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행정) 관리 활동 가운데 지도자 정신(Leadership in Administration), '필립 셀즈닉', 2016. 10. 26
사회학자이면서 행정학자로 알려진 '머튼'과 마찬가지로 '필립 셀즈닉(Philip Selznik)'은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학자이면서 행정학자이다. ‘셀즈닉’은 50 년대, '테네시' 주 정부가 집행한 토목 사업 계획인 '테네시 하천 유역 개발 계획(‘TVA’)'의 집행과 행정 조직들을 연구한 학자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저작을 보면 법학의 조문주의(dictationism)나 형식주의(strict formalism)가 가져올 폐해를 염두하고 당대 미국의 조직 동학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박 동서 교수가 초기 사회학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행정 현상을 연구하다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발전 정치학으로 행정을 재해석 해놓은 연구들이나 고 권 해수 교수처럼 사회학 전공자가 사회학 이론들을 접목해 행정 현상을 연구한 사례들처럼 '셀즈닉'의 연구들의 다분과성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 부정확한 이해-접근이 아니다.
1950 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행정학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미국 학제와 미국 학파 이론을 국내 연구자들은 해석하고 개량(ameliorate)하는 과정였다. 2000 년대 초반까지 행정학 고유의 가치 판단 대상들이라면, 예를 들면 관리 학파 이론과 정치학 이론의 절충: 인간 관계론, 실증주의적 다분과성과 상향식/하향식 의사 결정 이론(분산화/집중화 cf.), 행정 이론과 사법 이론 사이의 균형 (독일/'오스트리아' 학파 eg.),을 열거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동안, 가치 판단하고 그로부터 교훈들을 체득하는 연구 경험, 예를 들면 정행 일원론에서 쓰이는 속성자(modal)들로 미국내 재정 사업, 반전 운동이나 민주화 현상까지 설명하면서 지역구부터 국내 정치와 거시 경제의 방향을 잡는다든지 같은 연구들 가운데 자주 회자되거나 인용되는 미국 연구자들: '사이먼', '셀즈닉', '테일러', '귤릭', '오스트롬', '이스턴', '뷰캐넌' 외,의 한 사람인 '셀즈닉'은 주로 '달'(F. Dhal)과 마찬가지로 다원주의자이면서도 특히 개방 체제와 환류, 민주주의적 행정, 'PPBS'와 같은 계획 경제 장점들을 잘 이해하고 행정 활동에 접목시키려고 능동적으로 연구한 학자라 할 수 있다.
'셀즈닉'의 조직 이론은 미국에서 한창 사회 진화론이 유행하던 시기,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나 '스펜서'의 조직 유기체론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학부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는 그 때까지 행태주의로 잘 알려진, 의사 결정 과학을 집대성한 '사이먼'의 실증주의와 하향식 의사 결정 문화와 대비되는, 개방형 체제 이론과 환류, 조직론에서 지도자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정) 관리 활동 가운데 지도자 정신(Leadership in Administration)’은 정책 형성론과 마찬가지로 조직 형성(organization)과 조직적 사고-철학의 형성을 설명할 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그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직 특성들과 함께 'TVA'와 관련해 조직 형성과 '리더쉽' 원칙들, 현대 (미국 행정) 조직들의 특성들이며 조직의 목적-목표 설정, 구성원들의 합의, 조직의 환경 적응(adoptation)과 환경 수용(adaptation eg.)처럼 공공/민간 구분이 필요 없이 현대 조직론에 등장하는 저명한 개념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법학 완고함보다는 철학-사회 심리학을 행정 연구에 접목시키려는 고유한 연구 노력이 ‘미노부뤀’ 회의와 ‘오스트롬’ 학파에게 끼친 영향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