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의사 결정(과학)에 유약을 (2017.07.14)
'마치'의 의사 결정(과학)에 유약을'은 참으로 의미 심장한 저술이다. '사이먼'이 신행정학파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신경제 연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 행정학 연구자들은 개혁을 위해서 정치-경제학 이론까지 수용하면서 기존 행정학 '패러다임'은 6-70 년대부터 '툴룩과 뷰캐넌'의 공공 선택론, 8-90 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상징인 신공공관리론, 9-2000 년대는 획일화 된 '베버리안'보다 다양한 제도의 발전을 연구한 신/제도주의론까지 의도치 않게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미국적인 이해-접근을 대표한다는, 학파에 연연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자들은 2-30 년대부터의 관리 과학 연구 활동을 계속했으며 논란이 있지만 '신공공서비스론' 연구자들('골렘뷰에스키' 연구를 참조해 개혁한 의료 영역이 아예 의료 물가를 높여놨다'에 대한 논쟁이 미국 전체의 문제가 됐다)처럼,과 마찬가지로 '마치'는 그러한 관리 과학으로써의 행정학 연구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 행정학이 관리(운영) 과학이거나 정치/경제학이냐, 또는 공공과 민간 운영 방식 구분은 의미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항상 과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해서 중립적이고자 노력했으므로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온전히 미국인으로 지키면서 또한 학자로서 고유한 연구 성과를 비결이 아닐까 싶다.
그의 저술이 나온 시기를 이해해야는 것도 중요하다. 1994 년 본서가 발간됐을 때, 공산권의 개혁이 한창이고 80 년대 대공황 위기를 파생 상품 허가로 간신히 모면하며 도래한 90 년대는 신경제에 대한 기대로 미국인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들떠있었다. 왜냐하면 공산권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국제적 분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 '유럽'에서는 경제 통합을 위한 '바젤 2'가 정착 과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스트리안' 학파와 '슘페터'-'케인즈' 학파 모두 향후 신경제: 지식 경제, 바탕에서 협업하여서 국제 경제를 운영한다면 무역 분쟁이나 금융 위기 가능성 또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국제 사회의 합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큰 영향을 준다.
민관을 넘나드는 '마치'의 탁월한 관리 과학 연구는 이 시기를 거쳐서 '댄하르트'의 '신공공서비스론'도 있지만 다시 한 번 행정학 발전과 개혁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서에서 기존 행정학과 눈여겨 볼 차이점이라면 과거 중요 연구 주제가 되지 않거나 언급조차 없었던 위기(risk) 관리, 합리론을 가정한 순수(pure) 방법론, '르네상스' 시기, 회계학(accounting)이 발달한 것처럼 행정 이념들과 조직과의 관계 설정이다.
본서에서 발견되는 첫번째 특징은 미국에서는 중앙 은행의 힘이 약해지며 파생 상품의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유럽'에서는 '바젤 2'가 정착하면서 경제 논의의 상당이 위기 관리에 집중된 것을 관리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수용한 결과이고 두 번째 특징은 기존 방법론에서 '로크'나 '홉스'처럼 전통주의(traditionalism) 이론을 배재한 순수 방법론(순수 일반 법이론, 특별 법이론, cf.)의 채택, 마지막으로 관방학-'베버'와 거리를 둔 정당성, 타당성을 비롯한 행정 이념들과 조직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소견이지만 '마치'가 본서에서 그의 조직관을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했지만 본질은 '암흑 상자'이다. 만족 모형, 실증 모형, 혼합 주사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 결정 이론이나 정치학/정책학에서도 연구하는 주제 영역인데 저자의 오랜 연구 생활 결과, 복잡하거나 난해해서 연구자들이 접근을 어려워 하는 쓰레기통 모형을 그가 자신의 연구 성과물로 소개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조직이란 관리 과학 연구 범위 안에 조직 동기 부여나 조직 윤리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고 그대신 위기 관리, 조직 규칙과 이행, 동등한 구성원들, 정당성과 타당성처럼 행정 이념들을 배치해서 조직학의 사고틀을 제공하려는 구성을 띄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된 '마치'의 논리-실증주의는 조직을 분석 단위로 했기 때문에, 또한 정체성과 조직의 관계에서 조직을 우위로 설정하고 조직을 분석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논리 실증주의가 자료나 정보, 언어의 외연과 함축 연구에서 출발해 사고-판단 및 행동을 연구하는, 예를 들어 '비트겐슈타인'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H1, '여기에서 '집'은 '원재료들의 결합체'며 각각의 구조와 주인이 있다':H2, '따라서 '(모든) 집의 주인'은 존재론적으로 고유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구조와 재료'로써 공통점을 분석할 수 있다':H3처럼 삼단논법을 계속 발전시킨다든지, 방법론과 많이 다르지만 마치 사용자가 이질적 환경에 적응해 '노트북'이나 '타블렛'처럼 전자 장치의 이용을 그다지 낯설어 하지 않는 것처럼 유용한 실증주의이며 저자가 본서에서 행정의 적절함을 강조하지만 어떻게 독자가 행정의 유용함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유럽' 실증주의와 미국 실증주의의 차이까지 발견할 수 있다면 독자들에게는 행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