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 '드와이트 왈도', 2016. 10. 4
본서 '행정 국가'는 미국 행정학에서 다루는 동시대(contemporary) 행정 담론들의 출전과 현실 동학(dynamics)을 모두 다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지적 기획(enterprise)이다. 책의 서문을 작성한 ‘밀러’(Huch T. Miller)는 책이 출간되고 ‘미노부뤀’ 회의가 열리기까지 미국 행정학과 정치 지형을 서문에서 먼저 요약하고 있는데 팽창하는 석유 산업과 공급 경제학에 맞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고전 경제학 공리 체계를 설파한 ‘오스트롬’(‘시카고 학파’, cf.), 실증주의를 미국 행정학에 적합하게 변용시킨 ‘사이먼’의 행태주의, 그리고 당대의 다원주의(‘윌다브스키’ eg.)를 정치적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려는 ‘왈도’, 세 사람의 철학적 차이를 단지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서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본서의 가치는 내용의 깊이보다 범위에 있으며 서문에서 지적한 바,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행정학 학파 형성을 이해하는 당시 미국의 정치 지형(political landscape)이라고 할 수 있다. '시카고' 학파, '오스트리안' 공공 경제 학파를 제외하고 '오스트롬'(‘오스트롬’은 ‘오스트리안’ 학파를 지지했다), '사이먼' ('사이먼' 역시 '시카고' 학파에 속했지만 '민주 행정 학파’에도 관심을 가졌다), '셀즈닉', '왈도', ‘밀러’, '프레드릭슨'은 민주적 제도 개혁을 위한 신행정의 시작을 알린 연구자들이었으며 본서가 출간되고 약 30 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 행정학 교재들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위그'-‘베버리안’ 개혁주의(reformism)가 군사 정부의 ‘보나파르티즘’, 보수 정치-경제학 학파들과 서로 강력한 경쟁 관계를 형성한 원인(‘윌로우비’, ‘굿노우’, cf.)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본서와 관련된 내용의 고찰은 1996 년에 진행했지만 현재 재평가 하자면 물론 많은 주제 개념들을 다뤘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본서의 한계나 오류라면 세계 대전 후, 동구권 포위를 위한 독일과 미국의 긴장 관계 완화(‘데탕트’)를 암시하는 ‘유럽화’(‘미국화’ cf.) 개념의 정책적 모호성, '위기즘(Wiggism)'과 미국 복음주의(‘이라크 침공’ eg.)의 피상성, 사회 운동(movement) 위주의 민주주의(‘공공의 비극’ cf.), 정치-행정 속성자(‘모달’) 구분의 작위성, 관료제(bureaucracy)에 대한 거부감과 동시에 독일 행정 교육에 대한 기대처럼, 행정학이나 미국 사회에 아직도 내재한 일종의 불안정이나 불일치들(inconsistencies)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사이먼'의 '도데체 '왈도'가 설명하려는 ‘집중화’와 ‘분권화’가 무엇이냐?'는 반문은, '그것은 통제 범위의 문제가 아닐까?'며 '귤릭'과 벌인 논쟁보다 더욱 날카로운, 정치적 모호성이나 피상성, '공공의 비극'을 예감한 반문이었던 것이다. 마치 ‘거인들이 지탱하고 있는 세계’와 ‘흔들려도 세계를 지탱해야 하는 거인들의 운명’처럼 말이다. (‘머튼’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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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년대 후에도 학계에서 미국 행정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노력은 2000 년대 중반까지 1. '캐나다'-영국 공공 관리 학파와의 교류를 확대시켰고 2.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이나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까지 응용하고 3. 행정학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해석 여지를 남겨놨으며 특히 4. '일리노이'-'아리조나' 학계를 중심으로 '오스트롬' 학파와 '신공공역무론'(New Public Service Theory)도 발전하였는데 1. 소련 소멸 이후, '유럽' 통합을 기대함과 2. 아세아에서 권위주의(또는 동양적 전체주의) 변화를 기대함, 특히 3. '아프리카'에서 최소한의 인간 거주 기준 향상을 기대함('기후 변화 조약' cf.)이라는 범세계적 희망(Spero)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적 재해석 요구들은 미. 계몽주의 전통 외에도 '존 마샬(John Marshal)'의 자기 부정(Humility) 법치나 '올리버 홈즈'(Oliver Holmes)의 실증주의(positivism) 법치 전통을 잇는 생산적인 지적 활동였다. ('거버넌스' 이론 cf.) '테러'와의 전쟁'이 십 년을 넘었고 기대했던 '오리엔탈리즘'/'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들보다 경제 공황에 관한 연구들이 넘쳐나는 현상의 원인(root cause)이 중공의 무정부주의 때문이냐, 미국의 일방주의 때문이냐, 독재 국가(들)의 기회주의 때문이냐, 또는 국가보다 인구/문화 때문이냐,라는 논의들로부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불합리(irrational)한 귀결도 찾기 힘들다. ('브레진스키' cf.) 한국 행정학은 신의성실 원칙 때문에 항상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학문이고 ('훔볼트' eg.) 오류들이나 애매모호함, 양자택일의 정치적 갈등들은 부적절함을 함축하는 사치일 때가 많다 ('키케로' 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