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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세기초 미국의 자유주의 또는 혁신주의 전통이1) 형성되는 데 기여했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회 복지 관(social settlements) 운동을 분석 함으로써 그 전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적으로나마 규명하려는 갯야다. 

미국의 자유주의 전롱을 이해함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제인 얘덤스와 갚은 주로 여성 개 

혁자들에 외해 추잔된 사회복지관 운동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20세기의 미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그것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려는 운동a로 나타않다。 첫째로 자유주의는 해기업의 

전횡과 득권을 페지하고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가회블 보장하려는 반목점 (antimonopoly) 

운동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자유주의는 득권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정부를 면중이 지 

배할 수 있게 만들려는 직점민주주의 (popular democracy)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운동으로 

나다났다. 그리고 셋째로 자유주의는 부자와 반먼 사이외 간격을 줄임으로써 계급 간의 갈 

등을 해소해 보려는 반만곤(war on poverty) 운동으로 나타낮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볼 해 이와같은 자유주의의 세 가지 목표 가운데서 여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세 번째의 목표인 反餐困 운동 하나 뿐이 다. 첫번째의 반독점 

운동과 두번째의 직접민주주의 운동은 20세기초기에는 그 세력이 제볍 강한듯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은 점차 약해져 마첨내 오늘날에 와서는 자유주의 운동의 핵 

심으로 부터 별어져 간 듯이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세번째의 반빈곤 운동은 뉴딜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되어 갔고， 1960년대에 와서는 이른바 “빈곤의 재발견%과 더불 

어 2) 자유주의 운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일찌껴 19세거 

말에 반곤의 문제를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체인 애덤스CJ ane Addams, 

1) 여기서 자유주의란 말은 정부플 버릇한 인위적인 제도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간섭해서는 
얄된다고 하는 자유방엄척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의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개 인 

의 자기질현을 돕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New Liber
alism)를 말하고 있다。 오늘날 그것은 개혁자유주의 (Reform Liberalísm)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 

지만， 그것이 처음 나타났던 20세기초에는 혁신주의 (Progressiγism)로 불렸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으나 아직 출간되지 않고 있는 「미국 혁신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J (서강대학교， 1982)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펄자의 “존슨의 위대한 사회와 마국 자유주의" (건국대 『인문과학논풍』 제 

18집， 1986)에서 개관적으로나마 다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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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1935)를 비릇한 사회복지관 운동가플의 노력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 

토퍼 래쉬가 제인 애텀스를 오늘날의 “새로운 급진주의”의 창시자로 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었던 것이다 3) 

제인 애텀스는 1889년에 시카고 중심부의 한 빈민가에 “헬하우스"(Hull House)라는 사회 

복지관을 세워 쓸民을 도우려고 하였다。 그 행위 자체는 사회전체에 비추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작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사회복지관 설렵 운동은 뉴욕， 보스톤， 피라 

델피아와 같은 대도시로 확대되어， 그 숫자는 1910년경에 오면 400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다. 그리하여 앨런 데이버스의 표현대로 그것들은 제각기 자기 지역에서 “개혁의 선 

봉대 "(spearheads for reform)로서 자유주의의 전파자가 되었다 4) 그러므로 사회복지관 운 

동은 20세기 미국 자유주의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세력임을 확인하 

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인 애범스 같은 사회복지관 운동가틀은 이론가들이 아니라 실천 

가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서 어떤 일관성있는 사상의 뚜렷한 체계를 끌어 내는 일 

은 쉽지 않다. 그틀에게는 고정판 이념보다도 그때 그때 마다 상황에 적응하려는 행동이 더 

중요하였기 째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미국 자유주의 운통의 구성세력의 하나인 사회복 

지관 운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그들 

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동기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자유주의의 한 

斷面을 개콸척으로나마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1. 社솥후를힘J.I:웰運動의 뿔뿔、과 훨機 

1. 社會헨홉祖館遭動의 똥、想 

미국에서의 사회복지관 운동은 영국에서의 사회개혁운동， 그 가운데서도 특히 런떤 동북 

지역의 빈민가에 세워진 “로인비홍”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5) 

사회복지관 사상을 미국에 처음 도입한 사람은 엠허스트 대학 출신으로서 베를린 대학에 

서 박사학위를 받은 스탠튼 코이트였다. 1886년에 런던의 로인비홀에서 3개월간 체류한 뒤 

에， 그는 지역사회조직 (neighborhood gui뻐)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도시에서의 사 

회개혁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가 생각한 지역사회조직은 약 1 

3) Christopher Lasch, New Radicalism iη A1ηerica， 1889"'1968 (New York, 1969), p. iii. 
4) AlIen F. Daγis， Spearheads for Reform: The Social Settle1ηeηts aηd the Progressive Movement, 

1890rv1914 (New York, 1979), p. ix. 
5) “토언비흘”에 관해 국내에 소개흰 책으로는 엄영상 교수가 번역한 『대학지생과 사회개혁 운 
통JI (전예 원， 1986)이 있다. 원천은 Loreta M. Lagana, Toynbee Hall: Its ldeological Origins 
and Develoþment (1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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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개의 가정￡로 구성되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지도자의 영도 맡에서 주민들이 스스 

로 개혁을 추진할 작은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조직의 수효가 계속 늘어나 전 

국적 인 하나의 망(system)을 형 성 하게 되 면， 10년 안에 미 국의 도시 는 살기 좋은 곳으로 

개혁될 수 있으리라는 주장 이었다. 코이트는 1886년에 뉴욕 시의 동부 저지역에 가서 〈네 

이보후드 킬드〉를 조직하었는데， 이것이 미국 사회복지관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는 1889년에 제인 애텀스가 부동산업자인 찰스 헐의 저 

택을 빌려 시카고의 사우스 첼스테드 거리에 헐하우스 사회복지관을 세운 다음부터 왔다. 

그녀는 건물주의 이름을 사회복지관에 붙여 주는 대가로 그 건물을 4년간 무료로 벌렬 수 

있었다， 그 뒤로 사회복지관은 뉴욕， 보스톤 등지에 계속 세워져， 1910년에는 400여개로 늘 

어났고， 1911년에는 전국사회복지관협회를 결성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표방한 근본적인 목표는， 영국의 그것들과 마찬 가지로? 산엽주의의 진전으로 더욱 더 극 

심해진 불평등， 즉 부자와 빈자 사이의 극심한 간격을 메꾸고， 계급들 사이의 불신과 무지 

를 줄이기 위해 자션활동 이상의 무엇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려고 그것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인들로 하여금 대도시의 빈민가에서 빈민들과 더불어 살게 하 

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제인 애텀스의 표현대로 “사회적인 교류가 사회의 증대 

되어 가는 경제적 단결 (economic unity)을 표현케하고 民主主義의 사회적 기능을 더하게 

하려는 것” 이었다 6) 존 개비츠의 표현을 띨려면， 사회복지관은 “富가 인격을 만든다는， 

敎育이 귀족제를 수립할 수 있다는， 그리고 사람은 그러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단적인 사상에 대항하는 근대적인 큰 항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사회복지관들은 그들의 모뱀으로 삼은 英國의 그것들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달랐다. 첫째로 영국의 사회복지관들은 宗敎的인 성격을 뚜렷이 하고 종교교 

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데 반해 미국의 그것들은 非宗敎的， 非宗派的인 성격을 보여 주었 

다。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회복지관들도 대부분 교회와 종교단체들에 의해 

세워졌다. 가장 많이 설렵한 교단은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성공회 

와 유니태리안 교회였다. 첨례교， 유태교， 카툴릭 교회가 운영하는 것도 있었지만 드물었 

다. 이처럼 미국의 사회복지관들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 

고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적 색채블 강하게 나타내지도 않았고 또한 선교활동도 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이 들 미 국의 사회 복지 관들이 활동대 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주로 카폴릭 

교도로 구성된 移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민과의 충롤을 원하지 않았다. 그 때문 

에， 예블 들면， 로버트 우즈는 앤도버 신학교의 이릅을 따서 보스톤에 세운 앤도버하우스 

를 나중에 종교적 냄새가 나지 않는 사우스엔드하우스로 명칭을 바꾸었다g 꼭같은 이유에 

서 뉴올리언즈 킹슬리하우스의 책임자연 엘리노어 맥에인은 1900년에 미국성공회와 관계를 

6) Jane Addams, Twenty Years at Hull House (New York, 1910),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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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었다. 

물째로 미국의 사회복지관 사엽가블은 자신틀을 자선사업가로서 보다는 社會改草者로서 

더 생각했다는 점에서 英國의 동료들과는 달랐다. 미국의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사회개혁 

은 個A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영국 토인바홀의 창시자인 새뮤얼 바넷트의 생각을 처 

음부터 거부하였다. 그대신 마국의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사회환경을 사회개혁의 출발점 

으로 삼게 되었다. 그 때문에 미국인들은 영국의 동료들과는 달리 단순한 자션의 차원을 

넘어 교육과 사회조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도시의 지역사회조직 (neighborhood) 

을 부활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지역사회 밖으로 까지 자기들의 책임 

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g 이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영국의 

동료들 보다 더 시야가 넓었고， 그 때문에 미국사회에서 사회복지판 운동이 차지하는 중요 

성은 영국사회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중요성 보다 훨씬 더 컸고 또한 훨씬 더 큰 개혁의 힘 

이 되었다. 그것은 1910년에 영국에는 사회복지관 수가 겨우 42개였던 데 비해 거의 같은 

시기인 1911년에 미국에는 무려 400개가 넘었다는 사실에서도 나다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미국의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청善事業家들과도 달랐음을 

보여 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관을 윌리암 쥬이트 턱커가 “고급자산”이라고 

부르고 자선단체를 “하급자선”이라고 부름으로써 양자블 하나의 범주 속에 넣어 양자의 차 

이블 좁혀 보려는 노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첫째로 양자는 촬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 자선사업가들은 반곤의 원인이 

個人에게 있음을 강조한 레 바해 사회복지관 사엽가틀은 개인올 카난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條件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때문에 양자는 활동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 

를 수 밖에 없었다. 그렴으로 자선단체들은 일차적으로 극빈자와 질업자를 도우려고 했던 

데 바해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반곤션 위에 있는 근로계급의 자랩을 돕는 데 역점을 두었 

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이 반면에게서 주로 관섬을 두었던 것은 “옷의 빈 

곤"(the “ poverty of clothesη이 라기 보다는 “기 회 의 반곤" (the “poverty of opportunity") 

이 었다. 그리고 자선단체들은 특권계급으로서의 상류계급이 반민을 도울 책 임을 진다는 이 

른바 “귀 측의 의 무"(noblesse oblige) 라는 관념 을 로대 로하여 설 립 된 데 반해 사회 복지 관 

은， 부자와 만민 사이의 호혜적연 관계， 즉 제인 애텀스가 말한 대로， “계급플 사이의 의 

존은 쌍무적인 (reciprocal) 것이라는 이론 위에” 토대플 두고 섣렴되었다. 그러으로 지-선 

(charily) 운동의 철학은 조직화한 자션활동(philan thropy)으로 이끌었고， 사회복지관 운동 

의 철학은 개혁 (reform)으로 이끌었먼 것이다. 

물째로， 양자는 기질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 로버트 현터의 주장에 따르면， 자선사업가 

들은 많옮에 연루되기를 꺼려하였다. 즉 그들은 “이것도 해서는 안된다. 저것도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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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다”는 철학(a philosophy of “don’ t, don’ t")을 가지고 있었다. 그라고 그들은 구효 행위 

가 빈민의 자주성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는 달리 사 

회복지관 사업가들은 그와같은 도덕적인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社會改華者로 

서 끔없는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회복지관 사엽가는 끊엠없이 행동하고 촉구한 

다。 그는 끊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간다。 그러다가는 풍차플 향해 돌진하기도 하고 질수를 

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청열과 따돗함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 

고 의문이 별로 없다。”고 로버트 현터는 썼다。 7) 

이러한 차이 때문에 흔히 두 세력 사이에는 충몰아 있었다e 자선사업가들-은 사회복지관 

운동이 너 무나 감상적 이 고 비 과학적 이 고 모호한 쓸오없는 행 동이 라고 무시 하였다. 사회 복지 

관 사엽가는마치 만민꿀에 앉아 있는 술 주정뱅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친구여 ! 나는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네 옆에 같이 앉아 줄 수는 있다”고 말하는 감상적인 사람에 비유하는 사 

람도 있었다. 또한 자선 사엽가들은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이 뎌무나 과격하여 노동지도자，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쉽게 끌려다닌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g 이에 반대해 사 

회복지관 사엽가들은 자선사업가들이 지나치게 작은 일에 칩착하고 사회전체의 개혁과 사 

회구성원플의 협동을 등한시하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9 그 때 

문에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일반 대중에게 자기들의 운동이 자선활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애썼다. “의식있는 사회복지관 사업가 모두가 일반 대중에게 이해되기를 절실 

히 바라는 것은 지역사회사업 (neighborhood work)은 자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그것은 

우리 중의 어느 누구도 독립된，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단순한 원자가 아니라는 사회학 

적 사-설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1889년에 사회복지관 사엽가인 레오노라 오레일리는 썼다. 

2. 社會혜헨11:館週動으l 動織

교육을 찰 받은 젊은 한 세대의 사람플이 어떤 동기에서 산엽도시의 어두운 지역에서 1, 2 

년 또는 평생 동안 살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제인 애텀스는 헐하우스를 세 

운 직후에 그러한 동거에 대해 설명하려한 적이 있고， 그는 거기서 사회복지관 운동외 배경 

이 되 는 동기 를 “주관적 펠 요성 "(subjective necessity)과 “객 관적 가치 "(objective necessity) 

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 척이 있다. 그려므로 여기서는 그가 제시한 동기를 중심으로하여 

사회복지관 운동의 동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의 동기는 제인 애텀스가 “객관적 가치”라고 부른 것， 즉 개혁이 진정으로 펄요하다 

는 생각이었다. 제인 애텀스는 런던의 로인비홀에 체류하는 동안 빈민의 참장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자션이나 구반소의 방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빈민문제를 해결할 펠요가 있 

7) Robert Hunter, “Relations Between Social Settlements and Charity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ηierence of Chaγities and εorrection(NCCC) ， 1902, pp.302-14. A. F. 
Davis의 Spearheads for Reform, p.19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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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또한 시카고와 같은 도시들의 밀집지역과 산업 지구에서 살고 

있는 빈민들의 엄청난 참상(destitution)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길거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학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장규제법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칩이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그는 썼다. 그라고 “그려한 지역에서는 우리의 자치 

정부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프콘티어의 평등주의 

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민주주의 1 평등， 기회균등의 미국적 꿈을 믿고 있는 제인 애덤 

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묘로 그는 민주주의 

에 새로운 社會的 倫理의 이상을 덧붙이려는，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社會化하려는 노력이 

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8) 그것은 곧 개혁의 펄요성을 의미하였다. 

두번째의 동기는 宗敎的언， 좀더 구체적으로는 칼빈주의적인 것이었다. 사회복지관 사엽 

가플 가운데 상당수는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1905년에 윌리암 드와이트 포터 블 

리스가 339명의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그 가운데 88퍼센트는 적극 

적언 교인이었다. 그리고 그틀의 거의 대부분은 종교가 자기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각 개인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 무엇 

인가를 해야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켈빈주의적인 교육으로부터 배웠다. 

특히 그들은 빈민에 대해 “죄의식" (sense of guilt)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묘로 사회복지 

관은 제인 애럼스가 “기독교의 중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초기 기독교의 인도주의적인 

측면”이라고 부르고， 윌리암 쥬이트 턱커가 “종교와 사회운리에서 불붙은 혁신주의 운동” 

이 라고 부른 것의 산물이 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당시 기독교의 균리를 사 

회개혁에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는 사회복음(Social Gospel)운동의 산물이었다. 제인 애텀스 

도 퀘이커 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나， 복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록포투 신학대학을 다니고， 

결국 혈하우스 개섣 직전에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벤째의 동기는 제인 애텀스가 “주관적 펼요성”이라고 부른 것으로서， 펄자가 가장 중 

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동기이다. 그것은 舊上流階級 또는 舊中塵階級의 청년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내지는 “좌절감”에서 오는 동기이다. 이것은 혁신주 

의 시 대 의 개 혁 충동을 신분혁 명 (status revolution)의 산물로 보는 엽 장이 다 9) 즉 과거 의 

농업적， 농촌적인 사회에서 지도충이었던 목사， 볍륜가， 교수 및 교사， 개인사업가와 같은 

舊支配階級은 새로운 산엽적이고 도시척인 사회에서 새로이 출현한 新支配階級인 대기업 

8) Jane Addams, Democracy and Social Ethics (Harvard Uniγersity Press, 1967), pp. vii, xl iii 
(Edited by Anne Firor Scott). 

9) status revolution과 “ sense of guilt"의 개 념 에 관해 셔 는 Richard Hofstadter의 The Age of 
Reform (New York, 1955), pp.203-10에 서 주장되 고 있 다. 이 에 대 해 Staughton Lynd는 “ Jane 
Addams and the Radical Impulse," Comηuηtary XXXIII (July 1961), pp.54-59에서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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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가들에게 지도층의 지위를 빼앗김기게 되자 미국 사회의 주류에서 소와펌을 느끼 

고 그에 따라 표롤레타리아트와 동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구상류 

계급의 자녀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저항적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 

장은 사회복지관 운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며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 

고 있는 것￡로 생각된다@ 

왜 냐하면 사회 복지 관 운동가들 가운데 는 舊家門의 유복한 가정 에 서 자란 사람들이 실제 

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국계 또는 스카치 아이리쉬 계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은 멀리 식민지 시대의 뉴잉글랜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다. 부모 

의 직업으로는 목사가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도 많았다. 의사， 볍률가， 중소기 

엽가의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 사회복지관에 뛰어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이 생계비를 벨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인 애덤스의 아버지는 제분업자， 은행가로서 주 상원 의원을 지낸 유 

력자었다，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는 25만 달러의 재산을 남길 정도로 유복하었다. 그의 동 

료인 슐리아 래스롭은 록포드 신학대학 시절의 친구로서 배세어 대학을 나올 정도로 유복 

하였다‘ 또 다른 동료인 플로렌스 캘리는 하원 의원의 딸이었고， 앨리스 해멀돈은 여성으 

로서는 최초료 하바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들은 불안정한 집단(a restlesslot) 었다. 많은 수가 그들이 사회복지 

관에 오기 전에 여러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다. 이와같은 불안정 (restlessness)의 원인 

은 부분적오로는 그들이 젊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청년총 

이었고， 거기에 뛰어든 평균 연령은 25세었다. 체류기간은， 제인 애덤스， 메릴 맥두웰， 릴 

리안 왈드， 로버트 우즈， 그레이엄 테일러 같이 평생을 보낸 사람들로 있었지만， 평균 3년 

이었다. 제인 애랩스의 자서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젊은 세대는 여러가지 개 

인적인 이유로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당시 제인 애덤스의 경우처럼 교육을 받은 

젊은 남녀들 가운데서 자신의 “쓸모없음”으로 괴로와 하고， “그들에게 생명 력을 주고 도덕 

적， 육체적인 건강의 원천이 되는 공동된 노동으로부터 차단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수효가 

많았다。 그러묘로 청년들 가운데는 가치있고 유용한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 

관녕에 사로 장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좌절감과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사회개혁의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은 제인 애덤스가 잘 보여 주고 있다s 그는 처음 스미스 대학에 가려고 하었으 

나 건강이 나빠져 포기하고 집에서 가까운 록포드 신학대학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 

음 그는 펼라델피아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또 다시 건강 째문에 포기하지 않 

으면 안되었다. 그후 그는 두 차례에 거친 유럽 여행을 통해 그러한 좌절감을 극복하고 새 

로운 방향감각과 목적의식을 찾아 보려고 하었다. 그것의 일부는 자기들과 세상의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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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 대한 불편함(sense of uneasiness)으로 부터 나온 것이 었다. “우리 마국에는 

자기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인정된 출구가 없는 교양있는 젊은 이들의 숫자가 급속도 

로 늘고 있다”고 제인 애덤스는 1892년에 썼다. “그들은 엄청나 사회적 부조리에 관해 계 

속 듣고 있지만， 그것을 바팔 방법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 

신들의 쓸모없음(uselessness) 이 무겹게 결려 있다”고 그는 썼다 101 이와같은 쓸모없음에 

대한 느낌은 계속 늘어가는 대학출신 여성들에게 가장 무겁게 눌려 있었다. 이들은 무엇인 

가 중요한 일을 함으로서 자기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들 중산계급 내지는 상류계급의 젊은 여성들에게 남은 것은 “인생의 밑바닥과 인생의 

가혹한 면을 알고자 하는 마음， 냉흑한 구체적 사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특별한 잇첨 

이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것은 바이다 스카더가 그의 

소설 『바벨 탑에서 듣는 자』에서 대학교수가 사회복지관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한 젊은 여 

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데서 보이는 마음이었다， “어떤 여성이든지 누군가플 돌보 

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게 (restless) 느끼게 된다. 네 옆에는 돌 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가 

반민을 돌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한데서 나타나는 바로 그 감정이었다. 그것은 1908 

년에 시카고 어느 신문기자가， “20년 전에는 .. 。 불안정하고，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키기를 

갈망하는 젊은 여성은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술주정뱅이와 혼인함으로써 그를 구출하려 

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여성은 의학을 공부하거나 사회복지 사업에 뛰어 들 

고 있다”고 쓴데 서 나타냐는 바로 그 마음이 었다. 

네번째의 동기는 大學의 영향이었다. 당시 사회복지관 사업가들 가운데는 사회복지관 사 

업을 단순히 대학원 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대학에서 배운 새 

로운 사상이나 이폰을 시험해 보려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학생과 대학졸 

업자 그틀을 학원가에서 빈민가로 나가도록 영향을 준 요인은 다양하였다. 교수와 동급생 

의 영향， 토론회와 기독교 단체에 대한 경험， 존 러스킨의 『이 마지막 까지』라든가 제이좁 

리스의 『국민의 다른 절반이 사는 방법』과 같은 책들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개혁의 정열을 

불타게 해주었다. 그러나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수많은 대학 교정에서 일어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교과과정이 개정되어 사회학이나 사회개학운리와 같 

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하는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되는 경우도 많았다. 자선단체， 

사회복지관， 주택개량 및 도시의 문제들에 관한 강의가 새로이 개섣되었다. 이러한 강좌들 

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젊은 사람들을 고무하는 경우가 많 

았다. “냐의 인생은 존스흡킨스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리차드 T. 엘리， 우드로 윌슨， 앨 

버트 쇼오， 제엄스 브라이스의 영향을 받아 나는 생기를 찾았고，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 

10) Jane Addams, “Subjectiγc Necessity," Philanthropy aηd Social Progress (New YQrk, 1893)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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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고， 사물을 바꾸려 고 하었다/’는 표레 데 릭 C. 하우의 말이 그러 한 사실을 찰 표현해 주 

고 있는 것이다 11) 

다섯먼째의 동기는， 즉 인간과 사회에 관해 보다 많이 알려는， 다시 말해 그에 대한 사 

실 (facts)을 수집하려는 마음이었다. 1890년대초에 제인 애텀스는 젊은 남녀들이 “우리는 사 

회적 우짚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고 말하연서 사회복지관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우엇인가를 調養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요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그는 바꾸어 말하였는 데， 이 사실 

은 그동안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의 동기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었다. 

1900년에 오면 사회사업에 있어서 종교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적어지고 그 대신 도시의 

문제들에 관성을 가진 사회학도와 경제학도 및 다양한 개혁자듣과 문펼가의 중요성이 더 커 

지게 된 것이 분명하였다. 그라무로 도시를 연구하고 그 둔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혜 관 

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관은 흔히 지식의 공급원이 되었다. 찰스 쥐블련이 1891년 

에 노스웨스턴 대학 사회복지관을 세운 동기는 시카고 시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로서， 그 

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외 교두보로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고서와 사 

회조사의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새로이 조직된 렷셀 셰이지 재단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을 받았다. 그와같은 조사활동의 성공은 그 보다 훨씬 더 야심적인 핏츠버그 조사를 가능 

케 하였다。 폴 켈로그에 의한 핏츠버그 조사는 많은 도시에 온 전문가들과 사회공학자플의 

지원과 조언을 이용한 협동적인 사업이었다。 조사자들은 몸서리치는 인간의 낭비와 참상을 

문서로 표현하었고， 개학과 규제가 산업도시에서 펼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개 

혁의 불을 덧붙여 놓았다. 이려한 동기는 사회복지관 운동이 전개되었던 혁신주의 시대가 

폭로성 논문과 사실주의적인 소설의 시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띤 더욱 더 분명해지 

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은 우굴거리는 도시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 유리하었다. 그리고 그것은 소년 

노동이나 빈민주택에 관한 논운을 쓰거나 파업이나 이만가정에 대한 소설을 쓰는데 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리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인물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어나스트 

푸울이었다. 그는 도시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도린스돈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사회복지관으 

로 갔고， 깨기서 조사한 것을 몇 권의 소설과 보고서와 논문에 수록하였다. 제인 애덤스의 

헐하우스는 경우를 보면， 시카코의 빈민가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모아 『헬하우스 지도와 

보고서 (Hull-House Maps and Papers)~를 발간함으로써 개 혁 을 위 한 자료로 활용하게 하 

였다. 

11) Frederic C. Howe, The Confessions of a Reformer (New York, 192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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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社솥改혈을과 敎育으| 手段

1. 社會編힘t鎔과 職業敎育

초기의 수많은 사회 복지 관 정 착자들은 교육개 혁 자로서 사회 복지 관에 왔다. 즉 그들은 대 

학의 학문과 실제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었다. “사회복지관은 교육 

에 대한 한정된 시각에 대한 항의다”고 제인 애덤스는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사업가들과 마찬 가지로 그가 교육을 社會改후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 12) 

영국에서 바넷트가 로인비홀을 세우면서 일차적오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반민의 경제적 

빈곤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옷지 않게 줍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반민의 精神的 쓸困 

이었다. “반민은 먹을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시대에 대한 신의 선 

물인 지식， 인격 s 행복도 필요로하고 있는 것이다고 그는 썼다. 바넷트는 사회복지관을 

통해 인간생활의 인간주의적이고 심마적인 측면을 재생시키려고 하었다. 그 때문에 바넷트 

는 사회복지관을 빈민가에서의 敎育과 文化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려한 점에 있어서 미국의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영국의 동료들과 같았다。 그러묘로 

우선 제인 애텀스 등은 영국의 사회복지관이 벌인 대학연장(university extension) 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강의， 강연， 토폰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대학교육의 잇점을 공장 노 

동자들에게도 확대하려고 하였다. 제인 애텀스와 엘렌 스타는 헐하우스 사회복지관을 열자 

마자 가료치기 시작하였다. 옐렌 스타는 독서 그룹을 조직하여 조오지 엘리옷트， 단테， 브 

라우녕， 셰익스피어에 관해 로폼을 벌였다. 거의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강연 씨리즈를 열었 

다. 강연자들 가운데는 존 듀이도 있었다. 

사회복지관의 교육사업 가운데는 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만민에게는 비현실적 

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 그 이유는 많은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부분적으로는 존 러스 

킨의 영향을 받아， 빈민들의 단조로운 생활에 의미와 희망을 주는 방법으로서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물건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렌 스타와 제인 애텀스는 유 

럽에서 모은 유명한 그렴의 사본을 헐하우스에 전시함으로써， “이웃 사람들의 생활에서 審

美的이고 藝術的인 것으로 크게 영향을 주려는 헐하우스의 시도”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헐하우스의 옐렌 스타처럼 빈민에게 美術史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또한 부유 

한 시카고 인들의 가정에서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경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주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빈민들은 대학연장강좌나 미술전람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천명이 마술전람회에 참석하기는 하었지만， 그둡 

12) Jane Addams, “The Subjective Necessity," p.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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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들을 별로 얻지 뭇하였다. 빈민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보다 有益하고 具體的인 것들， 즉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배우는 일이 

었다. 그러묘로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싫든 좋든 간에 새로운 교육방법과 기술을 개발하 

고， 그것을 실험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같은 새롭고 유익한 교육방법의 하나가 #J推院 개설이 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일하 

는 어머니를 둔 어린이들을 위한 “주간탁아소”와 “지역유치원”의 설치를 의마하였다. 그러 

묘로 스만돈 코이트가 세운 지역 걸드를 선두로 하여 시카고의 헐하우스 등은 사회복지관 

과 동시에 유치원을 열었다. 그 결과로 사회복지관 운동은 본의아니게 유치원 사상을 보급 

하고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하었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미술， 음악 및 창조적인 

놓이를 가르침으로써 전인적인 어린이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유치원 운동은 쓸民女뾰들에게도 유용하고 의마있는 것을 가루치려는 노력으로 발전하였 

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반민여성들을 위해 가정 구미기， 음식 만들기， 아이 보기， 바느 

질 하기， 장보기 같은 실질적인 것에 대한 강습을 열었다. 심지어는 차를 대접하는 방법이 

나 접시에 카드를 붙이는 방법 같은 사소한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었다. 그 이유는 中盧階

級 출신들인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이 반만의 낭비적이고 무질서한 살림 방식에 대해 크게 

놀랐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가난한 이만여성듭에게 미국의 도시생펠에 대한 적응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었다. 

이와같은 지역 빈민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의 교육 의지는 당 

연히 반민에 대한 技術敎育， 즉 직엽훈련의 망향으로 나가게 하였다.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이 방직공장과 같은 작은 공장들이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반민의 가정소득을 

재봉틀 사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온 실질적 

간단히 말해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직업훈련과 산업 

것이다. 그 때문에， 뉴욕의 하툴리하우스 사회복지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인 필요에 대 한 충족이 중요하였다g 

교육에 직컵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관은 목공소를 운영하였고， 보스돈의 

놀이 무대， 목공소， 흙 빚는 방， 부엌， 

사우스엔드하우스는 레이스 제조 공장， 연극 무대， 

유치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헐하우스는 도자기， 

금속제품， 에나멜렁， 목각， 짜기， 옷 만들기， 바느질， 부인 모자 만들기， 요리 만들기 같 

은 기술에 관한 강습을 열었다. 뉴욕의 그린위치하우스는 공예품 학교와 작업장을 시작하 

고 젊은 여성들에게 례이스와 도지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다. 전문기술을 습득한 이민여 

성들에게는 일자리플 찾아 주었다. 그러으로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공렴학교 교과과정에 

앞서 이미 유치원 교습， 성인영어 교실， 음악， 마술， 공예품， 가정살립과 같은 실질적인 

과목의 강습을 싣험해 보았던 것이다. 

교육을 빈민생판에 더욱 긴띤펴 연견시키마는 운동은 당면허 만만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얻어 주기 위한 직엽훈련， 즉 職業敎합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들은 먼민청년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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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에서 가치있는 역활을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할 펄요성을 

느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뉴욕 사우스엔드하우스 사회복지 

관의 로버트우즈였다. 우즈는， 반민가의 소년들이 14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 

고 신문배달원， 구두닦기， 사환과 같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숫자가 의외로 많은 데 대 

해 놀랐다.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가내작업장， 농장， 가정이 전부였던 농엽사회 또는 농촌 사회에서나 

적합했던 낡아빠진 것임을 알고 그는 또한 놀랐다. 그러묘로 그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알맞 

는 직업푼련이나 직엽교육의 펄요성을 강조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학에 갈 수 있는 

2퍼센트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8퍼센트 내지 10퍼센트에 지나지않는 소수의 소년들에게 

너무나 많이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고 우주는 말하였다. “우리는 학교가 더욱 더 생활의 

실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훈련장과 자문기구가 되기플 바라고 있다”고 우즈는 말하었 

다。 131 그 때운에 우즈는 이미 1901년에 1'1‘l政府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주장하었고， 1906년 

에 전국산엽교육추진위원회가 조직되자 제안 애텀스와 같이 이사로서 일하었다. 이들의 선 

례에 따라 많은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공렵학교로 하여금 사회복지관이 시작한 직업훈련 

을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다. 

한 경음 더 나아가 이들은 직업보도 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왜냐하띤 얼자버를 찾 

을 수 없는 직업훈련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무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관은 직업소개 

소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프랭크 파슨즈었다. 파 

슨즈는 출판，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직엽보도 운동을 벨였다. 그의 운동을 토대로 하여 

마이어 블룸펄드는 1910년에 보스돈에서 전국직엽보도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13년에는 전국직업보도협회가 조직되었다. 작업보도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오 

로 전개되어 결국에는 공렵학교 안에서 제도화하였다. 

사회복지관은 또한 빈민가 어린들의 福파d: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실험해 보았다. 예를 

들면 뉴욕 헨리스트리트 사회복지관의 릴리안 판드는 기생충에 의한 질병a로 학교를 다널 

수 없는 어린이가 많은 사실에 대해 놀랐다‘ 그리하여 그는 1901년에 세스 로우가 시장￡로 

있는 뉴욕市 政府에 압력을 넣어 양호교사들을 고용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살험은즉시 다른 도시에 전파되었다.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정부가 점심비용을 보조하는 

학교점심보조 제도가 사회복지관에 의해 시작되었다. 록버트 헌터가 『빈곤』이란 책에서 뉴 

욕의 어린이 가운데 아침을 굶은채 학교에 가는 수가 7만명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한 사실은 

많은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릴리안왈드같은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이미 1901 

년에 어 련이들에게 값싼 첨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市政府가 보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육 

체의 꽉-구는 마음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의 성공척인 조철은 육체에 

13) A. F. Davis, Ibid. ,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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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영양공급에 달려있다”고 말함으효써 릴리안 얄드는 어린이 급식에 대한 政府

의 보조를 옹호하였다. 그것은 개인의 자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아었다. 이와같 

은 배경에서 “값싼 점심”이 나다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관은 또한 정신박약아와 지체부차유아들을 몹가 위한 실험에도 착수하였다. 헨 

리스트리트 사회복지관을 중심부로 개혁자들은 지체부자유아블을 위해 “시험없는 학급”을 

도입할 것을 교육위원회에 촉구하였다。 그에 따라 1908년에는 지체부자유아들을 담당할 부 

서플 교육위원회에 설치하게 되었다i 그리고 그들은 좁少年 범죄를 방지하지 위한 사업에도 

착수하였다.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사회환경여야 말로 청소년멤죄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범죄자들 개인에 대해서는 동정적야었다. 그러묘로 그들은 시카고 

를 시작으로하여 소년법들을 위한 특별 교도소를 절치하는 데 크게 가여하였다. 서카고의 

감화원 3 법원 3 특별감화학교가 혈라우스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고， 그러한 지구들을 관장 

할 최초의 감독관리로서 헐하우스의 엘지다 스태븐스가 임명된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2. 社슐행ll:ft홉館팩 擁城社용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사회복지관 안에서의 먼맨 교육에만 집착하지 않고 한결음 더 나 

아가 그것이 위치한 地域의 學校敎育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실제로 공렵학교에서 시간제로 가르치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 많았다。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 사회복지관의 찰스 스토버는 자기 지역 공렵학교의 이사 

로로서 봉사하였다. 그라고 플로렌스 켈리는 밤에 자기 지역의 공렵학교에서 가료쳤다. 제 

인 애텀스는 헐하우스 지역에서 공립학교의 확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市議會에 이해시키려 

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교육개혁이 經濟的 개혁이나 政治的 개혁과 긴밀 

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9 

이 와갚온 개혁 을 추진하는 과정 에 서 사회 복지 관 운동가들은 당시 표라그마티 즘의 철학을 

토대로한 진보적 교육(Progressive Education)의 이론이 형성되는 데 가여하였다。 그들은 

진보적 교육 이폼을 창안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흔을 실험할 장소를 제공하였다. 직엽훈련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당시의 진보적 교육이 목표로 삼았던 학교의 앨을 사회의 실 

제와 결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민에 대한 교육， 유치원의 확대， 학생의 펄요에 부응라 

도록 학교를 변형시키는 일을 통해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진보적 교육 이폰가들이 의도한 

것처 럼 학생을 학교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진보적 교육 이론가들처 럼 교 

육을 社會改華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뼈 

사회복지관 운동과 진보척 교육 운동은 여러 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었고， 그와같은 양자 

의 상호작용은 존 듀이에게서 잘 나다나고 있다. 진보적 교육 이론가인 존 듀이는 시카고 

14) A. F. Daγis， Spearheads for Reforη~ ，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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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있을 때 헐하우스 복지관의 이사였고， 거기서 여러 차례 강연하였다. 제인 애덤스 

의 이름을 따서 제인 듀이로 이름을 지은 듀이의 딸은， “교육에 있어서 지도적인 험이 된 

민주주의에 대한 듀이의 신념은 혈하우스와 제인 애덤스 때문에 더 날카롭고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듀이와 제인 애텀스의 상호 영향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15) 듀이가 뉴욕 

의 콜럼비아 대학으로 옮겨 온 다음부터는 뉴욕 헨리스트리트 사회복지관의 렬리안 완드와 

관련을 맺게 되었고， 또한 메리 심코비치의 그런위치하우스의 자문위원아 되어 계속 사회 

복지관 운동과 관련을 가졌다. 뉴-이는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이 매일 매일의 敎育實驗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었다. “나는 우리가 당신의 철학 

에 따라 살려고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고 릴리안 딸드는 존듀이에게 쓴 적이 있는 

데， 이 말이 두 운동의 상호영향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교사와생도 사이에 자유와 

신뢰의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듀이의 고칩은… 그와 비슷한 모든 관계， 특히 사 

회사업가(사회복지관 운동가)와 그의 고객(반면) 사이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럴리안 완드는 썼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온 學校와 社會福社館을 더욱 더 

같게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다.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의 교육적 실험에 대한 집착은 어린이들 

에게 놀이를 가리킴으로써 全A的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어린이 

들에게 미술， 음악， 창조적 놀이 (creative play)를 가르침으로써 전인적인 어린이를 만든다 

는 원리를 성인교육에도적용시키려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들도 어린이처렴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었다. 유치원과 사회복지관은 목표에 있어서 아주 비슷한 것으로 생 

각되었다i 그 때문에 어느 유치원 교사는 사회복지관을 가리켜 “어른을위한 유치원”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러으로 유치원 운동은 놀이터， 공원， 체육관을 설립하려는 노력으로 발전 

하였고， 나아가 소년노동을 慧止하려는 운동으로도 발전하였다. 

이 사실은 프리 E리 히 프뢰 벨 (Friedrich Froebel)의 유치 원 샤상이 社會改華으로 이 끌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였다. 실제로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흔히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 

들은 프리드리히 프뢰벨의 창조적 놀이 개념을 받아 들이고， 모든 어린이는 그들의 동물적 

에너지를 위한 좋은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G.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의 신념을 받아 

들였다. 그 째문에 그들이 유치원 섣렵 운통의 단계로 부터 공공놀이터 (public playgrounds) 

를 위한 운동의 단계로 발전한 것은 당연하였다. “우리가 건전한 청년을 원한다면 우리는 

열 살 짜리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주어야 한다”고 제인 로먼스는 외쳤다. “젊은 법죄자들 

이 법정에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안전한 출구가 없는 놀이 충동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데 대해 릴리안 왈드는 동의하였다. 

제인 애덤스의 헐하우스는 1893년에 최초의 놀이터를 마련하였다. 그의 동료인 플로렌스 

15) Jane Dewey, “Bibliography of John Dewey," Paul Schilipp, ed. , Philosophy of Johη Dewey 
(New York, 1939), pp.29-30. 



69 

켈리는 헬하우스 근처의 “닭장 아파트" (tenements)의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조건을 보고 충 

격을 받은 나머지 건물주의 허락을 얻어 그것을 헐고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것은 아침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오후에는 나이든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청년들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스트사이드 하우스， 노스웨스턴 대학 사회복지관， 펄라렐피아 

의 칼리지 사회복지관과 스다 센터도 돌이터블 열었다. 사회복지관 운동가틀은 “지역 놀이 

터”의 개념을 처음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펠요성과 유용성을 널리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생각을 市政府에 촉구하고， 궁극적요로는 聯됐政府에 건의하였다. 나아가 

그것은 시립공원 (municipal park) 설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뉴욕에서는 찰스 스토버가 전 

직 시장들의 후원을 얻어 뉴욕공원 놀이터 협회를 조직하였다g 그리고는 1986년에 옥외 례 

크리에손 연맹을 창설하였다@ 이 연맹은 모금 운동을 통해 1899년에 시와드 파크 놀이터를 

만플었다g 그것의 시설， 보수 감독에 펄요한 돈은 기부금으로 부터 나왔지만 그것을 운영 

하는 책임은 市政府가 지도록 분명히 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적인 놀이야 말로 시민 

자질의 향상에 중요하며 또한 놀이터들이 도시환경을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째 

문이다。 다른 많은 개혁과 마찬가지로 놀이터 운동도 결국에는 全國的인 차원에서 조직되 

어야 할 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운동의 첫단계로 1906년에는 전국놀이 

터 협회가 창설되었다@ 

사회복지관운동가플의 개혁 의지는 주택개량， 보다 구체적으로는 닭창 아파트 지역의 주 

택을 개량하는 노력으로도 나다났다. 그들은 과밀한 주거환경과 더러운 “쓰레기로 뛰덮힌 

거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빈민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닭장 아파트를 개선할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그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 

에서 그들은 제이콩 리스(Jacob Riss)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a 즉， 그들은 리스가 그 

의 책 『국민의 다른 절반이 사는 방법 : 뉴욕의 닭장 아파토에 관한 연구~(l902)라는 책에 

서 그려 놓은 반면가의 퇴영과 인간의 비애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제이몹 리스에게 

있어서 주택은 도시재활(movement to regenerate the city)이라는 보다 더 큰 운동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사회복지관 운동가플은 현실주의자로서 과학적인 주택에 관한 입법에 

관심을 가졌다. 그 운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유니버시티 사회복지관의 로렌스 베일러 였 

다。 1893년의 공황 당시에 베얼려는 “민중 주택의 개량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고 확 

신하게 되었다. 베일려는 기술자로서? 그리고 과학적인 개혁자로서 주택문제는 禁止的인 

주택법을 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00년에 주태전시회를 개최하여 

반면가의 참상을 담은 사진과 더불어 찰 설계펀 대안주택을 제시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 

아 1910년에는 전국주택협회가 조직되었다. 

1910년에 오면 헬하우스의 플로렌스 캘리를 중심으로한 많은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調

흉와 立法 만이 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받게 되었다. 밝장 아파트에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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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이 질병， 절망， 죽음의 주판 원인이 되며， 나아가셔 사회문제의 말생의 원인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1907년에 메라 심코비치 여사블 의장으로하는 인구과 

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멜집주거의 위험성과 나쁜 결과블 보여 주는 전시회를 개최하었 

다. 그들은 인구과밀 전시회에 사용될 도시계획안과 주택에 관한 자료를 모아 1908년에는 

뉴욕 주지사 찰스 에반스 휴즈가 참석한 가운데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지 

도， 도로， 자료， 통계， 모텔， 사진， 그렴의 전시를 통해 도시에서 더 많이 펄요로 하는 것 

은 공원， 놀이터? 학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닭장 아파트 

에 관한 법들의 개정 3 교통수단의 개선， 특정지역 거주자의 수효 제한을 위한 포판적인 도 

시계획이 수렵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도시계획 "(city planning)의 펠요성이 안정되게 되 

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에서 볼 때，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어떤 의마에서는 최초의 계획 

수렵자들(planners)이었다. 그리하여 1909년에는 전국도시계획협회가 조직될 정도로 그들 

의 영향력은 커졌다. 

도시를 제생시키는 도시계획의 방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지역사회 (neighb

orhoods) 재생을 옹호하였다. 도시계획에서 지역사회를 가장 강하게 강조한 사람은 로버트 

우즈와 메리 심코비치었다. 산엽주의의 도래와 이민의 유입으로 놀라울 정도로 도시가 확 

장되고 있는 시대에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도시보다 작으면서도 가정 보다는 더 큰 어 

떤 사회적 단위가 공중도덕 g 좋은 정부， 시민적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 

각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농업사회에서 작은 읍(town) 이 가져다 주었던 사회적 통일에 대 

한 향수플 보여 주는 것이었다. 바로 그와 같은 사회척 단위가 지역사회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이와같은 지역사회의 결과에 대해 초기의 사회복지관 사엽가플은 낙관적이었다. 왜냐 

하면 각 지역사회에 사회복지관을 하나씩 세우고 그것을 개혁의 기지로 만틀면， 결국에 가 

서는 도시 구조 전체를 바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이와같은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다. 그 대신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公立學校를 지역사회의 중섬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편 

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렵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만드는 학 

교중심운동(school social center movement)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1897년에 뉴욕의 유 

니버시티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하여 전개되기 시작하였는 데， 일차적으로 학교플 클럽하 

우스와 레크리에이손 센터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빈민가의 주민에게 목적의식과 소 

속감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오락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뉴욕의 로체스터 센터들이었다. 이들 학교는 모든 연령층의 사 

람틀을 위한 례크리에이손 센터가 되었다. 그틀은 집회창소로서 학교가 술칩을 대신하기 

바랬다_ 1911년에는 에드와드 와드플 중심으로한 최초의 사회 센터를 위한 전국 회의가 소 

집되었고， 다음 해에는 전국 코뮤니터 센터 협회가 창설되었다. 이와같은 사상은 널리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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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가， 1912년의 선거에서는 만주당， 용화당， 진보당 3당이 요두 그것이 가치있는 개혁 

엄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사회공동체 센터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도시지역사회 (neighborhoods)가 제공하기 위 

한 또 다른 수단으로서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공공도서관-을 강연장소나 음악회 장소， 밤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운동을 벨였다. 한 가지로 예로， 펼핵안 딸드는 A11 이-몹 리스와 같은 

저명한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10만 달러를 모금하고， 1904년에는 클련톤홀을 지었다， 얘기 

에는 식당9 보울링 장3 당구장? 댄 흘3 칩회실이 있었다. 노동조합들은 그 건물을 본부로 

이용-하였다. 또한 그것은 집회장소로서 술칩을 대신할 사회적 대용품이 될 것이라고 가돼 

했다는 점에서 禁酒를 사회개혁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먼 사회복지관 사엽가틀획 생각 

이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m 。 嚴寶寶혐&館擺嚴펙 藏續

1. 社용禮헨11:館웰 勢動鐘動

사회복지관 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한 운동의 과정에서 모든 푼제의 맡바닥에는 

경제적 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결콘 때문에 그들은 노동조합에 대 

해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과 손을 장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복 

지관 개혁자들 가운데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옹호한 사람들이 많았 

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노동조합이야 말로 民主

主義와 社會進步의 보루라고 생각하였다‘ 

사회복지관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은 제인 애덤스 

로서， 그는 파엽권과 단체교섭권음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 1896년에 헐하우스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근처의 방직공장에서 파엽이 얼어나자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하었다. 그들은 노 

동자들을 지지하는 항의칩회블 열고， 파엽근로자를 먹여 찰려기 위한 돈을 모금하였다. 그 

리고 유명한 풀만 철도파업이 일어 났을 때 알지나 스다븐스와 플로렌스 켈리는 항의 대 

중 집회를 열었다。 사회주의자인 유진 랩스가 체포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헐하우스는 그 

에게 은신처블 제공하였다。 시카고 코몬즈와 노스웨스턴 대학 사회복지관의 레이몬드 로먼 

스는， 테네시 탄광지대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노동자들의 파엽을 옹호함은 물론 동정파엽 

도 지지하였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관들은 곱진파를 벼호하는 “무정부 상태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경제체제를 철저허 변혁하려는 급진주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 

았다. 그 때문에 그틀은 세계산엽노동조합(1￦￦)과 같은 급진적인 노동조합에는 반대하였 

던 것이다. 그대신 그플은 미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주도펀을 급진주의자들이 잡지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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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다시말해 마국의 자유기엽체제블 유지하기 위해， 保守的인 노동운동 단체언 미국노봉 

연합(AFL)과 손을 잡았다. 그 때문에 20세기초에 오면 일부의 急進的인 사회복지관 개혁 

자들， 예를 들면 제이 펠표스 스쿄트， 로버트 헌터， 윌리암 잉글리쉬 월링， 어니스트 푸울 

같은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회복지관의 역할만으로는 증대되는 문 

제들을 해결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었기 때문에 社會熟과 손윤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마 여러 해 전에 플로렌스 켈리와 바이다 스카더도 사회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後

見的이거나 同情的이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태도나 행동이1 있어서 천노동 

자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그플은 노동자와 사용주 사이의 대화를 통해 화해와 산엽평화를 

증진시킬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노동자를 돕는 일과 다른 

한펀에서 폭력을 방지하고 산엽평화를 추진하는 일은 대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같은 

딜레 마는 1904년의 시 카고 도살장 파업 에 서 가장 잘 나다났다. 사회 복지 관 사엽 가들은 노 

동조합의 대의플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중재와 화해블 주장 

할 수 밖에 없는 기묘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관 개혁자플은 노동자들의 친구가 별로 없었던 때에 노동조합에 대해 중요하고도 진지 

한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노통조합을 옹호했먼 사회꽉지관 사업가들이 보다 더 철실한 도움을 펄요로하고 있던 여 

성근로자틀과 어린이 근로자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들은 少年勞動의 폐지 

와 女性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투쟁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 보다 더 

열성적이었다.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전국소년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을 조직 

하는 데 도왔다. 그플은 노통자의 질태에 대해 조사했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벨이고， 위원회틀을 조직하였다. 

少年勞動의 폐지에 대해 가장 큰 관섬음 가졌던 사람은 한하우스의 플로렌스 켈리였다. 

“주 엽볍의 분야에서 소년노동규제법을 확보하려는 노랙이 일차적인 모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갇다”고 제언 애텀스는 말하였다 16) 소년노동윤 규제하기 위해서는 산엽 

관계에 관한 통계가 펠요하였기 때문에 얼리노이 주 지사 존 피 올트겔트는 헐하우스의 플 

로렌스 켈리를 일리노이 州노동국의 특별조사원으로 임명하었다。 이것은 시카고의 저엄금 

강창의 소년노동 질태블 연구하기 뷔한 조사였다. 그들의 통계와 노력은 1893년의 일리노 

이 공장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볍은 공장윤 감독하고 14세 이하의 

소년의 야간근무를 금지시키고， 8시간 이장의 주간노동을 금지시켜 놓았다. 올트켈트 지사 

에 의해 플로렌스 켈리는 콩창검사관이란 새로운 자리에 엄명되었다ι 

헐하우스 사엽복지관의 개핵자틀은 1895년에 少年勞動法을 개정하기 위해 얼리노이 ,+1 

16) Addams, My Firend Julia Lathrop (New York, 1935) ,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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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에 두 개의 볍안을 도업하였다. 하나는 미성년자의 고용을 규제하기 위한것이었고， 다 

른 하나는 공공보건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1903년에 와서야 통과되었다， 제인 

애덤스와 헤리엣트 반데어 바아트는 소년노동자의 강제적인 학교 출석을 규정하는 법을 시 

행하게 하고， 주 소년 노동청을 설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에 따라 소년노동 업법에 관심 

을 가진 다른 주들도 헬하우스 사회복지관의 개헥자들로부터 자문을 얻었다. 

소년노동을 폐지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女뾰의 근로조건과 근로시 간을 규제하려는 방향으 

로 나가게 하였다. 왜냐하면 여성과 소년은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개 

혁을 위해 우선 필요했던 것은 여성근로자의 질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였다. 이와같은 요 

구에 사회복지관이 부응하였다. 그들은 새로이 조직된 여성노동조합연맹과 전국여성단체협 

회의 협력을 얻어 국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볍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의 여성 근로자와 소년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2. 社會禮祖館과 敵治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이 만민가에 개혁의 전초기지를 섣치한 초기에 그들의 대부분은 政

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플이 정치세계에 뛰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엽도시에서 지역사회 (neighbor hood)의 재건을 주장하게 되면서 부터， 

그플온 그 비 슷한 조직 과 정 신을 이 미 구역 (ward)과 지 역 선거 구(precinct)가 제 공하고 있다 

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의 근로자들에게 정치는 바로 그들의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그 

들을 정치에 연루시키고 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심지어는 공원과 

놀이터를 만플려는 시도마저도 실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도 그플은 

알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흔허는 “구 

역 정치인"(ward boss)과 충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혈하우스의 제인 애텀스도 처음에 정치적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야 말로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묘로 그것 

(정치)오로부터 초연하는 것은 곧 지역사회의 생활을 나눌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고 제 

연 애럼스는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인 애럼스 등은 지역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18901건대 에 헐하우스가 위 치 해 있는 시 카고 제 19 구역 의 市議員 선거 에 서 進步的인 

후보블 지지하였다。 그들은 보수적인 후보를 트러스트와 전차 부호들의 주구라고 비난하였 

다. 그들은 정치적 부패로 부터의 市政府의 구출과 전차노선의 市有化를 주장하였다。 그러 

나 시의원 선거에서 제언 애럼스를 비롯한 헬하우스 개혁자플은 패배하였고， 구역 정치의 

질제와 개혁운동의 한계에 대해서 채닫게 되었다. 그는 구역에서 많은 개혁의 달성은 불가 

능하다는 것， 따라셔 개혁은 구역 밖으로 옮겨 추진하는 것이 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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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하우스에서 조금 떨어진 제 17와드에서는 시카고 코몬즈가 구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 

을 계속 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이 개혁적 후보쉴- 당산시키는 데 성공하 

였다. 전차독점쉰의 연장을 반대하고 그것을 시유화하려는 운동이 제 17구역에사 새로운 정 

치조직을 형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정치의 유용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보스들의 힘의 근원을 최초로 분석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그플은 무대를 넓혀 市 전역에 걸친 다양한 개학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로 많은 사회복지관 사엽가들은 보다 나은 시 정부를 만들려는 市政改華(municipal

reform)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한 것으로서 그을의 목 

적은 정직하고 능율적인 시정부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부패한 정치가와 부당한 특 

허장을 공격하였다。 또한 그들은 시정부의 자문위원， 선거운동 사무장， 그리고 전문가와 

‘브레인트러스드’로서 정치에 참여하였다. 시정부를 개핵하려는 노력은 公共福社의 영역에 

까지도 확장되었다. 예블 들면 보스돈의 사우스엔드 하우스의 로버트 우즈는 이먼지역사회 

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공중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시랩목 

욕탕의 섣치블 시장 선거 공약에 넣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897년에는 미국 최초의 시랩 목 

욕탕이 보스돈에 개설되었다. 또한 시정부는 사회복지관들이 세운 체육관이나 놀이터 같은 

시설들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그들은 새로이 설렵된 시립 목욕탕들이 사망률과 질병률을 

낮추고， “더려운 닭장 집”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한 결음 더 나아가 개핵 

자틀은 닭장 집 구역에서 놀이터， 공중목욕탕， 공공체육관， 공공도서관， 대중강연， 음악회 

를 설치 또는 개최하도록 시정부에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차고， 뉴욕， 보스돈 등에서의 市政改華운동의 결과는 설망적인 것아었다. 그들 

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全國的인 차원의 개혁이 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정개 

혁의 노력이 질망을 주는 결과를 가져 요자3 사회복지관 사업은 전국적인 입법과 전국적인 

개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선념플 강화하였다. 

그것은 사회복지관 사엽가들로 하여금 보다 더 큰 랙심적인 운동， 다시 말해 다양한 진 

국적인 개혁집단과 지역적인 개학집단을 통합할 하나의 큰 정치조직이 펄요함을 의미하였 

다. 그러 므로 사회 복지 관 운동가들이 1912년의 進步黨(the Progressive Party)을 사회 개 혁 

을 위한 새로운 정당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활을 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진보당을 지지한 것은 루즈벨트 개인에 대한 지지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초안을 잡는 

데 기여한 진보당 정강의 사회적， 산엽적 측면 때문이었다. 

진보당과의 제휴는 사회복지관 운동가플이 전통적인 慧善事業家들과 협력하게 되면서 부 

터 가능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두 세력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지 

만， 수십년 간에 켈처 사회복지관 운동의 성과가 축척되자 전통적인 자션사엽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복치관 운동에 스며들어 있는 改華의 정신을 부분적으로나마 받이- 틀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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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때푼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희복지관 사엽가들은 자선사업가들의 모임인 전국 

자선 교정회의 (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εorrection)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러한 통합의 경향을 상징하는 것은 1909년에 제인 애덤스가 그의 의장으로 선출되고 그의 

산업회의에서 “안녕의 어떤 최저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할 작업기준에 관한 위 

원회가 임명된 사실이다. 그리고 1911년에는 헨리스트리트 사회복지관의 플로렌스 캘리가 

의장직을 계승한 사실이다。 

1912년에 전국자션교정 위원회는 3년간의 사업을 결산하여 “직접적인 공공사상과 확고한 

관례 행동에 도움이 될 최저기준안을 수렵할 시기가 왔다고 결정하였다. 사회사업가들은 최 

저정강을 작성하고， 그들은 그것을 “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요구 

내용 가운데는 24개 산업부문에서의 8시간근무제， 모든 근로자의 주당 6일 근무제， 닭장칩 

을 작업장으로 사용한 제조엽의 금지， 주택조건의 개량， 16셰 이하의 소년노동 금지， 그리 

고 여성고용인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또한 불의의 사고， 노령 3 질업 

에 대한 연방보험제도도 요구하였다， 그러한 요구들은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열거한 공허한 

목록들이 아니라 “자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공통사회에서는 어다서나 펄요한 최저기준들 

이라고 의장인 오웬 러브조이는 주장하였다。 “진보당 정강은 내가 10년 이상 투쟁해 온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인 애럼스는 말할 정도로 포콸적인 것이었다 17) 

진보당과의 제휴 문제 때문에 1912년의 선거에서 사회사업가들이 분열하었다， 말언권이 

가장 강했던 많은 사회사업가들은 進步黨에 가입하였다。 앨리스 해밀톤， 헨리 모겐소 같은 

사람들은 윌슨의 民主黨을 지지하였다. 윌리암 잉글라쉬 월링， ].G. 펠표스 스토크스， 로 

버트 헌터 등은 유진 댐스와 社會黨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회사업가들은 루즈벨 

트를 불신하면서도 진보당 정강의 사회적， 산엽적 측면 때문에 그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헨리 모스코위츠， 플로렌스 캘리 s 메리 드라이어， 월터 와일， 존 킹스베리， 마가렛트 로먼 

스 같은 사회사업가들은 1912년의 선거야 말로 사회복지관 운동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敎育的언 성격을 가진 운동의 첫 갤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시대가 새로운 정치적 

개혁의 시대라고 확산하였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선거의 결과가 패배로 끝난 다음 

에 까지도 진보당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전국 진보 써버스(뼈ational 

Progressive Service) 라는 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데 힘을 집중하였다。 전국 진보 써버스는 

사회사엽과 사회조사의 원리와 기술을 정당의 조직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것은 특히 청치 

란 단순히 선거를 통해 관리를 뽑는 통속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강을 작성하고 

볍륨을 기초하고 유판차틀을 敎育하는 것엄을 국면에게 알려려고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는 혈하우스의 플로렌스 켈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13년에 오면 그플은 새로운 청치적 동맹을 창조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17) A. F. Da피s， Ibid. ,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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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개헥에 대해 환별을 느끼기 시작하었다. 1916년에 오기 까지 사회 

복지관 사업가들과 사회사업가들의 대부분은 산엽관게위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진보당의 전망에 대해서도 꼭같이 실망을 느꼈다. 

한 것을 더 나아가 일차대전의 발발은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에게는 더욱 더 큰 

실망을 주었다. 그것은 개혁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18’ 그들은 

전쟁초기에 反戰選動에 가담하였다。 릴리안 왈드는 미국 反 군국주의 연맹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 제인 애텀스는 여성평화당의 의장이 되었다. 폴 켈로그， 켈리안 왈드， 폴로렌스 

캘리 등의 많은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反군비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도왔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 아 혁명이 일어나자 그들은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 또한 그것음 지지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1905년의 혁명에 열광하고 러시아에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 

기에는 아서 블라드， 어니스트 푸울， 윌리 암 잉글리쉬 윌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7년 

의 러시아 혁명을 가리켜 제인 애덤스는 역사상 최대의 사회적 실험이라고 생각하였다. 쏘 

비에트 경험을 사회정의에 대한 그들의 꿈의 성취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레이몬드 로만스 

는 1917년에 미국적십자 원정대를 이끌고 려시아로 갔고， 결국 볼셰비키의 옹호자가 되었 

다. 멸리 안 완드는 1924년에 소련으로 가서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성과를 찬양하였다. “플 

로렌스켈리와 소비자보호연맹이 이제껏 오랫동안 시도해왔던 모든 개혁은 소비에트 공화국 

밑에서 달성되었다”고 로버트 라폴레트 여사는 말하였다 19) 이들이 이처럼 소련의 사희실 

험을 더욱 더 매력있게 생각했던 것은 국내에서의 사회개혁이 실패한 데 대한 실망에 그 

부분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口헤 드극 口 L.x c그 등프 

제인 애텀스와 사회복지관 운동가틀의 본칠과 엽적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관 운동은 질질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나약한 인도주의 

자들의 장정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 운동은 “려스킨， 크로포트 

킨 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미약한 용해액 속에 약간 담근 낙다 털 빗으로 빈곤이 

라는 상처를 잘짝 덮어 보려는 시도”로 보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깎다한 이민들 속에 들어가서 어리둥절한 장태에사 공장제도에 대한 일종의 

후식으로서 코코아와 스폰치 케익을 나누어 주는 가난픈 눈의 젊은 여인들과 턱이 가난픈 

젊은 남자들”로 보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다. 송스다인 베블렌과 같은 신랄한 사회비판자 

들에 게 사회복지 관 운동은 상류계급의 여 인들이 자기 들의 생 활방식을 하층만에 게 교묘히 

적용시키려는 수볍으로 보였다이 

18)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펼자의 “옐차대전과 미국의 자유주의" ~역사학보JI 111칩 (역사학회， 1986) 
을 참고하기 바람. 

19) A. F. Davis, Ibid. , p.228. 
20) Thorstein Veblen, Theory 01 the Leisure Class (New York, 1932),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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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그들을 찬양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로버트 부렘너는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은 

개헥의 절실성을 일반대중에게 전달함무로써 주의회와 연방의회에서 개혁적인 법안들이 통 

과되는 데 크게 기여한 하었음을 높이 평가하었다 21) 아서 슐레신저 2세는 사회개혁을 추 

진함에 있어서 “사회사업가들의 미묘하고도 집요한 성스려움(sain tliness) "을 말할 정도로 

사회복지관 운동의 공로는 큰 것으로 보았다 22) 

그러나 이와같은 비난이나 찬양의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관 운동은 미국 자유주의의 본질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에 한정해서 보면 개혁자로서의 자유주의자들의 출신성분은 

「신분혁명설J (the Status Revolution Thesis)로 상당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이 쓸民의 곤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 

은 산업화와의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자리를 新興大企業家들에게 빼앗긴 舊上流階級의 좌절 

감과 분노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마。 이점에서 사회복지관 운동은 신흉 부르조아 

계급에 대항하는 방펀의 하나로 英國의 貴族들이 내세운 “토리 민주주의 "(Tory Democracy)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로 사회복지관 운동을 통해 본 마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사회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사실조사(factfinding)의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혁신주의시대 당시에 급속 

한 산엽화와 도시화로 미국사회는 흔란하였다。 가난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부조리가 있었 

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혀 줌으로써 개혁에 대한 논의블 일￡켜 주고 개혁을 위한 둥대 

를 마련해 주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리고바로 그 일을사회복지관이 담당하였다. 메리심코 

비치가 “도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성직자， 정치자， 사회복지관 사업가이다”고 말한적이 

있었는 데， 이 말이야 말로 사회복지관 운동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 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성직자와 정치가는 감정을 가졌거나 정치적 타산이 작용하여 정 

확히 알지 옷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사업가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사실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와 그것을 정 

당화하는 공식 척 이 념 에 만족해 하지 않는 “공식 주의 (formalism)에 대 한 반란”의 세 대 에 속 

한 사람들이었다 23)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통계숫자를 가지고 알 

려는 “사실추구의 세대 "(factual generation)에 속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사회복지관 운동가들의 가장 새로운 측면이며 s 또한 그들이 미국 자유주의 전통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측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21) Robert H. Bremner, Froηl the Depths: The Discovery of Poverty iη the U.쩌ted States (Ne￦ 
ì'ork, 1956), pp.201-3。

22) Arthur Schlesinger, Jr. , The Crisis of the OZd Order (Boston, 1957), p.25. 
23) Morton White, SociaZ Thought in America: The Revolt Against Formalism (New ì'ork,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