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신'공공 서비스'론 - 자넷 덴하르트, 로버트 덴하르트, 2017.07.11
'덴하르트'의 '신공공서비스론'은 근래 흥미로운 행정학 저술이지만 그 등장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수고스럽다.
신공공서비스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연방과 주 정부 관계까지 다룬 '윌다브스키'의 정책학만큼 약간 복잡한데 분석 단위가 주정부로 이동하면서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처럼 지역성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사이먼'-'프레드릭슨'의 논의: '행정의 통제 범위 문제가 집중화 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추상적(nebular) 목표 설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후, '사이먼' 행태주의는 '굴드너'의 기능주의까지 절충했다지만 '사이먼'은 '슘페터' 학파를 지지하는 연구 방향을 고수하고, '왓슨'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태주의 연구를 계속했는데 신경제(정보 경제) 하에서 공공 선택 이론이나 신공공관리론처럼 정치-경제학 이론은 행태주의보다 우세하게 되었다.
(신)행태주의가 심리학 영역에서 발달하고 행정학에서 주변화 하는 동안, 영국 자유주의, 정치-경제학, 감사 이론으로 요약될 수 있는, 동부 기반(establishment)을 가진 공공 선택 이론이나 신공공관리론이 확산하고, '디목'처럼 범용함(genericity)을 추구하던 기존 연구자들은 앞서 심리학이나 정치-경제학 이론들과 거리를 두고 기존 행정학에서 정행-일이원론처럼 양태 논리 연구, 위계(hiearchy)-하향식 의사 결정 연구, '베버리안'처럼 행정법/행정학 상호 관계 연구처럼 '사이먼' 시대 행태주의의 쟁점을 배제하면서 '신공공 서비스론'이 등장했다. 공공선(public good), 공동 번영(common wealth)을 목표로 하기보다 행정이 공공 이익(public interest)에 더욱 독립적으로 부합하고자는 이해-접근 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미국식 '엘리티즘'에 가깝고 볼 수 있다.
'사이먼'처럼 동부 기반에 바탕을 두고 연방 정부 행정을 안배하기 보다는 주 정부 현실에 접근하고자 한 '신공공서비스론'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개혁을 했다하지만 과연 60 년대 이후, 행태주의 행정학의 적자(good son)이냐, 개혁과 희생을 감수한 후, 축소한 잔여적(residual) 학파냐, 자화자찬(euphoria)으로 분열한 학파냐, 학파를 둘러싼 이론의 가능성 또한 높다.
1990 년대를 지나서도 행정학이 비판받는 고질적인 문제점들, 예를 들어 행정과 정책학의 구분이 강조될 때, 나타나는 요식주의: 복지부동과 낮은 효율성 ('오스본과 개블러' cf.), 공공 조직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정부 감독 문제점 ('두브니와 롬젝' cf.), 시민 참여와 법적 판단 ('윌다브스키 cf.), 공공 이익과 정책 목표를 규정/집행/정착할 때, 발생하는 공법/공공선과의 균형과 갈등 ('로센바움' cf.),에 대하여 여기서는 '방향 잡기보다는 섬기라'는 행동 강령에서 출발해 일종의 '액션 플랜' 제시처럼 적극적 대처를 꾀한 것이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인데 공공의 이익 우선, 민권이 기업가 정신보다 우선, 방향 잡기보다 섬김, 고객이 아닌 시민,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이행, 책임성 강조, 생산성 (강조) 비판이라는 요약(adumbration)을 앞세운 외관부터 매우 미국적인 학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