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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저는 정책학 이론이나 '거버넌스' 이론 연구서들이 범람하는 현재보다 오래 전인 50-60 년대 한국에서 정치학 교재로 소개되기도 했던 연구서이다. 1945 년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정치학이나 행정학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받던 시기에 나온 저작이기 때문에 구체적 미래 예측보다 기술적(descriptive)-이론적(theoritical)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60 년대 이후 냉전과 체제 이론, 냉전후 세계화 질서(‘월러스타인’ cf.)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연구서이다.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제 3 세계도 마찬가지로 ‘국왕’이란 직명이 단지 대통령이란 직명으로 바뀌는 정치적 급변 사태들의 반복과 함께, 사회 과학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데 일반성 이론과 특수성 이론이라는 연구 전통, 예를 들자면 국가 일반 이론이 민족 국가의 특성을 설명하고 특수 이론이 제도의 기원과 기능을 설명하는, 대신, 근대(modern) 이론과 실증주의가 확산하면서 특히 행태(behavior)와 지식(intelligence) 가운데, 행태로 가치 판단을 하는 행태주의, 작전 연구에서 발달한 의사 결정 과학, 갈등 이론과 대비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균형 이론이 소개됐다: ‘이스턴’
이러한 변화 가운데 문제는 다수주의(democracy)가 우수한 체제이기는 하지만 근대주의, 실증주의의 번창(prolification) 가운데, 예를 들어 조직 역학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인의 동기나 행태보다 우월하며 개인이 조직 매몰되는 비민주적 사태는 번번히 발견되기 때문에 사회 과학 연구자들은 1. 가치 판단(value judgement)과 개인 선택(individual choice)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 1. 다수주의나 다수결(major voting rule) 오류나 흠결의 예방책으로써 개인의 선택에서부터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도달을 돕는 노력, 1. 정치-경제학에서 일반 개념인 공정성(fairness)을 정착시키려는 연구 노력을 끊임없이 갈구했다: ‘뷰캐넌’
이 외에도 접근 방법(approach), 이론(theory), 대안(alternative), 개념 체계(framework)의 구분과 전자 연산 장치(computer)의 활용: ‘사이먼’, 권력 이론과 의사 결정 과학에 바탕해서 실험 연구, 공동체 연구, 제도 연구라는 연구 접근 방법을 제시: ‘마치’,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조-기능주의에 바탕해서 근대 정치-경제 체제 분석: ‘파슨스’, 특수 이론: 제도 이론,을 체제간 비교 연구로 더욱 확장-변용하여 구조-기능주의 연구에 도입: ‘스미스’, 정치 체계를 연구할 때, 예를 들어 태양계처럼, 체제 연구시 과학적 유비 가능성: '라포트'처럼 당시 미국 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의 가치 있는 연구 종합서로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거시적 방향 제시 연구서이다.
‘월러스타인’의 ‘세계 체제’를 함께 참조한다면 행정학 분과 학문에서 다루는 (과학적) 체계 이론(systematics), 비교 행정(comparative administration), 기술적(technological) 정책 과학, 체제 이론(system theory)의 기원들까지 이해를 연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