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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액대학교 미국항과〉 

u1 국 사화를 관류해 흘랙용 치 2캡 풀쩔은 C얘해 얄헥야다. 二펴 중 어펀 물쩔은 거다}한 강폭 

을 이루었고， 또 다륜 물쩔은 폭포수자 팩ò] 용잖활 포말쓸 얼으켜거나 급류가 E갱어 사회 

왜 물줄기를 바꾸력는 시도를 챔가s:. 했다. 그 물좋차 중 폭포수나 즙류로 1:1 1 융활 수 었는 

것이 미국왜 사회주의라고 활 수 없다. 주지하다사펙 남롭챈쟁 이후힐 빼국 사회늄 ’풍속한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빽， 야는 19째 7] 말의 폭정 자봉주획 형태로 냐타댔고， 그료 인햄 

사회적 폐단은 심각한 체쟁얘 이르혔던 것어다. 아 때 이것을 치유하거 위한 얘핵 가째 처 

방이 쩨얘되었는래， 二l 충 하나가 사핵주의였펀 첫아다。 풀혼 때국의 사햄주찍는 4￥협에서 

와는 달리 샤회 혁명의 방향요로 나아가쩌 못했져만， 19쩨 71 얄과 20쐐지 전반꺼의 머국 사 

햄에 커다란 반향을 불래 얼요켰다。 그려고 영-대외 사회 재혁운풍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 

을 쁨정할 수 없다. 

머국 사회주의 사상-의 조휴는 크해 서}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뺑째 단져} 

는 1820 1냄대에서 1900앵얘 이르는 형성가이고， 두 번빼 단체는 1900년에서 1920~행대애 이 

르는 전성기， 그리고 1J}-，，]막으로 쩨 I차 서l 쳐1 얘전 이후 요늘애 아르는 분열 및 죄휩자어다. 

먼져 첫 번째 단계인 형성거도 두 갈해왜 전통을 책냐고 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18201녕해애 유럽애애 건너온 초거 유토펴아 사상가들왜 주도로 이삭환 유토파아챔 공동체 

의 실험에서 벼롯된 이상주의척 사확주왜와 다른 하나는 1840년ï:ll에 뺑샤 유렵에서 도래 

한 독일 이민 중심의 마르크스주확적 사회주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책의 두 가지 전통이 혼합획어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나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와는 약간의 차별성야 엇보이는 g미국적 R 사회주의 운동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 전성기를 구가한다. 유진 랩즈(Eugene V. Debs)로 대표되 

는 미 국사회 당(Soci허ist Party of America) 의 활동은 당시 약 사회 상과 맞풀려 커 다활 뺀향 

을 불러 일으켰고， 구체적으로는 1912댄의 tJl통령 선거에서 랩즈가 근 100만표 가까이 획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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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회주의 운동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소위 “구좌파" (Old 

Left) 의 시대는 제 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경 

향은 미국 공산당(Communist Party) 의 대두와 1917년의 볼셰비키혁명의 성공에 힘입은바 

컸던 것이다. 이후 1960년대에 이전의 사회주의 운동과 성격을 달려하는 “신좌파η(New 

Left) 의 대두가 있기 전까지 미국의 급진적인 사상 조류는 보수주의에 눌려 고전을 띤치 

못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지닌 미국의 사회주의 사상 및 운동에 관해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사회주의 사상의 형성에 대해 

기존의 어떤 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간과해 온 어떤 다 

른 사상의 영향은 없었는가. 다음으로 20세기 초 사회주의 운동이 적지 않은 호응을 받게 

된 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는가. 그것이 지도자 개인의 역량이었는가 혹은 조직의 역 

량이었는가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의 부응이었는가. 그리고 노동운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었는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봄 

으로써 미국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종합적 서술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I. 혐성기 1820-1900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초기 사회주의 사상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활을 한 사상 조류는 

유토피아적 또는 종교적 공동체 실힘을 통해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 사회주 

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미국에 전파하고자 했던 독일 이민 중심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 

주의였다. 이 두 사상은 앵겔스가 초기 사회주의에 대해 자선들의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와 

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a유토피아 사회주의”라고 불렀고， 서로 실천적 운똥에서 아 

무런 연관을 맺지 않은 것만큼이나 미국에서도 그 뿌리를 달리 하였다 1) 따라서 미국의 사 

회주의 운동도 19세기말까지 서로 성격을 달리한 에드워드 벨라미 (Edward Bell때y)류의 

온건한 개혁적 성격의 운동과2) 다니옐 드리온류의 혁명 지향적 운동이 병존했던 것이다. 

먼저 1820년대에서 184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급진주의자들 

은 공동체운동가(comm unitarian) 였다. 이들 역시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그 한 

부류는 로버트 오웬이나 샤를르 푸리에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의 영향을 밤은 일종의 세속 

1) Vincent Geoghengan, Utopiaηism and Marxism (London, 1987) , pp. 23-24. 
2) 에드워드 벨라미의 사회주의 사상에 관하여는 손세호， <19세기말 미국 사회주의 사상의 성격: 

Edward BeJJamy의 “공화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r미국사연구』 창간호 (한국 미국사학회， 

1993,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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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동체주의자들이었다. 다른 한 부류는 지독교의 천년뽕국적 내세관에 사로짱힌 종교적 

공통채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를 조적하는 것이 전세계가 하나의 거대 

한 자치체 (commune) 혹은 소규모 공동체들의 연협이 될 때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실험이 

되려라고 믿었다. 이 시기 동얀에 시도되었던 이틀 공동혜외 수를 정햄하거l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 lO07R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대다수 공동체운동가들의 생각은 낙관적 기대와 더 나은 

물질적 생활에 대한 희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혀한 낙관적 희양은 당시 그들이 

직변했던 지역적 상황， 즉 정치적， 경체적， 종교적 문제 풍으로 인한 좌절감과 자유란 이미 

부패하고 타락현 세계로부터 멸해책 냐와 행똥적 또는 공풍체적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획 

득할 수 있으려랴는 생각에서 나타났헌 젓이다。 다시 말해 차유는 만약 공동채왜 구성원들 

이 협동적 계획， 공동왜 의사 쩔정 또는 예언자적 지도자의 자애로운 지사를 따른다면 이 

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햄에얘 그 구성원들은 토지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부담 

을 공동으로 젊어째벼， 세상에 도전해 공통의 사상을 실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영 

역과 사핵적 영역 모두를 통합하는 일에 전지하게 헌신확였다。3) 왜냐하면 그들 각각은 자 

신들이 궁극적인 전려를 발견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따라쩌 그들은 이러한 전려에 입각한 작은 소규모 공동체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 

고， 채양 사랍들이 그들의 유토피아가 현실애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쩨 되변， 그것이 

새로운 사회 체제를 위한 모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 

발환 애표적 공동체가 로버트 요웹때 의해 건설된 뉴하모니 (New Halmony) 와 푸려에주의 

자틀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푸룩 팝(Brook Farm) 이었다 4) 

한편 몇몇 가독교 공동체들은 셰속적 공동체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들빽 초기 유토피아가 

궁극적으로 모순이 없늄 최종적 진설을 찾약 헤메이는 인간들에계 해답이 되어 줄 것이라 

고 기대히-자는 않았다. 그들은 그 해담을 요직 천국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 

나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는 그들의 특수한 공동체의 생활 양식과 신학에 달 

려 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들 종교적 공동체는 조직변에서 카리스마적이거나 완전주의적( perfectionist)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다는 특정을 지녔다. 예컨대 이들 조찍은 구성월 전체의 개인적인 신성한 외무 

에 입각해 있거나 지도자 개인의 신성함이나 종종 예언자적인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카리스마적이라고 할 수 었다. 이 총교적 꽁동체들은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완전한 

3) Robert S. Fogarty, All Thingv New: Amεriω11 Communε.\' wu/ Utopiall Movεments， I860-1914 (Chicago, 
1990), p. 23. 

4) Beπlard K. Johnpoll with Lillian Johnpoll, The lmpl씨ihle Dream: Thε Ri:ι and DemÎ.I'c ofAmerican Lψ 

(Westport, Conn., 1981),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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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발견할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은 점에서 완전주의자들이었다. 이랴한 

믿음을 공유한 대표적 종교공동체주의자들은 쉐이커교도(Shakers) ， 라파이트교도 

(Rappites) 둥이 었다 5)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두 공동체운동을 별개의 운동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두 운동은 모두 그 사상적 기원이 유토피아 사상가에 었건， 혹은 

기독교의 천년왕국적 비견에 있건 간에 g유토피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같은 실험에 적합한 조건들， 예를 들변 노동력 부족， 토지취득의 

용이함， 유럽적 구채도의 부재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뎌불어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관용 등으로 인해 19쩌지 초반에 유토피아적 사회운동이 번성할 수 있었헌 것이다 6) 

이들 유토펴아적 공동체의 실험은 대개 단맹하였고， 설패로 끝을 맺었다. 하지맨 이들 

운동은 미국의 급진적 좌파운동에 광볍위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다라，7) 심 

지어 마르크스와 앵겔스에게도 커다란 영감을 재공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 

이 지대했다.8) 

남북전쟁을 분수령으로 공동체 운동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보는 것이 이 분야 연구자 

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예를 들어 아더 베스토(Arthur Bestor, Jr.)는 &산업시대의 대다수 개 

혁가들에게 공동체운동은 아마도 영원히 칼날을 잃어버린 칼이 되었다w고 평가하였다9) 존 

토마스(John L. Thomas)는 1850년대에 공동체주의가 붕괴되었으며 “반제도적 제도"(an엄

institutiona1 institutions)를 창조하려는 완전주의자의 노력은 남북전쟁 이후에는 실패로 돌아 

갔다고 결론지였다.10) 또한 마크 훌로웨이 (Mark Holloway) 역사 1865변 이후에 세워진 자 

치제들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것이었고， 한 두개 존재하던 이상촌도 냥만적 수사학에 불과 

하다고 해석하였다.11)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남북전쟁 이후에도 140개의 공동체적 집단이 

탄생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한 세대 가량 지속될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로버트 포거 

5) Mark Holloway, HeavensonEarth:UtopianCommunitiesinAmerica.1680-1800 (New York, 1966), 
pp. 64-79, pp. 88-100, pp. 179-97. 

6) Barbara G∞dwin and Keith Taylor, The Politic“ of Utopia: A Study in Theoη ωκ1 Practice (New York, 
1982) , PP. 159-60. 

7) B.K. Johnpoll, The Imp씨ble Dream, pp. 23-24. 

8) L.S. Feuer,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Communist Colonies on Engels and Marx," Western 

Political Qtμlrterly 19 (1966) , pp. 456-74. 
9) Arthur Bestor, ]r., “Patent 0짧ce Models of the Great Society: Some Relationsrups between 

Reform and Westward Expans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58 (Apr., 1953) , p. 526. 
10) John L. Thomas, “Romantic Reform in America, 1815-1865,. Amεrican QzμIrter/y 18 (Winter, 

1965), p. 679 
11) M. Holloway, HeιIvensonEμrth ，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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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Robert S. Fogarty) 의 주장이 있으나，12) 아직은 상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도 19세기 전반기에 미국에 들어 왔지만， 적어도 19세기말까지 미국에 

는 철저하게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해， 자유방엄쩍， 독점적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회주의자는 매우 적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초기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 

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독일 이민들이었가 때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유럽의 1848년 혁명 

이 실패한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독일인들(German forty-eighters) 이었다. 이들은 국제노 

동자협회(Intemational Workingmen’ s Association, IW A) , 즉 제1인터내셔널의 미국 지부를 

통해 미국외 일부 사회개혁가 및 전국노동조합연맹 (Natoanl Labor Union, NLU) 의 회훨틀 

을 포섭함으로써 토착 미국인들 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했으나， 1860년대까지 왜소한 집단으 

로 남아있었고，13) 국제노동자협회의 전성기였다고 하는 1872년에도 30개 지부에 회원 수는 

5，0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14) 

국제노동자협회는 유럽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독일에서 들어 옹 라쌀례파 

(Lassallean) 사회주의 세력과 처음에는 반목했다. 그러나 1876년 라쌀레파가 조직한 북미 

사회 민주당(Social-Democratic Party of North America) 과 합하여 미국노동자당 

(W orkingmen’ s Party of the United S않tes)을 조직하였다， 이 당은 다시 사회주의노풍당 

(Socialist Labor Party)으로 발전했는데， 인적 구성 변에서 폴란드계 및 러시아계 유태인 

이민이 가세함으로써 독일 이민 일색이라는 단점을 벗어났으나， 미국 해생은 수적으로 열 

세하여 1890년대까지도 별로 큰 셰력이 되지 못하였다 15) 

이처럼 이상주의적 공동체 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었 

을 때， 1880년돼를 전후한 며국의 사회 。 쟁제적 여건은 오히려 사회주의의 성장을 촉진하 

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사가는 남북전쟁 이후 진행된 벼약적인 산업의 성장 및 거대 채 

별의 풍장 그리고 자본주의화에 따른 주기적 공황으로 점철되었다. 뿐반 아니라 새로운 이 

민의 물결은 북동부 및 중서부의 공장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형면없이 열악핸 환경 

에서 극도의 처임금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해야했다. 이얘 대한 노동차들의 저항은 파업으 

로 나타놨다. 하치만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고용한 파업파펴자들， 예를 들변 유명한 펑커 

튼 탐정회사 직원들(Pinkertons) 과도 싸워야 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파업은 1893낸 펜실 

베니아주 홈스테드(Homestead) 철강회사에서 일어난 파업이었다. 이 파업에서 노똥자들은 

파업파꽤자들에 대해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연방 군대에 의해 진압되고 말었던 것 

12) Robert S. Fogarty, All Things New: American Commuηes and Utopiun Movements, 1860-1914 (Chicago, 

1990) , p. 3. 
13) Melvyn Dubofsky, ‘’Socialism: in Jack P. Green, ed., EIKydopαliu ofAmerican Po/iticul His(o，η 

Stιfi，ι.\. ofPrincipul Mov，εmen“ αnd ldea.l', 3 vo]s. (New York, 1984), p. 1188. 
14) Ira Kipnis, Thε Americι111 Sociulist M(JV，εment， /897-1912 (New York, 1952) , p. 7. 
15) 1. Kipnis, The AmeriαmSoCÏ，“list Movement,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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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결속시켜줄 노똥 조직의 동장은 필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1866변에 조직된 미국노동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이었 

다. 물론 이전에도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조직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풍기사단 

(Knìghts of Labor)과 같은 노동 조직이 남북전쟁 여전 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회 전반 

에 대한 개혁 차향적 성격의 조직이었다면， 미국 노동연맹은 순수하게 노동 차체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조직이었다。17) 

이 머국 노동연맹을 주도한 인물은 1924년 사망시까자 단 일년을 제외하고 줄곧 의장직 

애 있었떤 째무얼 곰퍼스(Samue! Gompers) 였다. 곰퍼스도 초가얘는 사회주의자였으나， 그 

가 생각하자얘는 노똥자들에게는 원대한 사회주의 완리보다는 딩-변환 현설적 욕구， 즉 압 

금 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작업 환경 개선 같은 것에 절실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노 

동자들획 당벌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미국 노동연맹을 이끌어 값다. 사실 곰퍼스의 아 

력한 현실적인 생각은 향후 미국 노동계 뿐 아다라 사회주의 운동의 흐룹에도 십대한 C생 

향을 끼쳤다. 19세기 말 사회주의자들이 미국노동연맹을 장악하.7.1 봇한 채， 20세가 전밴까 

지 이 조직이 며국왜 주도적 노동 조직으로 남아 보수적 성향을 보염으로써 노동운동왜 

방향을 급진적인 것으로 이끌려는 사회주의자들애게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이다 18) 

이 미국노동연맹 내에도 초창기에는 상당수의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1895년 총 

회에서 기간 산업외 국유화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장령을 미국 노동연맹의 강령에 포함사 

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도는 결국 꼼펴스의 교묘한 술책에 의챔 좌절되고 말았 

다 19) 곰퍼스의 생각은 만얼 마국 노동연앵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다변 당시 이 노쪼에 

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었던 아일랜드계 카톨릭 건축 노조원들을 앓채 될쩌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 

례였다。 즉 미국획 노동자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와는 달리 그 구성아 상당히 이질적이 

었던 것이다. 며국에서는 노동자들애재 계급적 연대보다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문체가 

더육 중요했던 것이다. 

곰퍼스와는 달리 미국 사회노동당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 

16) Daniel Bell, Murχian Sociμ/ism in lhε United 5talι시New Afterword by the Author (Ithaca, NY., 1996) , p. 30. 

17) Gerald N. Grob, Workers and Utopia: A Study 낀 ldcojogical COl1 flict il1 Ihε Americal1 lι，hor Mo\'emε111， 1865 

1900 (Evanston, Ill., 1961), pp. 1 -8. 

18) Louis S. Reed, Samuel Gompeη.Sel'εllIy YearsotL띠’ ol1dlμhor (New York, 1925) , pp. 69-105. 

19) John H.M. Laslett, “Socialism and American Trade Unionism," in J,H.M. Laslett and S.M. Lipst, 
eds., F，ωfur.εoμIDrαIm?:Eιmys inlhε Hisrory ()!AmaÌtμ11 Sociali:‘m, rev. ed. (Berkeley, 1984) , pp. 18-19,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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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스주의의 원리에 지나척게 충실함으로써 쩔과적으로 사회주의의 확산을 지연시켄 인 

물은 다니옐 드려온(Daniel De μ，eon) 야었다. 그는 본래 커·려브해외 네멀웰드령 쿠랴싸오 

(εura ao) 섬에서 유대계 부포에거}서 태어나 혈럼비아 대학얘샤 국채볕을 강의하기포 했 

던 확자이자 법률가 출산어었다 20) 

드리온은 나중에 헤난으로부터 마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중에서 유일환 목창쩍 야롭카라 

는 i쟁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당의 지도자로서뽕 아니라 영자 신문언 『인면심The Peo앙le)지 

의 편집을 말자도 하였다. 그는 『인민』책외- 수많은 팡플랫， 대중 강연 풍을 통해 사화 채혁 

보다 혁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를 선전하였다. 그려고 노동조합의 7]놓해 관하여는 단혜교 

섭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노풍자들해채 사회주의 원리를 교육하고， 혁앵 01 후에 산업을 관 

리하자 위해 촌재한다는 노조딴을 펴쩔하였다。21) 따않얘 그는 사확주확자가 주토하는 e냐} 

부와해공작”을 통해 마국노동연맹 및 노동자사단 같은 노쪼를 장악하핵 하였으나， ò] 젖아 

설패로 돌아가자 혁명챔 계급투쟁 이론혜 업각한 전국적 노쪼로책 사확주외노동쪼합연맹 

(Soci삶ist Trade and Labor Alliance)을 조칙하기도 했자만， 그젓온 단명하였고 활똥여악 

영향력도 며미한 것이었다。22) 

이러한 드리온의 사상은 노조차 업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캔 개선 등과 쩔윤 노 

동자들의 당변 과째를 해쩔하는 도구가 되얘야 한다는 꼼퍼스왜 생각과 상총돼는 -3;! ól 었 

다. 따라서 곰퍼스는 앵젤소에계 이 문제에 때한 중째를 요청했으나， 그로부터 아1f-런 확 

답을 받지 봇하였다.정) 여것은 쩔국 곰팩스가 청 1냄 사절부빽 지녀온 사화주악 사짱을 버리 

게 되는 중요한 계지 중의 확나가 돼였다. 그와 동시에 마국 노동연맹은 접하 보수화-획 질 

을 갤으면서， 미국외 주도적 노동 조직으로 차려캅채 되었다. 뺀변에 g려온야 야끄는 사 

회노동당은 대부적으로 파항쩍 분쟁얘 휩째이채 되었다. 쩔국 사확노똥당은 분열팩었고， 

주도적 사회주의 정당으로샤왜 자리는 1901년 창설되는 마국 사회당에 법겨주고 말였다， 

야상에서 미국확 사회주의는 20쩨지 초에 야르기까지 크채 두 자지 전통， 즉 토착적암 

요소가 강한 이상주의적 사회주혀와 쐐~쩍 요소가 강한 마르크스주의쩍 사-회주의에 입각 

해 있음을 알 수 었다@ 불론 그 밖얘도 19쐐기 후반애는 인만주의， 노동거사단， 뺑라며악 

산업국유화운동(Nationalist Movement) ,24) 헨리 즈E오7::] (Henry George) 의 단일쐐 (Single 

Tax) 운동， 자독교 사회주의 등 20세깨 초 며국의 사핵주왜 운똥야 활력을 얼제 되는더I 

20) L. Glen Seretan, Daniel DeLeon: 재εαlyssεy끼 anAmerioμn Marxi.\'I (Cambridge, Mass., 1979) , pp. 5-6. 

21) M. Dubofsky , .Socia!ism ,’ Pp. 1189-90. 

22) I. Kipnis, Thε American Socialis샤;fovemιnt， pp. 16-17. 

23) Philip S. Foner, "Samuel Gompers to Frederick Engels: A Letter:’ Iι1hor HiSf{.꺼! (Spring, 1970), 
pp. 207-11. 

24) 벨라미의 산업국유화운동에 관해서는 손세호， (Edward Bellamy와 산업국유화운동. 미국 인민주의 

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r마국사연구』제3집 (한국미국사학회， 1995.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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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기여를 한 운동이 있었다. 이들 운동은 대개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일 

어났으므로， 굳이 유형별로 구분하자면 전자， 즉 토착적인 사회주의외 범주에 넣을 수 있 

다. 따라서 20세기초에 전성기를 구가하는 미국 사회주의 운동은 토착적 요소와 외래적 요 

소가 결합하여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II。 전성기 1900-1920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만든 것은 미국 사회당 

이었다. 1901년 여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결성된 미국 사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드리온에 반대했던 사회노동당원들， 1898년에 결성된 사회민주당원들 

(Soci려 Democratic Party) , 텍사스， 캔터키，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지역의 인민주의 

자들， 벨라미를 추종했던 산업국유화론자들로 비교적 다양한 구성원이 모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인디애나폴리스의 창당 대회에서 채택된 사회당 강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당대회로 모인 사회당은 국제 사회주의의 원리를 고수함을 다시 확약하고 노동 계급과 그 

에 동조적인 사람들을 조직해 정당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을 선언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생산 및 분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현재의 체제를 전체 

인민의 집단적 소유로 변화시키키 위해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잃) 

나아가 사회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 

였다. 

1. 독점， 트러스트， 기업 연합(combine) 이 장악한 모든 산업뿐 아니라 모든 수송 및 통신 

수단 그리고 기타 모든 공공 시설의 공적 소유 ... 

2. 노동 시간의 점진적 단축 그리고 모든 생산에서 자본가의 몫을 줄이고 노동자의 몫을 

증대시키기 위한 임금 인상. 

3. 노동자의 사고， 고용 부쪽， 노인의 질병과 필요로 하는 것 풍을 위한 주 또는 국가적 

차원의 보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고 노동 계급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기금. 

4.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의 충분한 생산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공공 

산업 및 공공 신용의 도입. 

25) “Socia!ist Party Program," in Appendix B of Oakeley C. Johnson, Marxism in United St,“tes l/istoη 

Bejore rhι RussianRevolution.1876-1917 (New York, 1974) ,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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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어린이들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도서， 의 

복， 음삭을 제공해 주기 위한 주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조. 

6. 남녀에게 동풍한 인권 및 정치권 부여. 

7. 주민 발의제 및 주민 투표제， 선거구민에 의한 비례 대표제 및 대표의 소환권.쟁) 

이러한 사회당의 조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당을 이끌었으며， 대중으로부터 상 

당한 지지를 이끌었던 대표적 인물은 모리스 힐렛 (Morris Hilquit) , 빅터 버거 (Victor 

Berger) , 유진 댐즈(Eugene V. Debs) 이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힐랫은 사회노동 

당 내에서 드리온의 교조적이고 독선적인 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사회당에 참여하였다. 그 

는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으로 17세에 미국으로 건너와 젊은 시절 셔츠 공장 노동자， 액자 

공장 노동자， 사회노동당 사무처 직원 둥을 거쳐 나중에 뉴욕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 쟁공 

적인 노동 법률자가 된 인물이었다.낀) 그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유대체 사회주의자들을 이 

끌고 사회당에 참여했으며 이후 당의 탁월한 이론가로서 활동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이론 

을 대중화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잃) 

미국 사회당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또 다른 인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채국에서 

출생해 빈(Wien) 대학을 나와 23셰 때인 1879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인 빅터 버거였 

다. 그는 위스컨신주의 밀워커에 정착해 그곳에서 주로 독일 이민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운 

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한때 인민주의 운동 및 지역 미국노동연맹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했으나 그 뒤 이들과 결별하고 1898년 웹즈와 제휴해 사회민주당을 결성했던 인물 

로 능력 있는 정 치 조직 가라는 평 가를 받았다 29) 

미국의 사회주의 운용울 대표한 것이 사회당이라면 그 당을 대표했던 인물이 바로 랩즈 

였다. 그의 부모는 프랑스의 알사스 지방 출선이었지만 그는 1855년 인다애나주 테르 호트 

(Terre Haute) 에서 출생함으로써 혈랫이나 버거와는 달려 순수 미국 태생의 사회주의자라 

고 할 수 었다. 그는 한때 민주당원으로 주의회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그가 노동운동의 지 

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893년 직종별 노조의 분열을 종식시켜고 노동자의 

단합을 이끌어 내지 위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미국 철도노조(American Railway Union) 를 

창건하멸서부터였다. 그는 1894년 풀먼 (Pullman) 철도파업에서 미국 철도노조를 통해 노조 

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으나 그로 인해 감옥에 갇하는 신세가 되었고， 사회주의자로 변신 

26) “Soεialist Party Prograrn: in ibid., pp. 165-66. 
27) Norma Fain Pratt, Morris Hillquit: A Po/itiml lJi시'ory of an American J ewish Soôa!ist (Westport, Conn., 

1979) , pp. 3-36. 
28) B.K Johnpoll, The lmpo씨'ble Dream, p. 282. 
29) B.K. Johnpoll, The 1찌X서sible Dream, pp. 2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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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던 것이다 30) 

미국 사회닿은 앞서의 시-회노동당과는 달리 창당 이후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 가며 벼약 

적인 발전을 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로 5차례나 출마한 웹즈는 개인적으 

로 탁월한 연설 능력과 차리스마적 지도력에 힘입어 1904변에 402，283표를 획득해 그가 

1900년에 사회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을 때보다 무핵 4배나 많은 표를 얻었던 것이다. 더 

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는 1912년의 대통령 션거에서 897，000표를 얻음으로써 일반투표 

에서 6퍼센트외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당선권에는 훨씬 못01 체는 득표율이 

었져만 띠국사상 제3당이 획득한 표의 1:1]율로 보면 경이로운 기록이었다 31) 뿐만 아니라 

사회당원툴온 주입법부 및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얘도 획 71 적언 약진올 이룩하였 

다. 예를 즐햄 1911댄 쟁 사회주의자들은 뉴욕주확 스케댁태다( Schenectad y ) , 마시건주의 

플린트(Flint) , 일리노여주의 그래나이트 시타 (Granite City) , 콜로라도주의 벅터 (Victor) ， 캘 

리포니아주의 버클리(Berkeley) , 위스켈선주의 밀워커 장은 도서를 비롯해 747H 의 시와 읍 

을 장악했번 것이다。 그리고 1910년에는 위스컨산주의 빅터 버져가 1914댄에는 뉴욕주의 

메아어 런던(뼈eyer London) 이 연행-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것이다 32) 

이렇듯 사회당은 각종 선거에서 벼약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당원 수에서도 괄 

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게 왼다. 1901년 창당시 사회당의 당원 수는 고작 12，000명 정도였으 

나， 1912년에는 당비 납부 당원 수만 120，000명 야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펴) 벼우기 사회 

주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신문과 잡지의 종류양 발행 부수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주 

의의 확산을 뒷받침했다. 그 중 많은 신문， 쩔지가 태개 지방적 차원에서 발간되었고 한정 

된 독자충만을 보유한 채 단명하고 말았지만， 줄리어스 웨이랜드(Julius A. Wayland) 에 외 

혜 캔자스의 지라드(Girard) 에서 발행되던 『이성에의 호소J (Appeal to Reason)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널려 팔리고 읽혔던 주칸쩌 중의 하나였다 34) 

이와 더불어 1914년쟁까지 사회당에는 많은 저명핸 문인， 예술가， 언론인， 사회개혁가 둥 

이 참여하여 기셰를 올리기도 했다. 예컨대 사회당의 뉴욕샤 제 l 자부(Greenwich Village) 

에는 시어도어 드라이저( Theodore Dreiser) , 칼 샌드버그(Car1 Sandburg). 업튼 성클레어 

(Upton Sinclair). 잭 런던(Jack London) 같은 문인과 월터 리프먼 (Walter Lippman) , 존 리 

드(John Reed) 같은 언론인 둥이 당원으로 있었다. 그리고 플로렌스 캘리 (Florence 

30) Ray Ginger, E씨f{enε v. Debs: A Biography (New York, 1962), pp. 101-99. 

31) Harold W. Currie, Eugene V. Debs (boston, 1976) , pp. 40-44. 
32) 1. Kipnis, ηleAmεrican Socialist Movement, p. 345 
33) D. Bell, Marxiαn Socialism inlhe UnÎtfd SwtεS， P. 71. 

34) John Graham, ed., “Youκv jór the Re\'Olution'’ : The Appε.al {O Reαwm， 1895-1922 (Lincoln, Neb., 1990) , 
pp.1 -16. 예를 들면 이 잡지의 정기구독자는 1913년만 해도 760，000명이었고 특집판의 경우 400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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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y) , 프랜사스 퍼칸소(Francis Perkins) 같은 사화개혁가확 듀보띠스(W.E.B. DuBois) , 

필합 랜돌프(A. Philip Randolph) 장은 흑인 지도자도 사회당의 당원이었다 35) 

破。 쐐퇴때 

이처립 저I]l차 세체대천의 발발 이전까지 매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커다얄 쟁장을 했음에 

도 불구확고， 사회당이 마국빽 노동운동이냐 그 밖악 사회 재혁 운풍에서 주도적 자려를 

차지하치 봇한 데에는 몇 가져 근본적인 힌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활 수 었다. 우샘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할 수 었는 것은 사회당이 이쩔의 사회노똥당파 마환자쩌로 농똥조합， 

특핵 머국노동연맹과획 관채가 원반칙 못했다는 정이다. 사확당은 1901 1냥 쟁당샤 
g

절혜쩍 

으로
w 

노동 조직과 우호적 관계를 흡지하는 장책을 펼칠 젓이며， 특학 며노환을 택표2샘 노 

동 조적으로 인정한다고 천옐한- 바 있었다. 그험에도 불구략고 공i혀스확 ζI를 I다프는 미노 

현의 자부들이 사회당을 가 i다확고 잘풍을 벚채 됨에 따라 며노련 내폐사 쩨력을 휩장하려 

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사도는 별다른 성파를 거두자 못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머노련 냐}에서 카톨력교도가 가정- 큰 집단이었다는 사실 

이다. 이는 저명한 노풍사가인 첼려그 훨헌 (Selig Perlman) 아 “며노련 빼어}서 다수를 자책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카툴력교토였다”라고 추산 한 것과36) 노먼 웨어 (Norman Ware) 역 

사 “미노련은 주로 아일랜드계 재도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랴고 주장한 것으로도 입증된 

다겨7) 더욱이 1900댄에서 1918연 사이얘 미노련 집행부 소속 8명왜 부의정- 중얘얘 최소환 

4명이 카톨릭교도였던 것이다. 1891년 교황 혜요 13서}의 척령에잭 시작해 1903연과 1912년 

교황 비오 10서}의 성직자애계 보내는 종지문얘서 휠-판되체 나타냈듯이， 로마 카톨력교회는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 입짱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얘 카톨릭교도가 주휴를 이루는 미노련 

대에서 사확주의자들이 째력을 확다}하깨란 매우 어댐운 일이었다 38) 

결국 노동운동과 유리된 사회주의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젓을 인식한 사회당의 알부 당 

원들은 1905년 6쩔 시카고얘쩌 재협된 며노현의 총햄률 빡차고 나-와 다른 급전적 노동자 

들과 제휴해 세계산업노동자동맹(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을 결성했던 젓이다。 일 

명 쩌돌이들" (Wobblies) 라고 불리우며， 벨맨 듀보프스카(1\빠vyn Dubofsky) 의 말처럼 “마 

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무책임하며 모험죄인 급친적 노동자 조합R 이었던 이 산노맹은 

35) David A. Shannon, The 50ciμ li.κt Party ofAmeric.μ: A HislOry (New York, 1955) , pp. 54-56. 
36) Selig Perlman, A Thcoη ofthε La셔IT Movemellt (New York, 1928) , p. 168. 
37) Norman Ware, μ，horÎη Modemlndu써μ1 Society (New York, 1935) , p. 35. 

38) Marc Karso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American Trade Unionism , 
1900-1918," [ndustrÎa! andμ!lmr Re!(/tÎoI1S Revie\\’ 4 (July, 1951), pp. 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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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인 노동운동을 건설하고 미노련이 무시한 노동자들을 조직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이들 역사 이전에 드리온의 사회주의노동조합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말았다 39) 산노 

맹은 미노련에 대항해 투쟁을 전개했으나， 곰퍼스는 산노맹을 이중노조주의라고 비난하면 

서 전쟁을 선포하였고，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사람들이 

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g폭발적인 정열과 고귀한 목적”을 갖고 탄생한 산노맹은 초기부터 

사회주의노동당의 드리온 일파와 사회당원 간의 내부 대립과 미노련 가맹 노조들과 투쟁 

하는데 제한된 활력과 부족한 기금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무모한 전술과 정치적 해결보다 

는 직접 행동과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 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회주의자들로 

부터도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이다 40) 

사회당의 두 번째 한계는 성 (gender) 과 인종 문제에 관한 애매 모호한 입장이었다. 사회 

주의차들은 일반적으로 앞서 1901년 사회당의 강령에서 “남녀에게 동둥한 인권 및 정치권 

부여 η 라는 조항에 나타나듯이 여성 문제에 관해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취 

하였다. 사회당 내에서 여성 당원의 수는 대략 1/10정도였고， 이들은 당내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의 주도적 정당인 민주 。 공화 양당의 당 대회 대의원으로 

활동한 여성 이 전무하거나 불과 1퍼센트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비교적 많 

은 여성 대의원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04년의 당 대회 여성 대의원 수는 6퍼 

센트였고 1908년과 1912년에는 10퍼센트에 달했던 것이다 41) 

뿐만 아니라 사회당의 여성 당원들은 조직가， 선전가， 팡플렛 작가， 공직 선거 후보 둥으 

로 나섬으로써 당을 위해 가여했다. 예를 들변 1912년에 사회당은 북미 전역에 공회당 순 

회 연설을 위해 60명의 연사를 파견했는데 그 중 1/5이 여성 당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 활동 및 참여애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 및 여성 당원에 대한 사회당의 태 

도는 단순한 입발림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나아가 1901년의 당 강령에 표방된 

동둥권 조항도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았다 42) 

결국 사회당의 기본적 입장은 계급 문제가 성을 초월해야 하며 여성의 평동은 자본주의 

의 폐지와 더불어 이룩될 것이라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여성의 참정권， 

동둥한 보수， 동둥한 권리 둥을 용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당원들은 이러한 운동이 

주로 부르주아 여권론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43) 사회당 내에서 

39) Melvyn Dubofsky, Industri“li.\m and the AmerioαnWorkεr， 1865-1920 (New York, 1990) , 배 영 수 역 r현 

대 미국 노동운동의 기원J( 한울， 1991), p. 149. 
40) M. Dubofsky, r현대 미국 노동운동의 기원J ， p. 150. 
41) Sally M피er， ‘ Women in the Party Bureaucracy: Subservient Functionaries: in Sally Miller, ed., 

Fωwed LiheratiOlz: Sociali!>m and Femini.l'm (Westport, Conn., 1981) , p. 13. 
42) lhid., p. 14. 
43) Mari Jo Buhle, WOlllen and AmεricanSociali.l'lII， 1870-1920 (Urbana, lll., 1983), pp. 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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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 마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의 평동에 대해 

무관심한 듯한 모숨으로 비쳐졌던 젓이다. 

다음으로 인종문제에 관해서도 당은 공삭적으로는 인종 평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을 보이면서도， 계급 문제에 일차적 우선권을 두고 인종 평동보다는 자본주의의 폐지가 우 

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사회당은 흑인들이 입당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당시 마노련이 흑인 및 여성의 가입을 

막았던 것에 비하변 인종 문제에 관해 벼교적 진보적인 듯이 보였다. 그러나 사회당에게 

흑인들은 렐프 엘리슨(Ralph Ellison) 의 말처럼 α눈에 잘 안띄는 사람. (invisible man) 이었 

다.44) 한마다로 사회당은 흑인에 대해 별다른 관씹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빅터 

버거는 공공연히 흑인에 대한 언종 편견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남부의 사회주의 

자들은 당사 남부 사회의 흑백분리 관행에 따라 흑인만으로 구성된 지부를 따로 두거나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 감정을 드러냄으로썩 미국 사회획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채 만들었던 것이다. 나아가 사회당은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 

대를 부르젖으면서도 토확주의 (nativism) 에 사로잡혀 아시아계 이민을 배척하고 남부 및 

동부 유럽 출신 이만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도 했다.45) 이로써 미국 사회주의 운동 

의 잠재적이변서도 커다란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여성， 흑인， 비주류 이민의 호응을 얻는 

떼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동장과 제l차 셰계대전의 발발은 사회당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딴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우선 거업의 독점을 파괴하고 진정한 경쟁을 부활시키 

되 노동자에게는 공정한 입금을 보장하고 모든 계층의 사회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윌슨의 

“선자유η(New Freedom)는 죄파 성향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사회당을 떠나 민주당으로 합 

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사회당 

의 세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계껴가 되였다. 1917연 4월 서l 인트 루이스에서 개최된 사회당 

긴급대회에서 때다수획 대표들은 미국의 참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당원들은 

21，639표 대 2，7523포의 압도적 다수로 이 결의안을 비준하였다 46)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유 

럽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발발 이전에는 반전의 태도를 보이다가 일단 전쟁이 발발하자 사 

회주의의 국제적 연대라는 대원칙을 포기하고 애국심을 앞세워 죽각 참전한 것에 비교하 

44) Sally Miller, “The Socialist Party and the Negro, 1901-1920: Joumal ofNegro History 56, no. 3 {July, 
1971), pp. 220-22. 

45) Char1es Leinenweber, “The American Socialist Party and ‘New lmmigrants' ’께 Science “nd SoCÎety 

32, no. 1 (Winter, 1968), pp. 2-25. 
46) ]ames Weinstein, 재e Decline ofSociali.lm in Ameri，ω， 1912-1925 (New York, 1967) , pp. 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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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47) 하지만 사회당의 반전 결의는 오히려 사회당의 내부 

갈둥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탄밥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고 말았다. 

당의 결의와는 달리 미국의 사회주의자들 중 않은 사람들은 참전을 지지하였다. 결국 당 

의 반전 정책을 따르지 못하는 사회주의차들은 당을 이탈하여 윌슨이 다}세운 세계의 민주 

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이라는 기치에 기꺼이 투신하였다. 뿐만 아니라 좌파 성향의 노조원 

들도 이에 동참함으로써 참재적인 사회당의 지지 새력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의 반전 정책을 고수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정부의 탄압이 기-해 

졌다. 먼저 미국의 체산부 장관은 반천 여론을 부추키는 『여성에의 호소.Jj， Ir대중J(The 

Masses) , I!'국채 사회주의자 평론.Il (Intemational Socialist Review)같은 잔행물의 우편 발송을 

거부하였다.뼈) 이것은 주로 간행물을 통해 사회주의자간의 통-{l과 정보를 의척하던 자방악 

사회주의자들에채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터욱이 볍무부는 연방수사국을 동훨히} 사 

회주의자들을 사찰하고 위협을 가함으로써 반전 활동을 위축시카고차 하였다. 얄례로 댐즈 

는 오하이요주 캔튼(Canton) 에서 행한 ’란전 연설로 인해 방첩법을 워반했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에 의해 기소되어 10년형을 받고 수감되가도 했던 것이다맹) 사회당의 대표격인 댐즈 

에게 가해진 탄압이 이 정도였으니 만큼 여타의 평당원에게는 어떠했을가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당외 셰력이 위축되거냐 쐐퇴기에 접어든 

것은 아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래시아에서 발발한 사회주의 

혁명이 미국 사회주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결국 쇠퇴하채 만드는 계기자 되었던 것이다. 

1917년 러시야혁명 발발 이전까지 며국 사회당 매에서도 좌파와 우파간의 갈퉁이 없었 

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갈라서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발발 초기에 

는 양자 모두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숭리를 용호하는 입장이었다‘50) 하째만 사회 

당 내의 좌파와 우파는 볼셰벼키 혁명의 교훈을 미국의 현실에 어떻쩨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견해를 달리하고 끝내 분열하채 되었다. 주로 이먼 X세대로 구성되어 아직 외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슬라브계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던 좌파는 미국이 러시아예 

서처럼 혁명 작전의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당 내에서 파당을 조직해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미노련을 분쇄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할 것 

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소위 g노병들"(Old Guard) 이라고 불리우는 우파는 혁명이 임박했 

다는 좌파의 주장을 거부하변서 전통적인 노조전략을 옹호하면서 정치력의 확대로 개혁을 

47) 유럽의 사회주의자 중에서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들도 개전 초 참전에 반대하기도 했다. [Merle 

Fainsod，1I따l1feη1fer낀mu기7lutω띠I“씨}o…o끼깨muω“띠1 Socι)κIC‘때hω‘“l 

4얘뼈8히) J. We잉ins녕st샌eu띠n，’ η자Je Dνc떠ιd씨fιmeκe(이)}'5，ιocαα‘'U띠alí.l‘mηminAmeγ끼T/αI“κc，ω’'u씨’ pp. 90-93. 

49) R. Ginger, Eugene V. Dehs, pp , 372-78 

50) J. Weinstein, The Deι linι 끼 Soôalism in Ameriω， pp. 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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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혁명의 길로 나아자웹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51) 철국 。1 해한 입;쌓 차이로 1919현에 

이르러 좌파쩍- 우파는 양립 불가능한 쩌정빼 체하채 되였댄 것어다。 

이후 사회당왜 분열상은 자속화핵어 1919년 여름 사카고얘서 소집휠 전당대함에서 닿이 

3분되채 되었다. 존 볍드확 투에스 프라다아(Louis F‘rania) 자 야 11늄 확파늠 이 철쩡ε생확 ól] 

새 축출되었、고 따로 다%핵를 소첩해 공산주빽노흉당(Communist Labor Party, ε￡힘을 결성 

하였다。52) 이후 열따 퇴자 않아 최파 다}이)서도 핵사아져} 어만으로 구영휩 랴 Ajó￥어헐1l~ 

(R ussian -Language F edera tion)은 별도의 공산당(εorτl!nunist Party, CP)쓸 결생하였다 핵 

로 인쾌 샤화당애 찬류하채 훤 우파는 소수토 전략해 당핵 ￡엉액을 감산학 유자했는 쟁5:. 

에 머을고 말았다 53) 19201갱 샤회당획 대똥행 후보로 다사 출마향 댐즈가 90뺀 표 。1 생-을 

확득했자만(1912현확 §퍼센트애 벼햄 3.51혀챔트책 불과한 득표윷) , 야늠 단^l 랩 À햄 E해종

적 인 7] 해 힘업은 컸일 뿐 당쩍 운행온 야체 하향질얘 접야툴고 있없털 첫이다. 첼국 샤-햄 

당-온 1930년태 중뺀짝:A] 근근학 명맹을 유째혀다71. 소멸돼썼다。 꽁선냥과 공산주확￡ζ흉양 

도 이후 내부 분열파 소환과확 연관성해 따륜 국내외 받꽁 혜론과 탈업- 풍으로 딸0] 합약 

옐다른 주목을 끌자 못한 채 1960연다} 신좌파(New Left) 차 출현하자도 전에 ;잭획 샤'l}:A] 

고 말았던 것이다. 

멸을댈 

이상을 통해 봉 20셰기 초 미국 사회주획 운동의 성격을 정태해 보변 다음과 감다. 축 

미국외 사회주의자들은- 즉각적인 재혁이라는 당면과제확 궁극적인 혁명이라는 원해한 용 

구 두 가지를 모두 자나고 있었다. 따랴쩌 해부분외 머국 사확주의자틀은 스스로가 정흉 

마르크스주의저랴고 멸고 었었읍애도 불구팩고 살질적으a로는 분명히 접전적인 채혁주확를 

져향했다고 볼 수 었다. 그들은 정당콰 노조가→ 노동의 양1날이라고 보았다. 정치 참여는 측 

각적으로는 사회 재혁과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분해의 수단을 소유하게 될 국가의 장악윷 

가져다 줄 것어었다. 한펌 노조는 고용쥬으로부터 노동자률 보호하고， 노풍자들에채 사회주 

와를 교육할 수 었는 장-이 될 것이며， 노동자들로 하여급 협동적 공화국( Cooperative 

εommonwealth) 이 꽁적으로 소퓨하계 훨 산업을 운영혈’ 수 있는 훈련소의 역활을 하댐랴 

고 보았다. 따라서 마국왜 사화주의자들온 한펀으로는 정치 참여를 흉한 재혁 7] 뺀 P}햄과 

노조와의 연대를 통한 혁명의 길 두 가지를 포두 취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 

채로 미국 사햄주의는 이 두 가치 중 어느 하냐도 성공재카자는 못했다. 한마다로 며국외 

51) Ihid.‘, pp. 181-201. 
52) Theodore Draper, The Roo!s ofAmεricanCommunism (New York, 1957), pp. 174-75. 
53) lhìd. , pp. 256-71: J. Weinstein, TheDεclineofS(κiαIsm in Americι， pp. 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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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주장한 바가 양 

당 정치의 틀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당에 의해 일부가 흡수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운동 자체로서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