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뿔뿔좀빽뿜 빽빽점탤쟁짧빽 쯤g빽 1 : 1냥뿜쟁쟁 얘후 

빨많낼짧했책짧 쩔옆쁨뿔 빽빽빽 톰쭉짧 쩔뿔쏠- 증거옆8호* 

1. 논문의 몬적과 내용 

손 병 웰 

〈서울대학교〉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1 "은 남북전쟁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에 이 

르는 이익집단정치의 전개과정을 “역사”와 “이론화”의 측변에서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이익의 등장과 이들과 정부와왜 관계의 변화양상의 파악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즉， 연구의 범위 변에서 본 논문은 대체로 민주적 규범으로서의 다 

원주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진행되어 왔다는 불만에 기인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권운 

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전개 이전까지의 이익집단정치 

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 제6장에 소개되는 트루만{David Truman) , 다알CRobert DahD 등의 이익집단이론에 대한 비판， 

1960년대 이후 시민집단의 폭발적 등장에 의한 이익집단정치의 새로운 전개양상과 이에 대한 야콘화， 

시민집단의 등장에 의한 기업부문 편중의 이익대표체제의 변화여부에 대한 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미 

래에 대한 전망 등은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J]"에서 수행될 것이다. 제 1차년도 연구와 재2 

차년도 연구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다원주의와 아익집단정치의 장래 

1 "로 사용하기로 한다‘ 
1) 19세기 후반 이후 전국적 규모에서 전개되는 이익집단정치의 발전양상은 기업부문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단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익대표체제와 이익집단의 형성과 발전 

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펼자는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ll"의 주요 논의의 대상 가운데 하나를 1960년대 이후 시민 

집단의 등장과 이들악 등장이 미국의 이익집단정치에 미친 영향으로 선정하였다. 시민집단은 기존의 

이익대표체제가 기엽부문의 이익을 포함힌 특별한 사적부문을 위해서 굴절퇴어 있다는 공감대에 기초 

하여 공적이익을 추구하려고 형성된 조직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기 논문과의 유기적인 관련이라 

는 면에서 얼단 기업부문의 이익과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펼자는 기본적으로 19 

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반에 전국적 규모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이익집단정치는 그 결과의 변에서 기업 

부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익집단정치가 기업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사실은 본 

논문 제5장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반이후 양차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변셔 형성된 정부와 기 

업부운 간와 정책협조체제，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하부정치체제(subgovemment system) 
혹은 철의 삼각체제(iron triangle) 등의 개념의 등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펼자는 이익집단정치 
를 주도한 세력으로 기업부문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익집단정치의 전개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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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익집단정치에 관한 논의를 이익집단정치의 “역사”와 이익집단정치의 “이론 

화”라는 양면의 각도에서 동시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단순히 이익집단이론의 

등장과 발전 및 이들 이론에 대한 비판흔의 전개에 논의를 국한시키지 않고， 이들 이론과 

비판을 이익집단정치의 등장과 발전의 구체적언 역사적 맥락 안에서 다루는 이유는， 초기 

벤틀려(Arthur Bentley)의 이론과 이후 트루만(David Truman)과 다알(Robert Da버)의 이 

론괴 각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이익집단이 인민 

여익의 결집체로서 의미있게 등장하고 이익집단이론을 탄생시키는 과정에는 정당이라는 

또 다른 인민이익의 결집체의 상대적 쇠퇴라는 역사적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의 이익집단이론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진 

행되어 왔던 정당정치의 쇠퇴를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벤틀리 

(Arthur Bentley)의 초기 이익집란이론의 발달은 19세기 후반의 산업화와 이와 관련된 사 

회의 “조직화”라는 역사적 현실 및 급진주의에 대한 미국 자유주의채채의 방어라는 요청 

과 빌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 이익집단이론 등장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쇠퇴와 대형기업적 자유주의의 도래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역사적인 접근이 유용 

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트루만(David Truman)과 다알(Robert D따너) 등의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이론의 발달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등장한 뉴딜 자유주의 국가 

가 부분적으로 시도하려 했던 중앙집중식 관리경제의 좌절 및 이와 관련한 전반적언 국가 

영역 가시성의 퇴조， 1937년 이후 뉴딜 자유주의 국가의 친노동정책 등에 대한 의회， 미국 

남부， 가엽부문의 반발， 그리고 뉴딜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형성된 각 정책영역에서의 “다원 

주의적” 이해 당사자의 등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따라 

서 트루만， 다알 등의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이론의 득세 배경과 이들 이론에 대한 비판의 

검토는 1937년 이후 뉴딜의 급진적 국면의 퇴조와 그후의 정치과정의 전개에 대한 이해없 

이는 불완전하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가능향 항 이익집단정치의 “역 

사”와 “이론화”의 양 측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역시적 접근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본 논문은 미국 이익집단정치의 발달을 기엽부문이라 

는 사적 “특별이익 "(specia1 interests)의 성장과정과 관련하여 파악하며， 이를 위해서 논의 

의 방식은 이익집단정치 등장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익대표체제의 구체적언 전개를 먼저 

서술하고， 이어서 일반 정치과정론으로서의 이익집단이론 정당화에 공헌한 정치학자들의 

논의를 소개， 분석하는 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본 논문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제2장에서 필자는 먼저 미국정치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다원주의를 민주주의의 규범이라는 측면과 정치과정에 대한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나누어 

규정해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이익집단이론은 정치과정의 모델로서 다원주의론과 호환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필자는 민주주의의 규범으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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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외가 미국정치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착화될 수 있었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제 

2차 정당체제의 출범과 관련한 선거정치， 정당정치의 발달과 연관지으면서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필자는 제3장에서 이억집단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19세기 후 

반 이후 미국사회가 경험하게 되는 산엽화 및 조직화와 관련지으면서， 인민이익의 집결체 

로셔 이익집단이 가장 주요한 기제로 주목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상호연관을 갖는 일 

련의 커다란 추세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19세기 후반 이후 반(Ji)정당지향 

의 개혁운동의 전개， 구체적인 기엽부문 이익집단의 등장 양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individua1 liberalism)가 대형기엽적 자유주의(corporate Iiberalisrn)에 의해서 대체되는 진 

보주외 시대 (progressive era)를 다루거} 될 것이다. 전보주의 시대의 특정을 “조직화” 

(organization)랴는 각도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익의 응집 즉， 이익의 조직화라는 개념이 저 

간에 회자하게 되는 배경이 설명될 것이다. 

채4장에서는 이익집단정치 생썽외 역사적 애경에 대한 이상왜 검토에 기반하여 “이론 

화”의 차원으로 전환하여 벤툴라(Arthur Ben뼈ey)왜 이익집단이론이 그의 대표작언 『정부 

의 과정 ~(The Process of Govemment)을 중심으로 논외될 것이다. 트루만의 논의의 이해 

를 위해 그가 저작을 통핵 의도환 바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석이 번저 제공되고， 이어서 

“재언”이 아닌 “집단”을 정치과정의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그의 사회인식론에 근거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채5장에서는 진보주의 시대에 지원하여 양 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벼상사기를 캐 

치면서 등장한 정부주도억 정책기획기구 혹은 정책접행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부문/ 

정부 협조체제의 전개과정이 먼저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채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아울려 뉴딜의 팽창적 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풍장하는 국가영역의 위축과 새로운 균형점 

을 찾은 기업부문/정부간왜 관계， 그리고 뉴딜 자유주의 국가가 형성한 다원주의적 정부/ 

사회관계의 양상이， 전후의 미국의 경제적 풍요와 함께 1950년대에 트루만과 다알의 “다원 

주의적” 이익집단이론이 주류정치학으로 등장해는데 대한 배정이 되었음을 언급할 것아다. 

제6장에서는 다시 “이론화”의 차원에서 트루만(David τruman)과 다알<Robert Dahl)의 

이익집단이론의 본격적인 각론이 그들의 주요 주장을 중섬으로 검토될 것이다. 제6장에서 

는 번저 트루만과 다알의 논의가 주류정치학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돼었던 배경을 펼 

자 나름대로 간단허 설[성할 것어다. 이어서 필자는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을 개별적으로 채 

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동서에 이들의 논의에 공통적으로 흐므는 주제인 대중운동， 급진 

운동， 그라고 대규모의 제도적 채혁에 대한 7i 부-감이라는 요소와 이익집단정치가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요소를 추출해 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에 패산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기엽부문의 이 

익대표 양식을 세 가지로 정려해 보고， 기업부문의 이익이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의 전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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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 볼 것이다. 

2. 다원주의와 01 억칩단01론의 의미 

“다원주의”라는 개념은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도 상이한 두 가지 범주에서 크게 정의해 

볼 수 있다. 다원주의는， 첫째， 정치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론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실제 특정 단위사회에서 별어지고 있는 정치현상을 설명하고 기술 

하는 정치학의 이론 혹은 모텔로서 정의해 볼 수 있다. 통념상 다원주의는 사회 내에 존재 

하는 다양한 가치를 체계적연 굴절과 배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과정에 충실히 반영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각도에서 볼 때 다원주의는 정치학의 

이콘이기에 앞서서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사하는 규범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둘째， 다원주의는 특정 단위사회의 정치현실을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하여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정치학의 이론으로서 다원주의“론”은 이익집단이론과 동일시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원주의론에서의 “다원”의 의미가 바로 “집단 더 좁게는 “이익집단”을 의미 

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의 다원적 가치가 이익집단을 통해 대체로 무리없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깨 때문이다. 정치과정을 서술하고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이익 

집단이론은， 적어도 미국 정치학에 있어서는 1908년 아써 벤툴리의 『정부의 과정 ~(The 

Process 01 Government)이라는 저술에서 본격적으로 이론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벤툴리는 정치과정을 다양한 “이익집단”이라는 탈역사적언 단위의 “행위 (activities) "를 분 

석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치학의 과학화， 즉 탈역사적인 정치학익 이론적 일반화에 공헌하였 

다. 정치학 이론으로서의 다원주의론， 즉 이약집단이론에 의하면 정치는 다양한 이익집단 

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과정 (process)"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일단 이론의 차원을 벗어나 하나의 “규범”으로서 다원주의가 미국사회의 사활적 

인 특정으로 파악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 

은 미국정치발전의 역사적 자기전개과정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미 

국적 생활양식의 저l 화(體化)된 일부로 자연스럽게 용납하지 않으변 얀되게 한 역사적 배경 

을 제공했다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규뱀이든지 이론이든지를 막론하고 머국의 정치발 

전은 1820년대 후반 이후 다원주의를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경로를 밟으면서 전개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화의 

결과로 기업， 노동， 농업， 전문가의 결사 등을 중섬으로 한 “집단”이 “이익”을 표방하면서 

“이익집단”으로 등장하여 벤툴랴의 이익집단이론을 과학적 이론의 차원에서 탄생시키기 

이미 오래 전에， 다양한 이민약 “민속집단"(ethnic group)으로 형성된 머국사회는 이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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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측면에서 다원주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론화” 이전에 “현실”의 측면에서 미 

국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해 왔다는 주장은 바로 잭슨 민주주의 사해틀 중심으로 하 

는 제2차 정당 체제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정당정치 "(party politics) 혹은 “선거정 

치 "(electoral politics)를 활성화시키면서 득표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내의 제 민속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가치를 안정할 수밖에 없재 되었다는 사실 

과 멸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다수 유권자의 확보는 곧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바탕해서 “협상"(bargaining) , “타협" (comprornise) 그려고 협조악 대 

가로서 “정부에 의한 지역구 지윈"(pork-barreling) 등을 샤엽을 실행해야 함을 의마하게 

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세력의 지지를 유도해야만 하는 정당정치의 “현실”이 이미 선행되 

변서 다원주의는 미국사회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히 받아들얘지게 되었다. 

그랴나 본 논문이 본격적으로 괜심을 갖는 이익집단정치악 역사적 전개 및 정치학 “이 

론”으로서의 다원주의론， 즉 이익집단이론은 19세기 후반에잭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재 급 

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자극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 사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본격적인 “이익”으로서의 “집단”을 설명해 보고 이를 과학적으로 이론화 

한 벤툴리의 논의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0에철단며론의 등장배경: 정당정치의 쇠퇴， 아익집단의 생성， 

정벌주의 시태의 ~직화 

1) 정당정치의 쇠퇴 

남북전쟁 이후 제3차 정당체제의 등장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었던 전국적 규모의 정당정 

치가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쇠퇴하게 되는 과정은 정당정치를 정치부패와 동일사환 재혁 

자들의 노력이 그 이변에 지속적으로 경주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1880년대의 인민주의 운동(popwist movement)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1896년 체체 

(system of ’96)3)의 등장과 아울러 남북전쟁 종식 이후 다시 활성화된 정당정치의 부패상 

을 공격하면서 성장한 반정당운동의 효력은 1896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인민대풍의 선거 참 

2) 미국정치발전의 과정에서 파악되는 제2차 정당체제의 득성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말미에 있는 

Appendix를 참조하기 바람 

3) 1896년 채제는 그해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ηan)이 공화당의 맥킨 
리 (Wi!liam McInley)에 의해 패배힘으쿄서 성립되어 1932년 루우즈벨트(Franklin D. Hoosevelt)의 등 

장 시기까지 유지된 공화당 주도의 금권정치체제릎 의마한다. 1896년 체제의 등장이 정치과정을 기업 

부문 중심의 이익집단의 활동을 통해 분석하게 했음을 시사하는 논점에 관해서논 Schatts야meider 

(960), p. 2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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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입증된다. 남북전쟁 이후 19세기 후반과 20 

세기 초반을 걸쳐서 지속된 개혁자들의 꾸준한 반정당운동은 향후 인빈대중의 선거참여 

등 정치참여가 쇠퇴하는데 공헌했고， 진보주의 시대에 이르라서는 선거정치에서 독립된， 경 

영방식의 행정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도입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궁 

극적으로 정당의 쇠퇴를 가져 온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만정당운동의 양상을 살펴봄 

으로써 이익집단과의 경쟁에서 정당이 약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4) 

남북전쟁이래 1896년 처l 채가 등장하기까지의 30년은 흔허 도금시대(Gilded Age)라고 불 

린다. 이 사기는 1850년대의 노예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과 남북전쟁에 의해 침체되었 

던 정당정치가 다시 제3차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시기였으며， 산업화의 급속한 진 

행에 따라 정치， 경제， 법률，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던 

기간이었다.'S) 이 시기에 걸쳐 반정당운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서l 력들 

은 대체로 공화당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던 인사들로서 “최우수인사(best men) " , “자유 

주의자Oiberals)" ， “식자층(educated men)" , “독립자(independent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정당의 부패를 맹렬히 공격함으로써 대중정치의 쇠퇴를 촉진샤킨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각 주정부나 사정부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부패를 조장하고 있었던， 

난마같이 얽힌 복잡한 정당조직 (party mac넓ne)과 이 조직을 움직이는 정당보스(party 

boss)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개혁자들에 외하변 이들 정당보스들은 장기적인 효율의 관점 

에서 시 정부나 주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정부 

의 관직을 유권자의 지지표와 교환하는 부패， 무능 비능률의 원흉이었다. 19세기 후반의 

개혁자들에게 이들 정당보스들은 인-정된 생계의 수단을 찾는 이민자들에게 후원자혜택 

(patronage)을 베푸는 동시에 이들을 선거에 동원하는 중우정치와 선동정치의 화신으로 비 

쳐졌다. 따라서 이들 개혁자들은 정당보스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선거정치의 규모를 어떠 

한 방식으로든지 제한하려 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초거의 노력이 인민대중외 선거권제한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도 이라한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들이 중우정치를 염려하면서 대중정치를 부정적언 것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선거권을 

제한하려 했던 노력은，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고 정치적인 식견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선거 

권을 부여한 결과 자발주의( voluntarism)와 시민의 덕(civic virtue)에 근거한 미국의 민주 

주의적 유산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었다 찰스 프란시스 애담스 

(Charles Francis Adams)와 같은 당시의 개혁자는 대중에 대한 보통선거권의 부여는 곧 

무지와 악에 의한 통치를 의띠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McGerr 45-46) 따라서 이들은 

4) 이 부분을 집필하기 위해 펼자는 McGeπ(986)과 뼈cConnickO 986) 가운데 chapter 4, “Political Parties 
in American Historγ”를 창조하였다. 

5) 19세기 후반의 미국사회의 제반양상의 이해릎 위해서는 Keller(977)과 Wiebe(967)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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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의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투표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과 재산”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권의 제한이 보통선거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규범자체에 대한 직접적 

인 위반이라는 주장에 의해 그 설득력이 약화되자， 이들은 유권자의 교육， 상층계급의 분 

발 및 각성， 그리고 정당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법적인 제한을 통해서 자신들의 반정당 개 

혁활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 동시에 이들 개혁자들은 선거정치를 더 이상 장외에서의 선동 

과 구호에 의해 수행되는 “볼거리 정치 "(spectacular politics)로 방치해 두지 않고? 팝플렛 

등 인쇄매채 등에 의해 추진되는 차분한 토론과 분석의 정치로 변화서커려고 노력하였는 

페， 이는 곧 대중장치양 종-얄윤 결과하게 법는 상층계급의 노력어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 

태중의 정치참여플 혜폭 감소시켜 1896년 어후 정당정치률 쇠퇴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 

다. 이들 개혁자들이 정당정치를 약화시키고 정당의 기능을 제한하려던 노력은 구채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때cGerr 53-67). 

첫째， 이들 개혁자들은 독립유권자 운봉(independence movement)과 같은 선거개혁운동 

을 통해서 정당에 돼한- 절돼적인 충성이라는 괜념을 약화시키고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협띈 “독립유권자”라는 관념을 유권자들 사야에 확산서켜 정치세력화혀고자 하였다. 둘 

째， 이들은 선거정치에 관한 때중교육을 워해 다양한 계몽조직과 클럽들을 만들어서 감정 

적이기보다는 보다 이성해 호소하는 지성적언 정치획 확산을 꾀하였다. 이는 곧 이들 깨혁 

자들이 대중적인 정당정치를 보다 엘려트적얀 취향에 부응하는 계몽적인 정치 (educational 

polìtics)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음윷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셋째， 정당의 영 

향력을· 제한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초기단계에는 셔 정부 차원에서， 그혀고 이후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제도 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공무원제도 개혁운동은 공무 

원을 정당의 영향력과 푸관한 바정당 인사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승 

진서켜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정부가 처리하는 업무는 정당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전문 

인력의 확충에 의해 과학적인 빵법에 의해 처리되얘야만 하는 것이라는 진보주왜 시대댐 

인식에 근깨확고 있는 것이었다. 넷째， 이들은 선거에 돼한 정당외 영향력을 약화시커기 

위해서 정당이 주도하던 기존의 투표방식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정당에 의해 주도된 기존 

의 투표채도는 사실상 정당이 지명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공공연히 브장해 주는 제도 

로서 벼빌선거의 원칙에 커다란 위반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랴한 비정상적인 투표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투표용지외 안쇄를 정당이 담당했다는 사실에서 연유했으며， 특정 

정당이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거 선핵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유권자가 그 투표용 

지를 인쇄한 정당의 후보자만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였다. 이 

러한 방식은 입후보자의 선택애 있어서 유권자 가표내용의 비밀보장이 불가능한 투표재도 

였으며， 정당이 투표의 감시를 통해 유권자를 매수할 수 있는 언샌티브를 제공해 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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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였다. 이러한 유권자와 정당간의 선거를 통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헥자들 

은 소위 “오스트렐라아식 투표제도"(Australian ballot system)를 도입하여， 개별 정딩이 

아닌 정부가 직접 투표용지에 선거직에 출마한 모든 정당의 입후보자를 인쇄하게 함으로 

써 선거의 공명성을 기하고， 유권자가 서로 다른 정당에서 서로 다른 선거직에의 입후보자 

를 분할하여 선택할 수 있는(정당간의) 분할 투표(split voting)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와 같은 개혁자들의 노력에 의해 20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선거정치의 선동적 

이고 대중동원적인 면이 급격히 위축되고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언 정치문화가 확산띔으로 

써， 인만대중의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였던 19세기 후반기의 정당정치는 일단 종말을 고하 

게 된다. 공화당의 맥킨랴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되는 소위 1896년 체재는 바로 이러한 

상층의 식자층 중심의 반정당 개혁운동외 성공을 시사하는 현상이었다. 아울러 이들 개혁 

자들의 노력에 의한 정당정치의 쇠퇴는 인민주의 운동의 종삭을 동시에 수반하변서 농민 

을 포함해서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는 인빈대중의 평등주의적 열정이 좌절되고， 정부와 기 

업부문간의 협조에 의한 소위 “진보주의”정치의 등장을 순조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19세기 후반과 20서|기 초반까지의 이익집단의 샘성양상6) 

공통의 “이익”이 모여 “집단”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이익집단은 오늘날 미국정치의 분 

석에 있어서 하나의 통시대책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이라는 개념 

이 통시대적인 개념으로 용인되는 과정은 정치현상을 바라보는 모델로서 이익집단이론외 

등장과 확산이라는 20세기 초반 이후의 일이벼 이는 산업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이익의 

등장이라는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사회의 변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사회의 변모는 정당의 쇠퇴과정과 병행하여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전국적 규모의 사적 이익집단을 탄생시켰다.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산업화를 경험하게 된다. 남북 전쟁은 북부 

와 서부 중심으로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켰으며 당시 지배세력이었던 공화당은 보호관세의 

설정， 국립은행제도의 확장， 철도의 건설 등을 통해서 산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내부적 조 

건을 수립하였다(이보형 1976, 144-145). 급격한 산업화는 노동의 반발이나 단기적인 불황 

과 같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틀 야기시키면서 사회의 조직화를 유도하였다 

6) 본 절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자는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트루만의 교란이콘을 원용하였으며， Truman, 

chapter 4 “Group Origins and Political Orientations"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기업부 

문의 이익집단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였어서 그 상세한 내용윤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규모상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국적 규모에서 등장한 기업부문의 이 

익집단에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현재 미국학계에서 쓰이는 용어를 빌리면 “전(全)산 

엽적 기업협회 "(peak business association)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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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급격한 산업화의 양상에 대한 기엽부문의 반응은 가업이 때형조직화를 통해서 경 

쟁을 제한하1잭 지주회사나 트라스트 혹은 푸울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삭 등이었다 즉， 전 

보주의 당시에 풍미했던 논리로서 “결합운동"(combination movement) 뜸 조직화플 통해 

기업은 효율의 추구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다른 한편의 반응은 기업부문획 이익집단의 

등장이다. 기업부문은 당시의 노동세력의 대항과 주기적인 불황이라는 교란요얀에 적면핵 

여 정부에 대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 워해서 전국적 규포에샤 가업부운왜 

적능단체 (trade associationl를 구성하기 사작했다 즉， 기숲억 밸전， 샤장의 확장y 그려고 

무역왜 심각한 변동， 그라고 무제한적얀 경쟁 등은 기업부분얘 대단한 교란요소로서 작용 

하면서 기업의 대형화， 조직화를 통해 트라스트 운동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 

태로서 직능단체라는 이익집단의 탄생을 유도하게 되었다. 그핵고 이랙환 기업부문악 직능 

집단은 향후 양 차 돼전과 디}공황을 캠으면샤 그 대표자들을 정부익 위기정책결정기관에 

참여케 

회의 

함으로써 비상시 기 업부운/정부왜 협조체제를 형성혀는 골격을 이루기도 하，고， 의 

상임위원회양 행정부 부서의 실무부문과 

도 한다. 아래에서는 기업부문 이익집단의 

함째 

탄생을 

보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차 한다. 

하부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기 

산업화가 야기한 교란에 태한 대응이라 

먼저 산업전체를 망라하여 제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적 이익집단으로 전국 제조 

업자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가 1893년의 경제불황의 문제에 때처하 

거 위해 1895년에 창설되었다. 이 이익집단은 1893년의 불황과 이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양 

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거본적으로 미국의 통상， 특히 무역을 촉진시키려는 “공동의 목적” 

을 가지고 탄생되었다 그러나 1903년을 지나면서 이 전국 채조업자 협회는 작업장 노동자 

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측의 무제한적인 처분권 행사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사용 

자의 결사체라는 성격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전국 제조업자 협회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채 

별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단체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활동을 원 

활허 하기 위해서 노동문제와 괜련이 있는 직능단체로 구성완 산하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대체로 이들 단체는 명목상 독립적인 단채였다. 되기도 하였고 

산업화의 격동에 의한 노동세력의 등장에 따라 성립휠 사용자 중심의 전국적인 이악집 

단으로는 1903년에 지방의 사용자 집단의 결샤체로 생 렵휠 미국 시민산엽연합(Citizens’ 

Industrial Association of America)이 존재했다. 이 단체는 1907년 전국 산업수호 완원회 

(National Council of Industrial Defense)로 채칭라고 이후 전국 산업 위 원 회 (National 

lndustrial CounciD로 그 이름을 변경하는데， 자체빽 힘만으로는 점증하는 노동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였던 소규모의 가업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가엽 

은 이 단체에서 재외되었으나 1933년 아후에는 대거업들도 가입하게 되었다. 

마지 막으로 전국적 규모로 형 성 된 머 국 상공회 확 소CUS. Chamber of Commerce) 역 샤 



44 美 國 學 第二十-輯 (1998) 

산업화가 낳은 산물이었다， 그러나 1912년 2월에 창설된 미국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펼요와 

기업부문의 요구가 접촉하는 지점에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과 정부와의 협조적 

관계설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먼저 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미국 상공회 

의소와 같은 집단이 등장하여 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기엽부문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정규화 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고 기엽부문은 기엽부문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시장의 자율성 제고목적의 규제조치의 설시 요구를 위한 자신들 

의 의사 결집기관이 필요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등장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통상 및 노 

동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Labor)내에서 전국 제조업자 협회， 샌프란시스코 상공 

회의소， 남부 통상협회， 보스턴 상공회의소， 그리고 워싱턴 시의 통상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위한 모임을 갖고， 주와 지방의 상공회의소와 직능단체， 그리고 미국 상공회 

의소에 속하게 휠 조직 산하의 개별 기업이나 개인을 회원으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기업부 

문/정부 간의 협조의 모습은 이미 19세기말 20세기 초 진보주의 시대에 그 모습의 원형이 

윤꽉을 드러내면서 양 차 대전과 그 사이엌 대공황에 의해서 정형화되어 간다. 

3) 조직화의 시기로서의 진보주의 시대 

정당정치의 쇠퇴와 전국적 규모의 이익집단의 등장과 함께 이익집단정치를 자극하고， 기 

업부문/정부의 협조체제를 경제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개시하며， 개인이 아닌 

“조직”의 현상으로 사회를 인식하게 만드는 사고의 틀을 확산시키는 계기는 진보주의 시 

대7)에 도래한 대형기업적 자유주의 (corporate liberalism)였다. 남북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 

화 과정에서 시작하여 진보주의 시대를 관류하여 경제영역에서 빈번히 거론되던 기업의 

형태는 대형기업 (corporations) ， 합병 형태의 기엽 (trusts) 혹은 독점기엽 (monopolies) 등이 

었다. 진보주의 시대에 경제규제의 문제와 연관하여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논의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단위들의 성격 및 사회적 정치적 파장과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본질 

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업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축적 양상과 새로운 형태의 재산보 

유자(property holder)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그 대규모로 인해 대형기 

업적인 자본의 축적은 전통적언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 (classical Iiberalism)에는 포섭되 

7) 진보주의 시대는 미국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독점 등의 경제문제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행정개혁쓸 통 

해 규제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던 시기를 지칭한다‘ 진보주의 시대의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학자 

들 간에 시기획정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1880년대 후반부터 1910년 

대 말까지의 시기를 대체로 진보주의 시대로 보는데 합의가 존재하는 듯하다[Martin Sklar(l988); 
Jeffrey Lustig (1982); Stephen Skowronek(1982)]. 본 논문에서 펼자는 진보주의 시대를 대형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1880년대 중반부터 윌슨(Woodrow Wilson)을 최후로 진보 

주의적인 대통령이 사라지고 개혁의 열정이 좌절되는 1910년대의 후반까지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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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동시에 미국의 건국 이념에 배치되는 권력의 집중， 특권영역 및 위계적인 종속 

의 영역을 새로이 창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Lustig 21) , 그러변 이러한 대형기업적 

자유주의는 조직화라는 현상 이전의 개인주의를 특정으로 하는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미국사회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익집단정치의 활성화에 어 

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형기업적 자유주의는 첫째， 개인주의와 기회의 균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하츠류의 

고전적인 로크적 자유주의를 점차로 붕괴시켜 나갔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에 따르면 부의 

소유를 도모하는 개인들(acquisitive individuals)이 생산활동의 기본적인 단워였을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권은 오로지 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졌다. 개연들은 시장기제에 의한 계약을 통해 상호작용했고， 적어도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이익의 조화라는 관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Lustig 2-3) , 요 

컨대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이념적으로 지탱하고 있던 사회는 조직적이고 위채적이기 보다 

는 여전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삭되었고， 인격적이고 비공식적언 

삶의 양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Wiebe xiii) , 

재산권을 소유한 개인들을 근간으로 형성된 고전적인 자유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대형기 

업적 자유주의는 대규모의 기업들이 실질적이고 주요한 경제적 단위로서 점차 소규모 생 

산자를 대체해 나가연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대의 이념이 되었다. 그리고 진보 

주의 시얘의 마국은 이러한 본격적인 산업사회의 양상을 반영하여，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일련의 볍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재산의 보유자로 안정받을 수 있는 법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8) 이는 기업들이 개인들애 버금가는 인격적인 재산 보유자로서의 지워 

2 -「」 획득하기 위해서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더 이상 특허장이나 인가(charters or 

grants)를 청구해야 할 펄요가 없어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형기업들 

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보유자로서의 자신들의 위치 정립에 생공한 것이다. 

둘째 1 이제 경제 관계의 정점(頂뿔I~)에 기업틀이 위치함에 따라， 며국의 자유주의는， 랙스 

틱이 주장하듯이， 개인들 중섬의 다원성 (plur벼ity of individua1s)에서 기엽에 의한 일원성 

(singu1없i.ty of corporations)으로의 변화를 경 험 하게 되 었다(Lustig 9-11) , 주요한 경 제 주 

처}로서 개인들이 사라져 가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의 자동적인 자기 조정 

8) 스클라논 1886년도의 연방 대법원 판결을 대형기업을 합법적인 재산의 보유자로 인정하는 일련의 과 

정을 개시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Sklar 49) 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최초에는 대형기업의 주식 

보유자에게， 궁극적으로는 대형기업 그 자체에게 볍적 지위릅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형기업 일반에 대 

해서 인격 (person)으로서의 엽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과정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방 대법원 

의 판결읍 효시로 하여 19세기말파 1910년대를 거치연서 대형기업은 인격으로 인정되어 권리와 특권 

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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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서의 역할을 터 이상 수행해 나갈 수 없음에 따라， 대형기엽에 의한， 권위적 성격을 

띤 경제정책이 과학과 기획의 이름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과되기 샤작했다. 그 결과 자구 

(self-help)의 수단을 상실한 개인들에게 요구된 내용은， 이러한 대형기업적 경제질서 내에 

서의 자신의 위치에 부과되는 사항들을 수동적으로 저항없이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제 정 

치적 자유방임의 경제적 구현체로서의 시장은 대형기업에 의한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화 이전의 미국경재가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사회 

관계 내에 깃들여 있던 (embedded)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보주의 시대의 사회의 제(諸)관계 

는 대형기업적 경제에 의해서 흡수되기 사작했다. 

셋째， 대형거엽적 자유주의는 실용주의적 정치관에 근거한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positive 

libera1 state)안 진보주의 국가(progressive state)를 탄생사켰다.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획 와중에서 대형기업적 자본주의 (corporate capita1ism)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 국가

는 이전외 국가운영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진일보해야 하는 위치애 

놓여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진보주외 국가는 대형기엽적 질서를 지향하는 경제규재 

(economic regulation toward the corporate order)와 효율적연 경제 규제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부의 형성을 위한 정부권력의 재정의(再定 

義)(redefinition of power relations in the govemment)를 특정 으로 표방하변서 등장하였 

다. 대형기업들이 사회 전체의 각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함애 따라， 진보주의 국가는 

경제규제라는 시대사적 과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동사에 진보주의 시대의 경제규재 

는 국가에 의한 대형기엽의 현설적 힘을 인정하는 토패 위에서 이루어졌다 친보주의 시대 

가 시작될 즈음에는 대형기업적 자유주의가 이마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 왔기 때문에， 진보 

주의 국가에 의한 규채 조치는 대형기업이 차지한 중심적인 위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 

행되었다. 한편 점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대형기업적 질서에서 기인한 제반 사회적 요 

구에 반응하면서， 행정부는 기능적으로 다양화된 관료제도를 구비한 독립적인 정부기관으 

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다， 행정부외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진보주의 시대 

의 대통령인 태어도어 루우즈벨트(Theodore Roosevelt) , 윌리염 태프트(William τaft) , 그 

리고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등은 모두 전국적인 규모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제도를， 국지적이고 파편화된 정당Ooca1 and fragmented 

party) 중심의 선거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캉화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배경으로 대형기엽적 자유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진보주의 사대가 

이익집단정치의 전개와 이익집단이론의 등장과 관련하여 지니는 의마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익집단정치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진보주의 시대는 향후 미국의 

이익집단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는 대형기엽부문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시키고 정부와 

기엽부문띄 협조관계의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기업부문이 주도하는 편향된 이익집단정치의 



얘7 

형성을 가져 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아울력 아들 기업부문이 게별적으로 혹은 전국적얀 

규모에얘 연협체를 형성하핵 강력한- 정제적 아익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구성원을 보유하-지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1 

기업과 “구성원을 보유한 이악집단” 이 약 집 단"(nonmembershíp assαciation)으로서 。L 。
1승L 

전(全}산업챔 기업 협회 (peak business 

association)나 산염별 협회 (trade association) 등의 전형을 형성하였다. 둘째， 이익집단정 

치외 이론화라는 측변에서 진보주의 시대는 사회악 주요한 구성단위는 7H 얀이 아니라 “조 

직" (organization)이빽 “결사" (association)라는 의식을 사회전체에 광범위하거! 꽉산서컸다.9) 

위계적으로 조직화된 대형기업과 이들의 전국적인 연합쩨로서 기업부문왜 이익집단의 

전국적얻 규모의 (membership association)으로사 

등
 

장은 “쪼직화된 사희적 조챈"(organized social conditions)을 현실의 핵심적얀 부문으로 받 

아들이제 했으며 “결사의 사설"(fact of association)이 사회적 으4 식확 차원에서 재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게 해 주었다(Lustig 104). 이려한 결사양 조직왜 현살을 경험하면서 뺀틀혀 

구성요소로서 재연보다는 “집단”을 보다 외마있는 것 를 포함한 많은 이론자뜰이 사회외 

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얘。 먼l톨렉의 어와집 801좀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서술된 바 이익집단정치가 등장라게 되는 역사적 배경과 기업부문 

중심의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초기 기엽부문과 정부와의 협조관계가 형성돼는 진보주의 시얘 

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얀 이익집단이론악 논의를 미국 정치과정에 관한 

이익집단이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벤틀리의 『정부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벤틀려 이해으| 맥확 

흔히 미국 정치과정을 분석하는 이론 혹은 모델로새 주도적 위치를 점해 온 다원주의론 

혹은 이익집단이톤은 벤틀려의 『정부의 과정』에서 그 학문적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정치학 

을 “역사적 사실주의”라는 전통 정치학의 방법론과는 다른， 경험과학으로 접근한 벤틀려는 

철저한 관찰에 입각하여 정치를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벤틀랴자 

창안한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악 몇 가지 사항이 먼저 얀식되 

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벤툴리가 그의 저작을 출판할 당샤는 위에서 그 내용의 요점이 

9) 진보주의 시대의 특정을 “조직”이라는 각도에서 “질서”플 모색하려 했다는 점으로 파악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WiebeCl967)이 있다 그려고 듀이나 벤틀리 등을 중심으로 진보주의 시대의 “조직화”의 

움직임이 지성계에 수용된 내용에 관해서는 러스틱의 Corporate Liberalísm, chapter 5 “ The Unite갱 
States Incorporated: The Group Vision"릉 참조하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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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진보주의 시대로서 산엽화에서 기인한 전반적 격변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적 반 

응이 “조직화”를 통한 “질서”의 모색으로 귀착되는 시기였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대형 

기업적 질서의 등장으로 적절히 포착되는 이 시기는 미국사회의 전체 의식 속에 “결사의 

현상"(the fact of association)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기 만들기 시작한 시대였다. 이 당 

시에 인구에 회자하던 용어들은 대체로 결합， 조직， 결사， 합병 등으로서 전통적인 미국의 

고전적 개인주의와 비제한적 경쟁(unrestricted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이 권위를 상실하고 

대형기업적 자유주의와 경쟁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된 시장"(administered market) 

의 개념이 득세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다윈(Charles Darwin)과 섬너 (William Gr따1am 

Sumner)외 진화론적 역사관의 확산에 의해 역사진행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natura1 

and inevitable)10) 결과로서의 “조직화"(organization)의 대세에 의해 그 힘을 거세당한 개 

인아 오로지 조직 내의 구성원으로서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에 벤툴리의 

이익집단이론이 “집단”을 분석 단위로 삼으면서 등장한 것이다. 

둘째， 벤틀려의 이익집단이론은 급진주의 사조의 도전에 대한 미국 사회과학의 대응의 

한 딘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남북전쟁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적 지위가 심각 

하게 위협받게 되는 농민과 노동자 주동의 인먼주의 운동이나 대규모 파업 등을 불러와 

미국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 

한 사회주의 세력의 부분적 득세는 미국사회의 정치적 특성상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극단적 갈등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급격한 산업화가 수반하는 사회 

적인 격변에 기언한 농민운동 등의 인민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과 같이 미국의 체제 

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급진적 대중운동의 출현과 관련하여 이익집단이론은 

사회과학적인 이론화를 통해서 이들 급진운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다. 즉， 벤틀리의 이익집단이론의 저류에는 진보주의 시대부터 과학화된 학문의 

역할로 규정된 “사회적 통제"(soci떠 controj)라는 “사회적 책임 "(soc때 responsibility) 의식 

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통재라는 사회 과학자의 역할은 건국 이래 미국의 

역사는 체제 도전적인 요소에 대해 미국체제의 근본 이념으로 신성시되어 온 개인의 자유 

확보를 구현해 왔다는 “미국 예외주의”의 흐름과 빌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가 배태 

한 노동과 자본의 대립，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대립， 농민과 산업 자본가와의 갈등 등 미국 

10) “자연스럽고 펼면적인”이라는 수식어는 진보주의 시대 당시에 미국 지성계에 풍마했던 진화콘이 역 
사발전의 결과물을 서술할 때 자주 구사하던 용어 였다 예컨대， 소규모 생산자를 대치하연서 등장한 

대형기업의 등장이 이들 진화론자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인사들에 의해서 역사진화의 결과로 

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에 있어서 진화론의 등장파 전개 및 그 시사점 

에 관해 서 는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Înism in American Thought (Boston: Beacon Press, 
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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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가 구체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 벤툴리가 제시 

한 이익집단이론은， 계급간의 대립보다는 이익집단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혁명보다는 

점진적 균형의 모색이라는 개념을 고수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사회주의적 논의가 득세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였다. 

2) 벤툴리으I Iì'정부외 과정dJ( The Process of Government) 

이익집단이론의 비조(웰祖)언 벤툴리는 경험과학으로서 정치학의 연구대상(혹은 연구지 

료 “raw materia1")을 인간들 간외 관계에 있어서의 “행위 "(action or activity)로 파악한다 

(Bentley 176). 벤툴리에 의하변 정치학의 구체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문쩨가 되는 것은 추 

상적인 “개인”이 아녀라 관찰 가능한 재인들의 “행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벤툴라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연구대상을 목적을 가진 행위의 형태에서 얻어야 한다 이러한 연 

구대양은 오직 실제 수행되고 있는 입법하기 Oegislating) ， 행정하기 (administering) , 사볍적 

판단하기 (adjudicating) 등의 국가의 행위와 사람들 사이에새 모이고 。l 랴한 영역으로 볼려 

가는 행위의 흐름(the streams and cuπents of activity)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주장 

하는 것이다(Bent1ey 179-180). 즉， “행위의 흐름”으로 사회가 파악된 이상，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제도나， 행위와 논리적으로 무관한 개인이 분석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벤툴 

라는 보고 있다. 이쩌 벤툴리에 있어서 정치학의 분석의 다}장은 제도나 재인이 아니라 행 

워의 “흐름”이며 이 흐름이 만들어 내는 “관계”이고 “과정”인 것이다(Lustig 121 ).11) 

그러면 벤틀랴에게 있어서 행위와 “이익집단”과는 어떠환 방삭으로 연관을 갖게 퇴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에 돼한 해답을 찾기 워한 경로는 뺀툴 

리가 이익집단이라는 단위에 주목하게 댐는 이유라고 그 자신이 제사한 사항을 살펴봄으 

로써 발견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뺀툴리가 이익집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첫째 

방볍론적안 이유에 기언한다. 먼저 벤툴라는 알단 행위로 파악된 연구대쌍을 과학적으로 

처리하가 위해서는 계량적인 측정이 펼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벤플라는 이러한 측 

정 가능성이 사회적인 흔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았기 때문 

이다(Bentley 200). 그랴변 고정된 채도가 아냐라 행동외 흐름과 과정으로 파악된 사회현 

상을 가장 적절하게 계량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해주는 분석단위는 무엿이었을까? 아에 대 

한 펜틀려의 다}답은 “집단” 비-로 그것이었다 예컨때， 집단의 규모， 집단왜 압택행위의 강 

11) 분석단위로서 행위에 대한 벤틀리의 집착은 연역적인 방법윤 거부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what was actually occurring)을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기 위한 귀납적인 방법의 채택을 의미하 
는 것이며 (Lustig 120), 한편에서는 사회현상윤 인간본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특성에서 설명하려는 
야론가틀을 비판하는 것이었다(Ross 331) 이논 결국 진보주의 시대 당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생활양식을 이흔적으로 포착하려는 역사의식의 발로였다(Ross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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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이 측정 가능한 분석 단위로서 집단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용례가 된다. 방법론적 

논의와 무관하지 않게 땐툴리가 이익집단 개념을 제시하는 두번째 이유는 연구대상인 행 

위는 분석단위인 집단을 통해서만 표출된다는 벤틀리의 믿음에 기인한다. 즉， 벤틀리에 의 

하면 연구자료인 행위는 항상 인간의 행위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대중의 한 익명적 인 

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안에서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선 

벤틀려는 “그 모든 국변에 있어서 전(全)사회적 생활은 행동하는 인간의 집단이라는 것으 

로 진술될 수 있다. 사실은 유용한 분석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전술되어야만 하는 

것 이 다”라고 주장한다CBentley 204) 

이러환 벤툴리의 주장은 그가 “조직화의 시대”인 진보주의 사대의 시대적 논려를 대변 

하고 있음을 엿보게 해주는 적절한 예가 된다 하겠다. 행위와 판련한 정치학의 분석대상으 

로 집단을 논의하면서 벤툴리는 결국 집단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강조는 진보주의 시대가 전체적으로 조직화를 특정으로 하는 시대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며， 조직의 일원으로만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부각하게 되는 당시의 특정적 양상 

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벤툴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개인이란 허구일 뿐이며， 항구적 

어고 본질적언 진실은， 인간의 행위는 단지 집단의 행위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CBentley 215). 사회는 이제 집단의 복합체에 불과한 것이r:t(Bentley 222). 

“이익”과 “집단” 간의 개념상의 관계에 관해서 벤툴리는 집단은 반드시 이익을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그에게 있어서 집단은 곧 이익이고， 양자는 분리 불가능 

한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약을 보유한 인간들(interested men)의， 집단을 통한 활동의 

관찰과 분석이 정치학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 이익이란 행위의 가치 혹은 무엇 

인가를 얻기 위해서 가치가 부여된 행위인 것이r:tCBentley 211-213) , 따라서 정치의 과정 

은 결국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치를 찾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집단들의 제반양상을 중심으 

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제 정치는 이익집단들이 행사하는 “압력”에 관한 연구가 되었고， 

정치는 이익집단들이 끝없이 조우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동일시되었으며 (Ross 333) , 정 

치학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연구와 다름 아닌 것이 되었다 12) 

벤툴리에 의한 이익집단 중섬의， 과정으로서의 정치는 결국 이익집단간의 “타협”이 증섬 

적 인 개 념 이 되 고， 따라서 미 국의 정 치 는 이 라 한 타협 이 , “교직 하는(criss-crossing) 집 

단"13)에 의해 구현와는 과정이 된 것이다CBentley 208) 벤툴리가 교직하는 집단이라는 개 

12) 과정에 대한 연구로서의 정치학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제도에 관심을 갖는 (구)제도주의 정치학 

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13) “교직하는 집단”이라는 개념은 후에 트루만에 있어서 “중복되는 구성원"(overlapping membership)이 

라는 개념으로 다시 등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다원주의론의 틀 안에서 이익집단정치가 온 

건한 성격을 띠게 되는 원인을 설명한다 즉， 이익칩단의 구성원이 특정한 한 개의 이익집단에만 소 

속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약집단 시이에 동시적으로 다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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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이용하여 파악한 사회 속에서 경직적안 개념언 “계급”야 들어설 얘지는 대단허 협소 

해 전다. 섬지어 벤틀래에게는 겨l 급마저 설상은 하나의 집단이라고 분석되기까지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적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산업화의 급격한 변풍이라는 도전애 직변한 진보 

주의 사대의 반응이라는 맥락 속에서 벤틀려의 이익집단이론외 등장이 갖는 의미는 개인 

중심의 미국의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유지를 개인에서가 아니라 집단에샤 도모하고 유지 

하려 했다는 데에 있다. 

5. 아익휠완젊치의 밟월 

1) 논짧의 정려밟 기짧뽑문/쟁뿜 혐홀E쩨재1 2.1 잠재양쌍 

본절에서 설명휠 내용의 취지를 기업부문/정푸약악 판체의 특수댐에서 간단하게 요약하얘 

채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쩨때전， 그랴고 전간기 (iαter--war 

period)의 뉴딜이라는 위기시에 기업부문은 정부주도의 각종 비상 경제규체 기구에 참혀하 

여 기업부문/정부 협조체제의 형성? 유지 및 공고화에 기여한다. 국가의 위가라는 상황하 

에서 기업부문의 정부기구 참여는， 맥코넬이 지적하듯이， 기업부문아 정부의 각 실무부처 

의 정책결정점에서 주요한 지역구(constituency)로 성장하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사적 권력으로 성장하는 계기와 장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둘 기엽부문 

의 정책참여는 비상사라는 상황하에서 정부주도의 경채규제 기구를 통해 공식적이고 가시 

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제2차 새계대전의 종전 이후 뉴딜 자유주의의 급진적인 요소와 

뉴딜 자유주의 국가의 중앙관리체재의 성향이 퇴조되고 기업부문/정부와의 관계가 다사 

균형점을 회복하면서? 기업부문의 영향력 행사는 위기 상황 당시 정책결정 참여가 보였던 

바 그 공식성 (fonna1ity)과 공적 가사성 (public visibility)의 측면에서는 잠재화(내면화)되면 

서 “하부정치체제 "(subgovernment system) 혹은 “철의 삼각지대 "(iron triangle)의 한 당사 

자라는 측연에서 작풍되는 것으로 관념되고 이론쩍으로 개념화된다 14) 하부정치채재왜 일 

원으로얘 기업부문은 선거에의 자금지원， 로비， 공공관계 (public relations), 광고 등확 전략 

의 양극화나 극단적 사조가 방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교직하는 집단이라는 개념이 이익집단야 

론 내에서 공헌하는 점이다 “집단”과 “교직하는 집단”으로 사희를 인식하는 경우 사회주의적 사유에 

서 발견되는 계급간의 갈등， 사회의 극단화， 양극화는 적어도 아론의 수준에서 볼가능한 것으로 인식 

된다. 

14)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기업부문과 정부에 의한 하부정치체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생성 

되었음을 의마하는 것은 이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뉴딜 자유주의 국가가 

위축되면서 등장한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의 환경 속에서 기업부문이 다양한 이익의 한 부분으로 

관염되지만 보다 우월한 자원을 확보하면서 배타적인 정책망인 하부정치체체의 일원으로 작동하채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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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러한 기업부문의 대(對)정부 영향력 행사 

노력은 현대 이익집단이론 분야의 경험주의 정치학에서 계량적인 방법으로 포착된다. 이러 

한 논지하에서 아래에서는 정부와 기업부문의 협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편성을 중심으 

로 전개되어 갔는지를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17년 미국이 독일의 무재한 잠수함 공격에 자극을 받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 

언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미국 내에서는 전쟁준비운동(war preparedness movement)이 다 

양한 차원에서 전개된다. 소위 “불순한” 이빈집단과 사회주의 세력을 포함한 반(反)미국적 

인 세력을 색출하는 사회적인 감시주의( vigilantism)가 1917년의 간첩행위법(Espionage 

Act)과 1918년의 선통법 (Sedition Act)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문화적인 변에서는 철저하게 

앵글로색슨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고 보급하여 미국에 대한 절대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충성을 강조하는 아매리카냐즘(Americanism) 운동이 전국 안전연맹 (the National Security 

League)과 미국 방위협회 (the Ame11can Defense Society) 등을 중섬으로 전개된다(Daw!ey ， 

chapter 5 “The Dynamics of τotal War"). 이와 아울러 전개된 운동 가운데 기업부문의 

정부협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바로 전시산업위원회 (the War Industries Board)로 대 

표되는 전시생산체제의 구축이었다. 전시산엽위원회는 형태상 기업부문/정부 복합체의 양 

상을 강하게 띤 것으로서， 대형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전시물자의 생산과 조달， 그리고 국내 

적인 소비용 물품의 공급을 위해서 형성된 벼상경제체제의 표현이었다. 기업부문과 정부와 

의 관계와 관련하여 전시산업위원회의 형성이 지니는 의미는 전시라는 l:l]상한 시기를 통 

해서 1896년 체제 이후 진보주의 시대에 구축되기 시작한 기업부푼/정부 협조체제의 확인 

및 지속이라는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엽부문은 전시체제에 정부의 산업정책의 입 

안과 실행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그틀의 지위를 좀더 확 

고히 하고자 했으며， 정부는 기업부문의 지원에 힘입어 전시경제를 운용하고 전쟁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전사산업위원회는 기엽부문에서 지명도가 높았던 버나드 배럭(Bernard Baruch)을 위원 

장으로 하여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Union Pacific Railroad)의 회장인 로버트 려빗 

(Robelt S. Lovett) , 그려고 국제 수확기 회사(International 뼈arvester Company)의 대표 

인 알렉산더 레그(Alexander Legge),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e)의 설렵자 

인 로버트 브루킹스(Robert Brookings)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었으며 (Weinstein 215), 전 

시산업위원회를 통한 배럭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시를 통해 정규적인 기업관행에 대한 최 

소한의 혼란과 최소한의 정치적인 교란만으로 최대한의 생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Weinstein 222). 즉， 전시산엽위원회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부문의 협력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이슈별로 상이한 이해판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할지라도， 장기적 

이고 거시적으로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W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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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는 

것이었다 15) 

전전(戰前)에 수립된 양자간의 협력체제가 실제로 재검증되었음을 의미하는 

진보주의 시대에 형성되고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대를 거치면서 확인되고 공고화된 

기업부문/정부의 협조체제는 다시 대공황과 뉴딜을 겪으면서 가시화된다. 즉， 대공황 당시 

에 루우즈벨트의 정책자문에 응했던 인사들 가운데에는 전시산엽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배럭을 포함하여 그와 함께 일했던 다수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Weinstein 223). 

먼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과 뉴딜， 그리고 제2차 셰계대전이라는 벼상사기의 중 

간에는 않20년대의 풍요의 사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기업왜 논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 시기이며 미국시회의 각 분야에서 풍요와 번영만이 약속된 것처힘 보였던 

시대였다(Sch1esinger chapter 10 “τhe Age of Business"). 이 시지 기엽과 정부부문간의 

관계는 후버(묘erbert Hoover)의 직능단채주의 (trade associatiorusm)16l라는 기업부문/정부 

의 협조체제에 의해서 잘 표상원다- 아놀드(Peri Aronld)와 같은 학자에 의해 효율적 국가 

(efficient state)라고 파악된 적능단제주의 (trade associatiorusm)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부 

문/정부외 협조체제는 후벼가 장관으르 있던 통상부(Departηlent of Commerce)와 전국적 

인 규모에서 조직왼 산업별 적능단체 (trade association)와의 협조를 통해서， 기업간의 지나 

친 경쟁이나 정보획 부족에서 오는 흔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통상부는 

기업간의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낭퍼작 성향을 표준화된 정보의 제공 및 직능단채의 조 

직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벼 풍상부 산하의 각 부서에 각 직능단체에 소속된 기업부 

문외 때표를 책임자로 선택함으로써 기업부문과 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공고학 하고자 하였 

다 필자가 파악한 라 후벼의 직능단체주의가 지니는 의며는 진보주의 사태와 제X차 서1 계 

대전을 겪으변서 형성되고 공고화되기 서작한 기엽부문/정부의 협조체제가 비상시를 지다 

평상사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는가를 보여 준다는 데에 있다. 

1920년대에 후바의 직능단채주의릎 거치면얘 공고화된 기엽부문/정부의 협력관계의 
。

ìí 

산은 뉴딜 사기에도 정부의 팽창적 속상과 친노동정책 때문에 갈등을 노정하면서도 경채 

정책의 실무적 차원에서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업부문/정부 협조의 연속성의 단적 

15) 전시 산업위원회 뿐만 아니라 당시 윌슨 대통령은 1915년 산업생산능력과 전서생산계획플 검토할 목 

적으로 산업준비위윈회 (the Industrial Preparedness Committeel를 허드슨 전동기 회사(the Hudson 
Motor Company)의 희장인 하워드 코핀(Howard E. Coffin)을 중심으로 준정부기관으로 조직하였고， 

1916에는 의회를 흉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방위위원회 (the Council of National Defense) 
룹 구성하였다 여 위원회에는 전쟁장관， 해군장관， 내무장관， 농업장관， 상공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 

였고， 국가방위위윈회 산화에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두어 기업부문의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6) 1920년대의 기업부문/정부간의 협조체제의 형성을 쭈버(Herbert Hoover)의 통상부와 그의 직능단체 

주의 (trade associationism)를 중심￡로 다루고 있는 작업으로는 Amold(l98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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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가 루우즈벨트에 의해샤 창설된 전국회복기구(the Nationa1 묘ecovery Administration: 

NRA)로서 이 기구외 초대 위원장인 휴 존슨(묘ugh S. Johnson)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산엽동원의 견인차였다(McConnell 69) .17) 요컨대 제1차 대전 당시 정부와 기업부문 

간에 형성되었고 1920년대를 거치면서 활성화된 기업부문/정부의 협조체제는 다양한 갈등 

의 양상을 노출하면서도 대공황의 시기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다. 

국내적으로 기업과 정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킨 계기는 제l차 세계대전 및 대공황과 

뉴딜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도 포함된다 이는 역시 제l차 세계대전악 경우와 마찬가 

지로 전쟁의 수행이 기엽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들 

기엽부문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며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월다(McConnell 256) ‘ 

최초에 루우즈벨트(Frank1in D. Rooseve뼈 대통령은 전전의 산업동원계획 (the lndustrial 

Mobilization Plan)에 의거하여 전쟁물자가구(the War 묘esources Administration)라는 행 

정기구를 설립하였으나 이 기구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대신 윌슨(W oodrow Wilson) 대통령 때에 수립된 기존의 국가방위위원회 (the Council of 

Nationa1 Defense)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생산과 

분배의 실무에 밝은 기업부문의 인사를 동원함으로써 전시의 전쟁물자 조탈과 생산물자의 

국내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힌- 것이었다. 

동시에 루우즈벨트는 1940'년 11월 생산경영국(the Office of Production Management)과 

전쟁생산청 (the War Production 묘oard)을 설치하게 된다. 전쟁생산청외 설치는 전쟁 이전 

의 산업동원계획 (the Industria1ization Mobilization 뻐an)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러한 제반 반관반민의 전시동원기구는 경제행위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샤 급격히 확산되어 

갔다. 이는 정부가 신속한 전시 경제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업부문으로부터의 자문 

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기업부문의 시설과 기업 

의 지원이 전쟁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때cConnel1 259). 뿐만 아니라 전 

쟁생산청과 생산경영국 산하에는 다양한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기업과 정부간의 공조체제 

를 구축되었는데， 이러한 자문기구체재는 기업부문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가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업부문/정부간의 협의， 협 

조체제는 전후에도 지속되어 미국정치파정 내의 각인된 통치의 방식 Gngrained way of 

government in the u.s.)이 되 었다(McConnell 268). 

17) 와인스타인(Weinstein)에게서도 연속성의 논의가 강조되고 있다(Weinstein 233) 바로 이러 한 연속성 

에 주목하면서 와인스타인 역시 존슨(Johnson)이나 피이크(Peek) 등과 같이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산업동원애 관여했던 기엽부문 인사가 뉴틸 당시의 핵심적 기관의 일부였던 전국회복기구(the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 i.on: NRi\)와 농엽조절기구(the Agricultural Adjustment Adrnini
stration: AAA)를 주도한 사섣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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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류달확 짧째|현실과 cl월주요|쟁 환쩔9.1 섬립 

제2차 써계태;선 이후 등장하는 1950 1년대의 “신질서 "(new order)는18) 기본적으로 1935년 

실시되는 재2차 뉴띨핵 꼴격언 친노동적양 정책과 71 ，~샘 부문예 때딴 쟁부의 지나친 규채， 

그라고 연방정부의 팽창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는 1937년 。I 후파 채3차 뉴열의 연장선짱 

에서 이해된다 19) 사회외 제반부문에서 교작상돼(stalemate)호 파악돼는 1937년 이후 약확 

와 기업부문은 정부의 중앙집중적 관리경제정책의 성향， 뉴딜 자유주악의 급잔적 경향 등 

에 불만을 품고 연방정부외 팽창을 저지하기 워해서 노력양였다. 다음 장애서 설명쩍는 트 

루만이니 다알의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이론의 등장의 배경이 되는 뉴딜 당사의 정부/사회 

관계의 양상， 뉴딜외 정책입안과 변형 등악 채반양상은 아E생양 같다. 

첫째， 뉴딜 자유주의 국가는 대공황이랴근 전대 uì 푼팍 국적 위가를 대처하가 위해서 

유태인， 카톨릭 등의 종교집단， 도사 거주자， 이빈집단， 도사 뇨二풍자， 그라고 전통적핸 민주 

당약 아성인 남부가 연합하여 형성완 다수주왜적안 정당국가(majoritarian party state)악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먼주당 지지집단에 대환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로샤외 

뉴딜 자유주의 국가임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채， 복지정책망악 주변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익집단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트루만이냐 다알 등이 분석의 대상으 

로 삼는 전형적인 다원주의적언 환경을 조성하였다. 향후 미국의 공적철학(public philo

sophy)이 전통적인 자유주왜나 보수주의에 의해 설명확지 않고， 정당의 교체에 관계없이 

이익집단 자유주의(interest group Iiberalism)로 파악된다는 로워(τheodore Lowi}외 주장 

은 바로 뉴딜 자유주의 국가의 등장에 서 근거 하고 있는 것 이 다[LowÌ(l969)]. 

둘째， 뉴딜 자유주의 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이른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데에는 연방정부 중심의 관리경제체제의 수립 노력이 좌절되었다는 사 

실이 존재한다. 아울러 연방정부 중심의 관리경제수립의 실패는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 “계 

18) “선질서”라는 표현은 그리피스\Robert Griffith)가 트루만 당시 전후의 경제질서의 재편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서 [Griffith(995)1，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트루반 대통령 당시에 기엽부문에 획해 

주도된 전후 질서를 의미하며 이는 반기업적인 경향을 지녔던 뉴딜적 자유주의의 팽창을 막고 가엽 

활동에 유용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총체를 지칭한다. 

19) 1933년을 경제에 대한 제반구호조치를 특정으로 하는 제 l차 뉴달의 출발점으로， 1935년을 사회정의 

의 실현을 위한 제2차 뉴멸의 출받점으로， 1937년을 의회의 재등장과 기업부문의 저항이 표출되는 

교착상태 (staIemate)의 도래로 파악한 것은 Karl(l983)악 견해에 따른 것이다‘ 1938년 이후 뉴딜의 

혁명적 국변은 사라지게 된다 제 1차 뉴딜에서는 농민들에재 폭락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정부차원 

에서 지원해 주는 농업조절법 (AgriculturaI Adjustment Actl과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주고 최소임금과 최다근로시간을 규정한 전국 산업회복법 (National IndustriaI Recovery Act) 등이 

통과되었으며， 제2차 뉴딜에서는 실업보험을 규정한 사회안전법 (SociaI Security Act)과 연방정부의 

구호역할을 일자리의 창출로 전환한 비상구호예산할당법(Emergency Relief Appropriations Act) 등 
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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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planning)이라는 관념이 착끈할 수 있는 환경을 거세하면서， “국가”라는 단위가 다양 

한 이익의 중개자 이상의 역할로서 논의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계가흘 제공하였다. “계 

획”이라는 관념의 퇴조는 아울러 정부 “제도" (institution)의 대규모 개혁이라는 일군의 

뉴딜주의자들의 열정을 좌절시키면서， 이익집단이론가들에 의해 “공식적 구조"(formal 

structure)20)보다는 이익집단 중심의 “행태”가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였다. 

미국의 자발주의와 지역주의 정치전통에 지극히 위배되는 “계획”이라는 구호 아래 제 

도의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한 사례는 1937년 6월 루우즈벨트 대통령이 천연자원의 사용 

을 계획하기 위한 7개의 지역기구의 수립을 제안한데서 찾아볼 수도 있다 루우즈벨트는 

이들 지역거구들로 하여금 각 타운의 천연자원 사용을 중앙에서 관려하게 하고， 이애서 

연방정부가 이들 7개의 지역가구를 최종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천연자원자원의 “계획”적인 

중앙관리를 시도하였다. 이를 워해 그는 백악관 내에 총괄적인 관리기구로서 계획국 

(Planning Board)를 수립하려 하였으나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계획”이라는 용어에서 

국가의 지니친 권한강화를 우려하는 의회에 의해 그 핵심사항에 있어서 좌절되었다(Karl 

165-167). 

1937년 이후 제3차 뉴딜의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혁의 좌절과 그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 

국이 원만하게 체제의 변화를 겪지 않고 사태를 수습했다는 사실이 후일의 이익집단이론 

가에게 시사한 점은， 미국의 “제도”에 큰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과， 동시에 체제의 위기 

에 직면해서도 미국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해 줄 수 있었던 요소를 “제도”가 아닌 다른 경 

로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McDonald 217-225). 이에 대해 후일의 이익집 

단이론가들은 미국적 게임의 규칙에 대한 합의와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잠재적 집단” 

(potenti때 group)의 존재와 잠재적 집단이 “현실적 집단"(actual group)이 될 수 있게 지원 

해 주는 “여분의 자원"(slack resources)의 존재를 거론하게 된다.2ll 

이제 전후의 “선질서”는 뉴딜 기간에 성립된 다양한 집단 중심의 다원주의적 환경과 

1937년 이후 국가영역의 위축이라는 각도에서 파악될 수 있다 기엽부문은 전쟁의 수행이 

라는 비상한 상황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서 본격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으나， 전후 공적 

영역과 기업부문간의 관계를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재천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트 

루만 대통령 시기에 양자간의 시l 력균형을 재정립하여 1950년대의 질서를 수럽하였다 

[Griffith (1995)]. 이 시기부터 기업부문이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의 관계정립을 위해 

20) “공식적 구조”라는 개념은 트루만이 기존의 (구)제도주의자의 정치학 연구 방법론플 비판하면서 그 
들의 논의가 행태가 아닌 “공식적 구조”에 집착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보다 지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트루만의 f정부의 과정』의 1971년도 제2판 서문을 참조하기 바람 

21) 이상의 이익집단이콘가의 주장의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장인 제6장을 잠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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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한 조치는， 이제 내변화되고 잠재화된， 국가 비상시에 수립된 기존의 기업부문/정 

부의 협조체제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후일 기업의 대정부 전략의 전형으로 파악되는 

로비， 선거에 대한 자금지원， 소송， 공공관계 활동， 광고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 

업부문의 새로운 전략의 등장과 위기상황의 해제에 의한 기존의 기업부문/정부 협조체제 

의 가시성의 약화 및 비공식화는 궁극적으로 기업부문을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의 환경 

내에서 단지 보다 정치적 자원의 변에서 특권적 지위를 지닌 하부정치체제의 일원이라고 

관념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부가 뉴딜의 팽창적인 경향에서 “계획”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중재자의 지위로 자신 

의 역할을 국한시키는 것으로 인지되면서 귀결된 결과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이 자신의 이 

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자신 

에게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얘 대항하고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변서 균형 

을 집아가는 식외， 전형적인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의 양상이었다. 그리고 뉴딜적인 팽 

창적 국가의 퇴조와 노동부문의 급진성의 쇠퇴， 그리고 새르운 균형점에서 기업부문/정부 

관계의 성립에 기인한 대량소비와 물질적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르루만과 다알의 다원 

주의적 이익집단정치이론이 벼-야흐로 설득력있는 주류 정치학이론으로 등장하게 돼었다. 

다음 장안 제6장에서는 제5장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론화”의 차원에서 이 

익집단이론의 전개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6. 톰루맑고『 다얼의 。|얻짧단이롬 

1) 트루만파 마알: 높으i 외 팩락 

현대 미국정치학계에서 벤툴리에 우선하여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이론을 확립한 학자로 

평가받는 이론가들은 트루만과 다알아다. 이들의 논의는 대체로 사회내의 다양한 이억여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집단을 형성할 수 있고 정치과정에 대표자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미국사회의 유연성 관용성， 그려고 이익집단의 형성에 펼요한 

자원의 지속적 가용성에 대한 강조를 중섬으로 전개퇴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유연하고 체 

채 순기능적언 “다원주의적”인 이익집단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설적언 긴장과 갈등이 

미국사회 내에 존재하는데도 이들의 이익집단이론이 다원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규범성과 

적절히 어울리변서 학계에 지배적인 패라다임으로서 한때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정 

컨대 다음외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폭도에 대한 공포(mob fear)와 언민 

주의 운동 등과 찰은 대중운동(mass movement)에 때한 마국적인 거부감이 이익집단이론 

의 윤랴적 호소력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환다. 특하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파사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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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비합리성을 특정으로 하는 대중운동으로 파악할 경우， 대규모의 정치 (!arge scale 

politics)에 대한 미국적인 반감의 표상으로서 “이익집단”이라는 개념의 득세는 재인의 자 

유를 보장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 중섬의 합리적 정치의 구현에 대한 미국학계의 강한 이 

념적 집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트루만이나 다알 등은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한 과정으로서의 정치， 정치엘리트와 이익집단 간의 열린 상호작용， 위기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내의 다양한 유휴자원의 상시적 가용성이 미국정치의 게임왜 규칙에 대한 준수 

와 이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고 따라서 안정작인 정치체계의 유지에 공헌한다고 보았던 것 

이다. 트루만이나 다알 등의 이익집단이론이 195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현실상을 표상하는 

것으로 학채에서 인정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냉전의 전개， 미국내의 이념적 합의의 

강조， 그리고 현실적인 경제적 풍요라는 현상과 무관하자 않다고 판단된다. 하츠(lρ띠S 

Hartz)의 『마국의 자유주의 전통~ (The Liberal Tnαdition in Americα)이나 호프스태터 

(묘ichard Hofstadter)의 『채혁의 시대~ (The Age 01 R강orm) 등의 역사 저작이 냉전의 와 

중에서 미국적 정치제재의 우수성을 자유주의적 합의사학을 통해서 주장하려 한 것과 마 

찬가지로， 트루만과 다알 등의 이익집단이론도 이익집단을 통한 이익표출의 원활함과 정치 

과정의 반응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적 정치체제가 포용적이고 안정적으로 작용함을 보 

얘 주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논의는 1960년대 이후 민권운동 등 

미국의 제반제도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아전까지는 경제적인 풍요를 바탕으 

로 상당부문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두 절에서는 트루만과 다알의 논의를 각각 이론의 흐름을 중심으로 상세하케 분 

석해 보고 마지막 절에서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고자 한다. 

2) 트루만으I ~정부의 과정O!J( The Governmental Process) 

진보주외 시대의 “조직화”랴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등장한 벤툴라의 논의가 경험과 

학으로서의 정치학 발전상 이익집단이론의 효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학계에서 다 

알의 논의와 더불어 트루만의 이익집단이론이 정치과정의 모델로서 더욱 진지하게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트루만의 논의가 벤툴라맴 논의보다 훨씬 후에 개진되어 오늘날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더 

욱 사사점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보다 세련되어 있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아다. “접촉적 관계깨angental relation)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접촉적 집 

단"(tangental group)이라는 개념을 통해 “결사체" (association)라는 새로운 집단의 형성을 

설명한 점이나， “현설적 집단"(actual group)과 “잠재적 집단"(potential group)이라는 개념 

상의 구분을 통해서 대의정부획 운용과정을 설명한 점은 이익집단이론의 설명력을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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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며， 띠-라셔 보다 서}련련 이역집단정치외 이론화에 공헌한 첫으로 보인다.22) 

바로 이러한 이론외 정교화가 그의 논의를 벤툴리악 논의보다 오늘획 01 억집단정치를 분 

석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언정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추측된다. 둘째， 트루만의 

이익집단이론이 제시하는 야악집단찍 형성 원얀에 관환 살앵과 이에 근깨한 이익집단의 

기원에 관한 그의 서술이 후대왜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바편의 다}성-야 펙었기에， 그의 

이론이 오히려 미국 정치과정애 꽤한 논의에새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그의 교란이론이 이후 올슨(Mancur 않son) 등에 으$책서 집증적으 

로 비판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억 논의가 뺀틀리획 논의보다 부각되었텀 것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예비적언 서술을 배정으로 아래에서는 트루만의 이익집단이론의 내용 

이 그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정부의 과정 ~(Thε 갑ovemmen없l Process)애서 트루만은 이익집단을 정부와 관련짓는 

방식에 있어서 벤틀리와 거의 유사한 얀식론적인 입장을 보얀다. 아는 사회 내의 채언은 

고립되얘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집단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그의 ;전슐에 

서 명백하게 드러난다(τruman， chapteτ 3 “Groups and Govemment"). 따라새 트루만에 

의하면 개인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라는 현상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갈등이 존재한다변 그것 

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집단 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i 이러한 돈루만의 사회 앤식론 

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를 알고， 사회를 분석양고， 또헌 사회에 반응하는 과정은 요로자 집 

단에의 경험과 집단과의 연계성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재언에 대한 준개의 기 

준으로새 집단은 곧 개인에 대해 단일성 (uniforrnities)과 일치성 (conformities)을 제시해 주 

는 존재로 부각되는데， 트루만은 채인들이 집단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단일성과 일치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라고 정의한다(Truman 21). 즉， 개인이 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계기는 오로지 집단을 통해새라고 트루만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는 제4장에서 제시된 벤틀리의 사회 인삭론과 거외 일치확는 것이다. 

22) “접촉적 관계”나 “접촉적 집단” 등의 개념은 “결사채”라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트루만이 창안한 개념이다(Truman 39-42) ‘ 기존의 두개 이상의 “제도화된 집단" (institutionalized 
group:본문에서 곧 설명될 것임)으로부터 외부적인 교란애 의해서 집단간에 유지되었던 균형관계가 

파괴될 때 등장하는 새르운 집단으로서의 결사채는 가존의 접촉적 관계에 있던 접촉적 집단의 구성 

원들이 연합하여 형성하는 새로운 집단을 지칭한다. 예릎 들면 아동플 가프치는 학교라는 집단의 교 

사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는 집단의 부모는 서로 아동을 매개로 하여 접촉적인 관계에 있다 

이때 트루만은 학교와 가정을 접촉적 집단이라고 지칭한다 그라고 이러한 접촉적 집단의 구성원인 

교사와 부모가 아동문제를 둘러싸고 학부모}교사협의회와 같은 새로운 집단을 결성하는 경우 트루 

만은 이를 결사채가 탄생하였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결사체의 형성야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적 교란 

에 대응하면서 접촉적 관계에 있논 집단의 구성원들-예컨대 갑회사의 노동자와 을회사의 노동자 이 

새로운 결사체-예컨대 직놓별 노동조합 을 형성하는 것을 절 설탱해 주기 때문이다. “현실적 집단” 

과 “잠재적 집단”의 구멸에 관해샤는 본문에서 곧 설명될 것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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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트루만의 논의에서 이익집단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우선 트루만에 의하면 어떠 

한 개언의 집합kollection of individuaJs)이라도 그것이 “집단”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다 

음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결합체가 “공통의 

공유된 특정 "(shared character1stics)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상 

호 작용의 빈도"(minimwn frequency of interaction)를 보여 야 한다는 것 이 다(Truman 

23-24) , 이러한 집단 정의의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하여 트루만은 “이익 집단"(interest 

group)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유된 태도(shared attitudes)에 근거해서 그 공유된 태도 

에 의해 암시된 행태의 형태를 설정 유지 혹은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회 내외 다른 집단 

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에 대해서 행해 

질 경우에 그 이익 집단은 “정치적 이익집단"(politicaJ interest group) 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익집단의 가원에 관한 트루만의 설명은 무엇인가? 흔히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그의 이론을 교란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교란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라는 기존의 “제도화된 집단" (insti tutionaJized group)이라는 

개념이 먼저 소개되어야 한다. 트루만에 의하면 “제도" (institution)란 어떤 기존의 사회적 

실체가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형식성)，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단일성)， 이러한 패턴이 특정 

사회의 특정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일반성)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트루만 

은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제도화된 집단이라고 파악하였다. 채도화된 집단들이 

보이는 특정한 패턴외 존재는 그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 와중에 어떤 형태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Truman 26-27) 

이때 그 제도화된 집단에 외부적인 교란이 등장하면 이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반응은 

대체로 세 가지라고 트루만은 보고 있다(Trwnan 30-31), 첫째， 일탈적인 행동이나 보상적 

언 행통을 보이던지 둘째， 다른 집단에서의 활동의 정도를 강화시키던지 셋째， 새로운 집 

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만약 세번째 방식이 채택되어서 새로운 집단이 균형의 복원을 위해 

탄생하되 그것이 공유된 태도(shared attitudes)Y. 공동의 이익 (common interests)에 거반 

한 것이변 우리는 새로운 “이익집단”이 탄생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지배적인 이익집단이나 정부에 의한 전횡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하여 트루만은 미국 이익집단 구조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중복되는 구성원"(overlapping membership)이라는 내용이 

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이익집단"(actuaJ interest group)과 구별되는 “잠재적 이익집 

단"(potentiaJ interest group)의 존재이다. 중복되는 구성원이라는 개념은 벤툴리의 “교직하 

는 집단”이라는 개념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지칭하는데， 구성원의 중복은 한 이익집단의 구 

성원이 다양한 이익집단에 가입함으로써 두 개의 이익집단이 대립할 경우， 양 이익집단에 

모두 가입한 구성원， 즉， 중복되는 구성원의 존재에 의해 갈등의 양상이 완화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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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 세력이 지배적인 이익집단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한cj-(Truman， chapter 16 

“Group Politic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한편 실제로 조직화되어 있는 “현실적 

이익집단”의 대칭적 개념인 조직화되지 않은 “잠재적 이익집단”은， 교란이 도래할 경우 특 

정한 강력한 이익집단의 전횡에 대항하여 그 잠재적 세력을 조직화하고， 민주주의적인 게 

임의 규칙을 강요함으로써 특정 세력에 의한 전형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공헌한다 즉，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이 『연방정부설립 옹호론~ (F ederalist Papers) 제51장에서 

사회내의 다양한 세력의 존재에 의해 정부의 폭정 (governmental tyranny)과 구별되는 사 

회적 폭정 (social tyranny)이 방지될 수 있다고 본 것과 유사하게， 트루만 역시 잠재적인 

이익집단이 존재하여 언제든지 워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특정집단의 지나친 권한 

강화에 의한 전체의 위험이 방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상에서 펼자는 트루만책 논왜를 그 

골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트루만의 이익집단이론에서 민주적이고 안정권 미국정치가 

보장되는 기제가 어떻게 제동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검토했다. 다음 절에잭는 다 

알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다앙의 『누자 치애하는가? ~ (Who Governs?) 

로벼트 다알이 머국정치발전의 펼독서이자 다원주의론의 고전인 『누가 지배하는자?~라 

는 저서에서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면새도 핵심적인 것이다 한편에서는 불균등한 자원의 

분배가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인 일표의 선거적 평등으로 정의된 민주주의 체 

채하에서 누가 미국사회를 지배하는가 하는 짚문어 바로 다알이 고면혀는 문재였다(D삶d 

n 이에 대하여 다알은 엘혀트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으맥， 사회적 
조건의 볼평등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권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으로 전이된다 

는 것을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서 보여 주고 있다 23) 이러한 다알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 

는 다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 

는데， 이에 대챔서 다얄은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의 메카니즘을 통해서 유권차들에 의해 룡 

재되고 있다고 대탑한다(D삶나， BookII). 

23) 다얄은 뉴우 헤이븐(New Haven)의 역사적인 변화를 분석하면서 정치적 자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분되어 온 파정이 이 지역의 역사적 체제 변화(historical regime change)의 핵심야라고 파악한다. 

예컨대 축적적인 불평등(cumulative inequalities)으표부터 분산된 불평등(dispersed inequalities)으로 

의 전환이라는 자원 배분의 역사적 변화가 뉴우 헤이븐이 과두정치로부터 다원주의적 정치로 변화에 

오는 것을 결정했다고 다알은 보고 있다(Dahl， Book n 병망가(pa tricians)외 지배는 사회적인 지위 

와 부에 의존해 왔던 것이며， 양키 기업기 (entrepreneurs)들은 새로운 산업상의 자본 축적에， 민족 집 

단의 보스(ex-plebes)들은 유권자의 지지 투표수에， 그리고 관료적 정치인(new men)은 관료주의적 

기술에 의존하여 뉴우 헤이븐을 지배해 왔다고 다알은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서 다양한 정치적 자원 

배분 양식의 변화사가 집단적 지지에 기빈한 상이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역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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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의 『누가 지 배하는가?~라는 저 작을 잘 관찰해 보변 다알이 이 익 집 단을 통한 다원주의 

적 정치가 확보된다고 보는 데에는， 미국사회 내외 다양한 집단에 대해 정치적 자원이，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늘 유용하게 제공되어 있다는 그의 믿음이 존재한다 다알에 의하면 정치 

적인 자원은 어느 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ι 그려고 실제적인 영 

향력의 행사와 잠재적인 영향력 사이에는 항상 동원 가능한 “여분의 자원"(slack resources) 

이 존재한다. 따라서 트루만파 마찬가지로 로버트 다알도 사회 내의 특정집단의 지나친 권 

력의 증가에 의해서 다른 집단이 워협을 받게 될 경우 이 위협받는 집단들은 장재적인 영 

향력을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분의 자원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CD따Ù， 

chapter 24 “Overview: Actua1 and Potentia1 Influence") , 즉， 미국사회에는 서로 다른 다 

양한 종류획 집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는 정치적 자원에 대한 접큰이 가능하므로 어느 

특정한 집단의 과도한 세력의 팽창이 견제되고 따라서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통해 평등과 

자유의 확보라는 민주주의 의 교의 (the Democratiε Creed)가 유지 될 수 있다는 것 이 다알 

주장의 핵 심 이 다CDahl ， chapter 28 “Stability, Change, and the Democratic Creed''). 

4) 논의의 종합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위의 두 명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론가의 논의는 각자의 

논의의 대상과 논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과정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암묵적인 공통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급격한 사회적 격동과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대해 개인 자유의 보전이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미국 예외주의”의 학문적 표현으로서 이익집단이론은 이익집단 간의 부 

단한 상호작용과 여기에서 귀결되는 균형， 여분의 자원의 상시적 이용 가능성， 미국적 교 

의의 존재 등에 의해 강제되는 “미국적 게임의 규칙”에 의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 

로 육지된다고 보았다. 이익집단의 작동을 통한 미국적 게임의 규칙에 대한 수용에 의해 

미국체제의 “안정성”과 “균형”이 유지된다고 믿어지면서 이익집단이론은 이익집단 이외의 

분석단위나 이익집단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대중운동 등의 현상을 병리적인 것， 혹은 비정 

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사회과학적 분석대상에서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익집단이 

론의 학문적 헤게모니 장악의 결과로서 “계급”이나 “대중운동” 등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에 

서 사라지고， 미국정치는 “절차”상의 “합의”에 바탕한 안정적언 “정치체계”로 파악되었다. 

풀째， 이들 이익집단이론가들은 미국사회 내에서의 이익집단이 갖는 특수성에 근거하얘 

정치를 계급갈등의 요소가 없는，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균형추구과정으로 파악하 

였다. 개인은 한 집단에만 소속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 

문에， 한 집단에의 겸직된 소속감이 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집단간의 대립과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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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지속적 갈등억 여지가 이익집단여론 내에잭는 사라지게 완다. 즉， 개띤아 다양한 집단 

에 통사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았기 때문에 계급을 중심으로 한 급진주약 이론가들의 정치 

분석의 양상과는 달려， 정치과정은 이러한 “중복적 구성원"(overlappin당 membership)얘 가 

인하여 폭발적얀 갈등의 소지가 없는， “타협”과 “흥정”의 과정으로 파악획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이론에 있어서 정치과정은 대단히 원활하고 부드럽고 온건한 것으로 파악완다. 

셋째， 이들 이억집단이론가들은 정치학외 논팩 방향을 국가를 포함한- “책도”나 재도역 

개혁을 위한 “처방”에서 이약집단 중섭의 “행태”에 행태의 흐름으로 규정확는 “과정”으로 

국한시켰다. 따라서 이익집단어론으로 표상핵는 주류정치학은 채도의 7H혁야라는 규볕적인 

논의가 사라진 합리적이고 과학적언 분석만을 그 주환 대상으로 삼게 팩었으벼， 이는 후일 

이약집단이론의 비판자들에 의챔 집중적으로 거론된다，24) 

마지막으로 이들악 이익집단이론은 채얀어 다양한 이익집단에왜 참얘를 통웹서 정쩌과 

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참얘악 기회 보장어 결과의 균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램나 이들 논의의 핵심은 사회내의 개앤들은 자신들해게 

불이액이 가해지는 경우 사회의 여분의 자원을 동원하여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잠재적 영 

향력을 현실적 영향력으로 전환하여 정치참여를 통해 그 불이익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정치적 자원의 존재， 주기적언 선깨 등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참여의 의사가 있는 

집단의 정치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다，25) 

24) 트루만이나 다알 등의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이론은 뉴딜의 종식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라는 새로 

운 환경애서， 역사적으로 경제영역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중요한 역할플 수행해 왔던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의 공적인 영역블 주변화하고，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의 등장에 의해 귀결된 종속변수로서의 다 

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의 환경과 이 환경이 부과하는 사회적 이익의 단순한 결집체 (cash registerl로 

서의 “정부과정”에만 주목함으로써， 국가영역을 포함한 제도적인 측면과 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포착 

하지 못하는 탈역사적 정치학의 성럽에 공헌히였다 이러한 트루만이나 다앙의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이론은 후일 국가부문을 포함한 제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둥장하는 스카치폴(Theda Skocpoll 

이나 스코우러닉 (Stephen Skowronek)의 역사적 “선”제도주의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에 의 

해 비판된다. 
25) 위에서 펼자에 의해 요약 제시된 。1 악집단이론의 핵심적 내용은 이익집단정치에 관한 하나의 이론으 

로서 현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맥코펠， 윗슈나이더， 올슨， 로위， 워커 등에 의해서 집중적으 

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 비판의 요지는 과연 현실적으로 미국 정체체계가 이익집단이론이 주장 

하는 만큼 개방적이고， 원활하고， 안정적인가 하는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곧 과연 사회 내의 

자원의 배분이 이익집단이폰가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충분히 시회 내의 각 세력에게 불균등하나마 적 

절한 수준에서 분배되어 있는가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대표체제의 굴절이 

존재한다는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라한 이익집단이론에 대한 비판플 중심으로 시작허여 “다 

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 장래 II"가 차후에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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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적영역과 사적 01 익의 상호관계의 개념화 

본장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미국정치발전의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기업부문의 이익대표 

(interest representationl 양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기업부문/정부의 관계를 적극적 자유 

주의 국가 내에서의 사적 권력의 창출이라는 각도에서 개념화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정부주도형 비상경제기구에의 참여를 특정으로 하는 기업부문/정부 협조체제와 직능 

단체주의 (trade associationisml를 특징으로 하는 기업부문/정부 협조체제， 그라고 20세기 

초반에 기업부문이 의회의 입법과정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형성되어 1937년 이후 

기업부문 이익대표의 전형적 양식으로 관념되는 하부정치체제(subgovemment systeml4 

는 세 가지 양식의 기업부문 이익대표 양식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도표는 세 가지 양식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다. 미국정치발전의 과정에 

〈표 1> 기업이익대표의 세 가지 양식 

기업부문/정부 기업부문/정부 협조체제 기업부문/정부 협조체제 
하부정치체제 

관계의 명칭 (정부주도형 비상경제기구) (직능단체주의) 

형성당시 상황 비상시 펴Qλ 。L시 ’ 평상시 

정부부서의 실무기관과 의 

대상기관과 비상경제기구 등의 정부주 주로 통상부; 직능단체의 
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혹은 

영향력 도기관준)정부 기구를 대표가 통상부 소속 기관 
소위원회， 이러한 기관에 대 

행사양식 통한 공식적， 가시적 참여 에서 영향력행사 
해 유리한 입법을 위한 로 

비， 선거지원， 커뮤니케이션， 

의회 청문회에서의 증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 

쟁산업기구(War Industries ’20년대 후버의 직능단체 

Board); 뉴딜의 전국회복기 주의 (trade associationism) 
오늘날의 기 업부문의 “압력 

대표적 사례 구(National Recovery Ad- 당시의 상공부 산하 각 상 
정치” 

ministration) ; 제2차 세 계 대 품 분과위원회 (commodity 

전 당시의 생산경영국(Office divisions) 등 

of Production 뼈nagement); 
. 

대 형 기 업 의 권 력 (corporate (이익대표체제) 굴절의 동원 

주요용어 
power), 기업부문/정부 복 기능적 대표 (mobilization of bias), 압력 

합체 (business/ govemment (functional representation) 정 치 (pressure politics), 특 

complex) 수 이 익 (speci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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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 세 가지 기업이익 대표양식은 그 형성 이후 상호 복합적으로 오늘날의 기업부 

문/정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국변에서 특정한 양식 

의 발전이 반드시 같은 국변에서 다른 양식의 발전을 배타적으로 제외시키면서 등장했다 

고 파악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동시적인 발전이 존재했으나 주어진 상황의 요구와 참여자 

의 구성에 의해 다른 양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의 도표에서 보이듯이 정부주도형 비상경제기구를 통한 기업부문과 정부와의 협조체 

제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을 거치는 전보주의 시대에 트리스트 푼제와 노사대립 등의 

경제교란요인에 직면하여 등장하기 셔작하여， 제l차 세계대전과 대공평， 뉴딜 시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형성펀 지업부문의 이익대표 양식이다. 기업부문과 정부가 국 

가전체의 경제체제를 비상경제정책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책처 

방을 제사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양식은 대체로 국가전체 

의 위기상황에 공식적이고 가사적으로 등장하였다가 워기의 약화와 함께 그 공식성과 가 

시쟁이 완화되며 잠복하거나 내변화된다.26) 

기업이익대표의 두번째 양식은 후벼가 통상부(Department of Commerce) 장관으로 재직 

하던 사기연 1920년대에 등장한 직능단체주의 (trade associationism)로서 후벼는 상공부와 

이마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직된 산업혈 직능단체 (trade association)와의 협조를 통해서 가 

격의 얀정과 기업간 경쟁의 완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라한 기업이익 

대표 양식의 특징은 기업부문의 기능적 대표성이 상공부의 각 예하 부애에서 확보된다는 

점이벼， 이는 상공부 내의 개별 상풍 분과위원회 등의 책임자로서 해당 산업분야왜 인사가 

선염되었다는 접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여들 두 가지 양식의 기업부문/정부 협조체채에서는 업볍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주변 

화되고 주로 행정부가 시장경제의 안정성， 자율성과 경제외 효율성의 증가를 위한 규제의 

목적으로 개업 (involvement)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볍부의 역할은 일단 기엽부문과 정부 

가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제안한 정책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하여 검토략고 행정부 

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중앙집권화되는 양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대체로 국 

한된다. 반면에 정부 실무부처와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 대한 기업부문의 

“로l:ll" 혹은 “압력”을 특정으로 하는 기업부문의 이익대표양식은 소위 배타적이고 절연된 

정책작성 과정으로서의 “철의 삼각지대”라고 파악되는 하부정치체채로 파악된다. 하부정치 

체제로서의 이익집단대표 양식은 대체로 20세기 초반 이후 형성 • 발전되어 왔으며， 뉴딜 

국가 이후 등장한 다원주의적 이역집단정치의 환경 속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 기업부 

26) 이러한 장복화나 내변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논의의 대표적인 사 

례 가운데 하나가 군사부문과 기업의 유착윤 강조하는 밀즈(C. Wright Millsl의 파워엘리트 이콘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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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익의 배타적안 영향력 행사의 한 방식으로 관념된다. 즉， 뉴딜 당시에 탄생한 꺼업부 

문， 노동， 복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은 입법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고 집행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망외 주변에 형성완 이익집단간왜 갈등은 보다 자신들에게 유려한 법안을 통 

과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다. 기업규제나 노사문제 등 관련된 분야에서 유리한 법률 

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많은 이익집단이 상대적으로 전략상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는데， 기업부푼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그라고 배타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바로 이 

들이 선거지원이나 공공관계 등에서 정치적 자원을 월등히-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라한 특징을 갖는 기업부분의 이익대표양식은 오늘날 평상시에 기업부문외 가장 일반적인 

이익집단대표 양식으로 파악되벼 그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야익집단이론의 벼판자들에 

의해 이익대표체제 굴절의 대표적인 사례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필자는 기엽부문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엽부문/정부 협조체제나 하부정치체제를 망라하여)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의 등장 및 성 

장， 이러한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와 연관해서 형성된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이악의 침투， 

그리고 공적 영역의 실무 정책결정점 안에서의 사적 권력의 창출이라는 각도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부문간에 협조체제나 하부정치채제가 수립되는 계기는 기본적으로 19세기 

종반 이후 국가가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진보주의적 규제국가의 모습을 띠고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positive libera1 state)의 형태로 경제부문에 관여하기 사작하면서 제공되었 

다. 이때 국가가 규제왜 모습으로 경제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국내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때 국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이념(idea)에 근거하여 정치， 행정， 경제의 제반 제도(institution)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당시 수행된 연방행정개혁， 연방규제위원회의 설립 등은 바로 이러한 이들의 이념을 구현 

하기 위한 제도들이었다. 한편 기업부문은 기엽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 제도적 환 

경을 확보하고 노동부문의 요구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경 

제규제 노력에 호응하였다. 예컨대 셔먼 반득점법의 유연한 해석파 적용에 대한 요구는 기 

엽， 특히 대형기엽들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요컨대 양 

자는 모두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명분얘 동의하였 

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부문/정부의 협조체제와 하부정치체제를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 기 

업부문과 정부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무엿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안정이었기에， 이를 위해 정책협조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요컨대 시장의 

자율생과 계약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기엽적 자유주의의 확립과 유지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19세기 종반과 20세기 초반 이후 국가는 적극적 자유주의의 이념구현을 

위해 경제규제를 시작했으며， 기업부문은 경제행위의 자유와 시장의 독립을 위해 역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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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 하였다.었) 

19세치 종완 야후 적극적인 자유주의 국가에 의해 주도돼고 기업쁜분의 호응에 의해 구 

축되어 1920년대를 경과한 71 엽부문/정부의 혐조체채와 하부정치체채는 1929년의 왜공황 

과 뉴딜을 거 치 면서 등장하고 성 장한 뉴딜 자유주왜 국자의 다수주양 적 (majorit없ian)28) 

팽창에 의해 양자관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가존댐 기업부문/정부와 혈조 

체제나 허-부정치체재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유지되지만p 뉴딜 자유주의 국가거- 보이는 

새로운 양상은 이후의 기엽부문/정부의 관계가 새로운 토대위에서 기존 방식빽 지속과 새 

로운 양상악 수용이라는 각도에서 동시에 수행될 것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도 뉴달 국거 

가 보였던 새로운 성향은 대채로 갱제“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인상을 주는 중앙집 

중식 관려경제의 성향， 다수주댐적 정당국가로셔악 광볍위한 불지， 노동， 경쩨정책의 수립 

과 이행， 친노동적 정책의 전개， 광범위한 정부정책망의 주빵에 정부정책외 혜택에 의해 

형성된 다원주의적 이익집단확 등장 입법화를 통한 다양한 정부괜료기구의 형성 등을 특 

정으로 한다. 이랴한 팽창적 성향의 뉴딜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서 기엽부문은 전후와 1950 

년대를 걸치면서 양자관계왜 균형을 뉴딜 국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하면서， 동 

시에 뉴딜 국가 안에서 형성된， 입법화를 둘러싼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행 

사하기 위해， 뉴딜에 의해 형성된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정치의 한 구성원으로 참가하얘 하 

부정치체제를 통해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부정치체제의 구성원으로쐐 정부의 실 

무부서와 의회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기업부문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소위 의회에 대한 

로비， 선거재정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압력정치의 양상을 띠게 된다。 

진보주의 규제국가나 뉴딜 뷰지국가 등의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의 등장과 성장이라는 

배경에서 볼 때 20세기 초반 이후 특정한 경제정책이 배타적으로 공적부문이나 사적부문 

가운데 어느 일방에 의해애 타방에 강제되었다는 식의 논와는 설득력을 지니기가 대단허 

27) 흔히 기엽의 행위와 관련한 애세기 종반과 20세기 초반기의 정부의(얘컨대，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 
라는 개염은 미국정치발전의 맥락에서 인민주의， 평등주의 등 치자와 피치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권 

의 약화 혹은 배제라는 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엽의 과도한 자기이익추 

구를 규제한다는 각도에서 이해된다 진보주의 시대가 반독점을 특정으로 하는 규제국가의 등장이었 

다라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셔번 반독점볍 등의 수정과정이나 행정부 내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설령된 독립적 규제위원회(commission) 등의 활동블 보다 깊이 분석해 보면， 이들 

의 활동은 인민대중의 규제에의 호소를 채워주는 동시에， 많은 경우에 그 성격상 명목적인 것에 불 

과한 경우가 비엘비재했다 진보주의 시대의 규제가 지니는 양면적인 성잭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McConnell( l966) 281-292를 참조하기 바라며， 정부규제가 궁극적으로 기엽부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논의에 관해서는 Sklar(1988); Weinstein(l968) 등을 창조하기 바란다 
28) 이때 뉴딜 자유주의 국가를 “다수주의적”이라고 행용하는 이유는 뉴딜 자유주의 국가가 보이는 다수 

주의적 정당 국가익 성격 때문이다. 즉， 뉴딜 국가는 대공횡에 직면한 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광범위 

한 뉴딜 연합체를 “민주당η이라는 정당 안에 포용하여， 광범위한 규모에서 정당 프로그램에 엽각한 

정책을 펴나가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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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진다. 즉， 경제정책의 편성 및 운용의 변에서 정부와 기업부문간의 공적영역과 사 

적영역의 명쾌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그에 위반되는 다수의 사례들에 의해 주장의 타당성 

이 유지되기 힘들어 진다 이는 다양한 비상시기의 경제규제기구의 등장과 후버의 직능단 

체주의 및 보편적인 하부정치체제의 제반 양상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를 둘러싸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의 명쾌한 구분이 

불가능해지면서 등장하는 현상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분권화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과 그 

분권화된 공적영역 안에 사적권력이 하나의 착근된 이익 (entrenched interests 혹은 con

stituency)으로 성장한다는 점이다.얹) 맥코넬이 새로운 “정설"(orthodoxy)이라는 제목하에 

서 이익집단의 사적권력 (private power)화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변화 

를 지 칭 하는 것 이 다[McConne1l(966) ， chapter 3 “ the Search for an Orthodoxy"J. 정 부와 

기업부문간의 실무적 정책결정점에서의 협조는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가 정치경제체제의 안 

정을 도모하면서 기업부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의 사적 권력 (private 

power)을 실무부문에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식을 띠게 되면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영역 안에 형성된 사적 권력은 정부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형성된 사적권력이 의도하는 것은 특정한 정책의 한 분야에서 

소수를 위한 특별이익의 확보였다. 따라서 경제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등장하는 적극적인 

자유주의 국가(positive liberal state)가， 사회 의 다수가 아닌 소수인， 기 업 부문의 요구에 가 

장 주목하는 소수주의 적 (minoritarian)인 성 격 을 띠 고 있다는 아놀드의 주장(Arnold 109-

110)이나30)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의 세그먼트(segment)들이 사적집단에 의해 정복되고 있 

29)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맥코넬도 지적하고 있듯이 (McConnell 254) 미국정치의 전통상 

예외적인 경우와 매우 제한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기엽야 제한된 기간 외에는 “정치적 지배"(political 

dominance)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통의 구속과 현실적인 기업부문과 정부와의 관 

계에 관해서 그는 “정부전체에 대한 지배 대신 정부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특정한 기업이익 

들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꽁적언 권위는 정의상 사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현상을 사적 

인 통치의 연장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차라리 정부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소규모 지역구(constituency)가 형성되었음올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내 

리고 있다(ibid 254) 즉， 그는 공적영역 내에 사적인 이익이 착곤하는 현상올 “정치적 지배”로 파악 

하지 않고 소규모 지역구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0) 아놀드(Peri Amold)는 경제영역에의 팽창을 요체로 하는 “적극적 자유주의 국가”가 미국의 경우 소 

수주의적 이익 (minorit때an in teres ts)의 충족을 위한 “소수주의적 적극적 국가"(minoritarian positive 
state)의 형성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한다[Amold(l982) 1 아놀드의 논의 가운데 통찰력이 있다고 판단 
되는 부분은， 미국사에서 예외적이지만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다수주의적 적극적 국가" (majoritarian 
positive state) , 즉 뉴딜과 같은 다수의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한 국가의 경우도， 다수주의적 적극적 

국가가 수반하는 계획 (planning)이나 재분배 정책(redistribution)에 있어서， 기존의 소수주의적 국가 

의 성장이 구비해 준 정부의 정책망과 다양한 기제들에 의존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왜냐하연 아놀드 

는 뉴딜과 같은 시기에 정부가 다수주의적 요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경제정책망을 구측해 

둔 소수주의적 국가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Amold 110)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69 

다는 맥코넬의 주장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McConnell 162). 

요컨대 기업부문 이익집단정치의 전개는 정부의 실무 정책의 각 결정점에서 기업부문 이 

익의 사적 권력이 인정되면서도， 정치과정 전반에 걸친 사적 통치라는 정치적인 지배의 현 

상으로는 관념되지는 않는 양상을 보여 왔다 

Appendix: 쳐12차 정당채쩨의 를징 

1. 18201녕대 후반에 시작되어 1850년대에 붕괴 

2. 잭 슨(Andrew Jackson)의 민주당(Democrats) 대 휘 그당(Whigs)의 디} 랍 

3.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전국적 규모의 대중적 정당이 조직되기 시작; “경의의 정치”를 

대체하여 “선거정치”가 확립됨 

4. 양당간의 대립은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나타남. 

5. 오늘날 많이 거 론되 는 “거 래 " (bargaining), “타협 " (compromise), “다원주의 " (plur삶ism). 

“정당보스 지배 "(boss poli때cs) ， “후원자에 의한 혜택" (patronage), “엽관주의" (spoils 

system) 등의 개 념 이 본격 적 으로 등장함. 

6. “민주적 욕망”과 “공간적 팽창”의 시대 

7 민주당은 소극적 자유주의 (negative libera1ism)를 표방하고 정부의 개입은 인민간의 불 

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믿음; 따라서 정부의 개입 빼제를 똥한 개언의 자유와 행복의 추 

구; 휘 그닿은 적 극적 인 자유주의 (positive 1iberalism)를 표방하고 정 부의 개 입 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봄. 

8. 민주당은 미국 제2은행 재인기-의 거부; 왜냐하면 이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 

화시킬 것이라고 우려， 휘그당은 찬성 

9. 민주당은 농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의 이상적 사회를 농엽사회로 파악; 휘그 

당은 성공계층의 이익대변; 미국의 이상적 사회는 상업사회라고 주장 

10. 노예문채를 둘러싼 “무노예 토지주의 "(free labor ideology)와 냥부의 “노예지배 채제 

론"(slavocracy)간의 지 역 적 위 기 에 의 해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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