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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의 '행태주의'라는 미국 실증주의가 자체 한계에 도달할 무렵, 60 년대에 들어서며 미국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먼저, 미국은 '쿠바' 사태로 갈등이 커졌던 소련에 대하여 긴장 완화 정책(일명 '데탕트')을 시작했지만 흑백간 인종 분규들이 끊이지 않았고 월남전에 대한 미국민들의 평가가 바뀌고 있었으며 학자들이 '미노부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시점에서 본저는 출간됐다. '미노부뤀' 회의는 '사이먼'의 이원론(dualism)적 정치 철학으로 대표되는 국가주의가 번창했던 60 년대에서 시장 중심적 정치 철학으로 바뀌는 80 년대 신자유주의 시작과 85 년 '워싱턴 컨센서스' 사이에서 시기적으로 중간인 60 년대 말부터 70 년대 행정 철학을 대표하는 ‘신행정’과 '오스트롬 학파'의 등장을 알리는 중요한 학문적 전환점을 마련한다.
60 년대, 이 기간 동안, 미. 정부는 계획 예산 제도를 도입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석유 산업 팽창과 함께 영기준 예산이 나왔는데 45 년, 세계 대전후 산업 구조 개편과 물가 하향 정책라는 정책 견지의 연장에서 전자는 연방 정부가 벌였던 조정 노력이며 후자는 성장을 위한 시장의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에치오니'가 사회학자이어서도 그렇지만 본서에서 거시 경제적 설명은 거의 없고 기존의 행태주의 이론과 체제 이론을 응용해서, 예를 들면 '베버리안' 관료제와 '맑시안' 관료제처럼 주로 법사회학(rechtssoziologie)이나 관료제(kammelarverfasung) 이론들을 미국 학계의 추가적인 연구 주제로 제시했다든지 '사회 대신 조직, 사회도 조직’이라는 다소 급진적인 전제에서 사회의 신속한 변화를 촉구하는 조직학 설명이 대부분이다. 그가 제시한 ‘혼합 주사 모형(mixed-scanning approach)’은 정책 대안(policy alternative)의 표준과도 같지만 사회학자로써 '에치오니'는 '윌슨'적 '패러다임'이나 과학적 관리론과도 구별되는 '메이요'로 대표되는 '인간 관계론' 학파에도 우호적이며 인성보다 조직 행태 우선, 계량화 한계(효율성보다는 효과성) 지적, '데탕트'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민주화 가능성, 구조주의 도입처럼 주로 '유럽' 학계가 다뤄온 연구 주제들을 마저 제시했다는 사실로 볼 때, '윌슨'적 '패러다임'과 전혀 무관한 연구자도 아니며 ‘사이먼’이 미국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동안, 어찌 보면 그와 호흡을 맞춰 주로 미국 사회 조직을 연구한 대체로 중립적 사회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요구대로 연구 범위를 ‘오직 조직’에 한정할 경우, 미시적이며 합법적 권위라는 영역만을 다루게 되면서 영기준 예산과 공급 경제학의 태동, 통화주의 등장처럼 거시적-제도적 설명은 불가능한데다가 ‘블록’간 긴장과 갈등의 완화처럼 국제 관계 변화와 '유럽' 관료제 이론의 수용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미국 사회에 가져올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사회학자로써 '모더니티'와 사회 계층 변화를 다루는 대신, 먼저 미국 '모더니티'를 규정하고 '베버리안' 조직 연구들을 앞서 ‘모더니티’에 거꾸로 짜맞추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의 사회적 변화 촉구(urge)가 ‘미노부뤀’ 회의의 출발 동기와 같다는 사실에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연구서들 가운데 하나로 오히려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럽’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비교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