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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훌 

미국은 서구문명 (Westem European Civílizatíon)의 일부이며 그들의 사상 

또한 서구 사상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 여러 나라들의 사상 

을 통괄하여 일반적으로 서구 사상이라고 이해하지만 서구 여러 나라들이 

동일한 사상을 갖고 동일하게 행동해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영국은 영국 나 

름대로，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그리고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서구 사상 

의 역사적 형성에 크게 기여했지만 각 나라와 민족들은 나름대로 서구 사상 

의 범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특이한 사상뜰을 이어왔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문화(culture)라는 말은 서구 여러 나라들의 사상사들의 미묘 

한 상이점들을 표현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다. 북아메리 

차 대륙에 위치한 미국은 서구와는 대서양을 사이로 지리적으로 엄청난 거 

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래 계속적인 식민 과정 

을 거쳐 서구인들이 정착하였다. 중남미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들과 

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주로 청교도적 영국인들이 정착하여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이식(移植)하여 전승하고 개발해왔고 미국인들은 나름대로 서구와의 

상대적 동일성을 유지해왔다.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미국인들 

은 원주민들과의 모든 교류와 공존을 거부하고 서서히 그들을 멸종시키며 

서구 문명을 나름대로 순수하게 재생산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미국 

인들이 갖는 서구와의 동칠감 그리고 서구에 대한 상대적 차별성은 미국의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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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상과 이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출발점이 될 것이다.1) 

실제로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과 서구인들이 어떤 동기에서 고향을 떠났는 

7}, 과연 그들 말대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 왔던지 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고향에 살 수 없어서 도피해 왔던지 간에 미국의 전설 즉 ‘자유를 찾아 왔다’ 

는 이야기는 미국 사회와 서구 사회와의 불가분의 복합적 관계를 드러낸다. 이 말 

은 결국 미국인들은 서구 문명과 사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복사(複寫)한 것 

이 아니라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숭상(떻尙)하고 개발해왔음을 뜻한다. 서구는 미 

국인들에게 그들의 모태(母R읍)지만 반면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면치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미국인들은 당시 서구 문명에서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식적 사유체계인 자유주의(liber머ism) , 특히 존 록크(John μcke)의 사상 

을 받들어 왔다는 점을 스스로 천명해 왔다. 부연하면 미국이 서구 문명의 소산임 

에는 틀림없지만 서구의 모든 것을 갖고 왔다기보다는 서구의 일부， 특히 그들이 

증오해온 어떤 억압적 요소들， 특히 봉건적 제도와 사상에 대응되는 자유와 해방 

을 찾아왔고， 이러한 이념들을 의도적으로 광대한 신대륙에 파종하여 뿌리내렸다 

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근대역사에서 최초로 혁명(Revolution)을 통해 연방제 

(Federation) 독립 국가를 건설한 나라였다. 나아가서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문 헌법( Constitution)을 만들어 선포하여 국가의 목적과 존재의미 그리고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사설은 미국은 특정한 사상과 이 

념을 기초로 만든 국가임을 보여준다. 말하자변 역사적으로 어떤 전통적 삶의 방 

식과 사건들이 축적되어 역사의 산물로 등장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형식화된 이념 

으로 설계하여 건설한 국가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기억은 미국인들 

이 18세기말 건국 초부터 어떤 특정한 사상， 구체적으로는 록크의 자유주의를 의 

식적으로 신봉해 왔고 록크의 자유주의는 미국의 도그마(dogma)를 이루어 왔다 

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곧 맞이하게 될 21세기에도 과연 미국인들은 자유주의만 

을 계속 신봉할 것인기- 또는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정치적 사유를 전 

개할 것인가는 미국의 정치사상에 대해 자연스레 제기되는 질문일 것이다. 

1) 미국인들의 서구문명에 대한 동일시는 최근에도 Huntington에 의해 강하게 확인되고 

있다. Samuel P. Huntington, πle CI따sh of αvilisαiα15 and the Renτ!lû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huster, 19없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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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사를 분석하는 시각은 크게 보딴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비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시각에서 보면 역 

사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정치 사상이나 이념이 출현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 

인다. 후자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는 늘 나름대로 해결해야 하는 영원한 문제 

들(perennial questions)이 있으며 이는 시대와 상관없는 ‘정치의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것이다.2)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정치의 문제들’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들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치사상은 ‘정치’라는 영역 외에도 기타 국제관계，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삶 

의 다른 영역들과 조웅하고 그들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문 

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들을 요하게 된다. 하나의 정치 사상 또는 이념은 일 

련의 해결책의 결합이며 정치 이념들은 그것이 태어난 사회와 시대를 지나 

변 도그마를 이루어 사회의 변화， 적웅， 발전을 저해할 가능생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은 과연 21세기에 이르러 미국의 정치사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 

가 또는 변모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미국은 여전히 자유주의만을 신봉할 것 

인가 또는 다양한 사상을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n. 며뿔멀 짜유쭈.2.1 의 흩섬 

미국 사회의 정치적 구조와 미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주의 특히 존 록크의 

사상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는 별로 없다. 여기에서 우선 제기되는 질문 

은 서구의 얼크러진 여러 정치사상들 가운데 미국인들이 자유주의를 선택하여 

2) 비역사주의적 정치사상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는 Leo Strauss라 할 수 있다. Strauss, 
what is Politiml Pfúlosop!ry? And Other Studie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59); Leo Strauss & Joseph Cropsey, eds., HistOTγ of Political Pfúlosop!ry, 
3rd 많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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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대자연의 신세계에 이식시켰을 때 과연 그 자유주의는 새로운 땅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겠는가， 나아가서 과연 서구， 영국의 자유주의는 그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될 수 있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이 질문 자체 

에서 도출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은 영국의 자유주의의 

재판(再版)일 수 없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인들이 록크의 사상을 신봉했다면 그들은 록크가 영국에서 처절하 

게 싸웠던 봉건주의 (feudalism)는 배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미국언들은 

봉건주의의 과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받아들인 자유주의 

는 원래 서구에서 만들어진 자유주의와 결코 통일할 수 없을 것이다. 단적으로 

이미 로버트 필머 (Robert Filmer)류의 왕권신수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록크가 

펼머를 실랄히 공격한 『시민정부 이론~(1ìωo Treatíses of Cívil Govemment)의 

약 반에 해당하는 제1권은 당장 읽을 펼요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인들이 

록크를 도입했을 때 이미 그들은 록크를 거두절미(去頭載尾)한 셈이었다. 나아 

가서 록크는 그의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인도 제도 

의 플랜테이션 지역을 여행하던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듯이 록크의 그 

러한 사상이 다시 북아메리카의 대자연의 식민지에 적용되었을 때 록크의 자유 

주의는 여러 정치사상들 가운데 하나일 수 없었을 것이다. 자유주의는 식민지의 

대자연에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현실(reality) 그 자체를 이루게 

되었고 따라서 자유주의는 미국인들에게는 정치사상일 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 

적 현실이자 유일무이(唯-無=)한 사상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예 

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거장， 루이즈 하츠(Louis H따tz)에 따르면 

합리주의적인 록크의 사상은 미국에서 비합리화Grrationalized)되어 ‘비합리적 

합리주의’(irrationa1 rationa1ism)가 되었다는 것이다，3) 록크의 자유주의와 합 

라주의는 원주민들의 피를 묻힌 미국인들에게는 ‘당연한’(self-evident)한， 논 

란의 여지없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 되었고 이는 미국 특유의 반지성주의 

3) 1ρ띠S 뻐rtz， μ'beral Trαiition in Amerim: An Interprelntion cf AmeriαIT! Politiαj π1OU.링t 

sinæ the Revolutiα1 (New York A 뼈rves아lliJ Book, Hartcourt Braæ, 1앉)5)， p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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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nti -intellectu머Ísm)의 근거 가 되 었다.4) 

미국 혁 명 (the American Revolutíon)은 미국인들이 영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들 

의 기존의 자유주의적，청교도적 삶의 방식을표출하고존속시키기 위한투쟁이었고 

따라서 어떤상황에서 돌발적으로전개된투쟁의 결과가아니라이념에 의해촉발되 

어 조직적으로추진된혁명이었다.5) 그러나미국혁명은이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자신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바꾼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사회혁명 (socí머 revolution)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혁명을 이룩한 미국인들은 

초기부터 급진적이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이었고 결코 그들은 혁명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하지 않았다.미국인들은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자신들같은혁명을수행할 

만몸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혁명은 다른 사회혁명들과는 

달리 온건， 급진， 반동의 사이클을 겪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 혁 명은 이 념적으로 

사전에 의도되었기에 그들의 정신에 대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미국 혁명은 거대한 국가권력을 건설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한작은정부와연방국가의 건설로마무리되었다. 그 이유는바로그들에 

게 혁명의 적(敵)은그들을계속지배하려 했던 영국왕권과소수의 반역자들이었고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 어떤 거대한 제도나사회적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마국인들은 록크가 생각했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워하여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작고 상호 견제된 연방제 정부로 만족할 수 있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봉건제를타파하기 위한것이 아니었고그들외 혁명 또한전혀 새로운 

4)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뜰 수 있다. Richard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mn Life (New York‘ Vintage Books, 1962); Seymour 
Martin Lipset & Earl Raab, The Politics of uiηreason: Right-Wing Extremism in 
America, n없-1977， 2n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5) 미국혁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뜰 수 있다 Bemard Bailyn, W미국혁영의 이 
데올로기적 기원~， 배영수 옮김 (서울. 새물결， 1999); Gordon S. Wood, The Cnαπion of 
the Ameriαm Republic, 1776-1787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9). 
미국 사상의 청교도적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D‘ H. Lawrencε Studies in 
Classic Amerimn μteratur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Emest Lee 
Tuveson, Redeemer 1\lαion' ηJe Idea of America's Millerm따1 Ro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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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선택받고 축복받은 자유주의의 현실이었고 

그들은 다만 영국 왕의 간섭을 배제하고 싶을 뿐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자유주의는 

보수적이었고 역사의 흐름 속에 자신의 탄생이나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미국이 탄생한 혁명의 특이한 경험은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의 특수성과 보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필머를 적으로 삼고 있지 않았던 미국의 록크는 

영국에서의 다소 과격한 모습과는 달리 보수주의자로 변해있었다. 

건국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요한 정치 길등은 주로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벌어져 온 사회 계급들 간의 투쟁에서 연유되었고 이러한 양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건국 초에 연방주의자들(Feder떠ists)은 대부르주아들(grand 

bourgeois)을 대변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항한 제퍼슨주의자들(Jeffersonians)은 비 

교적 소규모 농민계층과 쁘띠부르주아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들의 투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른 정치·사회적 이념간의 갈등이었 

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6) 연방주의자들은 비교적 흡스(Thomas 

Hobbes)적 현실주의로 경도되어 있었지만 결코 자유주의를 벗어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제퍼슨주의자들은 전형적인 록크주의자들이었을 뿐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지적할 미국 정치의 특수성은 후일 잭슨주의자들(J acksonians) 

그리고 나아가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으로 이어지는 제퍼슨주의자들은 

초기부터 -- 연방주의자들 그리고 19세기 초의 휘그(Whig)들을 계승하여 19세 

기 중반에 등장한 공화당(the Republican P.없y)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제퍼슨 

(Thomas Jefferson)을 그들의 시조(始祖)로 내세웠지만 -- 서구에서는 정치에 

일찍이 등장한 일이 없었던 규모의 복잡한 구조의 정체를 가진 계급집단이었다 

6) Federalists과 J effersonians의 해석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과 다양한 입장이 있으나 본고 
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고 대표적인 입장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지나칠 것이다 Joyce 
Appleby, Liberalism α1d Republi따1Ísm in the Historícal Irmgination (Cambridge: 
H따vard University Press, 1992); H따tz， Liberal TraditioηJ G. A Pocock, ηle 
Mach따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αú Thought and the Atlantic Repub/i，αm 

간u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etc 
Federalist들의 입장을 표명 한 글은 다음에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s, Introduction by 
Clinton Rossiter (New York: A Mentor Book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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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들은 주로 농민， 도시 노동자 그라고 소규모 자영업자 동의 이질적 

집단의 거대한 연합으로 서구 정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규모의 ‘민중적’ 

집단이었고 이 점에서 그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록크가 보여준 그림과 너무나 

유사한 집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록크적 시민사회와 다른 점은 제퍼 

슨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의식하며 대부르 

주아의 독점적 지위에 반대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적 정치에 적극적 참 

여를 통해 대부르주아로의 진출을 꿈꾸는 자유주의의 이념 안에서 독특한 정체 

성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연방주의자들과 제퍼슨주의자들은 각각 록크 

의 상이한 측면을 갖고 대립하고 있었다. 

건국 초에 제퍼슨주의자들은 진정한， 서구적 의미의 보수， 토리 (Tory)들이 존 

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주의자들을 봉건적 보수， ‘토리’로 공격했고 농민과 

노동자들은 모두 진정한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엄청난 규모의 장재적 다수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연방주의자들은 제퍼슨주의자들을 당시 미국에는 존재하 

지 않았던 ‘폭도’(mob)라 비난했고 이러한 정치적 정체에 대한 공격은 후자에게 

는 오랫동안 저주(誼n兄)로 냥게되었다. 연방주의자들과 제퍼슨주의자들은 모두 

그들의 땅이 아닌 대서양 건너의 구대륙에서 만들어진 이념 투쟁의 용어를 써가 

며 상대를 비난하며 투쟁해 왔지만 실은 그들은 이념상의 별 차이를 갖-지 않는 

서로 다른 사회계급의 위치에서 표출된 동일한 록크적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 

었다. 그들의 일견 거대한 이념적 갈등은 서구 정치의 망령이 그들에게 씌운 환 

각(幻覺)이었딘 것이다. 건국 초의 이러한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 제퍼슨주의자 

들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대미문의 대규모의 계급연합을 형성하고 자유 

주의를 도그마(dogma)로 확립하였다. 후일 민주당을 이루는 이 엄청난 규모의 

집단은 자신들의 복합적인 정체와 이해(利害) 관계로 인하여 이합집산(離合集 

散)을 거듭하며 대부르주아를 대표하는 이념적 세력과 거대한 갈등의 역사를 전 

개하게 되었다.7) 민주당은 단합하기만 하면 늘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미국 

정치의 상식이지만 공화당 또한 강력한 세력안 것은 민주당원들이 그들 내부의 

복잡한 정체(正體)와 이해(利害)의 문제로 단합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거듭 

7) 후일 the Democratic P;따ty로 전개되는 Jeffersonian들을 Lo띠s Hartz는 “ ‘petit-bourgeois’ 
gi때t"라는 말로 풍자히 고 있다 f社tz， liberal Tradition,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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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면 건국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온 미국의 정치 갈등은 다른 

이념이나 사상을 대변하는 집단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이념을 공유한 상 

이한 계급집단의 이해(利뽑) 갈등이었다. 또한 이 갈등은 명분의 차원에서는 자 

본주의를 앞세우는 공화당 계열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앞세운 민주당 

계의 싸움으로 이는 자유주의의 두 측면， 인위적으로 절단하여 소외(流外)시킨 

같은 붐의 두 부분들 간의 싸움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으로는 혼돈된 갈등 

이었다. 그렇기에 미국의 양당은 서로의 이념이나 구호， 정책안들을 별 가책 없 

아 표절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갈등의 경계를 끈질기게 지켜온 것이다. 

미국의 정치 갈등은 실제로 본질적 이념 갈등을 내포하지 않았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미국 사회는 19세기 전반까지 토크빌(A1exis de Tocqueville)이 민주주 

의의 조건으로 지적하듯 자유와 평등이 현실로 이루어지던 동질적 사회였다. 이 

현실은 변모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념적 전설로 남게 되었다.8) 미국 정치제도 

의 보수적 성격을 대변하는 양원제도와 독특한 연방대법원(the U.S. Supreme 

Court) 위헌성사 제도 등을 포함한 법 우월주의는 그 이념적 합의(consensus) , 내 

심 양당에게 모두 보수적인 합의의 소산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절 

대적 합의는 많은 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 사회를 다수(majority)라기 보다는 

늘 만장일치 (un때imity)가 지배하는 ‘자유주의 절대주의’(absolutism of liberalism) 

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법 우월주의는 대부분의 정치 문제는 이념적 

투쟁이나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해석의 기술적(技術的)인 문제로 귀 

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얘는 미국 정치에 있어 보수적 성격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로 남아있다.9) 법관들이 입법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입법의 원리는 논리의 문 

제이지 논쟁과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불변의 합의에 근거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8) Alexis de Tocqueville, Demα1Ui)I in Amerim (New Y，αk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9) 1ì때U머ille의 지적에 따르면 19세기 전반에 이미 미국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는 법적 문제이며 대법 

원은 무제한의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Ibid, 때 177-00. 그 외 미국 정치에서 법과 법원의 독특한 
지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R없.ù Berger, 없!emmenJ; 야I ]Lιi’@η.; 1he 따m양'omntiαHfthe 

F따tee!뼈1 Amendment (닮IDridge: Harvard 다ùversity Press, 1인7); Heinz Eulau & J'어m D. 

밟맹ue， Lαvyers in Pdítics: A St;u，ψ in Prcji.잃SI’αv1 Cònvergerι~ (Indian쩍)()Jis: lbe Bobbs 
Mer미1 0:l.， 1잃4);Mαton Horwitz, The TratJ.'ìforrratiα1 cf Amerirnn Lcnn, 1꼈ì-1EflJ (CarrlJ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안7); 최정운미국법의 전문화 -1870-1때년대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 

주주의J，지역연구』 제1권， 제2호 (1없년 겨울)， p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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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의는 언젠가 등장할지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다수(rnajority) 또는 ‘폭 

도’(mob)에 대한 공통의 공포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포는 연방주의 

자들뿐만 아니라 제퍼슨에게도 공통적인 것이었고 이는 미국의 갈등하는 양당이 

내섬 공히 보수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여러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에는 ‘자유당’(the Liber머 P따ty)이 없는 것은 자유주의는 미국 정치에서 여라 이념 

중의 하나가 아니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름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역으로 미국은 공산국가와 같은 자유주의의 일당독재 국가라는 비난은 민주 

당이 지배하는 남부의 경우는 현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의 정치 투 

쟁은 자유주의에 대한 거대한 합의를 배경으로 상이한 사회 계급들이 그들의 욕망 

과 물질적 이해를 위하여 서구의 이념적 정치 언어의 틀로 상대를 공격해가며 이 

루어져 온 것이었다. 그들의 투쟁에서 ‘이념’ 부분은 서구의 망령(亡靈)들에 불과했 

다. 따라서 미국 정치에 있어 전통적으로 투쟁해온 양대 정치 세력， 정당들은 서로 

정책 노선들을 표절하고 교환해 가며 헤게모니를 유지해 왔고 이 거대한 자유주의 

의 기만과 횡포에 환멸을 느끼고 이와 싸우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양당제의 혼돈 

된 이념적 표상들에서 엄청난 좌절을 겪어왔다.10) 

m 。 애훌훌 멀펌펙 자g주의엠 뿔선 

자유주의에 본격적인 도전을 제기했던 첫 번째 세력은 남북전쟁을 전후한 남부 

의 대지주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지식인들이었다. 북부의 청교도주의적 자유 

주의자들은 과격한 민중주의의 청교도적 순수성이 지배하던 잭슨 시대(J acksonian 

era)를 거치며 남부의 노예해방을 거세게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기어이 남북 간의 

노예제를 둘러싼 정치적 타협은 19세기 중반에 들어 유지될 수 없었다. 납부의 지 

주들은 산업화된 북부의 청교도적 개입으로부터 그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예제를 

10) 미국 정당들의 독특한 역사에 대하여는 다읍을 참조. CIinton Rossiter, Partíes and 
Polítícs ín Amerím (Ithaca: Comell University Press, 1960); James L. Sundq띠st， 

αmamícs of the Party System' Alígnment and Realígnment of Polítiml Paπies ín 
the Uníted S따tes (Washington, D.c.: The Broükings Institutiü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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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지키기 위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제퍼슨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을 

떠나 돌연 노예제도를 새로운 이념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과감히 ‘혁명’(revolution) 

과 ‘반통’(r，얹ction)을 선언하였고 기아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였다.11) 

미국의 지루한 자유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이 시기에 이르면 서구문명 

의 모든 지적 자원들과 창조성이 남부 지주들의 경제적 이해(利害)를 위해 총 

동원되었다. 그들은 록크의 자유주의를 ‘형이상학’(metaphysic)이라 비난하였다. 

그려고는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론적 노선들을 제기하였다. 나 

아가서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자유주의자 존 캘훈(John Calhoun)은 북부의 정 

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헌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분리주의를 

제창하였다. 또 어떤 경우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던 영국의 버크 

(Edmund Burke) 류의 보수주의를 제시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다시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대 학랍 철학자들의 입장， 또는 고대 유태의 역사를 원용하 

여 노예제를 신이 내린 제도라 주장하기도 하고， 흑인들의 열등함을 강변하며 

인종주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말하자연 그들은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해 동· 

서양 역사를 헤매게 되었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당시 피츠휴(George Fitzhugh) 

같은 사람들은 서구에서 등장한 최신 사회학 이론들을 원용하며 북부의 공업지 

역의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은 남부의 노예보다 못한 비참한 상태라고 비난하며 

북부의 노동자들에게도 납부의 노예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기상천외(奇想 

天外)한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2) 이 단계에 이르면 백인들도 노예가 되어 

야 하는가는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남북전쟁을 전후 

로 남부인들은 최초로 자유주의 외애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을 수입하였다. 

11)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연구에 따르 

면 노예해방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 

었다. Fogel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노예제는 상당히 효율적인 경제 제도였으며 따라서 
abolitionism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괴 청교도주의에 근거한 이념적 주장이 

었다는 것이다. Robert William Fogel, Wíthout αηsent or Contrα-;t: The Ríse and 
Fall of American 5/1α!ery (New York: W. W. Norton, 1989). 

12) 남부 지식인들의 주장은 당시부터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연구한 엽적은 별로 없다 이 에피소드는 H강tz에 의해 요약되어 있을 뿐이다. 

Hartz, μben띠 Traditíon, pp. 145-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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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합리주의적 자유주의로부터 전통주의와 봉건제를 향한 혁명(Revolution)이 

란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아가서 이들의 시도는 결국 설득력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줄 적절한 이론을 찾아 서구 역사와 나아 

가 인류 역사를 방황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여러 이론들은 서로 충돌하고 그들은 

자신들도 설득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틈톰이 자기도 모르게 옷 톰새로 삐져 

나오는 자유주의자의 속살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남부의 이러한 

이론들은 결국 모두 궤변(說辯)에 불과함을 기릴 수 없었다. 북부얀들은 남부인 

들의 이러한 주장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진지한 반론을 제 

기한 적도 없었으며 북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남부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무엇보다 남부의 지주들과 그들의 정치인들은 객관적으로 그들은 결 

코 전통적 귀족이 아니며， 고대의 전사들도 아니며 다만 흑인 노예를 생산 수단 

으로 활용하는 ‘목화 쌍것들’(cotton snobs), 농업 자본가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현실을 어쩔 수 없었다. 당시 남부인들은 북부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공업 

화， 도시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당시 북부에서도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자 

유무역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참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결국 그들은 스스 

로도 ‘거대한 반동’(great reaction)을 믿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남부인들은 그들 

이 한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책에서만 읽었던 서구의 귀족 

흉내를 내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은 자유주의적인 삶 

의 현실을 완벽하게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북부가 무력으로 납부 

를 굴복시켰을 때 이 남부의 모든 과감한 사이비(似띠非) 지적 시도들은 흔적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전쟁에 패한 남부의 지주들은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앞으로는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주의적 농부라는 자신의 현실을 이미 잘 느끼고 있었다.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인들의 반동의 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힘， 자유주의 이념과 현실의 깊이와 

위력을 증명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말았다. 

잭슨 시대에 대패한 휘그들(Whigs)의 잔재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남북전쟁 

전에 조직한 공화당(the Republican Party)은 ‘링컨(Abr따lam Lincoln)의 전설’ 

을 기제로 새로운 자유주의의 현실적 이념을 만들었다. 이 이념은 록크주의의 

다소 정적(靜的)인 분위기를 극복하고 현실의 계급 격차와 가난을 피나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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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을 통해 극복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이루는 전설로서 이상주의 

와 의지와 힘을 대변하는 현실주의를 동시에 내포하였다. 부모가 불려준 찢어지 

는 가난을 혈혈단신(子주單身) 의지로 극복하여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야 만다는 

이야기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마eam)이 되었고 이는 모든 미국인 

들에게 엄청난 구원이었다. 이로써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 남 

아 성공해야만 하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유리된， 어떠한 안식처도 없는 철저 

하게 개인화된 고독한 미국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성공과 실 

피I](success and failure)로만 판단되는 존재였고 그에 대한 이러한 단일한 기준 

에 의한 판단은 가히 폭력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꿈과 이념은 미국의 그간 갈등 

하던 계급 간의 이해와 꿈을 그리고 연방주의자들의 후예들과 제퍼슨주의자의 

후예틀을 동시에 통합하는 묘책으로서 이른바 ‘아메리차니즘’(Americanísm)을 

형성하였다. 공화당은 이 새로운 이념을 무기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랫 

동안 적어도 대공황 이전까지 미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피비련내 나는 남북전쟁의 경험과 자본주의의 엄청난 팽창과 사회·정치적 

격동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른바 ‘도금시대’(the Gi1ded age)를 통해 아메리카니 

즘은 미국의 지배적 이념이 되었다.13) 말하자면 아메리카니즘은 계급 간의 개 

인적인 차원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찬미함으로써 계급 상승을 꿈꾸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구원의 이념이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강요되는 윤리적 기준이 되었다. 아메리카니즘은 미국인들에게 물질적 부와 

출세의 유혹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 폭력의 현실성과 그들의 폭력 본능을 일깨 

웠고 실제로 아메리차니즘이라는 말은 19세기 말에 이르면 각종 싱-징채계를 

만들어내는 미국 특유의 민족주의 (nationa1ism)가 되고 한편 서구인들의 눈에 

는 폭력주의(pugi1ism)로 비쳐지게 되었다 14) 

13) 이 시 대의 미국의 사상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George M. Frederickson, πE 

Inner Civil War: Northem Intelleduals and the Crisis qf the Union (New York: 
Harper, 1965); Vemon Lo띠s Parrington, πJe Beginning of Critiml Reαlism in 
Ameri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0). 

14) 19세기 말의 미국의 사상계， 예술계 전반과 문화의 변동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John 
Higham, Writing Ameri，αm History: E않I)Is in Modem Scholarsmp (Bloomington: 
Indiana Universiψ Pres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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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이후 미국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섬오한 변화를 경험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미국인들은 폭력과 피흘림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각종 사회적 조직 

적 범죄가 확산되어 갔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자 각종 저항 운동과 더 

불어 민중주의 (pop띠ism)적 사회운동들이 전개되어 갔다.15) 또한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미국 경제는 고도로 정교하게 조직된 독점적 자본들에 의해 지배되기 시 

작하고 정치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전국적으로 고도로 조직화되어 모 

든 선거에서 유례없는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16) 더구나 19세기 말에 이르자 

노동운동 및 각종 민중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사회주의 사상은 마국에서도 

예외 없이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그 

넓던 신대륙의 프론티어가 닫혀버리고 개인들의 기회는 채한되고， 독점자본가들 

이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각종 형태의 민중적 저항이 번져나갔다. 

단적으로 19세기 말에 이르면 미국 사회는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에서 집단과 조직을 이루어 폭력적으로 다투기 시작 

했다. 더구나 부패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정치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른바 도금 

시대 (the Gilded Age)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화려한 유혹의 시대이자 동사에 모 

든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대혼란의 시패였다.1870년대를 기점으로 미 

국의 지식인들과 지배계급은 당시의 상황을 위기 Ccrisis)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발언들은 곧 그들의 리더십과 권위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위기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여러 차원의 대안을 찾게되 

었다. 우선 그들은 청교도주의의 연장선에서 부패 척결과 개혁운동을 전개해 

15) 남북전쟁 이후의 전반적 사회상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Robert H. Bremner, From 
the Depths: The Discovelγ of Povelη in the United S，따t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6); Morton Kel1er, A얘"airs of State: Puhlic μife in Late 
Nineteenth Centwγ America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없'Vard 

University Press, 1977) ‘ 

16) 당시 미국의 회사 조직의 발탈에 대하여는 다음을 창조. Alfred D. Chandler, 얘g 

Visible Hand: The Mamger따1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임l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남북전쟁 이후의 정당 조직의 발 
달과 선거 양상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Wa1ter Dean Bur띠am， Critical Elections 
and the Mainsprings of AmeriαlTl Polítics (New York W. W. Norto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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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고 이에는 주로 법률가(1awyer)들이 주동이 되었다，17) 이어 1880년대에 이 

르면 언론인들이 중심이 된 전반적인 사회개혁 운동이 전개되고 이는 세기 말 

에 이르면 진보주의 (progressivism)로 발전되어 갔다.18) 미국인들은 한편으로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을 퇴치하려 노력했지만 동시 

에 자유주의의 한 유형으로서의 아메리카니즘의 기준에 근거하여 권력과 권위 

를 재건할 것을 시도하였다. 즉 이 사점에서 미국인들은 그들 사회에 관한 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연적 화합(hannony)의 희망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 

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체할 이념은 그들에게는 이미 아메리카니즘 

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반응은 아메리카니즘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사회주의에 대한 미국 지식인들의 반응은 1870년 파리코뭔m없1S Corrunune) 

보도의 경우에 보듯이 거의 경악이었다. 무정부주의 (anarchism)를 포함한 광범 

위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즉시 ‘비미국적’(un-American) 외래 사상으로 적대 

시되었고， 이를 말살시키기 위해 ‘아메리칸 드렴’의 유혹뿐만 아니라 폭력과 테 

러를 포함한 미국 사회의 모든 기제가 동원되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의 사회 

주의에 대한 이러한 반응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주의는 사상 그 자체로서 미국 

인들의 생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봉건제의 역사적 경험이 없 

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나 자유주의적 생활양식과 ‘아메리칸 드림’에 젖어 

17) 법률가들의 부패 척결운동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최정운미국법의 전문화J ， pp. 
6-15; Ari Hoogenboom, α띠αDing the Spoils: A History q the αvil Seroice R적form 

Movemen.t 1865-1없'3 (Urbana: University of lllinois Press, 1958). 

18) 사회개혁 운동의 전개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Bremner, From the Depths; Allen F. 

Da피s， Spearheads for R，빼rm‘ The sc따1 Settlements and the Progressive 
Movement, 1앉계 1914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4); H따oId U. 
Fa띠때er， ηJe Quest for Social ]ustice 1898-1914 (Chi떠go: Quadrangle Paperbacks, 
1959); 까lomas L. Haskell, πJe Emεrgence of Professional Social Science: πJe 

Ameriam Socú.뼈 Sα’ence Association and the Nineteenth Century Crisis of 
Authα-ity (Urbana: University of lllinois Press, 1977); Christopher Lasch, ηJe 

Culture q Narcissis.ητ Ameriam Life in the Age q Diminishing Expectations 
(New York: Wamer Books, 1979); Robert H. Wìebe, πJe Search for Order, 
1877-1920 (New York: 뻐11 and Wang,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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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 경쟁이 몸에 밴 고독한 미국인들에게 ‘계급’(cJass)이란 도저히 이 

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개념이었고 ‘공동체’(community)란 이제는 완 

전히 망각된 언어에 불과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봉건적 잔재가 존재하지 않고 

보편적 참정권과 민주적 대중 정당이 뿌리박은 이곳에서 드레옹(D뻐iel 

DeLeon) 같은 유럽 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은 같이 투쟁할 어떠한 동맹자도 공 

동의 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19)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곧 비참하게 고립되었고 

제일차 세계대전의 시점에서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2이 또한 남 

북전쟁 직후부터 맹렬하게 전개된 미국의 노동운동은 19세기 말부터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격리되고 보수진영의 폭력적 대반격을 받아 결국 계급 혁명의 

이념은 스스로 거부하고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의 대중 조직은 파괴된 

채 미국노동연합(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을 이끌던 곰퍼즈 

(Samuel Gompers) 식의 ‘사업조합주의뻐smess 뼈onism)라는 독특한 비정 

치화된 형태로 진화하여 존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21) 

19세기 말에 미국의 대도시의 지식인들의 시-회 개혁에 대한 여러 운동들과 

사상은 이른바 ‘진보주의’(progressivism)라는 이름으로 결집되었다. 이는 19세 

기 초부터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던 사회 개혁 (soci삶 reform) 운동을 모 

19) H없tz， Liberal Tradition, pp. 228-48; Seymour M따tin Lipset. “Radic려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Working-Class P.이itics，" Ameri，αm Politi，따1 Scíence 
Review ’π， No. 1 (March 1983), pp. 1-18. 

20) James Weinstein, The Decline of Soc，따lism in America, 1912• 1925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4). 

21) 미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많지만 이론적인 연구를 몇 가지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Mike Davis, Prisoners of the Ameriαm Dream,: Politics and Economy 
in the HiStOTγ of the US. Working Clas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L‘영n Fi따， Workingmen's Demoσα01: The Knights of Lahor αu1 Ameriαm 

Politic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안ess， 1983); Gerald N. Grob, Workers αu1 

Utop따. A Stl따[y of ldeological co때iα in the Ameriam Lahor Movement, 
181.장-1900 <Evanston: Northwestem University Press, 1961); David Montgomery, 
πJe Fall of the House of Lahor: ηJe Workplace, the S，따te， αzd Ameri∞n Lahor 
Aαivism， 1865-1925 (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Robert H. 
Zieger, Ameri，αm Workers, Ameri，αm Unions, 1920-1985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86),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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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19세기 말의 각종 사회적 갈등， 모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운동의 결집체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각종 민중운동에 대한 아메리 

카니즘의 반격이 시작되자 진보주의자들 또한 서서히 무력해 질 수밖에 없었다. 

아메리카니즘은 자유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려 하는 진보주의자들을 ‘비미국적’， 

‘사회주의자’로 매도하였고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엄격한 선을 긋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그들은 사회 개혁에 필요한 사상적， 

이론적 기제들， 예를 들어 ‘공동체’(community) ， ‘계급’(class) 등의 언어사용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하게 차단 

하자 그들은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결국 그들이 미국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 

에서는 많은 지식인 동조자들을 얻었지만 성공적으로 여론을 동원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구호는 ‘트러스트 타파’(trust-busting)， ‘보스 타파’(boss-busting) 

라는 격정적인 호소뿐이었다. 이 구호들은 결국 아메리카니즘이 사회개혁주의 

자들에게 허락했던 유일한 생계책이었다. 결국 진보주의자들이 그들의 공식적 

인 구호로 활용했던 ‘반트러스트’(뻐ti-σust)는 미국의 전통적인 쁘띠부르주아 

들의 김성， 즉 대부르주아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기회 균등에 근거하여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출세하고 재벌이 될 수 있는 길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질 기회를 갈구하는 그 

들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는 아메리카니즘과 합치되는 것이었다. ‘반트러스트’ 

는 진보주의자들의 구호였지만 동시에 아메리카니즘이 그들을 포획하여 이빨과 

발톱을 뽑기 위한 미끼였던 셈이다. 결국 진보주의는 지식인들과 인문·사회과학계 

에는 커다란 흐름을 이루었지만 아메리카니즘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 정치 

에서는 사상적 독창성을 발휘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우유부 

단한 지식인들의 불평과 수사로， 사상적으로는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22) 

1896년 민주당의 브라이언(W패am Je뼈ngs Bryan)과의 격돌에서 맥킨리 

(W피iam McKi띠ey)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공화당의 대승(Republican landslide) 

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을 포함한 일련의 민중운동들을 압도했다. 그러나 

22) Gabriel Kolko, πle Triumph of Conservatism' A Reinterpre따tion of Ameriam 
History 1900-1916 (Chicago: Quadrangle Paperbacks,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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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들을 포함한 각종 사회·정치적 도전과 개혁의 요구들이 완전히 억압 

당한 채 기존의 미국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념 

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 

한 이상을 실현하는 ‘의식적인 노력’， 즉 공평한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한다 

는 신실용주의(neo-pragmatism)적 입장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켰다.잃) 미국의 개 

혁주의자들은 사회를 변화시킬 권위체를 찾았고 실로 미국의 국가권력은 19세기 

후반부터 특히 20세기에 들어 팽창 일로에 있었다. 건국 초에 기획했던 작은 정 

부 그리고 잭슨 시대(J acksonian era)의 미국인들이 추구했던 민중민주주의적 정 

부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유지될 수 없음이 확실했고 사회경제적 규제를 위한 

수많은 새로운 정부 기관들이 만들어졌다.24) 그러나 이 변화의 현상과 의미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아메리카니즘의 수정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진보주의자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개혁론자들이 제기한 사회， 정 

치 문제의 제한된 해결은 주로 공공(公共)의 정치 영역에서가 아니라 사적(私 

的) 영역에서 시도되었다. 딩-시 대부분의 미국 지식인들은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권위를 국가권력이 아닌 합리성 (rationality)과 과학 

(science)에서 찾고 있었고 필수적인 새로운 국가 행정 기관들도 -- 당시에는 

민주주의와 같은 원리로 생각했던 -- 합리성과 과학적 지식과 계몽된 여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25)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국가 외의 과학으 

23) Neo-pragmatism의 대표적 사상가로는 Herbert Croly, Brooks Adams, John Dewey 
등을 들 수 있다， 이틀의 사상적 입장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최정운官燈主義의 

思想 試論· 美國의 經營 行政 理論 分까J. 한국정치경제학이론~， 한국정치경제학회 편 

(서 울: 신유， 1993), pp. 119-23 

24) 당시 미국 국가 기관의 팽창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Stephen Skowrone대， Building 
a New Ameriam S.따te: 까Je E때뼈1Sion cf Natioηal Adrη:inistrative α뼈dties， 

1877-19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5) Woodrow Wilson을 위시한 당시의 수많은 공직개혁 이론가들은 전문적 행정 기관을 

원했지만 그들은 결코 유렵 식의 관료제를 원하지 않았고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딜렘 

마를 이루었다. 또한 당시에 적극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던 이른바 neo-pragmatist들， 

예를 들어 Herbert Croley, Br。이{s Adams 같은 사람들도 합리적 통제를 추구하던 사 
람들이지 결코 관료적 국가를 요구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최정운官際主義의 思、想、

試論: 미국의 경영 행정 이론 분석 J ， pp. 106-40‘ 



128 美 國 學 第二十二輯(1999)

로 무장한 사적 조직들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만들 

어 줄기차게 제시하였다.26) 또한 이 시대에 사회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흐름은 

대학 개혁 운동이었다. 1870년부터 하버드 대학(묘강vard University), 존스홉 

킨스 대학(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코넬 대학(Comel1 University) 등 

의 사립대학들은 대규모의 개혁과 팽창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록펠러 

(John D. Rockefeller)가 1892년 당사 사회적 소요로 악명 높던 신흥 공업도시 

시카고에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을 창립함으로써 절정을 이루었 

다. 당시 사립 대학의 젊은 총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30년 이상씩 휘둘러 

가며 권위를 확립해 나갔다 27) 대학개혁 운동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과학 방법 

론적으로 견고한 지식을 통해 사회적 현실이 재현되고 또한 그에 따라 개혁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과학주의 이념적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그 반대편 

에는 날립으로 함부로 만들어진 비과학적 지식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 

가 있었고 이는 다사 당시 지식인들을 대학의 권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통제 

해야 한다는 정처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미국적인 표현은 20세기 초반에 창시되어 한 때 전세계를 휩 

쓸던 태일러 (Frederick Wínslow Taylor)의 이른바 ‘과학적 경영’( scientific 

management) 또는 ‘테일러리즘’(Taylorism)이었다. 그는 우선 새로운 공장 경 

영 기법을 발전시켜 사회의 ‘파이’， 즉 물질적 부(富)를 계속 무한히 크게 만들 

어 가면 곧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 

다. 그는 당시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태만(soldie꺼ng)으로 

인하여 노동 생산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상정하고 생산력을 무한히 발전시 

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과학적 훈련을 받은 엔지니어 (engin않r)를 새로운 절대 

권위로 상정하였다. 엠지니어들은 과학적 지식으로 새로운 기술적 분업 체계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당시 새로운 시대， 기술발달의 상징이었던 스톱워치(stop 

26) 이러한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창조‘ Da띠d F. Noble, Ameriro by Design: 
Science, Techηology， and the Rise c! Corporate Capi뼈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27) 미국의 대학 개혁 운동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Alexandra Oleson & John Voss, 
eds., The Organization 0/ Knowledge in Modem Ameriro, 1860-192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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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 노동 동작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모든 노동자들 

에게 부과함으로써 최대의 생산력을 이루려하였다.잃)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노 

동자들을 심지에 ‘나무 인간’(wooden men)이라 상정하여 엔지니어들에 대한 절 

대 복종을 요구하였고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성과급(piece rate)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임금 제도는 커다란 ‘파이’를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없얘기 위해 새 

로운 가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로 귀착되었다.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은 1910년대부터 미국 의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1930년대에 들어 과학적 

경영은 대학에서 새로운 학술 연구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인간의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이론들이 전개되 

었다. 테일러 식의 접근과는 달리 인간관계 학파(Hwnan-relatíons schooD와 

제도주의학파(Institutionalist schooD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인간 관계，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아노미 (anornie)의 문제가 경영자들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는 효율 

적 생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경영학과 사회과학의 

조직이론 등을 발전시켜 갔다. 이들 이론은 테일러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기계 

의 부속품처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을 휴식과 오락이 필요하고 나아 

가서 건전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노동자들은 효율적으로 노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러한 이론들은 테일러 식의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왜곡된 과학의 횡포에 반대했 

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진’(management)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말하자면 경영자들은 새로운 그들의 과업에 대한 특정한 능력의 보장이 

없이도 그들의 권위를 보장받았고 또한 그들은 권력으로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공동체를 창조하고 수시로 개입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 

기 때문이었다.29) 

28) 과학적 지식을 소유한 engmeer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상은 1920년대까지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제시되곤 했다. 예를 들어， Thorstein Veblen, The Engineers 
and the Price System (New York: The Viking Press, 1921), p. 138ff. 

29) 최정운官燈主義의 思想 試論J ， pp. 106-45; Reinhard Bendix, W ork and At따10η@ 
in lndustry: ldeologies cf MQ1U1gement in the Course of lndustri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Jifornia Press,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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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이러한 흐름은 자유주의적 경제·사회 체계에 대한 수정으로 보일 수 있 

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해결책틀이 자유주의 제도 안으로 흡 

수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고유한 사상적 맥락으 

로 사회·정치적 공공(公共)의 문제들이 사적(私的) 영역으로 흡수되어 공공(公 

共) 영역의 고유한 성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자유주의 정치 사상이 정체성을 유 

지하는 독특한 자기 변신(變身)의 과정이었다.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권위체는 사 

적인 영역에 위치한 과학적 지식의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고 따라서 ‘비합 

리화된 합리주의’(irra디onalized rationalism)의 표현이었다，30) 나아가서 이랴한 시 

도들은 자유주의 외부의， 예를 들어 ‘인간 관계’， ‘공동체’ 등의 탐론들을 자유주 

의 안으로 흡수해버렸다. 과학적 경영에서 논의하는 ‘공동체’란 단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주어진 여건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이를테면 하나의 어항(魚없) 즉 

합리적 과학이 창조한， 자연을 닮은， 어떤 자연적 조건이라 여겨지는 부분을 재 

생시킨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이지 자연 그 자체가 결코 아니었다. 새로운 경영 

진들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만틀어 주기 위해， 그틀 간에 공동 

체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자기 변신을 통해 비 

자유주의적 사상들을 삼키고 소화시켜 자신을 위한 영양으로 만들려 하였다. 

이라한 자유주의의 변신의 핵심적 제도적 장치는 19세기 중빈-부터 등장하 

기 시작한 전문직 (profession) 제도였다. 한편으로 전문직이란 보편적 합리주 

의 과학에 대한 종교적 신뢰에 근거하여 어떤 직종을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지 

않고 종사자들이 사적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통제하는 제도였다. 이 전문직 

조직 운동은 19세기 중반 의사들의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료협회(Arnerican Medical Association)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고 아 

직도 미국 사회에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권위는 가히 무소불위라 할 것이 

다.31) 이어 1870년부터 뉴욕의 변호사들은 부패척결운동을 시발로 전문직 운 

30) 미국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scientism)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Robert C. Bannister, 
Sociolo양 αld Sdentism’ ηJe American. Quest for Objectivity, 1880-1940 (Chapel 
돼11: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ana Press, 1987) , 

31) 미국의 M어ical profession!각 발달과 사회적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Paul 
Staπ， πJe Sα따1 TnαJ.4ormation of Ameriαm Medidne: The Rise of a Sovereign 
Professioη and the Makíng of a Vast !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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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곧 1880년대 사회적 위기와 동요의 시대에 편승하여 전 

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법전문직 Oegal profession)은 전세계를 걸쳐서 유 

래없는 경우였다. 즉 국가 권력을 규정하는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적 (private) 단체를 만들어 법 집행과 나아가서 법 해석을 스스로 통제한다 

는 발상은 결코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생각일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이러한 

운동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것이었다. 서양 사상의 전통에서 보면 미국 

의 법전문직은 공(公)과 사(私)에 모두 소속된 애매모호한 존재이며 공과 사를 

연결하는 특이한 범주(範購)인 것이며 따라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한 유형 이 었다. 

우선 첫 단계 1870년대에 그들은 미국법률가협회(뻐nerican Bar Association, 

ABA) 등의 전국 조직과 지방 조직들을 만들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그들의 

‘공적 리더쉽’(public leadership)을 주장하며 부패 척결과 법원을 포함한 법률직 전 

체의 통제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 시기에 잭슨시대에 거의 폐지되었던 변호사 

자격시험제도를 전국에 걸쳐 부활시켰다. 다음 단계에서 1880년대 중반부터는 

1870년대에 창시된 케이스 방법론(case meth여)을 정립하여 이른바 ‘과학적 법 

학’(scientific jurisprudence)에 근거하여 입법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국가권력 

과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독자적 권위를 주장하였다. 이 사기부터 미국 법원들은 

남북전쟁 시기에 노예제 폐지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 제147TI 정 (The Fourteenth 

Amendment)를 재해석하여 주정부들의 사회·노동입법들을 위헌(違憲)으로 판결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자적 국가권력을 보수적 방향으로 행사하였다，32) 20세기 

에 이르면 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법 교육을 개혁하고 전국적으로 법학교들 

Oaw schools)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 미국의 법전문직이 오늘의 모 

습을 갖추었을 때 볍전문직 규제는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규제하는 범위를 넘어 

미국의 법원과 정부의 검사들 그려고 사기업에 고용된 법률가들 그라고 무엇보 

다 미국에서 정계(政界)에 진출하려는 모든 사람들， 즉 미국의 모든 국가 권력과 

이와 연관된 사적 권력을 총망라한 모든 사회통제 체제를 사적(私的) 고등교육 

제도를 통해 규율하는 엄청난 제도적 조치였다. 즉 법률가들이 정치가들의 대부 

32) Berger, Govemment by Judiciα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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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차지해 옹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 법전문직의 개혁 이후 적어도 학부 4년， 

법학교 3년， 도합 7년 간의 값비싼 고등교육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나 관 

계로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미국의 각계 지도 

자들의 정치·사회적 이념과 사고의 과정을 혹독한 교육 과정을 통해 통제하는 

역할을 공공연히 수행하게 되었다.잃) 

또한 유사한 시기에 각종 과학 분야들과 더불어 경제， 사회， 경영， 정치 등의 

영역에서의 공공 권력에 관계되는 각종 사회과학 전문직들(social science 

professions)도 조직되어 사회적 지식 생산과 개혁 작업 전체를 규제하는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다，34) 이러한 사적 조직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규율한다고 하지 

만 사실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의식하고 전사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나아가서 당시 조직되어 

가던 수많은 분야의 전문직들은 사립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제도를 중 

심으로 경력(career)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활 양식과 에토스를 갖는 미국 

사회의 보루로서， 새로운 사회 계급으로서의 중산층(the middle class)을 형성하 

게 되었다.않) 전문직 종사자들은 단순히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중산층이 아니라 

사회 체계 전체，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고도의 자부 

심을 가진 조직된 보수적 집단이 되었다. 이들은 단적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civil society)를 구성하는 새로운 시민이었다. 이 시민사회는 당연히 가상적 사 

회계약(social contract)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록크의 고전적 시민사 

회， 토크빌이 보았던 미국왜 동질적 시민사회를 대체한 것이다.20세기 초빈에 

이르면 미국에서는 이미 록크주의는 더 이상 보편적 현실이 아니었다. 록크주의 

는 제한된 일부에게만 현실이었고 대중들에게는 이념적 환상이었을 따름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마국 사회는 일련의 중대한 변화를 겪었 

33) 미국 legal profession의 정치적 성격과 자세한 역사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최정운， 
「美國法의 專門化J ， pp. 1-47. 

34) IVrarY 0. Fumer, Mα따/ α7d 얘i없ivity: A Oisis in the Prcfessí，αnliætiαzcf 

Amerimn sodal Sdenæ (벼뼈ton， 1975). 

35) Professionalism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하여는 다읍을 참조. Burton J Bledstein, ηJe 

Culture cf Prcfessíonalism (New York Norto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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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 통제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 통제 체제가 정치 이념의 본격적인 

수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였다. 우선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권위를 공공(公共)의 영역이 아니라 사적(私的) 

인 영역에 설치할 것을 선택하였고 이에 대한 정통성은 예외 없이 모든 전문직 

들의 경우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 통제를 위하여 국 

가 권력은 필수적인 제도지만 미국의 지배층과 지식인들에게 민주적 국가는 다 

시 통제되어야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시민사회는 이제는 모든 시민 

들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사회·정치적 위기의 시대에 6폭도’이며 체 

제에 저항하는 무법자들일 뿐이었다 이제 시민시-회는 사회를 이끄는 자본가들 

과 더불어 선발되어 합리적 과학으로 교육받은 제한된 수의 건전하고 우수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했다. 미국 특유의 합리성의 권위는 어떤 의미에서 다소 

관료화했다는 차원에서 베버 (Weber)가 말하는 합리적 지배를 의미할 수도 있지 

만 미국의 특이성은 합리성은 합리적 지배가 아니라 차리스마적 지배를 요구했 

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이 합리적 권위의 주장은 기존의 관료주의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또한 민주주의는 카리스마적 지배자를 만들아낸다는 의미에서 19세기 

말까지만 하여도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에 들어서면 미국의 합리적 지배는 무소불위(無所不德)의 전제적 지배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앞서 논의한 미국 합리주의의 비합리적 성격은 이 경우에 다 

시 한번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합리적 지식이 사회를 통제한다는 

것에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카리스마의 요구 외에 다른 어떤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국가 행정기관의 수와 권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 

나 미국 행정부의 경우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관료주의적인 형태로 발전하지 않 

았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국가 기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위원회 

(commission)의 형태를 띄고 있었고 이 기관들은 수직적인 명령관계에 따라 움직 

이지 않고 오히려 각 위원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 

관들은 관료주의적으로 통제된 것도 아니었고 민주적으로 통제된 것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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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들은 사회에서 공(公)과 사(私)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합리적 지식 전문 

직에 의하여 규율받고 있으며 실제로 관리들은 국가 기관과 사적 직엽을 가로지 

르며 경력(career) 개념애 의해 융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 기관은 서구 

의 독자적이며 폐쇄적인 관료조직에 근거하지 않고 전문직에 근거하는 독특한 조 

직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36) 따라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 유사한 시기 

에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정한 이념들， 예를 들어 영국의 집단주의(떼ecti띠sm) 

나 프랑스의 단합주의 (soli없rism)에 근거하여 현대 복지국가가 출범하던 시기에 미 

국의 경우는 사회적 권위체의 형성과 국가 기관의 팽창 또한 아메리카니즘에 근거 

하여 자유주의 이념을 손상시키지 않고 진행시켜 갔다. 

한편으로 이러한 해결책은 물론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되는 민주정치를 보존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라한 미국의 합리주의적 해결책은 대중과 고 

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의 정치 a 사회적 격차를 건널 수 없는 거리로 넓혀 놓았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적 공적 어떤 권위체제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엘 

리트들이 비전적(秘傳的) 언어를 구사하며 논의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 사회적 권위를 설치하는 일은 특유의 예측 불가 

능성을 내포한 민주주의적 정치권력으로부터 사회 체계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한 

마디로 19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사회·정치적 위기에서 미국인들은 아메리카니즘으 

로 사회주의와 진보주의의 도전을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공공의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이전(移轉)시키고 나아가서는 공(公)과 사(私)를 철저히 구분하고 

그들 간의 애매한 영역은 전문직 (professions)이라는 특권적 양서류(兩樓類)에게 독 

점시컴으로써 공과 사의 통로는 대중에게는 폐쇄되었다. 미국에서 권위， 관료주의， 

공동체， 계급 등은 사적 영역에 한정된 담론이었다. 미국의 대학에는 전세계에 존재 

하는 각종 보수적， 급진적， 혁신적 이론과 사상이 연구되지만 그들의 존재는 대학이 

라는 사적 영역에 제한되고 공적 영역은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이념으로부터 보호되 

36) Silberman은 미국의 관료제도는 서구의 관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는 

professiona1 bureaucracy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emard S. Silberman, Cages 

of Reaso.η. ηJe Ríse of the Ratíonal S따te ín France, Japan, the Uníted States 
and Gnαlt Britaí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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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공의 영역은 자유주의와 아메랴카니즘， 합리적 과학의 공간이며 미국의 

약자들은그지역에 유권자로서만 접근할수 있었다. 이 시대에 미국인들은 아테네 

의 제한 민주주의를 재건하였고 자유주의는 전설로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미국 정치 , 사회 체계의 최대의 시련은 1929년부터의 대공황에 따른 루즈벨트 

(Fran빼in D. Roosevelt)의 뉴딜(New Deal) 시기였다. 경제가 붕괴되자 엄청난 실 

업자들과 굶주린 대중들은 전국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각종 대중선동과 대규모의 

시위가 잇달았고 급기야는 산업조직총회(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CIO)가 성립됨으로써 노동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37) 이러한 시기 

에 경제를 회생시키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요청 하에 대통령에 출마한 루즈벨 

트는 대대적인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고 공화당의 자유주의 도그마를 견디지 못한 

미국 대중들은 이른바 전설적인 ‘무지개 연합’(R려nbow Coalition) 을 이루어 그를 

당선시킴으로써 미국의 자유주의는 종말을 보는 듯했다. 실제로 루즈벨트는 대규 

모 인력을 동원한 공공사업을 벌이여 소비 수요를 확대시키고 엄청난 수의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립하며 전대미문의 실험적 정책들을 벌여나갔다. 나아가서 미국의 

금기(禁던)인 노동관계에 대하여도 와그너 법 (Wagner Act)이 제정되어 미국적 자 

유시장 제도도 종말을 맞이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뉴딜의 모든 과격하고 실험적인 정책들은 미국의 자유주의를 

손상시키지 못했다. 우선 이 시기에 미국이 서구 제국과 달랐던 결정적인 조건 

은 미국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완전히 멸종된 후였다는 점이다. 당시 서구 제 

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도 경제회생을 위한 이론작인 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고 1936년에 등장한 영국의 자유주의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새로운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은 당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 

다. 따라서 당시 여러 나라들은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었던 셈이다. 루즈벨트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세계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과격한 정책을 마음껏 구사하 

37) Alan Bri뼈ey， Voices cf Protest: Huey Lα19， Father α>ugfùin， αu1 the Great 
Depression (New York: Vintage Books, 1983); Frances Fox Piven & Richard A. 디oward， 

Poor People's Movements ‘ why πJe.Y Succeed, U깨I They Fail (New Y ork: Vintage 
B∞>ks，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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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미국의 특이한 조건은 이미 사회주의의 위협이 제거된 시점이었고 

따라서 루즈벨트는 자신의 여러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을 이념적으로 일관 

되게 해석해야 할 정치적 필요가 없었다. 혁신적 노동법을 입안하고 상정했던 

와그너(Rob없 Wagner) 상원의원 조차도 자신의 입법을 록크의 개인의 기본권 

으로 설명했고 이라환 기상천외의 설명은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결국 뉴딜의 모든 과격한 정책들은 자유주의 외의 어떤 이념， 예를 들어 

사회주의로 해석되지 않았고 다만 자유주의의 ‘실험 정신’(spirit of experiment) 

으로 해석되었을 뿐이었다. 제이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뉴딜 시대에 있었던 수많 

은 국가의 권위를 강화한 초치들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의 경우처럼 ‘정상으로의 

복귀’(Retum to Nonna1cy)로 하나 둘 씩 백지화되었다. 뉴딜의 많은 조치들은 

자유주의 외에 다른 이념의 언어로 해석하지 않은 덕분에 뉴딜은 자유주의와 아 

메리카니즘， ‘실험 정신’ 이외에 아무런 전설도 남기지 않았다. 실용주의 

(pragmatism)의 전형적인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의 기술적(技術的) 개념 

은 모든 정치적 행위에서 윤리적 문제를 가렸고 따라서 뉴딜의 모든 정책들은 

의도적인 행위로 자유주의를 지킨다는 현실주의적 자유주의， 아메리카니즘으로 

해석되었을 뿐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아메 

리카니즘으로 변신하여 갈등하는 계급들의 이해와 욕망을 통합한 미국의 자유 

주의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의 정체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남 

북전쟁을 전후하여 남부가 급조한 새로운 사상은 자유주의가 만든 자유주의적 

현실의 힘 앞에 심각한 도전일 수 없었다. 남부인들은 사상의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스스로나 북부인들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쟁이 끝나자 이 에피소드는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반면 사회주의와 진보 

주의 (progressivism)의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남북전쟁을 통해 아메리카니즘으로 재편성된 자유주의는 표면의 평화로움 뒤 

에 감추어진 폭력과 사상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도전을 물리치고 자신의 모습 

을 유지하였고 그 덕분에 대공황과 뉴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련의 시대를 통해 미국의 자유주의가 명맥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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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것이 미국 사회가 건국 초의 자유주의적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 시대부터 결코 19세기 초반에 토크빌이 보았던 동질 

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이제는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갈등하는 사회였고 따 

라서 어떤 자연스런 합의에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미국인들은 

그들 사회에 필요한 권위체와 권력체를 국가 기관이나 공적 영역에 위치시키 

지 않고 사적 영역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공공정치는 자유주의 이 

념과 실천이 유지될 수 있었고 다른 한편 사회·경제 체계를 유지하는 각종 

권위체들은 건국 초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던 ‘폭도’(mob)둘로부터 보호되었 

다. 나아가서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는 전문직 조직을 통 

해 계속적으로 순시(센視)되고 방어되고 있었다. 미국 특유의 사생활 

(privacy)과 공적 영역에 대한 엄격한 구분은 서양 고대의 유산뿐만이 아니 

라 미국 특유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제도이자 수단이자 사상으로서 19세기부 

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고안되고 발탈되어 온 것이었다. 이로써 미국인들은 

아테네의 제한된 시민들로 이루어진 고전적 민주주의를 재건했고 전문직을 

고용하거나 전문직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잊혀진 사람들’(the 

forgotten men) 이 되 었다. 

lV. 쭉쩌l쩔체뭘 뼈쭉.2.1 점호l 이벌 

미국의 자유주의는 뉴딜과 제2차 대전의 시련을 겪고 결국 살아남게 되었 

다. 대공황과 전쟁 중의 모든 조치는 흡사 없었던 일로 돌려졌고 자유주의의 

위대한 역사만이 남게 되었다. 물론 지성계 일각에서 미국 사회에 대한 새로 

운 모습들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진보주의의 전통을 이어 

받은 학자들에 의해서 미국 사회는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점 

이 광범위하게 지적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미국 사회 

는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 집단들과 조직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권력도 이제는 민주주의적이라기보다는 관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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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익 집단의 활 

동， 엘리트 집단의 암약상 등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가장 즐겨 다루는 

주제들이었다，38) 그러나 일단 이러한 시각은， 다원주의이건 일원주의이건， 자 

유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자유주의의 개인Gnclividu떠)의 개 

체성 Gnclividua1iψ)은 집단으로 전이(轉移， clisplacement)된 것뿐이었고 그들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집단들의 그들의 이해(利害， interests)를 둘러싼 경쟁과 

각축 체제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시각은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변형된 자유주의적 현실의 어떤 변을 잘 반 

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말까지 미국은 19세기 초에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에서 표 

현된 바 고립주의 Gsolationism)를 대외 정책의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었다. 전 

술한 바대로 혁명 이후 미국인들은 스스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확신을 갖고 혁 

명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서구의 복 

잡한 정치 현실로부터 거리를 지키려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아메리카 

대륙 경략과 자신들의 국력을 배양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893년 

미서(美西) 전쟁을 시발로 그 간에 길러온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전세계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의 후발주자로서 미국 

이 구사할 수 있었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은 미국 특유의 자유주 

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그들의 아시아대륙 진출은 기존의 제국들 

38) 이러한 시각에서 쓰여진 업적은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다음이 있다. 
A뼈mr F. Bentley, 1ñe Process of Government ’ A Study of Social Pressur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앞vard University Press, 1908); David B. 
Truman, πJe Governmen따1 Process: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New 
York: Alfred Knopf, 1951); C. Wright Mills, 1ñe POω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Robert A. Da비，Vf꺼o Governs? Democrα:y and Power in 
an American Ciφ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Grant McConnell, 
Private Power and Ameri，αm Demoσα:y (New York: Vintage Books, 1966) 
Theodore J Lowi, 암Je End of Liberalism: ηJe Seco.ηd Republic of the United 
S따tes， 2n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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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189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브라이언 

(William Jennings Bηan)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평화 

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미국인들의 호웅을 얻었다. 이 시기부터 제이차 세계대 

전 직전까지 미국인들은 고립주의와 제국주의간에 계속적인 논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 미국은 세계 경략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미국인들 간 

에는 록크적 목가적 시민사회의 이미지와 아메리카니즘의 끝없이 팽창하고 투 

쟁하는 개인의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는 평화주의자 브라이연과 제국주의자 

루즈벨트(Th∞dore Roosevelt), 마한(Captain Mahan) 등의 상충된 극단적 인 

물들로 표출되고 있었다. 특히 마한은 제국주의를 공공연히 찬양한 세계적인 

저명인사였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경악이 

었다. ‘붉은 공포’(red scare)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노골적 탄압을 자행하였고 그 관행은 1950년대까 

지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이어졌다. 미국인의 마음속에 냉전은 이미 

1917년에 시작되었고 미국은 다음 해부터 러시아 반혁명군을 지원하고 일본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 동부전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서구 제국들은 미국의 참전을 강력히 요 

청했지만 미국은 국내 평화운동의 압력으로 오랫동안 자제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그러나 1917년 참전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독일의 잠수함 작전에서 명분을 

찾았고 이 명분으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14개 조항’을 역사적인 

미국의 유럽 참전의 대의로 선포하였다. 이에 포함된 민족자결주의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의 코민테 

른( Comintern)의 민족주의 운동의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전세계 서구 제국주 

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39)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의 국제정치에 대한 개입 

은 제한된 것이었고 이 제한된 개입의 패턴 또한 제국주의적이라기보다는 미 

국 자유주의 이념의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한 반감은 자유주 

39) Hobsbawm에 따르면 Wilson의 민족자결주의는 민족주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E.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æ 1780: Progrαnme， Myth, 
R없líty， 2nd 뻐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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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미국인의 몸에서 나온 조건반사였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또한 한편에서 

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분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자유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그간 19세기를 

통해 서구 국제정치의 ‘민족 원칙’(principle of nationality)의 반복이 아니었고 

마찌니 (Giov없ni Mazzini)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도 넘어서는 것이었다. 민족 

자결주의는 세력균형 (Balance of 맏üwer)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세계를 수없이 

많은 수의 작은 민족국가로 재편하려는 것이었고 이에 우리 나라를 위시하여 

많은 약소민족들은 국가 건설에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민족주의 자체에서 도출된 것이라기 보다는 윌슨 대통령 자신이 대변하 

던 진보주의자둘의 핵심적 구호인 ‘반트러스트’(anti-σust)의 국제정치에의 표현 

이었다.40) 팽창의 에너지로 충만한 많은 수의 작은 민족들을 풀어놓으면 그들 

은 결국 대제국들을 파괴하고 더욱 활기찬 세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러나 이 시기의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세계 진출은 다시 1920년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μague of Nations) 조약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신속한 것이었고 이제 미국의 개업 

정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개입 직후부터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의 협상에 

서 그들의 세계 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확보했고 종전 후에는 국제연 

합(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한 국제 조직 체계로 세계 평화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러시아를 적으로 하고 패전국들을 동맹으로 포함시킨 세계적인 

블록을 형성할 것을 구상하였다. 루이즈 하츠(μuis Hartz)는 1955년에 미국의 

세계와의 본격적인 접촉은 미국의 사상적 지평을 넓혀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하였다.41) 그러나 미국의 세계 패권이 

반 세기가 지난 오늘에 보면 미국인들의 세계와의 접촉은 아직 그들의 이념적 

지평을 넓혀 놓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우선 미국이 전통적인 고립주의에서 전 

세계 경략으로의 전환은 이념적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미국이 고립 

때) μ띠s Hartz는 다읍과 갇이 말한다 “윌슨은 미국의 트러스트를 분쇄하고 싶은 만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깨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는 명쾌하게 이 두 경우에 자동 

적 화합에 의존하고 있지 않았던개"H따tz， Liberal 간때itiα1， p. 296. 

41) H따tz， Liberal Trαh’tioη， pp.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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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채택했던 것은 청교도주의적 선민의식과 당시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의 

식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고가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전세계 

적 개입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런 발상 전환으로 보인다. 아메리카니즘 

의 제국주의 욕망은 20세기에 들어오면 평화에 대한 열망보다 더욱 자제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자유주의 이념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미국인들로서는 일단 

세계정치에 재입하게 되면 그들은 전세계를 자신의 모습으로 재창조하고야 말 

것이었다. 오히려 미국의 대외 전략에는 윌슨 식의， 진보주의자들 식의 우유부 

단한 부분적 개입이란 선민주의자들로서는 더욱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모른다. 

나아가서 미국인들은 전세계를 뒤덮는 동맹체계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을 접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을 별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제이 

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는 승리 그 자체에 대한 자부심 외에도 새로운 세계에서 

의 그들의 위상은 엄청난 자부심을 섬어주었다. 종전 후 서구 제국이 모두 파괴 

되었을 때 미국은 전세계 공업생산의 무려 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은 마살 

플랜(Marshall Plan) 외에도 전세계에 어마어마한 양의 원조를 제공하였고 미국 

인들은 그들 체제의 우수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되었다. 종전 후에 이 

루어진 ‘정상으로의 복귀’는 이러한 자유주의 이념의 무게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 

다. 미국은 제이차대전 이후 전세계를 지배하며 동시에 전세계를 부흥시키고 자 

유주의 이념을 포교하여 계몽시켜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스스로로부터 부여받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냉전 초 

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서 미국 또한 대영제국의 경우처럼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지 

배 민족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정보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진전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깊은 인류학 고고학적 연구를 추진하여 그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지만 미국의 경우는 제삼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42) 그 첫째 이유는 불론 대영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42) Edward W. Said, Cγ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9), pp.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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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3세계를 직접 다스런 적은 없었고 현지 정부를 통제함으로 만족하였 

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직접적인 지식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여러 다른 문화를 가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식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른바 비 

교정치 (comparative politics) 였다，43) 실제 미국 학계에서 비교정치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의 정치를 연구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형식적으로 비교정 

치는 다른 나라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지만 실제로 그 이론적인 툴은 근대화 

(modemization) 이론이었다. 즉 세계 모든 민족들의 사는 모습을 전통적 

( traditional)과 근대적으로 양분하여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전근대적 삶 

의 모습을 전통이라는 애매한 관념적 틀에 집어넣어 ‘전통’이라는 개념은 실제 

로 ‘쓰레기통’(garbage can)으로 쓰이게 되었다 나아가서 이 지식 체계의 본 

질적인 한계는 이 연구들의 문제 의식에서 유래되었다. 즉 이 지식 체계는 ‘어 

떻게 하면 어떤 제삼세계의 전통적인 사회를 근대화할 수 있는가?’ 또는 ‘왜 

어떤 사회는 근대화되지 않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말히-자면 비 

교정치는 제삼세계의 근대화， 자유주의화， 경제 발전 또는 민주화에 대한 연구 

였지 다른 종류의 사회나 문화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깊은 연구는 아니었다. 

물론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그들의 이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μ) 

미국인들은 냉전가를 통하여 소련과 사회주의권에 대항하여 수많은 나라들 

과 군사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치를 통제하고 사회 

를 근대화시키려 하였지만 그들 민족들의 다른 삶의 모습들을 실제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인， 자유주의자로서 그들을 걱정해 주었던 것이 

지 그들이 사는 그대로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다. 냉전은 처음부터 미국인들 

에게 그들의 이념 그 자체의 확신에서 전개된 것이며 따라서 냉전 그 자체가 

미국인들의 정체성이나 이념의 전환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나아가서 냉전기 

를 통해 세계 정치에 깊이 관여된 미국인들은 타문화와 진지하게 접촉하지도 

43) R. A Packenham, liberal Amerim and the 1hird World' Politiα11 Development Id，αIS 

in Foreign Aid αuiS따al Sd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44) 우리의 시각에서 미국 외교정책을 비판한 대표적인 엽적은 다음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삼성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서울 : 한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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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결코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이 시기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자유주의 이념에 자부심을 느끼고 전세계 

자유주의 사상의 종주국임을 선언하였다. 롤스(John Rawls)와 노직(Robert 

Nozick)의 논쟁은 1960년대까지 미국의 자부심을 결산하는 엽적이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세계 지성사에 대한 미국의 혁학한 기여를 아로새긴 기념비 

였다쩌) 우선 이들의 논쟁은 전세계 정치사상 학계의 눈길을 미국에 집중시켰 

다. 나아가서 서구에서는 제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형성으로 비혁명적 사 

회주의 이념들과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차원의 비판이 독자층을 넓혀가던 시 

점에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더욱 개인주 

의가 가미된 강한 자유주의 이론들을 제기한 것이다，46) 더구나 노직의 이론은 

사회계약이라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픽션마저 제거한 자연상태에서 직접 자유 

주의를 도출시키는 록크를 뛰어넘는 과격한 야경국가론이었다，47) 이 논쟁은 

형식적으로는 상이한 이론들의 투쟁이었지만 공통점들과 양자의 보완적 측면 

들을 갖고 있었다. 우선 두 이론들은 모두 사회를 개량시키고 변화시키려는 

사상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 사회를 좀 더 낳은 언어체계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보수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들은 자 

45) John Rawls, A Theory of ]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따vard 

Univer‘sity Press, 1971); Robert Nozick, Annrchy, 5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최정운미국의 자유주의 롤스(Rawls)와 노직(Nozick)의 논쟁 J ，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 정치·경제·사회·문화~， 미국학연구소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 

판부， 1998), pμ 3-34 물론 Rawls와 Nozick에 대한 연구와 이들의 논쟁에 대한 연구 

는 수없이 많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좋고만을 제시한다‘ 

46) Rawls는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Kant 사상에 의존한다고 했지만 그의 the original 

position의 개념은 Rousseau적인， 강한 개인주의적 가정에 근거해 있다 최정운새로 

운 부르주아의 탄생: 로빈슨 크루소의 고독의 근대사상적 의미 J ，근대， 근대인， 근대 

국가~， 한국정치사상연구회 제1차 연차학술대회 (19띤6년 12월)， p, 28 

47) 미국에서 야경국가론은 여러 다양한 업장에서 반복되어 왔다 이 입장은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Frederick Hayek, Milton Friedrnan 등이 있다 Milton 

Fri어man， αrpi따lism αu1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F. 
A. Hayek, The Road to 5erfdαη'A αassi없1 Wami，η!g against the Dangers to 

Freedom lnher，αlt in 50띠1 Planning (C비cago: Universityof Chicago Pres, 1944); 

Nαv 5t띠'ies η Philosophy, Politi앙" Economics and the HistOTγ of ld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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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 전통의 픽션(fiction)을 더욱 간결하고 정교한 형태로 보여주었다는 의 

미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본격적인 신화(myth)로 만들고 있었다. 동시에 이 이 

론들은 추상화된 경제적 인간의 모습에서 논의를 출발시키는 소비자주의 

(consumerism)적 자유주의 이념을 정식화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명백히 

보완적으로 아메리차니즘을 반복하고 있다. 롤스의 이론이 미국 자유주의 사 

회의 약자와 패자(敗者)의 입장을 표출하여 사회보장제 등의 제도들을 사회주 

의가 아닌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 정당화하고 있다면 노직은 그곳의 승자(勝 

者)， 서부의 총잡이의 마음을 대변하여 철저한 자유경쟁체제를 정당화하고 있 

었다. 더구나 이 이론들은 인간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그 진행 논리를 경제학 

적 방법론에 편입시켜 정치 이념에 대한 논의기- 보통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든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비전적(秘傳的) 형태로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이차 세계대전으로 며국은 서구인의 무한한 힘의 꿈인 핵무기를 독점하고 군 

사력과 경제력으로 참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자 자신들의 이념과 삶의 현 

실의 우월함을 정치 이념과 학문의 장에서 유갑없이 발휘하였다. 이제 자유주 

의는 대안이 없는 우울한 고전적 이념에서 벗어나 미국인의 손에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이념으로 반복되었다. 

미국인들에게 1970년대는 시련의 시기였다. 흑인 민권운동이 펼쳐지고 사회 

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지도자들은 백주에 암살당하고， 경제 

는 쇠락해갔고 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다. 미국이 전세계에 행사 

하는 권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소련의 핵무기는 미국인들에게 극 

도의 불안감을 주기 사작하고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자 전쟁의 직접 피해자인 

젊은이들은 저항하기 서작했다. 일련의 사회주의자를 위시하여 자유주의 도그마 

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동장하였다. 그들은 신좌파(the New Left)로 등장하고 그 

리고 무엇보다 대항 문화(counter-c따ure)는 미국적 삶 전체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 대다수의 위기에 대한 처방은 원리주의적(fund뼈앉1뼈ist)인 것 

이었다 성경을 들고 나온 카터(James C따er)를 대통령으로 다음은 아메리카 

니즘의 부활을 외친 헐리우드 배우 출신 레이컨(Ronald Reagan)을 대통령으 

로 선출하여 자유주의 두 진영의 원리주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였 

다. 한편 1970년대부터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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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이른바 신좌파(New Left),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포스 

트모던주의 (post-modernism) 등의 이름으로 결정화되었다.48) 

우선 이런 대안의 이념을 제기하는 움직임플은 미국 사회에서 현실 세계로 

전개되지 못하고 서서히 지성계로 제한되어 수용되었다. 신좌파는 이데올로기 

문화 비판에 탐닉하고 포스트모던 또는 탈근대주의적 시각은 문학비평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들은 대항 문화의 연장선에서 사적인 삶의 영역에 침투했 

지만 모두 공공적 정치 이념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등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유일하게 공공의 정치 이념으로의 확산을 시도한 사 

람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었다. 공동체주의는 사회주의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일부 미국 지식인들에게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폭넓 

게 받아 들여졌다. 특히 그들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식인의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에도 자유주의에 대 

한 진지한 위협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아직 공동체주의자들은 구 

체적인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현 

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49) 즉 공동체의 

삶의 구체적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미국인틀은 개인주의가 견디기 힘틀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공동체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제 

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50) 그들은 자의적으로 선택한 어떤 서구의 철학 이론 

에서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학자인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경우는 많은 서구 지식인들의 경우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48) 유홍렴공동체주의의 철학적 기초 : A MacIntyre와 C. Taylor J , ~美國學.Il， 제19집 

(1996), pp. 1-17; r미국의 공동체주의 정치사상J，미국사회의 지적 흐름: 정치·경제· 

사회·문화.Il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 35-67; 함재봉미극의 탈근대주의 J ，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 정치·경제·사회·문화.Il， 미국학연구소 편(서울 · 서울대학교 출 
판부， 1998), pp. 89-133. 

49) 이러한 비판은 Fowler에 의해 강하게 제시되었다 Robert Booth Fowler, πJe Dance 
with ColT1l11llníty (Lawrence: Universty Press of Kansas, 1991), PP‘ 92-4. 

50) 유홍림은 미국에는 상당한 수의 공동체주의자가 있으나 그들은 모두 다른 철학적 기 
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유홍링미국의 공동체주의 정치사상J，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정치·경제·사회·문화.Il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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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희랍의 도시국가의 상황으로 돌아갔다.51)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회랍의 아테네는 이미 오래 전에 아메리카니즘이 정복한지 오래였다. 갤국 공 

동체주의자들은 19세기 중반 남부의 지식인들과 유사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모른다. 미국인들은 자유주의 외의 현실에 살아본 일이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다른 이념을 찾는 경우 추상적인 이념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었는지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냉전에서 이념의 위치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념의 투쟁과 경쟁에서 미국인들은 자유주의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고 따라 

서 미국인들은 다른 이념을 받아들일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 제삼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주의의 축복을 미개한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생각밖에는 없었다. 미국의 이념의 위기는 늘 실패를 눈앞에 두 

었을 때 찾아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자유주의가 19세기 말부터 변신 

했을 때 사회통제 체제의 핵심은 절차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합리적 과학 지 

식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었고 이 신비한 힘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아메리카니즘 또한 성공의 이념이지 설패의 변명 

은 아니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개인주의적 삶에서 오는 합리성， 정체성의 위 

기는 여전히 추상적인 것이며 동시에 미국인들에게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의 일부인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1970년대 미국인들이 경제와 전쟁에서 

최초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이념은 진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 

을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1980년대에 가시적인 흐름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라한 흐름들은 역시 현실에 근거하지 못하여 취약했고 더구 

나 1985년부터 진행된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즉 자유세계의 최후의 승리 

와 잇단 미국 경제의 회복은 이러한 새로운 지적， 이념적 흐름들을 왜소화시 

켜 버리고 말았다，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은 미국인들에게는 자유주 

의의 명백한 운명(m뻐ifest destiny)처럼 들렸을 것이다. 

51) Alasdair MacIntyre, ι뺑er Virtue, 2nd Edition (Notre Darne: University of Notre 
Darne Press, 1984); whi’ch Justice? Which Rationality? (Notre Darne: University of 
Notre Darne Press, 1988); 17vee Rival Versions cf Moral Enquiry (Notre D와ne: 

University of Notre Darne Press,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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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웰뺨멸 AI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지배적인 정치 이념을 갖고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따라서 미국은 자유주의에 근거한 나라라는 사실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이념적인 갈등을 겪어 요지 않았다고 하는 사 

실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자유주의 외에 다른 

정치 이념을 표방하는 대중 정당이 출현하고 있지 않으며 늘 선거 때에는 오 

히려 과격한 자유주의 이념 집단의 등장이나 등장 가능성이 회자되고 우려되 

곤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여전히 법의 정치에 대한 우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런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자유주의의 독점적 배타적 위치는 요지부동으로 

보인다. 그러다 우리가 미국의 정치 이념의 장래를 조망해 볼 때 현재까지의 

변화의 패턴의 가능한 연장선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별 의띠가 없을 것이다. 

사회·정치적 변화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법은 없지만 어떤 시점에서 벌어질 

것인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사회의 지배적 정치 이 

념이 그 나라의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엽적에 의하여 변화할 것이라 

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미국에서 서적으로 출판되는 정치이론의 범위에서 미 

국의 정치 이념의 장래를 판단한다는 것도 별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오히려 

의미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미국 사회의 전체적안 구조와 정치현실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와 현실에서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은 어떤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자유주의는 어떤 상 

황에서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의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후 

에 미국인들은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 사회에는 전체적으로 세계 제국의 위치와 걸맞게 모든 정치·경제·사회 

이념이 대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존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여러 민족 집단들(ethnic groups)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이 

념들이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 

외의 다른 이념들은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관용의 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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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에서 나름의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공적 영역， 정치 

의 영역은 자유주의의 영역이며 이 공(公)과 사(私)의 구분과 이 경계지역의 

순찰과 경벼는 주로 합리적 과학적 지식을 인정받은 전문직들(professions) 특 

히 법전문직(Ieg벼 profession)이 맡고 있다. 이 전문직들은 새로운 배타적 시 

민사회를 구성하여 국가를 통제하고 국가를 통하여 사적 영 역， 즉 경제”사회 

체제를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경제 정책 결정은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비전적(秘傳的) 언어는 사적 영역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합리성을 보호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전문직들의 시민 

사회는 사적 영역， 대중으로부터 국가와 공공 영역 전체를 보호하고 있다. 이 

러한 삶과 이념의 공간 배치 (deployment)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사회·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의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합리적 사회 통제 장치를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 

는 정치 권력을 대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운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전설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민사회 밖의 미국 대중틀은 조직적으로 

펼쳐지는 선거운동을 감상하고 후보들을 소비자로서 선택하는 제한된 정치 참 

여를 할뿐이다. 이러한 구조는 19세기 말 위기 상황에서부터 진행된 이를테면 

미국의 ‘제2의 건국’의 구도였다. 

미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자유주의적 현실 즉 록크의 자연상태에서 연유된 

시민사회나 토크빌이 보여준 동질적 사회로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다수 

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사적인 일상생활을 비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의 제한된 정치참여 그리고 그들이 소속 

된 집단들의 공적인 관계는 자유주의적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이제 자유주의 

정치 이념의 중섬적 역할은 모든 미국 시민들의 공적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원 

리로부터 변화하여 이제는 ‘디-문화주의’(m띠ticu1turalism)의 논의가 시사하듯 

여러 집단들，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생명력을 갖는 각종 집단들 간의 공존(共 

存) 관계를 공공 차원에서 규정하는 공존 방식(modus 、rivendD의 위치로 전환 

되어 왔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체(政體)는 이미 오래 전에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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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족국가에서 서서히 여러 민족집단을 간접적으로 지 

배하는 자유주의라는 보편주의 이념에 근거한 제국(Empire)으로 변모해 왔다 

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될지 모른다.52) 그리고 대부분 미국인들의 사적 

생활은 그들 집단의 문화와 미국 특유의 합리적 과학의 권위에 의하여 규제되 

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利害)와 운명은 민주적 절차 외에 

합리적 과학의 권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 사회는 크게 보아서 베버(Max Weber)의 지배(Domination)의 유 

형으로 파악하자면 카리스마적 지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민주주의를 

통해 정당들은 민중들이 열광하는 지도자를 양산하고 과학의 위대한 힘이 모든 

사람들에게 초인이 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계속적인 과학의 발전은 모든 희망을 약속하고 한편 고도로 형식화된 과 

학적 지식은 일상화(routinization)된 과학적 지배자의 권위를 하루하루 재생산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분절된 여러 집단과 조직들을 연결하고 규율하는 

체계는 자유주의가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과학의 카리스마적 위력에 의존하 

고 있으며 이 권위는 그 지배체계의 성공과 실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결 

정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과학적 지식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별 쓸모가 없어진다면 미국 사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 

국 자유주의의 이념의 운명은 미국의 실질적 지배체제인 서구의 과학과 그리고 

전세계적인 물질문명의 체제와 운명을 공유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미국인들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번영의 장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보고 있 

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대통령 사생활의 윤리적인 문제， 청교도적 

미국인들이 오랜 동안 그토록 매달려온 윤리와 양심의 문제를 애써 외변하며 

경제적 번영이 하루라도 더 지속되기를 갈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물질적 

52) Multiculturalism에 대하여 는 다음을 참조 Charles Taylor & Amy Gutman, 
Multiculturalism and “ηJ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그러나 한편 SamueI Huntington의 경우는 muI디culturalism에 대하여 강 
하게 반대하고 있다. Huntington, Clash of αvilizations， p. 29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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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위해 정통적 자유주의에 매달렬 의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어 

떠한 이론이나 사상이라도 번영만 보장해 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를 갖 

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마 미국의 자유주의가 앞으로 당분간 유지된다면 

그 이유는 자유주의의 도그마 때문이기보다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우선주의와 

그 결과를 약속해주는 과학적 지식의 힘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한편 미국은 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념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 

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의 대학에는 전세계의 모든 이념이 가르쳐지고 있 

지만 실제로 한 나라의 정치사상이 정치사상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에 의 

해 변화된 예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예에서 

이미 보이듯이 미국인들은 자유주의 외에 다른 종류의 삶을 공통적으로 살아 

본 경험이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이념을 생각할 때는 세계 역사를 모 

두 방황하는 수밖에 없었다. 현재에도 미국에서 자유주의 외 대표적인 정치 

사상인 공동체주의의 경우도 현실과 부합되는 어떤 구체적인 이론으로 발전하 

고 있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현대 미국에서 ‘강한 민주주 

의’(strong democracy)를 부르짖는 이론가들은 모두 고대 희랍의 도시국가의 

민주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으로 그곳은 이미 아메 

리카니즘이 정복한 땅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곳은 이미 허무한 유토피아， ‘없 

는 곳’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은 사생활의 영역에서 각자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주의와 합리적 과학의 권위가 흔들 

릴 경우는 어쩌면 그들의 사적인 삶의 공간으로 피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들은 대다수 비자유주의적 공동체적 삶을 이미 살고 있지만 다만 서 

로 공유하지 못하는 분절된 공동제의 삶들을 살고 있고 그들은 이미 그 이념 

들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 사회가 각종 민족 

집단， 계급집단으로 분열되어 새로운 자연상태가 도래하는 다문화주의의 악몽 

의 시 나리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즈음 미국의 모든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영화는 그들의 악몽을 재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합리적， 초합리적 과 

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의 종말은 늘 침략자， 우주의 괴물들과 야만적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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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는 악몽은 이 시대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 

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깊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미국 몰락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필자 또한 이 

런 시나리오를 결코 바라지도 않는다.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의 세계 패권， 과 

학적 지식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며 그 종말의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는 천재지변(天%地變)과 같아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적 삶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부하지는 않 

을 것이며 다만 어떤 문제가 체제 전체의 실패로 나타난다면 그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철회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나라나 민족이 전성기를 지나 위 

기에 빠졌을 때 새로운 이념적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경우는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다. 미국의 경우 실패와 위기가 나타난다면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사적 인 삶의 공간으로， 가족으로， 민족 집단으로， 지 역 공동체로， 자신들의 안 

전을 위해 피난처를 찾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준비할지 모른다. 그런 경우 

미국이 다시 어떤 다른 정치 이념으로 다시 통합된 정치체로 회복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일 것이다. 미국의 정치이념의 장래는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자유주의의 계속적인 지배는 그 위치와 의미를 유연하게 바꾸어가 

며 오랜 동안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자유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없는 미국은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으며 아마 이 이념 

과 현실은 운명을 함께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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