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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란 낱말처럼 정치사상이나 사회사상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아는 개념은 그라 않자 

않다. 미국의 휴럽선언문의 기본명제가 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에서 규 

정된 연간의 본래적 평등은 정치적 평등과 기회균등을 가라캘 뿐이라는 견해가 한펀으로 

있는가하면， 다흔 한펀으로 평등은 결실의 균등까지도 포함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g백띤천의 미국혁명의 이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상이한 컵 

단에 따라 그들의 갈망에 맞도록 그 혁명청신은 해석되며 또 그 이념의 사상적 원천도 달 

리 찾아진다， 미국혁명의 전통이 개개 사회집단의 세계관과의 연관에서 해석되고 재인들왜 

가치관에 상응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한때 노예제도 폐지흔자들은 독럽혁명의 지적 근원을 

록크보다는 페인에서 찾으려 했으며， 301건대의 뉴우 。 다얼 지지자들은 제퍼슨， 잭슨， 그 

리고 링컨 등에서 그들의 명분을 보았다。 601건대의 젊은 민권운동자들도 페인이나 재퍼슨 

또는 풋소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독럽선언문의 사상적 기원을 록크의 정치철학에 귀결시키는 데 거의 대부분의 미국사 연 

구가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록크주의자들아려고 불러도 이의는 없을 것 

이며 『미국은 록크와 더불어 시작한다jJ l1는’명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제퍼슨 

과 페인은 록크를 베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목럽선언문의 말은 록크의 말이라고 여기는 것 

은 더우나도 당연할 것이다。 베이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독럽혁명의 사상은 록크의 自然

權 철학의 표현이었으며? 사회계약론이나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쉰리와 자연볍 등에 대한 

그의 사상이 건국정신의 바탕이 되었다고 일반적으록 여겨져 왔다。 21 그러나 독립혁명가틀 

과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을 위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동명 

에 도전했으며 록크의 자연권 사상을 그의 시대에서 받아졌던 것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31 

1)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1955) , 
p.6。

2) Bernard Bailyn, The Ideological Origins 0/ the American Revolutioη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p. vii. 

3) Staughton Lynd, Intellectual Origiη S 0/ American Radicalisη1 (New York: Pantheon Books, 
1963) , pp. 1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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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의 혁명사상이 "'1 록 록크의 정치철학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 

의 언어일 뿐이지 내용에서는 다르다고 런드는 주장한다。 사실에 있어서 록크는 빈곤을 가 

난한 자들의 잘못으로 돌렸으며 노여l 소유블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통치 

는 선태펀 사람들의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데서 그는 페인의 평민에 의한 정치와 

공동소유에 대한 엽장과는 상충했다。 페인은 개인의 신앙자유를 외쳤던 청교도들의 평민관 

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인간은 환경의 소산이라는 록크의 인간본성론에 대립했다. 

록크의 fÁ間펌性論」는 18세기 심리학의 교리이었으며 마음은 본유관념을 물려받지 않 

고 모든‘것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생각이 당대에 지배적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환경결정론 

과 자연권의 정치철학 간에는 엄연한 모순이 있었음이 또한 밝혀진다 4) 神이 자연을 만들었 

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려면 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자연적이어야 하고 또 본래적이 

어야 하는데 모든 관념이 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자연법에 입각한 권리사상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둘퍼싸고 18세기에는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록크는 그의 「市民

敵府論」에서 자연볍을 옹호하는 반면에 균리적 판단의 현실을 부인하는 심리학을 창조했먼 

셈이다 5) 

록크의 경험론적 심리학이 기존사회블 단순히 반영하는 관념들만을 언정하는 한 기존질 

서를 변화시키는데 외부로부터 얻어지지 않은 관념의 펄요성이 18세기 개혁론자들 사이에 

서 

의 

절실히 느껴졌으며 윤리적 

설재와 이것의 언식능력을 

의 갱치적 능력을 새롭게 

차원이 새롭게 

강조했으며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善

록크가 배제했던 본유관념을 회복시켰으며 평민 

언정했다。 

페인은 독립혁명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세습왕 

자유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그의 동대안들과는 달리 평등한 사 정을 허용하는 영국헌볍이 

회의 건설을 위한 사회혁명을 주창했으며 국민이 원하는대로 사희를 형성할 권리블 인청 

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독립선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 요청의 

극치를 나다내는 것이었다 6) 독립선언문이 페인에 의하여 직접 쓰여지지 아니했지만 그의 

「常識論p에 블어 있는 사회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 선언물을 쓴 제퍼슨의 민주주의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등， 자유 특허 종교 

적 자유， 그리고 교육 등이 주제가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 가장 첫째가는 것은 평등의 이 

념이다 8) 독렵선언문의 핵심은 지명한 명제로 표현된 두가지의 진리에 있는데 하나는 『모 

든 사람은 태 어 날 때 부터 평 등하다』와 또 히-나는 『그들은 그들의 조물주로부터 남에게 양 

4) 위의 책， p.20. 
5) 같은 곳. 

6) Kenneth Dolbeare, Americaη Political Thought (Monterey: Duxbury Press, 1981), p.59. 
7) Thomas Paine, Common Sense, 1776. 
8) Saul K. Padover, The Meaniηg 0/ Democracy (New York: Praeger) , pp. 49~50. 



21 

도할 수 없는 어떤 권리블 부여받았는데， 이 권리들 가운데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 

구의 권리 등이 있다』이다. 모든 사람이 여러가지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는 것이 민주 

주의의 기본정신이 된다， 이 동등한 권리는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이다. 인간의 

자연적 평등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행복추구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는 것이다-

제퍼슨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 평등을 전제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는 그 이성적 근거를 가 

절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등의 절대화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의 젊은 민권 

운동가들은 평등의 보편원리에 일치해서 그들의 변혁활동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그플이 

반체제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사상적 지도자로 추앙됐던 마루쿠재는 이들이야 

말로 퇴색해진 독립혁명의 정신을 되살리려 한다고 반박했었다。 

한면으로 독립혁명에 영향을 마친 룻소의 사상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e 그가 

미국의 건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학설도 있지만 독렴선언문의 자연법 철학에 영향을 

미천 영국의 개혁파는 그의 저서플 읽었으며 또한 그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다는 것과 식 

민지 지식인들에게도 록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가 친숙했먼 철학자이었다는 사질이 지적되 

어야 한다 9)그의 인격과 소유의 평등론은 페인의 사회철학에 강은흔적을 낚기기도 했다 10) 

풋소에 의하면 土地私有는 사회적 불평등과 여기에서 유래하는 묘든 악의 원인이라고 설명 

된다。 시민사회가 불가펴하게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 인간은 부패하고 그 

를 경쟁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환경의 산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사회가 문명화할수록 

그것은 더욱 불평등의 방향으로 나간다。 자연상태에서 사람블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 

지만 사회적 인간은 불평등을 원한다고 풋소는 갈파했으며 도덕적 근거에서도 이 불평퉁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룻소는 첫째로 도덕가이었다. 그의 기본입장은 도덕의 요청이 문명의 요청보다 우위에 

있a며 전자플 위해서 후자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18세기 영국 경험론자들은 

도덕의 기원이 심리학의 문제라고 했지만 풋소는 윤리적 진리가 자명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논리가 아니라 직관으로 우리의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진리라고 규정했다. 경험론은 自我

블 감각의 소여라고 하지만 풋소에게는 그것은 본래적 활동이다@ 자아는 수용성이 아니라 

자발성이며 이것은 곧 神性의 한 증표이다. 풋소는 18세기 경험론적 심려학을 넘어서 자발 

적 자아의 도덕의식을 내세운다. 경험론에서처럼 인간이 고통과 쾌락 그리고 사익에만 급 

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평등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아의 억제를 통해서 요로지 공동체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화보다는 농업공동체를 선호했던 제퍼슨의 경우와 같 

9) Lynd, 같은 책 , p. 32; Harry K. Girvetz, From ￦Tealth to ￦el/are (Stanford: Stanford Uni. 
versity Press, 1950) , p. 107. 

10) Thomas Paine, Rights 0/ Man , 1791 참조. 



22 美 國 學

이 룻소는 평등은 공동체적 사회질서의 구성요소로 생각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개별 

적인 이익에 의존하지 않으며 또 어느 특수한 개인들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따략서 그들 

은 자유롭고 다만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관심을 갖는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평등주의는 

록크류의 환경 결정 론적 섬 리 학이 부인하는 인 간의 도덕 적 요청 의 소산이 다. 자아를 공동체 

안으로 몰입시킴으로써 개인들은 이에 대하여 스스로를 도덕적으록 구속시키고 상호경쟁을 

저지하며 하나의 友愛的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다. 

룻소가 독립선언문의 내용에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별하기 쉽지는 않을 것 

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자명한 도덕적 진려와 연간의 불평 

등은 재거되어야 한다는 룻소의 도덕적 요청은 같다. 고통과 쾌락의 감각적 소여로서의 인 

간에게서 평등에로의 도덕적 요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험론은 여기에는 무용하 

다. 도덕적 진리는 환경결정폰으로부터 구제되기 위해서도 풋소의 철학은 독립혁명기-들에 

게는 펼요했던 것이다11) 

짧 

록크는 자연이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더라도 개개인이 이에 가하는 노동만름 그 결실 

은 상이하게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그는 기회균등을 의미했지 결코 결질의 균등을 가리컸 

던 것은 아니다g 그러으로 비록 모든 사람에게 자연권의 동등함이 처음에는 보장되었다고 

하지 만 소유의 차등 이 후에 는 그 동등함이 지 탱 되 지 못한다e 그런데 록크는 소유의 차등을 

자연스려운 것이라고 단언했다 12) 이것이 곧 17세기의 홉즈와 록크에서 19세기의 밀에 이 

르기까지의 자유주의 사상의 근저에 있는 통일척 특정인 「所有的 個人主義」이다 13) 록크의 

먼주주의론은 결국에 가서는 소유의 차등을 인정하고 청부는 개인의 재산보호를 본래의 엄 

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다 14) 

시만사회는 불평등한 소유의 보장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보고 록크는 권리에 있어서도 계 

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것을 전체함으로써 차등있는 자연권도 암묵적으로 전제되었다 15) 

이 소유권의 차등은 록크의 인간평등론과 모순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주권을 

다수의 평만에 둔 그의 민주정치론은 개인의 권리블 다수의 주권에 예속시커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 나 아 모순은 중요하지 않다， 록크의 다수는 無塵者를 Æ함하지 않고 다만 채 산을 

11) Lynd , 같은 곳， 
12) John Locke, The Secoηd Treatise 0/ Governrnent, Sect. 50. 
13) C. B. Macpherson ,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lndividμalisr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v. 
14) 위 의 책 , p.195. 
15) 위의 책，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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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계급만이 시민사회의 정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과 다수지배간에는 여하한 대럽 

만들어 하나의 정 록크에 의 하면 사람들은 재 산보호를 위 하여 정 부를 이 있을 수 없었다. 

노동계급은 통치의 간여한다. 치 사회 안으르 통합한다 16) 유산자만이 시 민으로서 정 치 에 

대상이 될지언정 정치의 일부가 될 수 없다 17) 시민사회는 재산보호블 그것의 최상 목적으 

로 삼고 있는 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노동계급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부여받지 옷한다는 

것이다。 18) 그는 

이것을 시민사회에 근거하는 불평등이고 전형적인 현상이라고까지 여겼다. 

처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연권을 가졌더라도 유산자들과 무산자들로 나뉘어진 이후 

이 들은 각기 다른 권리 를 갖는 계 급으로 구분되 고 무산계 급은 유산계 급에 의 존하고 만다. 

그런데 소유의 불평등은 理性에 있어서도 계급적 차이블 낳는다고 록크는 보았다. 노동계 

급은 합리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은 합리주의적 

시언했먼 영국사회에서 깊이 뿌려내린 계급하이플 17세거 크
 

로
 
「것이다。 

따를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 정치행위나 합리척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록크는 주장했다 19) 

E 

날
 

씨
 맨 

안류 록크에 있어서 理性개념은 두 측맨을 지녔다， 첫째로 자연법으로서의 이성은 어느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독립적이고 어느 누구도 남의 생명과 자유그리고소유를 

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20) 둘째로 자연지배의 능력으로서의 이성은 대지를 정 

것으로 복하고 삶을 위하여 이를 변화하고 거기에 노동을 부가시킴으로써 그것을 인간의 

만든다 21) 록크의 이성은 한편으로 도덕적 진리의 인식능력이며 다른 한펀으로는 자연지배 

의 능력이 된다。 자연은 근면한 자들과 이성적인 자들에게 주어졌으며 이들만이 그것을 그 

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록크는 분명히 말했다 22) 자연지배는 이성적 행위이며， 이는 

노동에 의한 자연의 정복이며， 또 이는 자연의 소유를 의미한다. 

사람은 자연을 자기의 것으로 삼되 그 정도는 어디까지나 그와 그의 가족의 생존에 족할 

만큼이다. 이 이상의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로지 부지런하고 이성적인 자들만이 자연 

을 정복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자언법이 뇨구하는 도덕적 의미이다。 그련빼 

화폐의 도입과 더불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많은 재산축적을 허용하고 가족의 필요이 

상외 토지소유를 확대하게 했다。 23)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자의 노동의 

잉여생산물을 전유할 수 있는 자본으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의~증대가 가능해졌다。 이와 동 

시에 노동과 전유는 분리되었다. 화폐만 있으면 노동없이도 소유가 가능해진 것이다i 

16) Locke, 같은 책 , Sect. 124. 
17) 위 의 책 , Sect. 85。

18) ~acpherson ， 갇은 책 , p.230. 
19) Locke, The Reasonableηess of Ch상stianity ， in: Works, 6th edition, London , 1759. Vol. n, pp. 

585"'-'586, ~acpherson ， 위 의 책 , pp.224""225에 引用.

20) Locke, 같은 책 , Sect. 6. 
21) 위 위 책 , Sect. 32. 
22) 위 의 책 , Sect. 34. 
23) 위 의 책 , Sec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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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록크가 생각하기는 가족의 필요 이상의 소유는 어리석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이 

었다 24) 잉여생산물을 남에게 주거나 다른 필요물과 교환하는 것이 그것을 썩도록 방치하 

않고 그 가치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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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며 25) 이것이야말로 이성적인 

하고 이 축적된 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상의 재산증식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또 이성적이었다. 

소유의 차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이성능력의 차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평등한 자연권의 

축적 

펄요 

는 것보다 이성적이었다. 그러나 화폐사용은 잉여생산물을 부패시키지 

것이었다 26) 근면하면 재산을 

또한 이성적이다. 록크에게 있어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이 록크의 민주정치론의 귀결이었다. 록크에 따 

른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성과 지속은 소유의 차등을 근거로 한다는 것엄에 틀림 없으며 

평등한 자연권은 기회균등의 권리이지 결코 결실균등의 판리는 아니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얻 

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의마할 뿐얼 것이다. 록크의 평등사상은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 

게 주어졌지만 개인적 노동의 견실은 그에게만 돌아가며 아느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 

다는 것을 전제하며 또 이에 따라 자유시장적 자유주의에 이르렀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록크는 이른바 경쟁적 평등론을 지지했다 27) 경쟁적 평등은 부의 불균형을 가능케하 

벼， 자유시장， 풍부한 자원과 부의 추구에 있어서의 동등한 인간능력 등을전제로한다. 근 

면한 자는 정의롭다는 사회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경쟁적 평등론에서 록크는 물론 남을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부의 축적이 허용된다고 했음에 틀림없다. 

실의 균등보다는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한 자연권을 주장하는 한 록크는 유럽의 자유방엄 

주의와 미국에서의 보수주의의 출현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았던 셈야다. 그의 시민정부론에 

서 제시된 무한한 사유재산 증식의 정당화는 자본주의적 「취득욕」의 도덕적 정당화의 근거 

가 되었던 것이다. 

는
 

그
 

그러나 결 

욕구충족의 

대한 대가플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취득욕을 가졌다는데서 평등하다고 했으며 

기회가 어느 누구에게서도 저지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근면과 노력에 

기회균등을 응당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었다. 이들의 평등개념은 

의미했었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평등한 자연권의 철학은 민주주의 혁명의 이데올로기 

적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려나 남부의 노예소유자들과 북부의 기엽가들이 이 선언문에서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에로의 혁병의 이더1 올로기블 찾았던 것도 피할수 없는것이 

어디까지나 

Brunswick: Transaction Books, 

24) 위 의 책 , Sect. 46‘ 

25) 위의 책， 같은 곳. 
26) Macpherson, 같은 책 , p.255. 
27) Francis M. Wilhout, Quest for Eqμality in Freedom (New 

1979)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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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독럽혁명 자체가 상이한 사회집단의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독랩선언문은 이들 

모두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대변해야만 했다. 제퍼슨이 이 선언문을 초 

귀절이 삭제되고 말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독립선언문이 상아한 이익집단간의 연합을 

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호성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으며 자유방임주의에로의 방향도 처 

음부터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8) 

보수주의자 제임즈。매디슨과 존 o 아담즈는 독립선언문에 소유권의 명백한 보장의 구철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모호성이 컸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재산분배의 불균 

형을 언정했으며 이것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원언이라고 했으며 불평 

퉁한 소유관계에서 생기는 계급간의 이해 대랩의 규제가 대의 정치의 주요과제기- 된다고 

했으나 매디슨은 재산보호를 위하여 유산총에 의해서만이 선출된 업법기구가 따로 

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제퍼슨과는 다른 입장을 택했다。 29) 아담즈는 한펀으로 

의 적극적인 참가자이었지만 미극사회에서의 소유권과 귀족의 역할을 강초했었다。 그는 모 

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동등한능력， 동등한영향력， 동등한 

소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기만이라고 했다 30) 아담조는 

實力社會를 부르짖었다. 개인이 쌓아올린 엽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주 

장했다. 매다슨과 아담즈는 다 같이 욕심과 경쟁없는 인간사회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으며 

자유를 사유채산과 경제적 자기이익에 연결시컸다， 

반
 

마련되 

독럽혁명 

안했을 때 그는 노예매매를 인간의 성스러운 생명권과 자유권의 침해라고 공격했지만， 

$ 

미국의 독립혁명은 이해관계를 서로 달리하는 사회집단들간의 연합으로 이끌어 나갔고 

또 성취되었다. 01 사실이 매디슴으로 하여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간의 균형을 이루는 

多元主義的 정치 및 사회체제를 구상케 했떤 것이라고 생각케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자유방 

임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철학이 현질적이었다. 민주주의는 경쟁칩단간의 상호견제， 

자유기업의 자본주의와 사회정의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정치제도이며 생활 

양식이라는 것이었다. 19세기의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이와같은 다원주의는 마치 미국정 

치사상의 전통언 것처럼 굳어갔￡며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이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보수척〉이란 정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급진적인 평등론자들은 다원주의적 정치제도에 회의를 풍었다. 자유경쟁을 이상 

으로 하는 제도는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체제의 합리화라는 것이 그들의 비난이다。 다원주의 

28) Lynd, 앞의 책 , pp. 67 "'68. 
29) James Madison, The Fedeγalist Papers, No. 10. 
30) John Adams, Discourses on Davila,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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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낙관적이며 산업화의 과정이 결코 사회내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했 

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경제적 • 사회적 권력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정치권력도 불균 

등하게 분배되었고 해가 갈수록 불평등은 누적한다고 그블은 주장한다 31) 

평등론자들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구조는 상류계층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가장 좋은의 

u1 에서 다원주의적이다. 그러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중럽적이지 않고 모든 집단에게 개 

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경쟁적 제도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실지로는 상류층 

의 가치와 자본주의적 문화만을 지탱한다고 평등주의자들은 믿으며 그들은 정치란 內集團

과 外集團，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싸움이 라고 생 각한다. 

19세가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다원적이었으나 그 흐름은 사회진화론으로 특징지울 /
T 

있는 것이었다。 배분적 정의는 결실의 균등이 아니라 업척에 따른 차등의 분배흘 의미했으 

며 개인주의， 사유재산， 정부의 불간섭을 통한 개인들의 완전한 능력발휘기- 참민주주의라 

는 사회사상이 사회진화른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 사상가인 성너는 역사의 진보는 

경쟁의 와중에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특별히 재능있는 자들의 경제적 성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32) 19세기 말의 미국보수주의는 자유방엄주의 사상을 포함하는 극단적 개인의 자유신 

장에로 확대해 나갔다， 건국초기에는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정부의 불간성이 보수주의적 원 

칙은 아니었지만 자유방엄주의 사상이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알맞는 이념을 재시했다. 왜냐 

하면 국가의 경제적 간섭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위험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33) 자본주 

의에 대한 모든 제재는 자유의 침해라고 간주했었다。 

정부는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기능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록크의 철학이라고 다시 천명되었다. 그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이 도덕， 청치 그려고 경제에 

서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南北戰爭 이후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변화는 차 

유방엄과 적자생존의 원칙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기업활동을 정당화시컸으며 또 보 

수주의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평행하는 이념을 제시했던 것이다. 섬너의 자유방임사상은 가 

장 극단적인 형태이었지만 그것은 19세기 말의 경쟁적 자본주의를 인류의 가장 도덕적얀 삶 

의 양식으로 설명했다。 

경제적 생존경쟁에서 자유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외쳤던 섬너애게 평등개념에 례한 여 

유는 없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 

하며 이 믿음이 19세기 사회철학의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는 개 

인에게서 창의성과 사적으로 획득한 소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다. 성너의 

먼주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료조아 민주주의」라고 일결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의 

31) W i1hout, 같은 책 , pp.124표. 
32) William Sumner, What Social Classes Owe to Each Other (New York: Harper, 1884). 
33) Jay A. Sigler, The Coη servative Traditioη iη Americaη Thought (New York: G.P. Putnani’ s 

Sons, 1963) ,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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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성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 경제적 평준화를 배격하는 민주주의릎 그는 창도했었다. 그 

의 사회적 진화론이 여타의 보수주의자들의 그것에 비하면 득이했지만 19세기말의 자유시 

장에의 요망을 대변했었다 34) 

19세기 초만에는 공업화가 모든 산엽사회가 직면했던 빈곤이란 큰 문제플 수반했요며 미 

국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앞서 있었던 탓으로 빈곤에 대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취해졌다e 미국의 근로자들은 영국근로자들에 비해서 덜 가난했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야유 

가 있었다. 방대한 마개척지， 값싼 토지， 콩힘학교의 교육제도， 다양한 일자리， 진취욕등 

이 미국인틀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커회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유럽과 미국의 공업사회는 부와 먼 

곤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었다。 도시의 먼만은 노동계층이나 우산계급이 되었요며 20세기 

에 이르랴 미국의 근로자들은 유럽에서처럼 상징적인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안 사회겸재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세커의 개인주의가 평등을 강요하는 20세기의 칩단주의의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35) 

1850년에서 1900년에 이르기까지 공업화가 전국을 휩쓸어 가면서 자본축적과 더불-어 노 

동력 의 부단한 증가를 수반했으며 동시 에 노동자플은 그들의 근로조건과 저 임 금에 대 한 항 

의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파엽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아니했다. 이들의 정치투쟁 

은 無塵市民의 참정권 획득과 노조결성에로 확대해 나가고 한펀으로 사회주의 정당등을 탄 

생케했으며 또한 기존정당의 좌경화블 초래했다a 

19세기 초엽에 소수의 평등주의자들이 反자본주의적 사회제도를 제창하기도 했다e 경제적 

억압을 제거하고 노동의 결실을 노동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몰려 주는 사회를 그들은 제 

창했었다. 스키드모아는 소유의 주기적 재분배론을 폈는가 하면 36) 로버트 。 오우엔과 샤알 。

푸리에의 추종자들은 산엽자본주의의 개혁안으로서 준사회주의적 콩동체의 창설을 기도했 

다. 그러나 이 초기의 사회운동은 이상주의적이었으며 19세기말의 노동자계충의 사회주의 

운동에 연결지을 수 있을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37) 남북전쟁 이후 공엽화 

로 언하여 야가된 사회적 。 경제적 여건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항의에서 사회주의적 

정당은 출현하게 되었다 38) 급격한 공업화가 근로자들에게 준 충격은 사회주의 생성을 위 

한 폭넓은 기반을 제공했다。 불평등은 확대해가고 사람들은 경제적 。 사회적 체제플 개인이 

라는 면보다는 계급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려고 가속화한 이민의 물결이 사회 

주의에 대한 서민의 지지기반이 되기도 했다. 

34) Harry K. Girvetz, 같은 책 , p.120. 
35) Donald A. Zo l1, Twentieth Ceηtury Political Philosophy CEnglewood Cliffs: Prentice-묘all ， 

1974) , pp.94"-'95. 
36) Thomas Skidmore , The Rights 0/ Maη to Property! (New York, 1829) 
37) David A. Shannon, The Socialist Party 0/ America (Chicago: Quadrangle Books, 1967) , p.2. 
38) 위의 책， 같은 곳. 



￡컬 
τr→ 

마르크스의 사회 사상도 사회 주의 정 당의 출현에 이 론적 

겔스의 친구이었띤 바이데마-이어는 미국에 건너와 독일계 

개했으며 그는 잠시동안이었지만 잡지 〈華命)39)을 발간했고 「無塵者同盟」을 

일계 근로자들의 노조운통의 정초를 놓아-주기도 했다. 바이더마이어에 

앵겔스의 친구인 독일계 이민 조르게는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사회주의와근로자J40) 

라는 소책을 내어 마르크스주의 보급에 전력했었다. 그러나 189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마르크스주의는 청당활동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개혁에 적용되었다。 디 리온의 영도아 

장악에로의 걸이 

이론을소 

발족시키고 독 

이어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와 앵 

이들의 

근거를 제시했다。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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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정치권력의 

의한 기존질서의 전복을 고집했었다. 

행복추구의 권리가 그의 사회주의노동당의 목 

불가피하게 사회주의로 발전해간다고 믿었다。 

합법적 껍질 안에서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색되었다. 래 「사회주의 노동당」이 

디 리온은 그러나 혁명이 

디 리온도 독립학명의 이념인 생명， 자유， 

포라고 천명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점차로 

사회주의의 기술적 선행요건이 자본주의의 

창당되었으며 

아니라 투표에 

따라 

이룩하고 평화롭게 성취된다는 것이 그의 정당의 강령이었다. ~선거에 이김으로써 혁명을 

국가를 쟁취한 다음에 이를 폐기한다』한다는 것이다 41) 

그런데 다 리온이 아끄는 사회주의노동당은 곧 분열되고 데브죠의 새로운 영도아래 「사회 

절차에 달성되면서 무산계급은 정치권력과 산업권릭을 획득하고 사회혁명은 合憲的

사회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당」이 1901년에 창당되었으며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주의 정당이라 불리울 수 있는 정치집단이 여러개 있었지만 이틀 가운데 

이 묻지 못했는데 이 사회 당이 야말로 

어느 한 정당도 

자본주 국거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만한 정치 운동을 

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변혁할 의도로 충만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대중의 기 

반을 쌓아올리면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 사회당은 민주주의를 신봉 

했으며 사회주의가 인간적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데브즈는 디 리온과는 달리 마르크스의 이론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아니했다. 사회주의 

의 펄연적 도래라든가 변증법적 방볍， 계급투쟁 등의 마르크스적 교리가 그에게는 호소력을 

그는 볼쉐비키 헥명에는 동정적이었지만 그들의 방법과 무자비함에는 101] 판적 갖지 못했다。 

이었다. 

데브즈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손으로 공유화되어 

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극심한 불평등이 사회적 목표가 자 

원이용과 자본투자를 규제하는 계획경제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을 위한 

39) Joseph VVeyderneyer는 1852년에 독일어 판 Die Revolution을 창간함. 
40) Friedrich A. Sorge, Socialism and Workers (New Y ork, 1876). 
41) Daniel De Leon, Socialist Reconstruction of Society (New York: New York Labor News Co. , 

1905) , pp.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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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시커는 생산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2) 데 

부ξ의 이론은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연상케 할 정도로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을 다루었으냐 

그는 그의 사상적 영감을 페인에게서 물려받았다고 고백했으며 43) 그는 자신이 독립혁명의 

미국전통을 실천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44) 한때 마르크스주의자 디 리온의 많은 추종자들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를 버리고 데부즈의 사회당에 가답하기도 했다@ 

데브즈는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은 그래도 자유릅고 평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다 

스렀지만 이제는 희망이 없으며 오로지 사회주의에 의한 개혁만이 있다고 확신했으며 그는 

사회주의가 독럽혁명의 급진적 정신을 소생시키는 킬이라고 자부했다 45) 데브즈는 페인에 

게서 서민을 위하는 헌신을 배웠으며 존 o 브라운에게서 근본적언 조치로만이 자본주의의 변 

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물려 받았다. 그는 노동자계급의 지배로 자본주의 지배를 바꾸려고 

하지 아니했으며 인류륜 계급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궁극적 과제플 두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타의 진보적 사회운동가들과 기독사회주의자들도 끌어모울 수 있었다. 

토마스는 가독교언으로서 사회당을 이끌었떤 개혁가이었다. 그는 데브즈에 비하면 전적 

으로 非마르크스주의자이었으며 엄격하게 보면 그는 反공산주의자이기도 한 좌파지도자이 

었다。 그는 사회주의블 이론적으룩 다듬기 보다는 사회문제에 중대한윤리적 동기를 중요시 

했다. 사회주의의 도래가 필연적이라는 결정론은 도덕적 책임감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폰을 믿게 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부도덕한 수단도 가리지 않게 된다고 토 

마스는 생각했기 때문에 윤리블 강조하기도 했지만 사회주의에로의 사회적 진화의 불가피 

성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는 사회발전의 보편적 양식이 있다는 믿음을 거부했으며 인간 

의 활동과 도덕적 책임감이 역사변화의 방향을 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46) 

토마스의 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적이라고도 불려운다 47) 그것은 개인적 자유의 고양을 

그 목표로 삼으며 제한된 칩단주의와 개성의 존중， 다원주의 그려고 민주적 자유의 결함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데부즈처럼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을 믿었으며 이에 따른 개혁 

의 가능성을 강력히 표명했다， 30년대의 경제공황은 그에게 옥적달성의 절호의 기회가 주 

어졌지만 民主黨의 뉴우 。 디일 운동은 사회당의 정책을 흡수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대안의 

42) Daniel Debs, Writings and Speeches of Eμgene V , Debs (New York, 1948) , Eugene V, Debs, 
lndustrial V씨onism (New York , 1905) 등 참조. 

43) Eugene V, Debs, Labor aηd Freedom (St, Louis, 1916) , pp, 16'" 17; Ray Ginger. Eugene V , 
Debs (New York: Collier Books. 1949) , p, 39, 

44) Lynd, 위 의 책 , p, 9; Ginger, 위 의 책 , p, 218, 
45) Ginger, 같은 책 , 같은 곳. 
46) Norman Thomas, Socialism iη Thought and Action (New York, '1920); American Socialislη: 

lts Aims and Practical Program (New York, 1937) 등 참조. 

47) Paul Sweezy, “The Influence of Marxian Economics on American Thought and Practice," in: 
Socialism aηdAηterican Life , ed, by D, D, Egbert and S, Pers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 VoL 1, p,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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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의의를 휘미하게 만들어 벼렀다。 

뉴우 e 디일은 먼곤과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을 발견하고 이플 제거하려는 미국에서는 최초 

로 주요한 정치운동이었다. 그 당시 이 운동을 주도했던 루즈벨트는 사회주의자라는 

을 받을 정도로 급진적 정책을 주구했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블 주고 최저의 생활수준을 

통해서 노 

기대했지 

보장해 줌으로써 계층간의 가능한 갈등을 방지하고 서민의 복지를 보살피는 것이 뉴우 • 다 

일의 기본정책이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경제공황이 마련한 유려한 여건을 

동자계층이 사회주의적 의식을 갖게 되고 봉기할 수 있으리략고 공산주의자들음 

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경저l 적 e 사회적 

항의의 역사를 통해서 현채했으며 뉴우 e 디일은 미국적 평등추구의 표현이었으며 평등의 이 

념은 독럽혁명이래 미국사회가 보통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사회정의의 핵심이었다. 평등주의 

의 원칙은 소멸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과 차별 때문에 기본권리를 누리지 못 

뉴우。 디일은 불평등에 대한 항의의 모든 표현이었다 48) 평등의 이념은 

하는 사람들을 위하겠다는 지도자들이 독립혁명의 사상 안에서 이마 자라난 이 원칙을 포기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뉴우 8 디일의 과제는 평등을 중심으로 삼는 일이었다。 

가난한자 

수단아 

정강을반 

뉴우 @ 디일의 성과는 평등구현의 도구로서의 정부개념이었다。 정부는 약하고 

들과 인종적 소수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업을 맡으며 평등주의 회복의 

것이었다， 이러한 적극적 정부론은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과거에 제시했던 

영했￡며 뉴우 。 디일시대에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의 복지섹 대한 막중한 책 염을 졌으며 이래 

서 뉴우 。 디일이 사회주의라는 의문마저 제기되었었다. 그것응 바사회주의적 진보정책이었 

으며 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이었다고 보는 경해가 강하나491 계획경제의 필요성은 사회주의 

경제이론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0) 그러나 뉴우 e 디일시대의 급 

진파들은 그들의 평등주의가 저l 퍼슨과 페인의 전동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펀으로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뉴일 。 디일아 사회주의적이 아니고 國家資本호義라는데 

되는 

국
 

많은 

여건이 거 

비난의 초점을 두었다. 노만 。 토마스는 뉴우 e 다일아래서 시민의 자유가 더 첨해되었고 대 

기업에 더 많은 힘이 주어졌으며 미국을 불안전하게 표류시킨다고 비판했으며， 이것이 

가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했다 51) 그러나 사회주의자들로 부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뉴우 • 

디일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더 큰 호소력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지도자들을 국가자본주의펀으로 기울리게 했다 52) 30년대 초의 

정당의 

암답한 경제적 

루즈벨 

48) J. R. Role, The Pursuit of Eqμality η American History CBerkeley: UCLA Press, 1978) , XI. 
49) D. D. Egbert, “ Socialism and American Art," in: Socialism aηd Americaη Life , Vol. 1, p.732. 
50) 위의 책， p.733. 
51) Norman Thomas, For a Socialist America, 1936. 
52) Shannon , 같은 책 , pp. 233~'234. 

단생케하고 사회주의자들에게 권력을 안겨 줄 수 있었지만 국적인 노동자 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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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뉴우 。 디일이 이를 불발시키고 만 것이다。 5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온건한 사회주의자들은 뉴우 。 다일을 크게 환영했으맥 아 

것이 사회당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과격파는 겸쟁적 자본주 

의가 위기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또 자본주의 질서를 변형하려는 근로자들 

의 투쟁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기존체제의 위기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국적 

으로는 사회주의가 실현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뉴우 g 디알이 그들의 희양을 

부분적으로나마 구현시컸다고 보았다@ 그들의 관심은 완전한 변형이 아녀박- 즉각적안 사회 

개혁이었으며 뉴우。 디일이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 왔다고 생각했고 이제야 노초활동을 강 

화하고 수백 만의 서 민생 활 조건을 향상할 기 회 가 왔다고 보았다‘ 

뉴우 Q 디일의 사회개혁은 無塵大댔의 혁명을 저지하는데 기여했다。 그것은 소유권에 대 

한 인권의 우위를 확고히 하고 정부의 간섭을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죄단으로서의 요구와 

권리 를 쟁 당화 시 켰으며 노조는 단체 협 상의 권리 를 획 득하고， 노년층은 연금제 를， 농만은 정 

부 보조111 를， 소수인종칩단은 법적 보호를 획득했다. 이렇게 해서 뉴우 。 다일은 엄청난 사 

회적 변화를 일A킴으로써 과격한 혁명의 사회 。 경제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었다。 

뉴우 。 디일은 근본적으로 자기규제적 자본주의 경제를 완전고용정책을 다짐하는 복지국 

가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와 신뢰를 고취했고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우텀까지 

의 안전을 기약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엽볍화가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완성시켰다。 그려고 야 

제도는 노동자들을 30년대의 혁명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면역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 

미국사회는 복지국가의 건설로 모든 자본주의적 악을 소멸시키는 사회변혁으로 나값으며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한국전쟁에 이흐는 동안의 戰爭經濟의 눈부신 번영은 사람들로 하 

여금 사회 。 경제적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50년대 말에 와서 지난 

날의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는 사회적 평등의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옛것이 되고 말았다는 

「이데올로기의 종언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회학자 럽세트는 복지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정치적 및 경제적 권리를 부여한 사회적 혁 

명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행위로 움직이게 하는 이데올로기를 필요없게 만들었으며 

또한 이들로 하여금 정치와 경제문제에서 미국사회의 문화비판으로 기본관섬을 돌려놓았다 

고 했다 54) 한때 사회주의자이었던 사회학자 벨도 정치적 。 경제적 급진주의는 그 의의를 상 

질했고 이데올로기의 지적 활력은 쇠퇴하고 급진적 사회혁명은 호소력을 더 이상 갖지 않 

53) 위의 책， p.248. 
54) S. M. Lipset, PoUtical Man (New York: Doubleday, 1959) , pp.4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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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주장했으며 좌파와 우파간의 이 념 대 립 이 란 표현은 오헤 려 사람들로 하여 금 저 항강 

을 느끼게 하고 이데올로기 자체기- 이미 소생시킬 수 없는 죽은 낱말이라고 했다 55) 립세트 

와 벨의 이데올로기 종언론은 미국사회가 찰 되어 가고 있다는 주어진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 가치판단이며 기존질서에 대한 同意를 의미하며 미국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간의 근본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없으며 모두가 복지국가를 두고 合意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뉴우 8 디일은 미국역사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동시에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개혁에로의 중요한 단계이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사회주의자블의 근 

본적 al 판을 결코 면할 수는 없었다. 마르크스주의 경처l 학자 바란과 스위지는 뉴우 • 다일 

의 복지목표 자체는 의문시되지 않더라도 사회당 지도자 로마스가 갈파한 바와 같이 그것이 

경제공황으로 허덕이는 유산층은 구저l 했더라도 자본주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제거할 수 없 

었으며 다만 40년대 세계대전의 동원의 와중에서 경제공황이 사라지고 만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천명했다 56) 전쟁과 더불어 경기는 부양되었다， 정부지출은 늘어나고 실엽율은 떨어 

졌다. 전쟁은 끝났지만 곰 냉전이 시작하고 이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금 군사비 지 

출은 증가하고 인간적 • 물질적 자원은 중분히 이용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도움이 없었다라 

면 뉴우 g 다일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두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가의 설명이 될 것 

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황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독점자본가의 합세로 위 

기를 면할 수가 있으며， 상승하는 잉여의 투자를 군비지출로 해치움으로써 소득과 고용증 

대의 효과블 얻는다. 그러나 국방배예산은 정치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며 냉전은 자본주의 

릎 보존하는 공동노력을 위한 정치적 처방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산진영과의 전 

쟁의 위험은 막대한 군al 확충계획의 정치적 구실이 되고 동시에 노조운동을 번영의 새로운 

틀 안으로 묶어 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생활양식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환상을 

갖도록 도왔다고 바란과 스위지는 풀이한다. 

독점자본주의는 시장지배를 말한다. 이 지배는 부단한 경제적 이윤의 창조를 의미한다. 

19세기의 경갱적 자본주의도 상당한 잉여를 낳았지만 독점자본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잉여 

를 생산한다 57) 또한 이 잉여는 흡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옷할 때 경제불황이 온다@ 이 엉 

여의 처리문제가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모순이다. 잉여생산의 능력이 오히려 자본주 

의 경제의 챔체원이 된다는 것이다. 바란과 스위지는 이 잉여가 근로자 대중을 위한 사회 

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국방이란 명목으로 흡수되어 버란다고 주장한다. 인간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 경제체제 아래서는 서민주태의 건설， 국민보건과 교육시설 투자에 잉여 

55) Daniel Bell, The End 0/ Ideology (Neψ Y ork: The Free Press, 1961), pp.404"-'406. 
56) Paul A. Baran and Paul M. Sweezy, Moηopoly Capital (New York: Modern Reader Paper' 

backs, 1966) , p.160"-'161. 
57) 위의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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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처방되겠지만 독점자본주의 아래서 정부는 대기업들로 구성된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한다。 국민의 교육지원을 꺼려하는 이유는 교육수준의 향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획득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고 이 두 경제학자는 단언한다g 미국의 공럽학교 재도는 사회적 상 

승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계급차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58) 서민의 자식은 결코 엘리뜨층의 자식과 경쟁할 수 없다。 이것은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엘리뜨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의 자식이 먼저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59) 

정부는 과세와 지출정책을 통해서 경제체제가 초과잉여 안으로 침몰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계급에게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반대를 거의 불러 일으키지 않 

은 것은 사실아지만 독점자본의 지배계급은 빈곤의 제거와 도시의 재건설 국민건강과 교 

육향상 등의 인간복지를 위한 최져지출 이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회철서를 궁 

극적으로는 파괴시키고 만다는 것이 바란과 스위지의 확신이다@ 이들에 의하면 위기시를 

제외하고서는 경쟁적이거나 독점적이거나 관계없이 자본주의의 정상적 정치체계는 「부르조 

아」 민주정치이고 선거란 정치권력의 명목적 기반에 가나지 않으며 돈이 참 기반이 되고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재벨이 큰 돈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권력의 주요원천이 된다 

는 명제가 나온다9 따라서 재벌의 이익을 위협하는 다른 사회적 목표로 나간다는 것은 어 

렵게 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을 근거로 스위지는 뉴우 。 다일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려 

면 자본주의 가 아니 라 사회 주의 아래 서 라고 밝히 고 「新뉴우 。 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않고서늠 미국사회는 부의 양극화와 주기적 위기의 일반적 경향을 보일 것이 며이 그렇지 

라고 경고한다。 

뉴우 。 다 일 이 래 달성 되 었다는 「풍요사회」에 대 한 합의 설에 도 불구하고 마료크스주의 ;영 

제 이 론의 자본주의 비 판응 그 나름대 로의 타당성 을 인정 받았다。 비 마르크스주의 적 사회 주왜 

자인 해링턴윤 60년대에 이후러 빈곤의 깊은 뿌리블 정부가 뽑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독촉했다@ 그는 빈곤의 문제가 미국사회의 계급적 성격에서 야가된다고 설명하며 풍요 

사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다른 미국이 있다고 가리킨다 61) 

미국의 모든 주요도시와 남부의 촌략에서 이 다른 하나의 미국이 발견된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반곤의 문화 안에서 살며 풍요사회가 거부한 자들이다. 그들은 날 째부터 가난했으 

며 부끄럽지 않는 얼자리를 얻을 교육과 기술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막노동이나 캡시씻기이다. 풍족과 높은 생활수준의 사회안에서 경제적으로 뒤처진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오며， 이 다릎 하나의 미국을 없애는 일이 표돈 시민의 

58) 위 의 책 , pp.17l, 310。

세계가 

도덕적 

59) 맘atricia Cayo Saxton, Education and Lηcome: Lηequalities 0/ Opportunities 
Schools (New York, 1961) 참조。 

gη Our PubUc 

60) Paul Sweezy, et al. , “The Outlook for American Socialists,'’ in: Monthly Re뼈뼈 (뼈ay， 1952), 
pp.l"'-'ll. 

61) Michael Harr’ington, The Other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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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라고 해 링 턴은 촉구한다. 

뉴우 , 디일시대에 남부의 민주당의원들이 사회입법얘 표를 던져 동조했지만 그곳이 공업 

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저 엄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기회를 막아 

야만 했다. 그들은 북부의 보수주의 공화당의원과 결탁해서 흑인들을 위한 민권업볍을 막 

고 사회적 개혁에로의 전진에 저항했다. 이것이 60년대초의 케네디 행정부 시절의 강력한 

보수연합이었다. 해링턴은미국사회 안에서의 빈곤이 이와같이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 

을 가진 세력에 의하여 지탱된다고 했다 62) 이 견해는 앞에서 언급한 바란과 스위지의 그 

것과 같다。 

미국의 정치구조를 고려한다면 반곤퇴치를 위한 노조의 기능은 전후시대에는 모호해졌음 

이 밝혀 져 야 할 것이 다. 뉴우 ’ 디 일 이 래 사회 입 법 에 관한한 노조는 개 혁 에 잎장섰던 가장 

강력한 세랙이나 정당체계의 비합리성에 사로장한 노조운동가나 진보주의자들은 벨 대안 

을 제시할 수 없었다. 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사회변혁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로 성취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남부의 모든 보수세력에게도 의회내 

의 영향력있는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링턴은 마국사회 안에서의 빈곤의 불가피함이 

부분적으로 이 정당구조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63)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바는 민자의 희생 

을 강요하는 양보와 다협이 아니라 청당제도의 전면적안 재조직을 통해서 사회적 이상주 

의에로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64) 

케네다는 해링턴의 경고에 귀블 기울였던 민주당 대통령이었으며 빈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빈곤퇴치운동을 관장할 상설기구마저 마련했다， 그의 평등주의적 정책수행은 경 

제뿐만이 아냐라 법적 평등의 증진에 크게 끼여했었다。 그의 사훈 푸계자 존슨은 그 자신 

뉴우 • 디일의 후예로서 케네디의 정책을 이어받아 나갔다. 

케네디의 「뉴우 g 프론티어」와 존슨의 「偉大한 社會」는 다른 여러가지 과업 가운데서도 빈 

곤제거의 과감한 정책을 이행하는데 집중했으며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구초를 전제로 하고 

다만 복지정책의 보완과 적극적 질시에 행정력을 경주했다。 특히 케네디의 인종평등의 정 

책은 흑언들의 민권운동을 장려했으며 그가 입안해서 존슨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연로자 의 

료보장제도와 불구자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의 社會化라고 불리울만큼 혁명적언 조치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 정부의 먼곤과의 전쟁을 사회주의의 변종으로 간주했으며 미국의 

중산충의 기본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단했다。 그들은 가난이 대중의 자연적 조건이며 그 

러므로 제거할 수 없다고 여겼으며 닉슨의 보수주의 청권이 들어서면서 빈곤퇴치를 관장하 

는 모든 기구의 폐지냐 재구성이 도모되었다。 

62) 위의 책， p.183. 

63) 위의 책， p.184. 
64) 위의 책， 위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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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주의자 해링턴은 존슨의 「위대한 사회」의 정책을 본질적으로 뉴우 。 다일의 

극치 라고 높이 찬양했ξL며 그는 1964년의 존슨의 승리 가 루즈벨트의 뉴우 @ 다 일의 정 당성 

을 마침내 인정했다고 말했다。 65) 그는 케네디가 젊은이의 이상주의를 깨우쳐 주었고， 중산 

층의 사회적 양심을 정치적 세력으로 규합하여 미국언블로 하여금 흑인반띤굴의 바참함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으며 66) 또 다른 한펀으로 「뉴우 a 포론티어」와 「위대한 사회」의 갱보 

주의가 먼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左碩해야만이 된다고 밝혔다。 67) 

케네디 행청부는 해렁턴이 일컨는 민주사회주의까지는 아꺼더라도 통치의 새로운 방향울 

정럽하는데 급진적인 개혁정신을 발휘한 것은 틀렴없으며 경제작，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캡 

고 복지국가의 진정한 사회개혁을 추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다。 존슨의 「위대현 사 

회」는 대부분의 평등주의자들이 수공함 수 있는 사회정책이었으며 풍요한 미국의 빈곤이란 

파라목스를 제거하는데 가장 적절한 조치이었다. 모두에게 풍족과 자유를 약속하는 위돼 

한 미국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존슨은 반곤과 인종차별의 즉각적 종식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정한 평등주의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뉴우 。 디잎에서 「위대한 사회」 

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적 정책이 참성공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은 독점자본주의의 周界안에 

서 복지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제휴의 불안정성에 그 중요원인이 있었다. 해링 

턴이 잘 관찰하었듯이 대기업의 우선권에 행청부가 소심했기 때문에 그 소기의 목표달성이 

어려웠던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윤 「위대한 사회」가 실패했다고 믿으나 진보주의자들은 행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었더라도 경제척 빈곤의 감소를 대대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으려 

라 주장한다。 68) 

옮 

독점자본주의 아래서의 재벌의 막강한 세력에 대한 저항은 사회내의 광뱀위한 집단들의 

직접적인 정치과정에로의 개업을 통해서만이 효과적이라는 「參與民主主義」의 정치이데올로 

기 가 60년대 에 등장했다. 

케네디의 「뉴우 。 표론티어」 물결을 다고 처음 나다난 黑人民權운동이 백인근로자 계층에 

의하여 획득된 권리를 확대시키는 투챙에서 젊은 백언학생플과의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청 

치과정에로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서 흑연집단의 경제적 。 사희적 평등을 쟁취할 수 있다는 

신념이 참여민주주의의 형태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기존체제에 반대했던 칩단을 가운데 특히 젊은 학생활동가들은 케네디 행쟁부의 

65) Michael Harrington , Toψard a Dernocratic Left CBaltimore: Penguin Books, 1969) , p.lO. 

66) 위의 책， p.22。

67) 위의 책， p.l0. 
68) Wilhout, 앞의 책 , pp. 137 rv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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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적 정책시행도 지배계급내에서의 진보세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 보다 진정한 민주 

척， 명등주의적 이념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깊이 갖게 되었다。 해링턴이 지적한 바 

와도같이 이들 젊은이는 60년대초에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남부의 민주당과 대재벌을 대표 

하는 북부의 공화당간의 제휴가 참자유와 평등에의 걸을 가로막고 있다고 선언했으며 이 

세력이 그들이 일컴는 「재벨자본주의 J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권력엘리뜨층이며 이들이야 말 

로 그들의 적이라고 규탄했다 69) 이들 젊은 활동가들은 이 정치세력의 극복이 여러 반대 

접단간의 연합을 매체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참여민주주의란 표현은 새롭지만 그 의미는 전통이 있다. 젊은개혁가들은 이것을 그들의 

방법으로 채택했다. 빈곤과 소외속에 있으면서도 이를 자각하지 뭇하고 무관섬한 사람틀을 

정치화히고 창조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의사결정과 항의행동에 직접적으로 가담시 

커는 방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실용적 측면이었다. 그리고 그 침이념은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참여에 있어서의 평등의 보장으로 모두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사회건설을 의미 

한다. 민권운동에 앞장선 이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 

적이었다。 

601건대에는 참여민주주의를내걸고 과격한 개혁운동을밀고 나갔던 집단들이 흑인과 백언 

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초직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대학생들로 구성된 「民主社會學生聯盟」

이 가장 정리된 이론을 갖추고 기존체제에 도전해 왔는데 이들을 흔히 「新左派」라고 불렀 

다. 이 칭호는 50년대에 정치적으로 사양길에 들어 섰던 좌파를 舊좌파라고 보고 이 새로 

운 사회세력을 기존체제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운동이라는 이유에서 생겼다@ 앞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힌- 바와 같이 뉴우 。 다일이래 급진적 정치세략은 점차로 쇠되해 갔고 이데 

올로기의 종언설은 더 이상 풍요로운 미국사회에는 좌파사상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었으나 60년대에 와서 재벌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근본 

적 변화를 기도하는 혁명세력이 나온 것이다. 

해링턴이 미국사회의 안정과 풍요의 이면에는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체제밖으로 소 

외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저서 7이가 1962년에 나왔을 때 이러한 민권운동가들에게는 그들 

의 주장이 근거있는 것으로 엽증되었으며 여기에 힘을 입어 본격적안 사회변혁의 운동이 

조직되었다。 특히 민주사회학생연맹의 활동가들은 모든 사회적 不當함이 현존의 자본주의 

질서에서 오는 것이라고 단정했으며 기존체제의 전복과 재구성만이 미국사회의 모순을 극복 

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파 칩단에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직접적 행동만이 정치적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처음 

에 이론보다는 질천에 치우쳤다가 점차로 「참여민주주의」의 개념적 접근을 발전시킨것이다. 

69) Massimo Teadori (ed.) , The New Left (Indianapolis: τhe Bobbs-Merrill Co. , 1969) , p.43. 
70) Harrington, 앞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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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좌파 활동가들은 빈곤과의 싸움이 「뉴우 o 투론티 어 」류의 정 책 으로 이 겨 나가리 략고 기 대 

했었지만 그들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들이 의지하려 했던 기존진보세력은 그틀의 

과격한 행동에 동초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더 관심융 두 

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해링턴이 공언한 바와 같이 남부의 경제구조가 북부의 그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뉴우 e 다일 이래의 복지계획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이들 활동가들은 발견했다. 그리고 진보적이라고 믿었먼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越南戰을 가속화시키고 제 3 세계에서의 해방전선을 저지하는 데 

군사력행사를 불사했다는 것은 이들 신좌파로 하여금 이전의 사회주의 학자틀의 비판을 다 

시 확인케 했다. 재별자본주의는 「福社 g 戰爭國家」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렇다고 완 

전복지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50년래는 이데올로기 종언론자들의 설명에서처렴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탓이기 

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極右派의 반공산주의 선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표 

방하는 정치활동은 거의 중단되었고9 바란과 스위지등， 전혀 정치운동에 관련해 있지 않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학계의 관심 밖에 있었으며 때로는 과격한 사회 ll] 판으로 매스 。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던 사회학자 멀즈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제도 고톡한 학자생 

활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못했다。 그런데 신좌파는 이들을 재발견했으며 그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투쟁을 밀고 나갔던 것이며 그들은 특히 밀즈와 마르쿠제에서 자본주의 사회 

의 분석도구를 찾았다。 

복지 。 전쟁국가에서의 사회변형의 어려움은 지배계급의 권력유지욕과 이에 따르는 사회 

적 관계에 있다고 마르쿠제는 설명한다. 지배수단은 폭력보다는 매스@미디어나 다른 문 

화적 조작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이다. 그들의 기호와 가치관이 체제에 적응하 

도록 유도된다. 그들에게 물질주의적， 경쟁적 가치가 주엽되고 사회주의와 같은 대안은 질 

지로 소용없으며 그것이 미국적 전통에 어긋난다고 여기도록 세뇌시킴으로써 사람들의 思

堆를 획일적으로 만든다. 마르쿠제의 r-一次元的 人間j11l은 반대를 모르고 언제낙 주어진 것 

에 긍정적 태도를 기-진다。 비판적 사유는 마비되고 요로지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회적 

보수주의가 팽배한다는 마르쿠제의 주장은 립세트와 벨의 「이데올로기 종언론」과 일치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냐 마르쿠제는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기존체제에 흡수된다고 

해서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와는 달리 고도공업사회에 

서는 고도의 생산성을 올리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기호를 바꾸고 가치관을 창조 

하는 장치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데올로커가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연 자본주의의 

생산장치와 시장구조가 사람들에게 그 질서의 정당성을 근거해 주는 것이다。 

밀즈도 반대세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치과정을 거부하고 상호경쟁하는 접 

71) Herbert Marcuse, 0ηe-Dimeηsional Maη CLondon: Rout!edge & Kegan Paul, 19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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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힘을 행사한다는 자유주의척 다원론위 허구성을 폭로했다. 미국은 대재별들， 정치지 

도자들， 軍將星등으로 구성된 권력엘리도에 의하여 실제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72) 이 

러한 견해는 이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바란과 스위지 그리고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자 해링턴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대채별， 정치인 그리고 군부간의 共흉흉說에 그대로 상 

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그의 권력엘리뜨론은 정확한 통계와 엄밀한 분석 

에 입각한 이론으로서 젊은 신좌파운동의 사회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e 

엘리뜨총 안에도 분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분열 보다 더 강한 것은 이들 권력엘 

리뜨를 결속시키는 내적 규율과 공동이해관계이다. 출신， 교육 그리고 이력등에서 이들 엘 

리뜨는 심리적얀 연대캄을 갖게 되고 상호유사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內集團의 성원임 

을 느끼게 되고 일종의 계급의식을 갖는다。 공화당안에서만도 중요한 분파가 있으며 민 

주당과 공화당간의 대립도 때로는 현저하지만 공동이익에 의해서 정당간의 제휴는 「대립과 

화해 의 민주주의 」라는 미 명 으로 축복을 받는다。 

밀즈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말할 나위가 없으며 다원 

본적 자유주의도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뭇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두 

정치이데올로기는 행豪思想의 이성개념에 의존하고 있는데 오늘의 사회세계는 이 기본전제 

를 전도해 벼렸기 때문이다 73) 근세 계몽사상은 이성과 인간의 자유를 동일시했다。 합리화 

의 증진은 동시에 자유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합리화는 인간해방에로의 역사진보의 

조건이며 과학에 대한 신뢰， 대중교육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관건이라는 생각 등 이들 이상 

은 인간의 이성과 그의 자유를 동일시하는 전제에 의거했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이성은 計量化와 합리화로 바렘으로써 오히려 인간자유를 제한하고， 과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가증스러운 도구제초에 쓰이고 대중교육은 기존질서의 동초자를 양성하기에 이르 

렀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진보적 가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려나 

밀즈는 이 진보주의가 살아남았는데 그것은 미국사회의 형식적 수사로서 기능을 발휘했을 

뿐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역사적 역할로부터 점점 분려되었다고 보았다。 이 진보적 수사는 

보수적 내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권력엘리뜨의 발달과 이에 평행히는 대중사회의 성장은 미국에서의 진보주의 붕괴의 일 

차적인 구조적 원인아었다고 빌즈는 설명한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섬은 또 권력옐리뜨의 

독주블 더욱 방치했으며， 이에 비례해서 전자의 무력감은 더욱 커졌다. 국가의 주요문제는 

옐리뜨층이 정의하고 해결했다. 대중은 문화적 조작으로 수동화되고 강력하고 바도덕적 

엘리뜨는 미국의 방향을 결정해 나갔다. 

여기에 참여민주주의가 철질해졌던 것이다， 대중이 그플의 운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는 자각이 철질해 졌다. 신좌파의 젊은 행동가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바로 

72) C. W. Mills, The Power Eli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참조. 
73) C. W. MilIs, The Sociological 뻐αginatioη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p. 1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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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수성을 감추고 있는 이 진보주의 허상의 폐기를 의미했으며 새로운 역사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그들은 모색했던 것이다， 

1962년에 민주사회학생연맹이 참여민주주의란 낱말을 만들어 냈다. 도시개발과 빈곤되치 

계획에서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대중의 직접적 참여가 경제행정의 공동체적 계획 

을 안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의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한 실천적 단면이다. 직접 참여로의 요구는 수동적 대중을 고럽에서 공동체 안으로 불려플 

인다. 공동체의 개념이 출발점이다 74) r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억눌린 사람들의 권려를 

찾는 첫 단계가 된다. 함께 항의함으로써 힘을 기르고 저항의 벽을 뚫을 수 있다. 민권운동 

은 모든 활동을 사회변화의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으로 삼는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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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지 , 그래서 신좌파는 구조적 변화를 강요한다。 

리고 이 역사적 변혁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 학생 연맹 이 1962년에 내 놓은 「포트 e 휴흔 聲明J75)은 신좌파의 첫 번째 

다. 젊은 활동가들은 소유와 특권에 의거한 권력을 공동체의 인간애로써 대치할 것을 강조 

했다. 개인적 참여의 민주정치 확립은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규정하는 사회적 결정을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또 경제생활은 개인들에게 극히 중요하기 때 

문에 생산자원과 수단이 민주적 참여에 열려 있어야 하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규제에 구속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선언문이 

미국사회가 산업노조의 정당성， 301건대와 40년대에 통과된 사회복지입법， 60년대의 민권 

과 먼곤퇴치 개혁 등으로 경제적， 사회척 정의사회로의 먼 걸의 일부를 컬어 온 것은 시인 

할지라도 지난 30년간의 사회개혁이 미국적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는 입장을 정당 

화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신좌파의 공격이다。 이루어 놓은 개혁은 환상이나 상정에 지나지 

않으며 체제의 조작과 억압의 능력을 첨예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증거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 

다. 사회보장법은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겨우 생계유지에 족할 뿐이다。 

설업자 보상법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 미흡하기 

하나의 

74) Staughton Lynd, “The New Radicals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eodori, 앞의 책 , 
p.231. 

75) “The ‘Port Huron Statement’ of 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 in: K. Dolbeare (ed.) , 
Directions in American Political Thought (New York: John Wiley, 1969) , pp.468"'476. 

복지국가가 이러한 모든 것이 그지 없으며 교육과 보건의 부문에 서 도 마찬가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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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話라는 것을 단적으로 업종해 준다고 신좌파의 학생지도자 돔 • 헤이든은 실토한다 76) 

젊은 정치활동가의 출현은 미국체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능력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시대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기 

대했던 뉴우 e 표론1ô]어 행청부가 軍 • 塵共同利益에 편중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에 정 

부의 관리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공약했었지만 대재벨의 구질서 보존에 그 개혁 

의 과업을 적응시키고 말았다는 것이 신좌파의 질망이 아닐 수 없었다. 케네다 행정부는 

예상과는 달려 이념적이기 보다는 그것의 과제를 기술적이라고 간주했다는 것이다. 케네디 

스스로도 민주당의 반재벨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언했으나 경제문제를 어디까지나 

기술적언 것이라고 간주함으로써 그는 사회내의 모든 문제가 대립하는 이익간의 충돌의 반 

영으로 단정하는 신좌파의 반대를 사지 않을 수 없었다 77) 그들은 케네디 행정부의 자유주 

의 전통안에서의 진보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 왜냐하면 밀즈가 분석한 바와 같이 

이 기존질서의 전면적 否定만이 남 미국의 현실은 비이성적이고 마르쿠제가 제창한 것처럼 

았기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적 국가는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점진적이라는 전통적 항의방법은 아무런 

효랙 을 갖지 못한다. 부의 재 분배 와 계 급의 평 준화라는 수사는 局外者와 소외 충이 기 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뭇하게 한다. 인종차별을 받는 자들， 실업자들음 민주적 정치과 

정 밖에 있다. 마르쿠제는 이들이야말로 기존체제의 전면적 부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라고 

불렀으며 78) 신좌파갇 이들의 규합이 바로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젊은 반체제운동가들은 국내의 빈곤만이 아니라 제 3 세계의 곤경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 

었다. 존슨 행정부에 의한 越南戰 개업의 본격화가 그들의 반전활동을 자극시컸으며 이어서 

그들의 주목을 세계에 돌리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들로 하여금 도덕과 

민주주의가 미국의 외교정책의 원칙이라는 환상을 버리게 했다. 월남인들에게 수억불의 경 

제원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파괴와 정치혀 억압， 그리고 경제적 약탈을 위해서 수 

억불의 원조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행정부의 독션을 젊은이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정부는 

월남에서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외치지만， 결코 월남인들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에게 

는 명백했다.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월남에서의 군국주의자들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다 79) 

군사원조가 

정책은 

신좌파는 南美의 월남화에도 반기를 들었다. 우파독-재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이들에게는 멀즈의 권력엘리뜨론의 좋은 예증이 되었다. 미국의 간섭과 군국주의 

76) Tom Hayden, “The Politics of ‘The Movement"’ (Dolbeare의 위 의 책 수록)， p.477. 
77) SDS (Student for a Democratic Society) , “America and New Era" (Teodori의 앞의 책 에 수 

록) p.176. 
78) Marcuse, 앞의 책 , p.257. 
79) Paul Potter, “The lncredible War" (Teodori의 위 의 책 에 수록)，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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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부존자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품시장을 관장한다. 대재벨들의 잉여상품처리를 

돕기 위해서는 후진국에서의 시장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률 위해서 독재정권이 아우리 억압 

적이라도 미국정부는지원해야만한다. 재벌자본주의가 군국주의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 

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적 사고로도 이들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가는 것이었다 80) 

월남전은 미국정치에 위기와 변화의 요소를 가져 왔으며 초기에는 연약하고 분산해 있던 

신좌파칩단도 1968년에 가서는 대중운동의 과격한 성격을 며게 되었으며 진보세력과의 타 

협의 여지를 전혀 갖지 아니했다。 그 운동을 반제국주의적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반군국 

주의적 투쟁을 목표로 세웠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평화를 달 

성활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근본적 변화는 이를 신좌파에게는 혁명을 가리겼으며 제 3 세계 

에서 서서히 일어냐는 혁명적 분위기가 군국주의의 확대블 막을 수 있으며 그리고 신좌파 

의 과격한 활동가들 자신도 이 혁멍운동의 일부염을 자처했다。 

이들의 기본이념은 마르크스주의적이 아니면서 그 분석도구를 원용하나 어디까지나 참여 

적이고 공동체적 민주주의이다. 그틀은 혁명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레난주 

의자나 毛주의자들도 아니다. 민주사회학생연맹의 대표 오그레스비가 1965년 10월에 질시 

했던 m:戰行進에서 가진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권운동과 세계평화운동의 참가자들은 

제퍼슨과 페언의 인권사상의 신봉자들이다。 81) 그들은 독럽사상의 계승자들이다。 그들이야말 

로 반체제적이 아니라 체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데 자부심을 가졌었다。 

1968연은 진좌파 운통의 가장 과격한- 해이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서구가 혁명의 소 

용돌이에 빠졌던 해이다。 1968년의 극적언 사태는 이을 사회의 제도를 흔들어 놓았다。 비 

록 젊은 혁명가틀이 혁명에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사람들로 하여 

금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바지했다。 신좌파가 사회변형의 힘을 획득하지는 뭇했지만 새 

로운 사회의식이 젊은이을과 많은 시민플사이에 발달되었다는 사실이 의의있다。 

8 

1968년은 닉슨 행정부가 수립된 해이기도 하며 보수주의자들이 그 세력을 다시 확대시컬 

기회가 온 해였다. 60\'1대의 신좌파 혁명운동에 대한 반발은 1890년대의 자유방엄주의에로 

의 복귀이었다.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은 진보파와 과격파의 잘못으로 돌혀 

고 정부의 지출삭캄과 脫캄소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신좌 

파의 칩단주의를 배격했으며 자유와 평등의 모순이 60년대애 최고의 위기에 도달했고 재언 

적 자유가 완전히 파괴될 직전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그플은 사회주의국가나 복지국가이건 

80) Steve Weissman & John Gerassi, “The Vietnamization of Latin America" (Teodori의 위 의 책 
에 수록) 참조. 

81) Carl Oglesby, “끼frapped in a System" (τeodori의 위 의 책 에 수록)，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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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뉴우 • 디일이나 뉴우 e 표론10-1 어이건 할 것 없이 집단주의를 반대한다고 

의 비난은 그들의 개인주의적 신념에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개인의 자유가 

도덕적으로 우선한다는 그들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나왔다， 

나섰다. 이들 

경제적 평등에 

70년대에 

주의라고 

이르러 

일컨는다. 

종래의 보수세력괴는 

이 정치사상의 흐름은 

다른 형태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들을 흔히 신보수 

여러먼에서 60 \'l.대의 산물이었다 82) 한때 진보적 

이었던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주로 과격한 행동파와의 의견충돌로 60년대에 이 

들의 공격을 받던 대학인들과 60년대의 사회정책을 비판했던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a 신보 

수주의자들은 진보적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케네디의 뉴우 • 프론티어나 존슨의 「위대한 사회」 

의 복지국가에는 반대했으며 결질의 균등보다는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인 전통에 선다. 그 

들은 우엇보다도 신좌파가 믿는 것을 전적 으로 받아들아 지 아니 했다。 그플은 女權{벙張에 대 

해서도 적대적이다@ 월남전에 관한 한 이 집단응 그들 사이에 의건의 차이를 보었으나 미 

국과 그 군사력이 善을 지키는 世界警察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그들은 제 3 세계의 경 

제적 문제에는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며 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치하는 도구로 간주하며 국가의 간섭을 배격한다. 민주당 정권이 마련한 연로자 

의료보장제와 불구자 의료보장제는 가장 비싼 고안이고 시장경제블 농간하는 처사라고까지 

공격했다 83) 

보수적 지식인들은 60년대의 평등주의 요청을 경계한다a 정치적 권리와 정치권력에서의 

평등만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위에 있어서의 평등마저도 요구한다 

고 그들은 불만한다. 사회학자 벨은 zp.民主義가 만연해 가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평준화블 

강요한다고 말한다 84) 신보수주의 파의 代父로 알려 진 크리 스톱은 자유보다도 평 등을 소중 

히 여 긴다는 사회 비 판가들을 조심 하라고 경 고했으며 85) 더 나아가서 그는 

조아 文明의 멸시는 또 하나의 에리뜨주의라고 힐난했다 86) 

지식인들의 부르 

보수주의자들은 평등이 자유를 위협한다고 한다. 그들은 實力支配를 옹호하며 개 인의 엽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개인의 특권의 법위를 

얻은 지위에 

결정하는 

합려적 

적이 소득， 권력 그려고 

력에 의하여 정당하게 

」

。

쉰위가 둬따르며 이에 대한 존중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질력지배론일 매 여기에는 하등의 의문이 야기되지 않는데도 현대평민주의는 

궁극적으로 완벽한 평등을 고접한다고 벨은 말한다 87) 그리고 소득의 격차가 오늘날 현저 

82) Peter Steinfels, Neoconserνatives (New Y ork: Simon and Schuster, 1979) , p.3. 
83) 위 의 책 , pp.50"'52. 
84) Daniel Bell, “On Meritocracy and Equality," in: D. L. Schaeffer (ed.) , The New Egalitariaη

ism (Port Washington: National University Pub. , 1979). 
85) Irving Kristo! , “ Thoughts on Equality and Egalitarianism," in: Colin D. Campbell, Income 

Redistribution (Washington. D. 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7). 
86) Irving Kristo! , Two ε'heers for ε'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1978) , p. 178. 
87) Bell,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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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감소되었는데도 평등에의 기대는 더 빨리 증가하고 기대상승의 혁명응 心恨상승의 헥 

명이 되었다고 꼬집는다 881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대상승의 혁명에 거스르기 위하여 기대수축의 

정치를 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기로는 소득의 평준화가 평등주의적 專制。1 지 가 

회균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회균등은 우월한 자에 돌아오는 보상을 위하여 평등하게 경쟁 

할 권리를 의미하지 결실을 나누어 갖는 권리는 아니라고 한다. 우월한 자에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나머지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평등주의자들은 간과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진보 

는 유능하고 창의 적 인 사람들에 게 달려 있는데 그들은 부의 균등한 분배 를 바란다는 것 이 다. 

70년대는 19세기말의 사회적 진화론의 재등장을 경험했다. 닉슨 @ 포드 행정부가 바로 이 

블 조장했으며 벨 과 갇은 신보수주의 지 식 인들이 그 변론가들이 다. 

그런데 평등주의자들은 과연 소득의 평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의 물음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일부 극좌파블 제외하고 경제적 평퉁을 소득의 균등으로 믿는 평등 

주의자는 거의 없을 것야다。 이들이 바라는 가장 겸손한 목표는 보건， 주택， 교육의 최저 

수준이 어느 누구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富의 公正分配를 그들은 

요구한다。 그들은 결코 소득의 평준화를 옥표로 삼지 않는다. 

평등주의자들은 불평등이 그 성원들에 의하여 共同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 

회가 정의롭다는 아리스토탤레스의 명제를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이와 정반대이다. 이 뿐만은 아니다。 그들은 불평등이 자연적이라고 하며 이를 변화시커려 

는 노력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안 성과를 거물 따름이라고 한다. 이 점이 평등주의자들이 결 

코 용서 할 수 없는 신보수주의 자들의 교만이 다. 

민주사회주의자 월저는 평등주의 기준을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사랑과 신념의 균등한 

배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인간이성은 사람플 간의 장이한 자질과 개성에 대해셔 

균퉁한 배려를 하고 각자의 필요， 관심의 다양성에 맞추어 자원을 함께 나눌 것을 가르친 

다』는 것이다 891 그리고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 유능한 자들에게 열린 실력지배 대신에 결 

실균등을 일삼는다논 벨의 비난에 대하여 월저는 돈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해 

서 마땅히 받을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대 응한다。 901 물론 실 력 지 배 가 적 용되 

는 경우가 있다. 한 기구의 책임자블 임명하는데 여젓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할 때와 작가 여섯 명이 노벨문학상 후보명단에 올랐을 해 가장 우월한 자가 선택되어야 함 

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수백의 재산을 소유하는데 관련되는 자질은 무엇인가라는 불 

음에는 합리척인 껴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88) 위 의 글， p.49. 
89) Michael Walzer, Radical Principles (New York: Basic Books, 1980) , p.245. 
90) 위의 책，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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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지배론의 맹렬한 비판가로서 심리학자이기도 한 라이언의 견해가 흥미로울 것이다. 

미국을 기회의 천국으로 요사하는 것은 호소력이 매우 강하기 마련이다. 각자가 아주 자유 

롭게 자신의 내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사회의 이념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자랑 

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나 이러한 묘사가 정확한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 

의 실력지배론대로 과연 기회균등이 모두에게 주어졌으며 서로가 공정한 경쟁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의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 

도 설제에 있어서 공정한 승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라이언의 평가이다. 

공정한 불평등이라든가 기회균등은 꿈이요 소망일 뿐이며， 환상적 기반에 놓인 원망에 지 

나지 않는다고 라이 언 은 밀한다. 1977년의 미 국가족 열 가운데 하나의 연평 균소득이 5, 000 

달러 아래이고 열 가운데 하나는 35， 000달러를 넘게 벨었다는 1979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91) 

소득의 격차가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불 사람은 그리 많자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고소득 

은 소수의 손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위의 숫자로서 분명해진다. 라이언의 계산에 의하 

면 전 인구의 5분의 1이 전소득의 반 가까이 차지 하고 또 이 부분의 5퍼 센트 상층이 그 만의 

5분의 1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인구의 5분의 3이나 되는 하층은 전소득의 3분의 1이 

상을 벌지 않는다는 것이다 92) 이처렴 극히 불평등한 배분은 불공평한 배분이라는 것이 명 

확하다9 또 라이언의 추정에 의하면 2， 000만명이 철망적이고 400만명은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만한 소득을 갖지 뭇하고 대다수는 근근히 살아가는 반면에 극소수가 남이 상상할 

수 없는 풍족과 사치속에서 산다는 것이다 93) 

여기서 빈곤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빈 

곤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만일 소득의 수치만을 가지고 제 3 세계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엽증할 수 있을 것이냐 먼곤이란 

한 주어진 사회에서 참 인간적 삶이 필요로 하는 품위의 기준에 달려 있다고하면94) 라이언 

의 분석은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학자 겐즈의 또 다른 평 가가 라이 언의 주장을 보완한다。 60년대 뉴우 o 포론티 어 와 「위 

대 한 사회 」의 복지 정 책 의 강화에 도 불구하고 불평 등은 감퇴 하지 아니 했다. 1960\1과 1970년 

사이에 가족소득의 중간수치는 5， 620달러에서 9， 870달러로 상승했는데도 이 액수의 철반도 

벨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단지 1퍼센트만 내려갔다. 1960 1건에는 극먼자수가 중간소득자 

수의 50퍼센트이었으나 1970년에는 단지 40퍼센트에 이르렀을 뿐이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10년이란- 기간에 극빈자수의 감소는 중간수엽의 상승보다 더디었으며 빈곤의 격차 

91) U. 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d States: 1979 (Washing-
ton , D.C.: Government Printing 0삐ce ， 1979) , table 739, p.451. 

92) William Ryan ,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81), p. 12. 
93) 위의 책， p.14. 
94) Harrington, The Otker America,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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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로 넓어졌다는 것이다。 95) 

빈곤의 격차는 그저 경제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의 사회적， 심리적 결과가 중 

요하다g 그것은 열등감을 낳고， 또 이는 자기중요을 생기게 함으로써 사회적 병리의 원인에 

이 른다. 겐즈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수준을 념으나 중간소득에 미 치 지 못하는 미 국인의 40 

퍼센트가 불평등의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 96) 많은 기능공들이 사회적 상승의 71 회 

를 갖지 못한다고 깨달으며 사무직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겐a의 

연구가 701건대의 초에 나온 것이지만 그 다당성은 지금도 견지될 수 있다. 불평등을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마국사회에 복수할 걸을 찾기 마련이라고 겐즈는 말한다。 불평등은 

단지 불평등한 사람들에 대한 해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기회꿀등의 열린 사회에서 제각기 열심 

히 뛰먼 사회의 안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은 적개심을 가질 

제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이끄는 사회의 방향을 따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여가서 

실력지배론이 다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벨은 그 주도적 조직체나 제도가 가장 우수한 

사람들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한다， 기능주의적 사회계충론에서는 

개인들에게 적절한 지위를 맡기면 그 효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며， 가장 주 

요한 지위에 보다 큰 물질적 보수와 높은 명예플 부여하면 사회적 효능은 더욱 크다고‘한 

다. 최대의 능력과 이를 행사할 용의를 가진 자들이 주어진 자원과 권력 그리고 존경을 받 

아야 한다는 것이 실력지배론의 핵심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의사회의 사회적 지위와보 

수는 노력과 능력과의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변명과 설명의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는 실력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구별이 참으로 가능한가이다。 주도적 조직체의 윗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개 

인이 가장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그렇다 

띤 누가 사회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능력과 실력의 주요 지표는 知能이라고 한다。 높은 지능지수 소지자가 부와 권력 그리고 

명 예 까지 도 모두 차지 하고 낮은 지 능지 수 소지 자는 아마도 가난하고 쓸모없으리 라고 말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가장 우수한 자」란 「최고 지능지수 소지자」를 가리킨다고 이해될 것이 
다. 그러나 심리학자 라이언은 지능검사 자체의 유효성에 도전한다. 현행의 지능검사가 
개인이 알고 있는 낱말과 가지고 있는 정보에 바탕을 둔 지능의 판단이기 때문에 타고난 

지능의 측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는 반박한다 97) 지능은 유전되고， 어떤 특정因子 

의 결핍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행위의 불능에 연결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 인자의 현현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이 태어난 경제적 초건 

95) Herbert Gans, More Equality (New York: Pantheon Books, 1973) , pp.20"-'21. 

96) 위의 책， p.21. 
97) Ryan, 앞의 책 , pp.63""73. 



요인이 되며， 이것이 개언의 성장 방향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이라면 지능검사는 

참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라이언은 설명한다. 

어린애가 「寶本J • r財塵J • r利潤」등의 낱말을 배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들 낱 

말의 지식이 다만 타고난 영리함의 결과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최종 해답은 찾기 

않다. 우리가 미리부터 어떤 낱말을 알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낱말 의미는 후천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낱말 의미를 배우는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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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것이며 

검사 

는 이미 배운 것에만 한정된다고 하면 지능의 측정은 그다지 의의가 있는 것은 되지 

다. 지능검사는 개인이 어느 득수한 교육을 받았는가 또 독서를 좋아하는가를 가르는 것에 

이용됨이 더 나을 것이다。 

지능검사는 과거 학습을 측정하며 중산층 교육 이상을 받은 자에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 

로 상식문제를 나열하는데， 동조를 강죠하는 가치관과 도시중산층의 습성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수험준비를 하면 접수블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지능검사는 개 

인이 쌓아올린 단어지식과 여다 정보를 가지고 지능을 평가하는 것이며 그의 교육수준을 판 

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리하다는 것과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은 두가지 서로 상이한 

것이다. 

못한 

좋응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높은 지능지수를 갖기 마련이며， 대체로 그는 수입과 직업에서 

도 높은 수준이기 마련이다. 높은 지능지수와 고소득 간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교육의 정 

도와 가정의 경제사정이란 두 요인을 전제로 해서 살펴져야 한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지능과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 경향이 크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부다 나은 

직장과 보다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저소득충의 자녀는 이와 반대의 경우이다. 지 

능검사 점수와 가정의 경제상태， 교육연한 그리고 소득은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 

개인의 수엽은 그의 가정사정과 교육정도에 의하여 예측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 

검사는 사회계곱과 교육이란 두 요인을 빼놓으면 기-장 크게 성공한 사람과 가장 적게 성공 

한 사람 간의 지능지수의 차이는 몇 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유한 사 

람만이 실력을 갖고 이것을 후대에 물려주며 지능지수는 결국 「유전적」인 것이 된다。 

지능검사에서 물려받은 특전과 물려받은 불특전이 구분된다변 평등주의는 기회균등에 앞 

서 결실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고칩해야 한다. 모든 자녀가 같은 利點에서 질지로 출딸 

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회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빈민굴의 어린이에게 부자칩 자식과 같 

은 기회가 법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후자가 미리 훨씬 앞서서 뛰는 한 전자에게는 별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평등주의는 물려 받은 특전과 물려 받은 불특전을 폐 

지 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력지배론은 개인의 우위를 그 근간으로 삼는다. 벨이 말하는 바와 갚이 기회균등의 원 

칙은 개인이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사회는 개인자신의 목적충족을 허용하도록 구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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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개인주의에서 유래하며 이것응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개조일 뿐만이 아니라 현대 신 

보수주의의 그것이기도 하다 98) 인간본성은 취득욕과 자기본위로 특정지워지기 때문에 언 

간의 자아실현도 바로 이 본성의 구현이 되어야 하고 사회도 이에 맞추어 그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이 신보수주의자들의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보수주의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가치체계의 중심이 개인주의고 이것을 보수한다는 데서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펑등주의는 앞에서도 언급되어 온 바와 같이 

그러한 주장을 일축한다9 개인의 권리인정과 개인의 자기본위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마국적 

가치는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권리신장이지 취득욕의 충족이 그 이념이 아니라는 것아다. 

20년대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개인에 앞서 강조되었음이 그 예 

가된다. 

신보수주의자들도 질력지배론에서 19세기의 자유방엄주의를 내세운다， 자유시장 경제에 

서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원하는례로 충족시키는 것이 그의 자연권에 속하며 유능하고 성 

취욕이 강한 자들에게 모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능， 

동기 그리고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개체성의 완전한 발휘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 개인주의에 라이언은 도전한다。 불평등의 정당화를 위하여 인간행위를 개인적으로 간 

주하고 특수인물이 특수역할을 맡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행위가 얼마만큼이나 재인 

적인가가 문제이다. 자유기업 자본주의는 개인적 성공담과 신화로 가득차 있으며 이것들은 

불평등의 사회구조 전체를 지탱하는 이념체계이기도 하다。 개언이 언제나 중심이다. 그리 

고 그가 참 현실이다. 칩단은 개인들로 이루어지고 개인은 집단의 일부라는 통념도 있지만 

언제나 개인이 먼저 온다。 그러나 실력지배론자들이 소홀히 다루는 관점， 즉 집단이 더 중 

요하고 개인보다 더 기본적 현실이라는 믿음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라이언은 항변한다。 99) 

그리고 그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71 위해서 다음의 세가지 대웹 차원이 부분적 

이나마 일종의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 개체성 대 집단성? 상이성 대 유사성 그리고 내향성 

대 외향성은 인간의 행위가개인적인가， 또는 칩단적인가，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가 또는 공동체의 그것인가라는 물음과 더불어 야기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신념 

의 문제 등에 대한 유효한 해탑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라이언은 우선 설명해 나간다， 

불평등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개체성 。 상이성 e 내향성을 강조함 o 로 

써 대다수의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그 체제를 유지하는 신념을 갖게 하는 반면에 명등주의 

자들은 집단성 o 유사성 o 외향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평퉁한 사회적 。 경제적 제도의 마련 

을 기도한다， 불평등의 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간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역할을 맡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질력지배론 

98) Bell, “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29. 
99) Ryan, 앞의 책 ,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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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엽적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보수가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며 불평등은 윤리적인 합의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독립적인 개인의 능력， 통찰력， 

의지력이 불평등의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이 개체성 p 상이성 , 내향성이란 三뼈架가 불평등 

의 전 사회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개언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반성해 보면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소 

사람됨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떻게 말하고 일하는가는 홀로 터득한 것은 

아니며 그의 이웃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인간행위의 사회적 측면이란 바로 이것이다。 개인 

적인 활동으로 생각되는 作曲이나 詩作도 인간공동체의 맥락 안에서만 일어난다. 그러한 

인간행위는 사회에 속함헤 의존한다. 인간은 집단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 개인들의 활동 

도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유의미하다. 개체의식도 다른 이웃들의 집합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너를 전제하지 않 

고서 나란 의식되지 않는다. 

개인의 업적이 아무리 탁월하고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속하는 사회로부터 독 

립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그의 先代나 同代A에 의하여 이미 쌓아 올려 놓아진 지식， 

기술 그리고 작업의 아주 촉그마한 부가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엽적은 그것이 일어나는 

사회적 복합체의 반영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엽적을 이루는 자는 개인이라는 말을 듣는 

다. 역사의 말전이 으례 개인적 성취에 의한 것처럼 흔히 생각된다. 그런데 인간존재의 집 

단적 성격은 소홀히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성은 개체성 옷지 않게 현실적이다. 

가족은 집단이며 결코 개인들의 총합이 아니다. 그것은 그 총합 이상의 것이다. 개인과 집 

단성은 서로 배제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는다. 이 둘은 동시적이다. 인간에게서 이 

두 측면은 실제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따라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질력지배 

론은 개인의 우위성의 강조를 통해서 성취와 보수블 연결시킨다. 그렇지만 평등주의는 다 

르다. 개인과 칩단성의 불가분리를 주장하면서 개인적 활동의 엽적 가운데 얼마만큼이 실 

지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느냐의 수학적 문제가 나온다. 개인에게 돌려야 할 실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아마도 그 양은 적을 것임에는 틀림 없으며， 또 그것에 

비례하여 보수도 응당 적올 것이다. 바로 이 이유에서 라이언은 신보수주의자 벨의 실력지 

배론을 근본적으로 배격하고 인간활동의 집단성을 전제하는 사회주의척 배분의 형태를 대 

안으로 내놓는다 100) 그렇다고 그는 소득평준화를 기도하지 않는다. 능력에 따르는 보수차 

이는 인정하더라도 실력지배론이 옳다고 보는 차등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0) 위 의 책 ,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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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에 얼어난 최초의 중대한 위기는 30년대 초의 경제공황이었다. 이 체재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렀으며 사회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그들의 운동의 성공의 길로 삼으 

려고 했었다. 1932년에 사회당은 그들의 대통령후보를 위해서 백만에 가까운 표를 요아 주 

었다。 공산당과 같은 평등주의 집단들도 30년대 후반에 가서는 노초운동에서 상당한 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당을 위시한 여타의 진보적 집단들이 대중운동으로 확대해 냐갈 수 없었던 

것은 여러 이유들 가운데서도 민주당외 뉴우 e 다일 정책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 

세민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복지법안과 노조의 집단협상권의 협-법화가 기존의 평동주의자들 

의 사회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되었다。 전후에 사회당도 정치권력의 추구를 포기하고 민주 

당과 같은 진보적인 집단을 돕기 위하여 노조단체 등과 협력했으며 7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 

욱더 그 방향을 택했었다。 울폰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려 

나 주어진 여건에서 처음부터 서민층과 이면충을 지지기반으로 했던 민주당이 미국의 엉:당 

정치제도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물음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국의 경제 。 사회재도에 대한 

평등주의자들의 비판이 그치는 커녕 요히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거세지는 까닮은 어 

디 있는가이다@ 앞장에서 논의된 라이언의 신보수주의 공박을 비롯하여 정치학자 그리언의 

反人種主義 및 反個人主議 01 릎울 아직도 1:11 국사회가 안고 있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0 1) 

그리인에 의하면 크리스롤과 같은 신보수주의자의 경제이론은 고사하고 젠슨102)과 현스 

틴 103)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안종과 뾰차별야론은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이를 초장함으로써 

기득권층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 주는 것이 되고 있다@ 이 두 학자는지능의 유전성을 강 

조함으로써 생물학적 불평등론을 제시했다。 그리안은 이것을 백인중산층이 흑인을에 대해서 

갖는 우월감을 부채질할 뿐만이 아나라 사회적 a 경제적 불평등의 당연함을 그들로 하여융 

믿게하는 정치적 조치라고 갈파한다c 뉴우 。 뎌일에서 뉴우 。 프론"-1 어나 「위대한 사회」에 야 

르기까지의 복지와 반곤퇴치 정책의 수행에도 관계없이 미국흑인인구의 대부분이 비참한 초 

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복지국가에 대한 중산층의 증가하는 반대에 그 중요한 원언 

이 있다고 그리인은 설명한다. 흑인들이 실지로 혜택을 보는 복지시책은 정부지출의 극히 적 

101) Philip Green, The Pursμit of InequαUty (New York: Pantheon Books, 1981). 
102) Arthur R. Jensen, Educability and Grou양 Differences (New York: 묘arper & Row, 1973). 
103) Richard Herrnstein, IQ in Meritocracy (Boston: Little, Brown & Co.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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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과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미국정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론형성가들에 달려 있는데 70년대에 미국경제가 어려웅을 겪자 정치지도자들은 

복지지출의 감축을 지지했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이론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것 

이다. 

미국의 독립혁명이래 평등주의와 불평등주의가 공존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0년 

간의 역사속에서 평등에로의 노력은 그치지 아니했으나 정치적 주도권을 어느 집단이 장악 

하느냐에 따라 그 공존의 균형은 흔들렸다。 1968년에 닉슨의 보수주의 행정부의 등장이 70 

년대의 반복지주의의 불결을 거셰게 일게했던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젠슨과 헌스틴의 학설 

이 물의를 야기시컸던 때가 바로 보수세력의 강화와 시기를 같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플의 이론이 정치적 이데올로거의 형성에 얼마만큼 원용될 수 있었는가도 분명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아무리 개혁을 치루었다고는 하지만 섬너의 사회진화 

론을 벼려지 못했다. 賞者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다고난 능력에서 둬지는 한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수준의 생활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스틴은 사회 안에서 영구적 하류계급의 존재는 생물학적인 필연이라고 주 

장한다. 또한 그는 벨의 실력지배론에 찬성하면서 脫工業사회에서의 지식의 지배가 사람들 

간의 차등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그들간의 유전적 하이까 기회균등을 잘 실현시킨다고 보며 

평등주의가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104)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치더라도 개인과 개인간의 본래적 차이를 

설정하고 계급간의 차등이 필연적이라고 믿는다면 경채구조가 고도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 사회내의 갈등은 어느정도 무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려나 만일 그렇지 뭇할 때 정치적 

대럽은 불평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50년대의 흑인민권운동의 첨예화가 이를 잘 증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경쟁을 찬미하는 한 그것은 부도덕을 장려하고 지배와 윤리를 분 

리시키고 사회의 비인간화를 거듭함으로써 도덕론자들의 도전을 면할 수 없다. 

신좌파의 반체제 운동이 이플 분명히 해 주었다‘ 

6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자본주의가 개인주의를 그 원칙으로 삼는 한 뉴우 9 디일에서 

「위대한 사회」로의 평등주의 정책이 미국사회의 모순을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그것은 표 

층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었으며 80년대에 와서도 불평등의 문제는 계속 남는다. 그리인 

말대로 불펑등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정당화하는 무제한의 개인주의가 대기업들에 의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매스 o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敎化되고 있음에도105)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획일적일 수는 없으며 미국 역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개인 

주의의 도덕적 비적합성을 보여 준다. 페인과 제퍼슨에서 존 。 브라운 그리고 데브즈， 로마 

104) Herrnstein, “ More about lQ ," in: Atlaηtic Moηthly (December, 1971) , p.63. 
105) Green, 앞의 책 , p.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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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안녕을 강조했다는 사실이 단순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전통적 社會意識의 

모든 성원의 

나온 것이 

미국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언했먼 혁명적 대중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한 이유를 

封建制의 부재에서 찾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제 3 당의 가능성을 허용하자 

않는 미국헌볍의 정치적 귀결이라고 여기는 입장도 있다。 이틀 학설의 부분적 타당성을 안 

정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점은 평등주의적 전통에서 오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단한 비판이 미국사회를 근본적인 사회균열 없이 그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實用

主義的 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보는 데 있을 것이 다. 루즈벨트는 이 틀 안에 서 그의 뉴우 。

디일을 수행했으며 존슨도 「위대한 사회」를 설계했다. 그러나 평등주의자플은 이걸로 만족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가 대재벌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한， 불평등의 심화는 그치지 않 

으며 아무리 사람들이 최 저 의 생 활수준을 확약받는다고 하더 라도 빈곤제 거 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신보수주의 실력지배론과 지능의 유전설에 엽각한 인종차별론이 개인주의의 윤리 

를 정당화하는 한 불평등은 보이지 않는 계급적 갈등의 원인으로 남는다g 

이상적인 평등사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건설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마지막으로 나온다。 

자유주외는 그것이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간에 이 도전에 응할수 없다는 것이 대부본의 펑 

등주의자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그들의 대안은 말할 것도없이 사회주의이다 106) 그렇다 

고 유럽사회에서 

발달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가 

요구와 그 내라의 

찾아보는 유형 이 그들이 바라는 바도 아녀 다。 미 국사회 에 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역사에서 성장하고 미국인들의 

여건에 부응하는 미국적 

통이 라고 주장한다 108) 

사회주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07) 그들은 사회주의가 미국의 전 

사회개헥에로의 갈망이 미국의 전통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블 경 

제적 。 사회척 생활의 전영역에 확대시키는 것이 새로운 사회로의 첫결음이라고 해링턴은 

주장한다。 시민들이 민주적 정치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문제를 계획하고 관창하며 어느 

소수재벌이나 정치안틀이 수천만의 삶을 다스렬 수 없는 공통체적 사회를 사회주의는 제시 

함으로써 미국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 평등주의자들의 믿음이다。 

경제생활의 민주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보다 나은 삶과 자유 

의 향유가 사회주의의 이념이다。 또한 이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이윤이 아니라 인간이 더 값지다고 여기는 생활태도이며， 이것이 본래 

평등론자들은 상기시킨다。 

106) Harrington, Toward a Democratic Left , pp. 12~13. 
107) Ryan, 앞의 책 , p.198. 
108) Harrington, 앞의 책 , p: 14. 

미국적이라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