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대통령제, '아론 윌다브스키' 외, 2016. 10. 24
'아론 윌다브스키'는 '머튼', '디목', '린드블룸'과 함께 재정 이론 발전에도 공헌했는데 특히 미국이 도시화를 이루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주민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1930 대까지 점증주의 예산 이론, 부언하자면 ‘행정이 정치냐, 또는 경영이냐?’는 실증적 가치 판단 사이에서 공공 물가의 현실화가 목적인, 정부 예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행정학자이다. 본서는 1968 년 출간됐는데 '미노부룩 회의'를 앞두고 당시 행정 연구자들이 미국 정치-제도에 대하여 어떤 이해-판단을 하고 있는지 본서를 통해 역사적 단면까지 살펴볼 수 있으며 '윌슨'과 '오하이오 친구들(Ohio gangs)'에 대한 언급처럼 2차 대전 발발 원인과 관련해 '윌슨'에 대한 간접적 비판('케인즈' eg.)부터 미국 대통령 제도, 그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 예를 들면 선거 제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역할, 선거구 운용, 제도적 권력, 직관과 같은 개인 능력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바탕과 관점에서 설명한 저술이다.
본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정치-제도를 대표하는 대통령 제도를 설명하는데 초기 행정학 이론인 의사 결정 이론, 과학적 합리론(관리 과학 eg. 체제 이론 cf.)보다 마치 인간 관계론처럼 사회학이나 정치학 이론 범위에 속하는, 보다 다양한 이해-접근들을 연구에 응용하여서 다원주의(‘알몬드’ cf.)적 바탕에서 행정의 다분과성 또한 충족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본서는 전적으로 미국 정치-제도에 관한 깊은 이해부터 요구하는 저술(‘긴즈버그-로위’ cf.)인데 미국사에 등장하는 각 행정부의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외, 본서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오늘날 볼 때, ‘독재자가 아닌 황제’, '민주주의의 수호자'란 수식이 붙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의회를 포함한 이해 집단들과 집행부(국무 위원들)가 ‘사투를 벌여야’만 입법 가능한 안건들, 예를 들면 미국의 중동 반군 지원 (‘이라크’ 침공 cf.), 불량 국가(Rogue state) 지정과 체제 변환(regime change), ‘이란’ 핵개발 중단 조건부 협정, 탄소 배출 기업들에게 ‘토빈세’ 부과, ‘메디케어’-총기 규제안 개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다분히 상징성이 강한 연방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결정하며 또한 주정부는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 효과까지 만들어 내는지, 이때 선거구의 반응은 정치-제도에 어떻게 환류되며 인접국들, 예를 들면 영국과 ‘캐나다’,는 미국의 대통령제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연방주의자 보고서' cf.), 과연 미국 대통령제는 어떻게 미국을 대표하는가?’까지 설명하는, 제도들과 관련된 매우 광범위한 주제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서의 매력이자 한계라면 역시 60 년대 행정학의 역사적 단면을 보여준다는 그 고유한 속성이다. 정치학으로부터 차용한 고전적 권력 이론으로 미국 대통령제를 해석할 때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 문제라면, 예를 들어 대륙 계통 법원(source of law)은 사법부가, 특히 ‘로마법’ 계통 법원은 국왕 포함 내각이,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 조직들이 매우 명시적으로 제도권 권력(power)을 다루는데 이 때도 집행부(the Executive)와 공화주의 철학은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이든 결국 선거 인단을 포함해 사회 환경, 제도, 인구 집단, 상황-조건, 조직 행태, (언론 포함) 여론과 정책 선택처럼 대통령제를 둘러싼 변인들이 독립 변수들이 되어서 대통령(또는 대통령 제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홉스’적 해석에서 출발하는데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더나아가 고전 권력 이론과 결별하여 능력주의와 권력에 충실한 정치인들을 선출해 제도 개혁('위기즘', ’보나파르티즘’ eg.)할 경우, 대통령제와 변수들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까지가 본서의 주된 내용이므로 그와 반대의 경우, 앞서 열거한 사법부, 내각, 또는 참모 조직들이 어떤 합리적 분석-판단을 했을지라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다면 의회는 왜 존재하는가?’는 반대 가설과 의문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입법부의 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처방보다 시행착오나 후행적 설명들, 예를 들면 총량 기준 선거 통계들이나 무의사 결정 이론, '쓰레기통' 결정 이론, 또는 간략한 이론화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 이후 증가한 미. 국방부 예산에 대한 인용도 있었지만 책의 뒷편에서는 당시 월남전 반대 여론을 반영하듯 정책 대안들로 연방 정부 회계 기준 강화, 의회의 국방부에 대한 조정-자문 기능 강화, 국가 안보 위원회 기능 강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렇듯 훌륭한 노작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윌다브스키'만을 대표 편집자로 인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