으로까지 소개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 있다. 본저가 제시하는 각국의 실증 연구들을 잠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런던’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명령 체계(chain of command)를 과거 3 단계,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런던’, 영국 전역,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불란서처럼 1 단계까지 평준화시켰다든지(‘브렉시트’ cf.) 또한, 불란서의 경우, '거버넌스' 이론에 따라서 지방 행정 조직 개편을 했지만 정부 공동화(hallow state) 현상이 발견됐으며, 독일의 경우, ‘거버넌스’ 이론을 응용해 ‘베버’적 제도 환경에서 정책 공동체나 정책 집단별로 각료들을 ‘맞춤 임용하자’지만 그렇다 하여도 ‘제도적으로 영가설에 가깝다’든지 주로 ‘거버넌스’ 이론을 응용했지만 ‘NPM’ 종주국 영국을 제외하고 기계적인 행정 계획(administrative plan)의 집행이 다수이거나 ‘베버리안’ 공리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경우, ‘전환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Austria School' cf.)는 함축의 사례 보고들이 상당이다.
본서의 각국별 ‘거버넌스’ 실증 연구들을 볼 때, 어찌 보면 ‘유럽’ 제도주의 연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제법이나 정치 경제학에서 다루는 ‘거버닝 프로세스’(‘갈브레이스’ cf.), 발전 행정에서 다루는 ‘디벨롭먼트’(‘파슨스’ cf.) 개념과 별개의 개념 총류로 소개된 ‘거버넌스’는 실제로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만큼 중의적인 개념이다. ‘망’ 이론(network theory)이거나 정책망, (신호 체계와) 자동 제어(cybernetics), ‘선량함’을 대표하거나 창의적 사업가 정신’, 또는 여기에서처럼 ‘NPM’, 이토록 다양한 유관 개념들과 연결해 ‘거버넌스’ 종류를 분류해 볼 수도 있다지만 ‘거버넌스’ 이론의 문제점은, 특히 한국에서 ‘거버넌스’ 이론을 해석/응용할 때 문제점은 정책학에서 지적하는 관료제 역기능, 예를 들면 그림자 정부, 철의 삼각형, 관료 포획 이론(capture theory),이나 경제학에서 지적하는 외부성, 예를 들면 거래 비용, 대리인 비용, 부패나 포획, 또는 구축 효과,처럼 정부 활동의 역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분석조차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