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 - 인구 집단 정치학(ETHNIC POLITICS), '밀턴 에스만', 2017. 07. 23
'밀턴 에스만'(Millton Esman)의 인구 집단 정치론(Ethnic Politics)은 50 년 대 이후, 미국에서 발전한 발전-비교 행정학의 균형 잡힌 90 년대 연구 결과물이다.
정치학 이론(Politics)이 행정학에 접목된(engraften) 사례들, 예를 들어 정체(polity)-국체(staat) 연구(체제 이론 cf.), 정책학의 의사 결정 이론도 있지만 ‘에스만’의 다원주의에 기반한 정치 체제-집단에 대한 비교 정치학 연구도 당대 행정학을 발전시킨 중요한 분과 연구들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 주제들이 동부 기반의 형이상학/형이하학 구분을 따르지 않고 인공 지능(AI)부터 식민주의(Colonialism)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로널드 칠코트'의 비교 정치학과 비교해서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연구의 주된 표제어는 ‘자결(self-determination)권’으로 국제법 상의 국가(state)로 인정되는 인구 집단(또는 민족)과 그를 구성하는 국가(또는 정부), 지리(또는 점유), 자산, 언어, 종교, 계층까지 연구의 분석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결권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각국 연구 사례로부터 인구-자원의 역외 분산(diaspora), 갈등(conflict), 경제적 함축까지 인용-서술하고 있으며(정치 철학 서적이 아니다) 법칙 정립(normolitic)적 연구보다 기술적(descriptive) 연구 방법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본서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지금은 통합된 ‘유럽 연합'이라지만 (민족) 자결권이 오늘날, 주요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발전하기까지 해외 식민지를 포함해 ‘유럽’ 전체를 불사른 일-이차 세계 대전과 신생 독립국들이 가입한 국제 연맹-국제 연합의 등장이라는 국제적 사태들과 그 복잡성(complexity)인데 때문에 비교 정치학이라지만 당시 독일이나 이태리, '헝가리'-'오스트리아', '이집트', '터키', 일본이나 청나라처럼 일명 ‘기축국(Axies)’들의 해석/관점을 차용하기 보다는 순수하게 미국 관점에서 인구 집단 정치(학)을 해석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치학자/행정학자들 사이에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나오기 전까지 '에스만'의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도 포용하는 보수적인 인구 집단 연구의 틀(frame)을 제공했으며 신자유주의로 변모하는 8-90 년 대 이후부터 다국적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성장한 현재에 와서는 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연구자도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회학적 이해-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히, 지리-정치(학)보다 인구 집단 정치(학)가 더욱 변별력을 가지는 연구에서 정치 체제와 인구 집단 사이의 유관성,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연구자에게 '에스먼'의 연구는 선행 연구 저작으로써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본서에서도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불란서의 경우, 지난 세기, 금 세기를 걸쳐서 독일-'스페인'과의 영토 분쟁은 계속 잦아들었으며 불란서 문화가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수 백 개 이상의 '유럽' 인구 집단들 가운데, 몇몇에게 입국을 허가/금지하는 것처럼 '북아프리카' 통치령이었던 독립국들로부터도 제한적인 인구 유입을 금지/허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담이지만 지리-정치학과 인구-정치학이 각각의 단일 연구 주제로 구분-분석되기 어려운 사례들도 현실에 비근하다.
예를 들어 1. '시리아'에 소련 군사 기지를 가진 '러시아'가 반군들을 폭격하려고 '터키'에 공군을 파견했지만 '터키'의 허가 없이 영공을 비행했고 '시리아'에 사는 '터키' 부족들까지 반군 활동을 돕는다는 이유로 폭격하자 '터키' 육군이 비행장까지 제공했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건'처럼 매우 긴박한 비상 사태: urgency, 2. 본서에서처럼 최초에는 부족 중심의 인구 집단 정치 동학였지만 남아공의 인종 분리 정책과 폐지 후, 남아공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서 남아공과 맞닿은 부족 국가들과의 지리 정치학으로 발전한 '회오리'형 외교 관계: spiral progress relation(중국의 다민족 연방제와 미국의 이념형 연방제 cf.), 또는 3. '신도' 국가인 일본처럼 인구 집단이 시민 단체보다 앞서는 아세아 국가들에서 거의 지리-정치를 의미하는, 대표적 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분석가들보다는 정치 연구자들에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연구 주제와 분석 단위 설정이 쉽지 않다.
더 가까이서 찾아보면 이러한 사례 연구도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을 추진하려고 일명 '삼김 정치'를 통해서 공약이었던 개성 공단과 수도 이전 사업을 정부가 집행했지만 이후, 무정부주의적 혼란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도리어 강화되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명 '친박' 정치인들이 방어용 '레이더' 설치를 찬성했으며 이 경우, 편익 분석처럼 정규 정책 분석 모형으로 참/거짓을 가려낼 수는 있어도 실제 문제 처방을 위한 판단과 결정에는 인구 집단들 가운데, 난해하거나 불명확한 공리들까지 개입한다('암흑 상자' 모형 cf.).
때문에 각 지역 인구 집단들의 정책 판단을 시계열로 분석했더니 '삼김 정치'를 지지하는 호서-호남 사람들은 주로 무의사 결정에 의존해 '친박'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재벌들을 지지하는 영서-영남 사람들은 주로 만족 모형에 의존해 '삼김 정치'를 해석하고 정작 군사적 도발에 노출된 해서, 기전, 관동-관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혼합 주사 형태, 예를 들어 국지적 도발에는 결코 반응하지 않고 폭격을 포함해 군사적 ‘옵션’까지 용인하는,로 대응하고 탐라 사람들은 '바자-캔틴'으로 남북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렇듯이 자결권에 근거하여서, 예를 들어 비모수 다변량 분석이나 복잡계 분석까지 추가하여서 '남북 관계’라는 하나의 정책이나 연구 주제에 대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이해/판단의 차이는 산업 성장기 동안, 지리적 차이가 각기 다른 계층과 자산 형성 과정을 강화와 유관성이 있다'처럼 인구 집단 정치 분석은 행정학적으로도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집단 정치학을 통한 집단적 가치 판단에서 그릇된 신념 체계가 주는 반작용이나 형이상학 해석의 결핍, 언어로 문화를 나누는 과잉 단순화 오류 가능성,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법단계설의 무시처럼 실제 정책 집행에서 역기능을 불러올 가능성도 역시 상존하고, 그러한 역기능 가능성이 여타 사회 과학 분과 학문의 등가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중립적인 전제에서 본서를 이해한다면 독자들에게도 본 연구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