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사회의 이론들’, '탈콧 파슨스', 2017. 04. 12.

[서언]
한국에서는 구조-기능주의자로 알려진 '파슨스' 외, 수 십 명의 학자들이 작성한 논문들(treaties)을 엮어놓은 '사회의 이론들'은 지금처럼 정책학의 영향으로 형이하학이나 중범위 이론들이 난무하는 시기적 특성과 매우 상이하게도, 주로 형이상학적 이해-접근에 기반해 광범위한 연구 촛점과 범위(locus and focus)를 이론화하거나 해석하는데 유용한 연구서로 행정사적으로는 가치 있는 저적이지만 사회학이 다루는 주제들(subject matters)을, 예를 들어 인성, 문화와 사회 체계, 사회 구조, 사회 변화라는 사고틀에 끼워맞추는 사회 공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놓은 결과, 개념 정의와 개념 제시(definition and provision) 외에는 ‘일종의 '사회학'이라는 '인공 생태계'를 조성해 놓은 저술이 되지 않았을까?’, 구조주의적, 또는 논리 실증주의적 분석에 앞서 연구자로서 솔직히 염려가 앞서는 저술이다.

[본저에 관하여]
본저의 연구 범위가 이만큼 넓어진 이유는 편집자이며 저자의 한 사람인 ‘파슨스’가 사회학에 객관성을 부여해 사회 과학인 사회학이 연구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중립성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고전-당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부문별로 재구성 해놓은 방대한 편집(editing) 작업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그가 편집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이해-접근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학, 법학, 논리학, 역사학, 또는 정치학처럼 전통적인 서구 형이상학 연구와 또다른, 비정통한(inconventional) 이해-접근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책의 서문에서 그도 언급한 자조: ‘사생아’(bastard) 학문, 곧 ‘사회학’,은 그의 이러한 문제 의식 연장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본저의 가치는 그러한 비/정통한 학문 연구 방법론의 판별보다 '유럽'에서 계몽 군주들이 대학을 세우고 연구자들을 후원하며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다지만 불란서 혁명과 함께 ‘콩트’ 사회학이 발생하고 혁명을 저지하던 독일에서 당대의 거장 '헤겔'(그가 현학가(pedagogue)라는 철학자들도 있다)이 고전과 당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자연법 사상을 ‘백과사전’ 좌파와 ‘백과사전’ 우파로 분열시켜 놓은 이후, ‘헤겔’에 반대하는 또다른 기획들 중 하나'로써 미국 사회학의 재정립이라는 목표 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저가 백과사전 학파처럼 개념과 개념 정의부를 별도로 나눠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연구들을 모아놓은 선집(anthology)이기 때문에 사고나 개념은 이곳 저곳에 분산된 구성이지만 본저의 내용을 굳이 축약하자면 ‘인간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또는 관계가) 관계(또는 사회)를 만들며 도덕과 부도덕, 규범과 반규범이 발생하면서 인간 관계 상의 고유하거나 공통적 행위들이 제도로 축적되고 제도가 다른 개체(entity, or instance)로 발전하면서 사회학 각 주제들에 속성(attribute)의 부여, 사회와 환경의 판별, 또는 반/사회성의 발생은 어떤 양태(modus)인가?’까지 설명하는 것이다.
‘에치오니’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더욱더 축약(adumbrate)시켜 연구 관점을 오직 조직 안쪽으로, ‘조직이 사회, 사회가 조직’이란 가설을 정립하고 이후 연구들을 조직학에 적용했지만 본저는 애초 사회학 연구서이기 때문에 연구 단위가 사회이고 ‘파슨스’의 이론화가 결과적으로 적절한(cogent) 방향의 미. 제도주의 발전까지 도모했다 하더라도, ‘과연 독재 체제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예를 들면 구소련 체제의 특징인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공산주의(Communism), 또는 집산주의(Corporatism) 가운데, 어떻게 고전-당대의 윤리, 가치, 또는 규범과 일관되거나 상충하며 좋거나 나쁜가?’처럼 정치학적, 또는 윤리학적 판단은 이 책의 편찬(compiling) 과정에서 상당히 유보시켜 놨다는 사실을 정치학이나 행정학 연구자라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저의 의도는 전술했다시피 객관성, 곧 중립성 확립이고 선집이라는 특성상, 가설과 반대 가설들을 의도적으로 ‘배치’시켜 놓은 인위성도 발견되는데(연구자들이 가장 꺼리는 것 중의 하나라면 고유한 ‘연구’는 없고 연구가 그저 ‘배치’된 상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학/행정학에서 가치 기준으로 삼는 유력한 가설들, 예를 들어 ‘인간 행동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보성(reciprocity)의 원리를 따른다’: ‘마우스’, ‘(만약 사회가 개체라면) 사회는 기계적 개체이기보다 유기적(organismic) 개체다’: ‘스펜서’, 산업 사회의 관료제 원리: 계급성, 분업성, 통일성,: ‘베버’, ‘평등한 사회에서조차 직업은 불평등 할 수 있다’: ‘소로킨’, ‘생활과 밀접한 변하는 규칙(법)과 가치 기준부터 판단하는 변하지 않는 규칙(법)이 있다’: ‘뒤르켐’, 사회(조직) 체계만큼 사회(조직) 정서가 중요하다: ‘짐멜’, 비영리 조직, 영리 조직: ‘퇴니스’, 또는 정치학에서 차용한 가설들, 예를 들어 '정치는 윤리/규범보다 냉정한 판단 아래, 목적의 달성이다': ‘마키아벨리’, '각기 다른 권리를 가진 사회 계층은 대체로 순기능 한다': ‘모스카’, 천부인권사상: '루소', (사회도 없는) 시원 상태에서 자연법이 만들어 졌다: '홉스', 경제학으로부터는 ‘스미스’, ‘밀’, ‘마르크스’, ‘리카도’, '베블렌', ‘멜서스’, ‘세이’, 외 다수 연구 가설들까지 모두 취합해서 서구 제도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학부 1 - 2 학년에게 권해 볼 만한 연구서이다.

[저자에 관하여]
'에치오니'와 동시대 인물로 미국 사회학을 대표하는 '파슨스'는 후대 학자들로부터 구조-기능주의자로 비판받거나 인종 중심 사고(ethnocentric reasoning)를 한다거나, 특히, 유대인 연구자인 '에치오니'보다도 제 3 세계를 연구할 때, 서구 중심의 환경 결정론적 귀결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왜냐하면 ‘베버’와 마찬가지로 그의 친-산업주의적인 이해-접근 때문이라지만,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비판들과 별개로 '사회의 이론들'이 현대 사회학이 다루는 거의 모든 주제들을 정제된 개념들로 정리하려 했다는 저자의 노력은 부인할 수 없다.
그가 설명에 쓴 ‘패턴’이란 개념을 집단이나 사회에 적용할 때는 일정 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의-표상/일상어-전문어로 분석하는 언어 철학 이론과도 상충해 논란이 많았고 개체로부터 사회 집단의 진화- 발전과 제도화를 설명하는데 현상학적이어서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 ‘AGIL: 적응-목표 달성-통합-지속’이란 축약어(mnemonic) 제시 역시, 예를 들어 ‘우리는 권능이 존재함(Omnibus Potentia)을 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함(Bonus)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Discernere)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경중(Gravitas)을 가릴 수 있다’처럼 (혹자는 암흑 시대라지만) 중세 ‘스토아 학파’ 철학을 ‘DOGB’로 요약하는 작업보다 과연 객관적이며 가치 있는 작업인지, 특히 17 세기 후로 사회 과학의 중립성은 오직 과학에서 나오는 것인지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 또한 상기해야 한다.
대공황 이후, '쿨리'나 '미드' 시대의 '프래그머티즘' 산업 심리학을 사회학에 도입하고, 영국과의 관계 개선과 '스펜서' 이론의 차용, 지역 연구로부터 동양학이라는 분과 발생을 참작한 제 3 세계 연구, 특히, 제도권 밖의 사회학을 사회 공학의 기획(enterprise)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각고의 노력, '파슨스'의 스스로에 대한 이러한 학문적 동기 부여(motivation)가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취합-재배열하는 편집장(chief editor) 역할로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또한 그가 명시적으로 다루지도 않았지만, 행정학의 '사이먼'처럼 그가 어떻게 사회학에서 체제 이론의 숨은 공로자가 됐을까, 본서를 통한 고찰 과정에서 그 이유를 연구자들이 발견한다면 상당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와 행정 이론]
날마다 헌법 해석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치학/행정학 연구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국가주의, 사회-경제주의, 다원주의, 사회주의, 또는 우월주의라는 학문적 이념형에 부합하는 사고-판단을 할 수 있다. 실증 과학이라지만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란 분과 학문에 존재하는 이런 이념형은 전칭 명제, 또는 대가설로써 연구자들의 사고-판단을 돕는데 ‘사회, 제도, 규범, 윤리, 문화, 환경’을 연구하는 사회학의 대가설 정립을 목적한 본저에는 정작 정치학에서 다루는 인구-지리, 종교-철학, 영토-관할처럼 중요한 개념들은 빠져 있거나 넌즈시 언급하고(inkling) 있다는 것 또한 학제의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1945 년부터 60 년까지의 세계적 분과 학문 발전이 당시 한국에서 동일하게 재현된 것은 아니고 그 때, 한국은 일제 수탈과 전쟁 참화에 시달리던 시기이다. 그러나 대전 이후, 미국에서 분과 학문의 팽창과 비교 연구의 폭증 시기를 한국 중세사나 근대사에서 찾아본다면, 예를 들자면 영-정조 시대, 실학, 서학, 난학, 북학, 금석학, 심지어 이기론을 거의 해체시키고 감정이 주된 '이'나 '기'라고 설명한 왕학이 등장했던 시기, 또는 일제 시대라지만 그나마 근대 공립 교육 제도들의 설립 시기인데 이러한 역사적 기간들은 일종의 문예 중흥기라 할 수 있다. 학생들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구조-기능주의나 환경 결정론 비판으로 먼저 '파슨스'의 연구를 접근하기 보다는 전후 산업 구조 조정, 물가 조정기, 도시 팽창기, 냉전 시대, 지역 연구 폭증처럼 당시 미국이 처한 시대 상황을 고려한 이해-접근이 연구자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파슨스’ 선집에서 정작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다루는 주요 분석들이 빠진 이유는 사회학 연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저가 나온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유엔’ 헌장이 마련되고 ‘로마’ 조약이 체결된 이후, ‘마샬 플랜’이 ‘유럽’에서 집행되고 있었던 시기의 미국였기 때문인데 만약 ‘미국 정부’는 과연 ‘브랙시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궁금해 하는 연구자라면 숙독해 볼만한 저술인데 최초 조약들과 배치되는 국제적 사태들을 맞닥뜨려 격세지감을 느끼는 연구자들도 많다.
최초 국제 조약들이 체결된 이후, 반세기를 넘겨 지금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시작으로 영국의 중동전 개입, 영. 연방의 '유럽' 연합 탈퇴, 중공의 팽창 정책과 일본의 군비 경쟁처럼, 당시 학자들이 애초 예견했던 세계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극화 시대라지만 오히려 월경 효과 증가로 갈등이 심화하는 지역간, 국제적 사태들도 빈발하고 이러한 사태들이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자연 재해처럼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듯이 연구자들은 어찌 보면 '사뮤엘 헌팅턴'의 사회적 제도주의와도 밀접한, '파슨스'의 사회학 이론 선집에 바탕해 한국이나 미국 사회의 병리 징후 포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하나, 한국의 정부 개혁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삼권 분립 하,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예를 들어 최근 '유럽' 연합을 탈퇴한 영. 연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제도에서 정체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면 (주로 ‘로크’주의자’가 그렇지만) 국무 운영 상의 정책 변별력을 높이고자 상원이 정치를 주관하고 하원이 경제를 주관하는 신속-기민한 정책 변화에 촛점을 맞춰왔는데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 전통은 미국에서도 4 개 이상, 정책 집단으로 분화하는 정치-행정 일원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의 근거가 됐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정치-행정: 의회-정부, 영역에 제도적으로 역할-기능을 분담하는 양태 논리(modal logic)는 한국에서도 97 년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까지 학계에서 설득력 있는 가설로 다뤄졌지만 이후 정부 개혁 과정에서 앞서 일/이원론 양태 논리는 거의 사라진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사법부의 행동주의(Legal activism)라든지 행정부의 조직 이기주의(대리인 이론 cf.), 의회의 금권주의(Plutocracy)처럼 제도적 병리 징후는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고되고 있는 만큼, 비록 반세기를 넘겼어도 제도주의-양태 논리의 기저를 구성하게 한, '파슨스'의 선집, '사회의 이론들'은 대전 이후 신질서 하, 제도주의의 초기 개념 발생을 연구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