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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미국의 대중 저술가 브루스 바튼(Bruce Barton, 1887-1966)의 

생산자 윤리를 조명한다. 바튼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20년대 소비자 중심 사

회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그가 20세기 초에 대두한 

소비자 윤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소비자 중심 사회의 미덕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해석은 바튼을 이행기의 주요 인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소비자 윤리 못지않게 생

산자 윤리 또한 강조했고, 사실상 생산자 윤리에 기대어 이행기의 혼란을 극

복하고자 했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에 본고는 바튼의 생산자 윤리를 조명하고, 나아가서 그 정치경제적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그가 조탁한 근면의 수사가 노동윤리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치경제관 또한 담아 냈다는 점을 규명한다. 바튼의 노동윤리관은 사

회복음을 비롯한 다양한 지적 영향 하에 형성됐다. 그에게 근면은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자립의 근간이었고, 신앙에 기반한 근면이 인류 진보의 동력이었다. 

중요한 점은 그가 단순히 근면의 미덕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정치

적 함의를 이끌어내 대중에게 전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캘빈 쿨리지

와 같은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신앙심과 근면의 덕목을 덧씌우고, 쿨리지가 

대변한 정치경제 체제를 신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신성한’ 

노력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치경제 즉,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방임이야말로 미국에 적합한 체제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바튼이 봉사 정신, 근면, 능력주의, 자유방임 등의 관념을 일반인

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명쾌하게 설파했고, 그 과정에서 바튼의 전언이 일상의 

이데올로기(commonplace ideology)로 거듭났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생산자 

윤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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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20년대 미국 경제는 장기간의 번영을 누렸다. 특히 1923년부터 1929

년까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이른바 쿨리지 호황기(Coolidge 

Prosperity)라 불리는 시대를 열었다. 오랜 호황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위신이 높아졌고, 기업의 영향력 역시 전례 없이 증대했다. “기업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호황이 정점에 다다를수록 기업이 

종교를 닮아 갔다는 점이다.1 이는 기업이 종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비

유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현상이었다. 많은 이들은 경제 활동과 신앙 생활이 

별개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영리적 사업과 종교적 사역은 그 자체로 동일

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던 것이다. 왜 수많은 미국인들은 기업과 종교를 

하나의 쌍으로 인식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인식의 저변에는 어떠한 정치경

제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는가? 

그 실마리는 영향력 있는 대중 저술가이자 경제 활동과 신앙 생활을 하

나로 묶어 내려 부단히 노력한 브루스 바튼(Bruce Barton, 1886-1967)의 글

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튼은 뛰어난 글재주 덕에 다채로운 이력을 쌓았다. 

언론계와 출판계에서 경력을 쌓아간 그는 직관적이고 간결한 글로 독자에게 

호소했고,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과업을 위한 연

합캠페인(United War Work Campaign)’의 공보위원회에서 전쟁모금 활동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광고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세계 

최대 광고회사 중 하나인 비비디오(BBDO: Batten, Barton, Durstine, and 

Osborn)로 키워냈다. 광고계의 거물이 된 후에도 그는 꾸준히 저술활동을 이

어가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정계에도 진출해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연방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복무했다. 1940년 연방상원 선

거에서 낙마한 후 곧장 회사로 복귀했으나, 경영 일선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정계 주요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고, 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치 

                                          
1  Rolf Lunden, Business and Religion in the American 1920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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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및 미국의 장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2 

바튼의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었으나 그 정점은『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 진정한 예수의 발견(The Man Nobody Knows: A Discovery of Real 

Jesus)』의 출간이었다. 『그 사람』은 1925년 출간되자 마자 서점가에 돌풍

을 일으키며 곧장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같은 해에는 비소설부문 4위, 이

듬해에는 1위에 등극했다. 3 독자들의 반응이 대단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

튼이 묘사한 예수의 모습이 파격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를 온화한 종교 

수행자가 아니라 정력적이고 파격적인 지도자로 재조명했고, 예수의 삶에서 

본받아야 할 점은 기독교라는 거대 조직을 창시하게 한 그의 강인한 의지와 

지도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그는 예수가 자신의 일을 통해 보여준 진취

적인 태도야 말로 현대의 기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역설하며, 영적 

일과 세속적 일 모두 신에게 바치는 동일한 봉사라고 주장했다.4 물론 논란의 

여지는 다분했다. 그러나 책을 둘러싼 논쟁에 힘입어 오히려 바튼의 유명세는 

커졌고, 그의 후속 작품 역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논란이 요란했던 만큼 그에 관한 역사적 평가 역시 논쟁적이다. 먼저, 

초기 연구자들은 『그 사람』의 반향을 다소 경멸적으로 평가했다. 일례로 진

보적 언론인 프레드릭 앨런(Frederick Lewis Allen)은 바튼의 저서가 전형적인 

처세술이자 당대에 만연한 기업 숭배의 표본이라고 비하했다. 그는 바튼의 주

장이 기업 활동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자 기업을 하나의 종교

로 격상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수를 기업인으로 거리낌없

이 묘사할 수 있는 대담함은 사회 전반에 침투한 상업주의적 풍조를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러한 관점은 아서 슐레진저 2세(Arthur 

Schlesinger, Jr.)와 같은 역사가들에게 이어졌다. 슐레진저 2세는 바튼의 종교

                                          
2  바튼에 관한 전기적 연구는 Leo P. Ribuffo, “Jesus Christ as Business 

Statesman: Bruce Barton and the Selling of Corporate Capitalism,” 

American Quarterly 33, no. 2 (Summer, 1981), 206-231, 그리고Richard 

Fried, The Man Everybody Knew: Bruce Barton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Chicago: Ivan R. Dee, 2005) 참고. 

3 Fried, op. cit., 101. 
4 Bruce Barton, preface to The Man Nobody Knows: A Discovery of the Real 

Jesus (Indianapolis: Bobs-Merrill,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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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실성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평가했으나, 그 역시 바튼이 당대 

기업 숭배의 일면을 대변했고 바튼이 전한 예수는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즉, 바튼의 저서는 쿨리지 호황기

의 폐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5 

반면 워렌 서스먼(Warren Susman) 등 후대 연구자는 바튼의 성공을 보

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1920년

대는 단지 친기업적 정서가 만연했던 시기만이 아니었다. 이는 19세기 후반

부터 형성되어온 소비자 중심사회가 가시화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서스먼은 

이러한 전환기적 맥락에 주목해 바튼의 주장이 새롭게 대두하던 소비자 윤리

(consumer’s ethos)를 대변했다고 파악했다. 바튼이 전한 예수는 소비자 윤리

를 구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었고, 그 인물상을 통해 미국인들은 급변하

는 환경 속에서 친숙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잭

슨 리어스(T. J. Jackson Lears)는 바튼을 산업사회와 대중소비사회가 초래한 

불안을 해소하려던 인물로 보았다. 바튼은 소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던 미

국인에게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를 위해 미국인에게 익숙한 기독교 수

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6 

                                          
5 Frederick Lewis Allen,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1920s 

(1931; reprint, New York: Perennial Classics, 2000), 153-156; Arthur M. 

Schlesinger, Jr., The Age of Roosevelt, Vol. 1, The Crisis of the Old Order, 
1913-1933 (1957; reprint, New York: Mariner Books, 2003), vii-viii, 71-72; 

앨런이 묘사한 바튼이 역사서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ames M. Ferreira, 

“Only Yesterday and the Two Christs of the Twenties,” South Atlantic 
Quarterly 80, no. 1 (1981), 77-83. 

6  Warren Susman, Culture as History: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1973; reprint,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3), 122-149; T. J. Jackson Lears, “From 

Salvation to Self: Advertising and the Therapeutic Roots of the Consumer 

Culture, 1880-1931,” in The Culture of Consumption: Critical Essays in 
American History, 1880-1980, ed, Richard W. Fox and T. J. Jackson Lears 

(New York: Pantheon, 1983), 1-30; Edrene S. Montgomery, “Bruce Barton 

and the Twentieth Century Menace of Unreality” (Ph. D. diss., University of 

Arkansas, 1984); Andrew McKinnon, “Jesus, the American Advertising Man: 

Bruce Barton, The Man Nobody Knows and Faith in Consumer Capitalism” 

(Ph. D. diss., University of Toronto, 2006). 바튼의 광고에 대해서는 Roland 

Marchand, “The Corporation Nobody Knew: Bruce Barton, Alfred Slo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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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은 바튼을 새로이 대두하던 소비자 윤리의 대변자이자 이행

기의 주요 인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소비자 

윤리 못지않게 생산자 윤리 또한 강조했다는 점을 간과한다. 오히려『그 사람』

을 포함한 바튼의 여러 저작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가 소비자 윤리 보다는 생

산자 윤리에 기대어 이행기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에

게 진정한 삶이란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토대로 신에게 봉사하는 삶이고, 이야 

말로 그가 미국인에게 전언하려던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바튼의 봉사 관념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7  먼저 

제1장은 『그 사람』이 초래한 논쟁을 재구성한다. 봉사 관념을 둘러싼 당대

의 상충되는 견해들을 살펴보며, 봉사 관념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어떠한 맥

락 속에서 전개됐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는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제2장은 바튼 자신의 봉사 관념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그에게 

지적 자양분을 제공한 사회복음(Social Gospel)의 봉사 관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가 어떠한 노동윤리관을 형성했는지 규명한다. 이와 더불어 그가 강

조한 근면의 윤리학이 어떻게 능력본위 개인주의(meritocratic individualism)

로 발전하는지 추적할 것이다. 이어 제3장은 바튼이 역설한 노동윤리의 수사

가 정치수사이기도 했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위해 바튼이 캘빈 쿨리지

(Calvin Coolidge)와 같은 정치인의 초상화를 어떠한 언어로 그려내는지 살펴

보며, 그가 봉사와 근면이라는 수사를 통해 자유방임주의적 정치경제관을 설

파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the Founding of the General Motors Family,” Business History Review 65, 

no. 4 (Winter, 1991), 825-875 참고. 한편 서스먼과 잭슨 리어스의 해석에 대

한 반박은 Stephen Prothero, American Jesus: How the Son of God Became 
a National Ic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s, 2003), 102-104 참고. 

7 바튼과 그의 봉사 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Schlesinger, Jr., op. cit., vii-viii, 

71-72 참고. 슐레진저는 바튼의 진정성을 언급하나 이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지

는 않는다. 이에 반해 후대의 연구는 바튼의 봉사 정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한다. Wayne Elzey, “Jesus the Salesman: A 

Reassessment of The Man Nobody Know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6, no. 2 (1978), 152-177; James A. Nuechterlein, “Bruce Barton 

and the Business Ethos of the 1920s,” South Atlantic Quarterly 76 (1977), 

2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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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봉사 관념을 둘러싼 논쟁 

 

1925년『그 사람』이 출간되자마자 수많은 서평 및 기사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8 바튼의 저서는 비교적 짧고 읽기 쉬운 대중 종교서적이었으나, 예

수를 기업의 중역으로 묘사하고 복음을 상업적 광고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파

격적이었다. 특히 누가복음 2장 49절의 내용 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Wist ye not that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년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일화로 이해되어 왔으나, 바튼은 이를 전혀 새로운 맥락으로 

옮겨 세속의 업(business)과 종교의 업은 동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주장이 파격적이었던 만큼, 여러 평론가들이 강력히 응수했다. 

물론 비평의 상당수는 피상적 또는 감정적 지적에 불과해 저자의 주장을 무

조건 반대하는 의견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일부 예리한 평론가들은 바튼의 저

서에서 종교의 상업화 및 상업의 종교화라는 당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포착했다.9 이들은 무엇보다도 바튼의 봉사 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가 강

조한 봉사 정신은 종교적이지도 않고 경제학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폭로하고

자 했다. 

바튼의 봉사정신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난은 역시 기독교 평론가들로부

                                          
8 호평은 다음 참고. Christian Eucharist Weekly, 11 September, 1925; Texas 

Daily Tribune, June 6, 1933; Oak Leaves, May 9, 1925; New York American, 

날짜미상—모두 Bruce Barton Papers (BBP) Box 107; Boston Globe, June 13, 

1925; Los Angeles Times, October 25, 1925. 온건한 비평은 다음 참고. “The 

Free Churches”, 간행물미상; “Rev. George F. Taylor Discusses Bruce 

Barton’s Widely Known Book”, 간행물미상; “Church History Teacher 

Summarizes Barton Book,” Courier-Journal, 날짜미상—모두 BBP Box 107; 

Nation, March 2, 1927. 혹평은 다음 참고. Atlanta Constitution, February 16, 

1927. 

*다음을 제외한 모든 신문자료는 모두 브루스 바튼 기록관(BBP) 보관 자료이다. 

Atlanta Constitution, Boston Globe, Chicago Daily Tribune, Los Angeles 
Times, Nation, New Republic, New York Times, Tim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9 1920년대 종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Lunde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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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터져 나왔다. 10  일례로 뉴욕의 저명한 목사 에버레트 와그너(Rev. C. 

Everett Wagner)는 바튼이 기독교의 봉사 정신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

해하고 남용한다고 지적하며, 바튼이 봉사를 상업적인 의미의 용역(service)으

로 변질시켰다고 개탄했다. 그에 따르면 바튼이 천명한 봉사는 최소한의 비용

으로 최대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지, 예수가 원래 선포한 기독

교적 봉사와는 무관했다. 오히려 바튼과 같은 이들로 인해 비기독교적인 용역

의 논리가 사회에 만연하게 됐고, 나아가서는 기독교마저 상업 문화의 영향에 

포섭되었다는 것이 와그너의 진단이었다. 이에 그는 거짓 봉사 관념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성전이라도 불사할 정도의 다짐을 갖고 

세속화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Reinhold Niebur) 역시 바튼의 봉사 관념은 “한심할 정도로 순진한 환희”라

고 지적하며, 바튼처럼 상업적 용역과 기독교적 봉사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리도 진지하게 동일시하는 신념이야 말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신념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수사를 남발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및 상업

의 약탈적 실상을 미화한다는 것이었다.11 

비종교적 평론가들 또한 비판의 대열에 참여했다. 이들 역시 바튼의 봉

사 정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세속화를 우려한 것이 아

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기업활동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를 우려했다. 

특히 문화평론가 길버트 셀데스(Gilbert Seldes)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용역

은 개인의 신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한 경제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용역

                                          
10  Chicago Daily Tribune, July 4, 1925; Amos H. Gottschall, “The Man 

Nobody Knows Under the Dissecting Knife,” 간행물미상; “The Rotarian 

Nobody Knows,” in World Tomorrow, December 1925—모두 BBP Box 107; 

Chicago Daily Tribune, April 7, 1927 & October 5, 1928; New York Times, 

March 21, 1927. 
11 C. Everett Wagner, “Religion Rings the Cash Register,” in Plain Talk 2 

(April, 1928) 455-459; Reinhold Niebur, “Jesus as Efficiency Expert,” 

Christian Century 42 (July 2, 1925), 851-852. 니버의 비평에 대해선 Richard. 

W. Fox, Jesus in America: Personal Savior, Cultural Hero, National 
Obsession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2005), 321-322 참고. 이 외에도 

New York Times, December 19, 1926, March 21, 1927, March 15, 1928, 그

리고 April 23, 19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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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거래상의 정당한 가치교환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종교적 의미가 가미

된 봉사였다. 이는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기 때문이었

다. 즉, 봉사 정신은 시장경제를 해치는 암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그 최대 피해자는 일반 자영업자 및 근로자였다. 이들은 봉사 정

신을 내재화해 자신이 생산하거나 판매한 가치의 금전적 등가물을 얻어 내려

고 하기 보다는, 남에게 봉사했다는 심적인 보상에 만족한 나머지 자신의 정

당한 몫을 위해 투쟁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셀데스에 따르면 유

순한 종업원들을 거느리는 대기업만이 바튼이 말한 봉사 정신의 수혜자였다. 

그리고 바튼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12 

왜 많은 비평가들은 바튼의 봉사 정신을 종교와 경제를 동시에 좀먹는 

위선적인 상술로 비하했을까?13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은 당대 미국 재계의 

행보에서 찾을 수 있다. 봉사 정신은 1910년대부터 재계의 주요 화두이자 매

력적인 구호로 떠올랐다. 14  일례로 1918년 듀폰(Du Pont)사의 피에르 듀폰

(Pierre Dupont)은 영업이란 일종의 윤리라고 강변하며, 봉사 정신이야 말로 

기업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사회공헌의 이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

의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계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이른바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를 건설하리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15 문

                                          
12 Gilbert Seldes, “The Living Christ,” New Republic (June 26, 1925); idem., 

“Service,” New Republic, (July 15, 1925). 이외에도 Stuart Chase, “Averting 

Calamity,” Nation (February 2, 1927); idem, “Park Avenue,” New Republic 
(May 25, 1927); idem, “Statesmanship and Consumption,”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in the City of New York 12, no. 3 (1927), 

48-51 참고. 
13 H. L. Mencken, 간행물미상, BBP Box 107; “Investment Trusts Gone Wrong: 

What Bruce Barton Forgot,” New Republic, April 9, 1930; “Sunshine 

Charley,” New Republic, June 28, 1933; “The Week, New Republic, May 20, 

1936. “Sunshine Charley” 기사의 풍자 대상이 된 바튼의 글은 Barton, It’s a 
Good Old World: Being a Collection of Little Essays on Various Subjects of 
Human Interest (New York: The Century Co., 1920), 48. 

14 Lunden, op. cit., 146-152. 
15 Olivier Zunz, Making America Corporate, 1870-19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181-196; Lunden, op. cit., 142.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세계광고클럽연합(Associated Advertising Clubs of the World)은 “진실

된 광고(Truth-in-Advertising)” 캠페인을 1920년대에 개진했고, 다수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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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이러한 개혁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비리가 끊이지 않아 그 실질적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1923년 워렌 하딩(Warren 

Harding) 대통령의 급사 이후 불거진 티포트 돔(Teapot Dom) 유전 추문 등 

정권과 특정 기업간의 추악한 유착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기업의 봉사라는 관

념 그 자체가 형용모순적인 개념이기에 충분했다. 

1922년 출간 된 싱클레어 루이스(Sinclair Lewis)의 소설『배빗(Babbitt)』

또한 기업가들이 외치는 봉사 정신이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퍼뜨리는

데 한 몫을 했다. 루이스는 중산층 자영업자 및 사업가들이 표방하던 봉사 정

신이 일종의 자기기만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종교적 경건을 추구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이들의 속물적 근성을 풍자했다. 소설은 1922

년과 1923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소설의 

주인공 조지 배빗(George Babbitt)은 저명한 논객 헨리 루이스 멘켄(H. L. 

Mencken)의 표현대로 “사업가이자 개발 이득을 노리는 자, 사교클럽 회원이

자 장로교도, 신실한 남편이자 자애로운 아버지, 그리고 매우 유능한 사기꾼”

의 전형이 되었다. 배빗은 곧장 전형적인 속물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되어 일

상 대화에 자주 오르게 되었고, 바튼과 같은 인물을 직관적으로 공격하기에 

매우 유용한 용어로 확립됐다.16 

이렇듯 바튼의 책이 출간 되었을 때는 봉사 정신에 대한 의구심이 이미 

사회에 팽배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에 맞서 바튼을 옹호하고 봉사 

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들 역시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클럽이 1920년대에 급속히 늘어갔다. 당대 광고문화에 대해서는 Roland 

Marchand, Advertising the American Dream: Making Way for Modernity, 
1920-194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참고. 봉사 클럽

에 대해서는 Jeffrey A. Charles, Service Clubs in American Society: Rotary, 
Kiwanis, and Lions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 참고. 이 

외에도 Morrell Head, “Business Thought in the Twenties: Social 

Responsibility,” American Quarterly 13, no. 2 (Summer, 1961) 126-139 참

고. 
16 Sinclair Lewis, Babbitt (1922; reprint, New York: Oxford World Classics, 

2000); H. L. Mencken, H. L. Menken’s Smart Set Critic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8), 283-285; Emory Bogardus, “The Concept of 

Unselfish Service,” Journal of Social Forces 1, no. 2 (Jan., 1923),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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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튼에게 우호적인 이들은 비판적 평론가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그들이 지

적 교만에 빠져 바튼을 맹목적으로 공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평론가들

은 저자에게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또는 독자들이 어떠한 대목에 공감하는지 

등 근본적인 질문은 생략한 채 자신들의 지적 수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책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17 바튼을 비호한 이들은 바튼이 호소력을 갖는 

이유가 자신의 주장을 순화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모든 일(work)은 예배이고, 모든 유용한 봉사

(useful service)는 기도”라는 바튼의 주장은 사고(思考) 행위 또한 신성한 예

배(divine service)와 같다는 철학자 칸트의 명제와 일맥 상통한다고 옹호했

다. 18 이들에 의하면 봉사 정신을 결여한 사람들은 숭고한 뜻이 아니라 물질

적 이해관계만을 좇게 되어 신이 아니라 재물의 우상 마몬의 종으로 전락할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 정신의 정수를 담은 바튼의 책이야 말로 미국 사

회에 필요한 도덕 교과서이자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꼭 숙지해야 할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9 

이와 같이 봉사 정신을 둘러싼 논쟁은 첨예했고 그 층위 역시 다양했다. 

그러나 찬반 대립의 이면에는 동일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바로 미국사회

에서 종교적 열망과 세속적 열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1927년 미국에 관한 유명한 평론을 발표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앙드레 지그프

리드(Andre Siegfried)가 주목한 현상이기도 했다. 지그프리드는 신앙 생활과 

경제 활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독특한 인식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는 종교적 삶과 세속적 삶이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얽혀있어 종교적 성취

와 세속적 성공은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인에게 부는 

                                          
17 Washington Post, August 20, 1928.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자 편지는 W. 

T. Denniston to Barton, June 23, 1925, BBP Box 107; Matthew Stinson, 

January 12, 1926, BBP Box 108 참고. 
18 Spectator, February 13, 1926; Patriot Evening News, January 4, 1926—모

두 BBP Box 107. 
19  Reader letter to Amherst’s Student, 날짜미상, BBP Box 107; Edgar T. 

Altter to Barton, June 16, 1925, BBP Box 107; Roy F. Dewey to Barton, 

March 25, 1926, BBP Box 108; Huntley B. Dibble to Barton, December 6, 

1925, BBP Box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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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은총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 동기가 종교적 사명감에 의한 것

인지 또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즉, 미국에서 근로는 그 자체로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봉사 정신은 너무나

도 당연한 것처럼 회자된다는 것이었다.20 

신앙 생활과 경제 활동은 분명 밀접하고도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다. 그

래서 신앙과 경제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 역시 숱한 난제에 부딪

혔다. 21 바튼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그의 봉사 정신이 

신앙과 경제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개하는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

는 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역사가들 역시 봉착하는 문제였다. 일례로 도널

드 메이어(Donald Meyer)는 바튼의 봉사 정신이 기업 활동을 옹호하려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소명을 상실해 가는 기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즉, 일부 평론가들의 편파적인 매도와는 달리 바튼의 

봉사 정신은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신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이어의 분

석은 이보다 더 나아가지 않는다. 그는 바튼이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봉사라는 나름의 구호를 제시했지만, 예수의 봉사 정신과 기업가의 봉사 정신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해명하지 못했고, 봉사 정신을 사회

적 병폐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22 

그러나 바튼에게 봉사 정신은 신앙 생활과 경제 활동에 관한 막연한 구

호에 불과하지 않았다. 이는 추상적인 소명 의식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20 Andre Siegfried, America Comes of Ag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27), 34-69. 지그프리드는 영적 삶과 세속적 삶의 모호한 구분으

로 인해 이미 만연한 물질만능주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니버 역

시 동일한 우려를 표명했다. Niebur, “Booming Religion as a Business 

Proposition,” Christian Century 42 (May 21, 1925), 658-659 참고. 
21 Mark A. Noll, introduction to God and Mammon: Protestants, Money, and 

the Market, 1790-1860, ed. Mark A. No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6. 
22 Donald Meyer, The Positive Thinkers: Religion as Pop Psychology from 

Mary Baker Eddy to Oral Roberts with new preface and conclusion (New 

York: Pantheon Book, 1980), 178-180. 이와 유사한 견해는 Roderick Nash, 

The Nervous Generation: American Thought, 1917-1930 (Chicago: Rand 

McNally, 1970), 147-148; Elzey, op. cit., 158; Nuechterlein, op. cit., 306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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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었고, 특히 일과 휴식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실용

적 편람이었다. 즉, 그의 봉사 정신은 무엇보다도 노동윤리의 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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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봉사의 미덕: 근면 

 

1. 기독교적 봉사 정신 
 

바튼에게 봉사 정신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기독교 노동윤리의 근간

이었다. 그 지적 계보는 식민지 초기의 청교도에게까지 소급되나, 논의의 범

위를 제한해 바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복음(Social Gospel)에 우선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23 사회복음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보수적 

종교계에 반발하며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주장한 교회운동이자 사

회운동이었다.24 사회복음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봉사 정신이었고, 특히 시카

고 대학의 사회복음주의자 셰일러 매튜스(Shailer Mathews)와 에드워드 에임

스(Edward Scribner Ames) 같은 신학자들은 봉사 정신에 기반한 노동윤리를 

많은 이들에게 명쾌하게 풀어내고자 했다. 

먼저, 1910년 매튜스는『사회복음』을 출간하며 기독교 최상의 덕목인 

사랑은 다름 아닌 봉사 정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

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였다. 개인은 자기희생

적 봉사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개인이 갱생해야 사회 역시 갱

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튜스는 기독교인은 세속적 현안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즉, 봉사는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 

봉사의 책무를 전심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지침만을 따를 것이 아니

라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봉사의 방식인지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권고

                                          
23 Leuchterlain, op. cit., 306-307; Ribuffo, op. cit., 210-212; Fried, op. cit., 

26-28, 33-34; McKinnon, op. cit., 165-168; Montgomery, op. cit., 45. 
24  사회복음에 관한 고전적 연구는 Henry May, Protestant Churches and 

Industrial America, 2d ed. (New York: Octagon Books, 1977), 163-265, 그리

고 Susan Curtis, A Consuming Faith: The Social Gospel and Modern 
American Culture, 2d ed.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01) 

참고. 이 외에도 Gary Dorrien, Social Ethics in the Making: Interpreting an 
American Tradition (Malden, MA: Wiley-Blackwell, 2009), 60-1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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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5 

에임스는 논의를 더 끌고 나갔다. 그는 1918년 출간한 『 신정통주의

(New Orthodoxy)』에서 섬김 즉, 봉사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일터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성(sincerity)이야 말로 신앙의 본질인 바, 이는 

좁은 의미의 종교 활동에 제한되지 않고 일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에도 

적용되는 초월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이

건 진정이 담겨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종교적 과업이라고 파악했고, 교회에

서 드리는 신실한 예배와 일터에서 수행하는 성실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동일

한 신앙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임스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신

의 근무지에서도 마치 신에게 예배를 드리듯 전심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상인이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값에 판매해 소비자를 이롭게 한다면 이는 자신

의 일을 기독교적으로 수행하는 사례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즉, 그에게 

기독교 노동윤리는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에서 출

발하며, 그 마음가짐이 곧 봉사 정신을 의미했다.26 

바튼 역시 자신의 독자들에게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호소했다. 그는 

1914년부터 종교와 세속적 삶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장벽을 헐어야 한다고 

외치며, 개인은 일이건 여가건 주어진 상황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마치 예

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의로운 

행위는 곧 종교적 의례라는 것이었다.27 십여 년 뒤 출간된『그 사람』에서도 

바튼은 동일한 신념을 견지했다. 물론, 모든 일은 신에게 바치는 봉헌이라는 

그의 주장은 재계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컸

                                          
25 Mathews, The Social Gospel (Philadelphia: The Griffith & Rowland Press, 

1910), 15, 25-26, 85-86, 121-123; idem, The Faith of Modernism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4), 32-34, 99-101, 149. 매튜스는 바튼과 

바튼의 부친 윌리엄 바튼(William B. Barton)과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2명의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뽑혔다. New York Times, July 10, 

1927 참고. 
26 Ames, The New Orthodox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8), 

90-99. 
27 Barton, A Young Man’s Jesus (Boston: The Pilgrim Press, 191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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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바튼이 전언하려던 바는 기업활동의 정당성이 아니라 노동의 인류

사적 중요성이었다. 그는 일 즉, 노동은 “보다 큰 봉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자,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라고 믿었고, 같은 맥락에서 모든 일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성부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신

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

다.28 

이렇듯 일상적 일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와 일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봉사 정신에 기반해 노동윤리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튼은 

사회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일의 종류는 매튜스와 에

임스가 강조한 유형의 일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윤리의 구체적 내용 

또한 사회복음주의자들과는 상이했다. 워싱턴 글래든(Washington Gladden) 

이래 매튜스와 에임스 등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산업사회의 특징인 공동 작업 

환경에 주목하고 협동(teamwork)을 노동윤리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29 이들은 

야구 선수간의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예시로 들며 일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즉,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독으로 작업하던 옛 개인주의 대신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고차원적 

개인주의(higher individualism)”를 20세기의 노동윤리로 확립해야 했다. 30 이

러한 관점에서 노동윤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동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공

동으로 일하기에 적합한 사교적 품성이었다. 반면 바튼은 오히려 산업화 이전 

시대에 어울리는 단독 작업 환경을 전제로 자신의 논의를 풀어 나갔고, 빅토

리아 시대에 더욱 적합한 개인주의적 노동윤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교성보다는 근면성이 더욱 중요했다. 

물론 바튼 역시 타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성품 또는 타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사실 사교적 매력에 대한 언급

은 그의 저서들 여러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예수를 묘사한 방

식은 분명 사교적인 인물상에 가까웠다. 그는 예수가 결코 엄격한 이가 아니

                                          
28 Barton, The Man Nobody Knows, 179-180, 189. 또한 idem, What Can a 

Man Believe (Indianapolis: Bobs-Merrill, 1927), 186-187 참고. 
29 Curtis, op. cit., 38, 46, 53-55. 
30 Ames, The Higher Individualism, 8-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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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수는 친지들과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삶을 즐

겼고, 물을 술로 변화시킬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점을 

독자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31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튼이 결코 사교성을 

근면성 위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사교성을 언급한 대목들은 사실 근

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에게 매력이란 사교적 

매력이라기 보다는 일터에서 발휘되는 압도적인 도덕적 권위이자 동료들의 

근로 욕구를 자극하는 영감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과업

을 성취하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이란 자신이 맡은 책무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힘

이라는 것이었다.32 방점은 사교성이 아니라 근면성에 놓였다. 

바튼이 여가를 강조하는 대목에 있어서도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

튼은 수많은 기고문을 통해 “업무(business) 이외의 다른 일에도 시간을 할애” 

할 것을 종종 권고했다. 그에 의하면 지나친 다망(多忙)은 업무에 유해했다. 

과도하게 업무에 몰입하면 건강을 해칠 터이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산책 및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숙면도 중요해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끊은 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쉴 필요가 있었다. 지

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음악이 가장 효과적인 안정제였고, 낚시와 정원 

가꾸기 등의 야외 활동 역시 유용한 여가였다. 바튼 자신은 마당에 콩 심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독자 역시 따라 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33 그러나 그가 

다양한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유는 여가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에게 여가와 휴식은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명상은 집중

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했고, 한낮의 공상 역시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했다. 

주말에 공 던지기 같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역시 재충전의 일환이었기 때

문이고,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도 그 다음 날 더욱 활기차게 

                                          
31 Barton, The Man Nobody Knows, 10, 65, 67, 75-76, 86; idem, It’s a Good 

Old World, 84-85. 
32 Barton, The Man Nobody Knows, 19. 
33 Barton, More Power to You: Fifty Editorials from Every Week (New York: 

The Century Co., 1917), 5, 13-14, 54, 73, 126, 141, 146; idem, It’s a Good 
Old World, 64, 154; idem, Better Days (New York: The Century Co., 1924), 

60, 67; idem, On the Up and Up (Indianapolis: Bobs-Merrill, 1929),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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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위해서였다. 즉, 휴식과 여가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중요하다

는 것이었다.34 

 

 

2. 강박관념적 근면 

 

이렇듯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라면 그냥 일할 것이 아니라 매우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에게 근면은 성서에 근거한 불변의 덕목이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내용 즉,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구절을 철저히 노동윤리의 관점에서 풀어내며, 사람이 자신의 두 손으로 열심

히 일해야만 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잠언 

13장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는 것이었다. 즉, 근면은 종교적 책무였다. 그에게 근면은 문

화적 유산이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근면과 성실은 미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체득하는 덕목이었고, 도시에서건 시골에서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미국 전

역에 공통적인 풍경이었다. 즉, 월가(Wall Street)에서 근무하는 이는 주식을 

열심히 판매하고, 농촌의 농부는 가축을 열심히 돌보고, 과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작가는 글과 씨름하고, 기업가는 꾸준히 경영 혁신을 

꾀하는 모습이 바로 미국의 정경이라는 것이었다.35 

근면은 위인들의 특성이기도 했다. 바튼은 특유의 묘사로, 위인이 위대

한 이유는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그에게 고(古) 아시리아의 사르곤 1세(Sargon I)가 위

대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일개 정원사에서 왕좌에 등극한 자수성가적 인물의 

전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담 또한 에덴동산에서 “무위도식”을 일삼던 

한량이 아니라 고귀한 땀을 흘리면 자신의 생업을 손수 일구어낸 인류 최초

                                          
34 Barton, More Power to You, 21-23, 41-43, 78-81, 186-189; idem, Better 

Days, 84-86.  
35 Barton, More Power to You, 123-125; idem, The Book Nobody Knows 

(Indianapolis: Bobs-Merrill, 1926), 62; idem, It’s a Good Old World, 138, 

151; idem, Better Days, 4, 30-3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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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아담은 노동의 가치를 깨우친 선구자라는 것이었다. 

그 정점에는 이브가 있었다. 바튼에 따르면 이브는 신혼이 끝나 에덴동산을 

떠나게 되자 억척스럽게 일하며 성실히 가계부를 작성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연금 생활자가 아니라” 주택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든 성실한 이들의 조상이 됐고, 이들 덕분에 인류

는 근로의 기쁨을 누리며 에덴동산에서보다 더욱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

이었다. 즉, 바튼은 근면을 힘든 노고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축복으로 그려냈

던 것이다.36 

그러나 근면에 대한 그의 강조는 과도했다. 바튼의 노동윤리는 근면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변질됐다. 그에게 인생이란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모든 이는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대장간의 모루처럼 모

든 노고를 견뎌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장애 조차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

을 다해야 했다. 37 근면에 대한 그의 강박관념은 시간 관리에 대한 대목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그는 만성적으로 지각하는 이들을 꾸짖으며, 나폴레옹은 5

분의 가치를 알아 적을 물리쳤고, 호라티오 넬슨(Horatio Nelson) 제독은 15

분의 가치를 알아 나폴레옹을 격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무 시간

의 분초는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근무를 방해하는 불규칙적인 방문은 특정

한 시간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38 그는 주어진 일을 끊임없이 개

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바튼은 인간이 가장 경계해

야 할 위험은 바로 만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도태를 의미했기 때문이었

다. 이에 그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신성한 불만(divine 

discontent)”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성취한 업적에 쉽게 만족하거나 또는 단

지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기 보다는 진정한 혁신을 위해 쉬지 않고 “공부, 공

부, 공부”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는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대가의 지위에 오

                                          
36 Barton, Better Days, 87; idem, The Book Nobody Knows, 184-186, 235-

237. 
37 Barton, On the Up and Up, 41-43, 53-55, 127-129, 152; idem, More Power 

to You, 133-134. Also idem, It’s a Good Old World, 38-42; idem, The Man 
Nobody Knows, 166-172. 

38 Barton, More Power to You, 176-180; idem, On the Up and Up, 84-86; 

idem, It’s a Good Old World, 123-127. 



18 

 

른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 또한 학습과 연마의 “영원한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만전의 준비를 언제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39 

근면에 대한 바튼의 집념은 분명 강박관념에 가까웠다. 독자들 역시 그 

집념을 선명히 포착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바튼의 권고가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한 독자는 바튼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인생의 어두운 심

연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로지 노고에만 의지해야 하고, 근면은 그 자체로 축

복이라고 말했다.40 또다른 이는 자신이 참가했던 수련회 일화를 소개하며, 삶

과 일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 정신이고 직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끊임

없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바튼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41 이들에게 바튼은 분

명 훌륭한 조언자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근면에 대한 그의 강박관념이 과

도하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예수가 전한 

산상수훈의 요지는 이웃을 위해 오리(五里)를 더 동행하라는 가르침이었으나 

바튼은 이를 한 시간 더 일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튼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요지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더 하라는 강요일 뿐

이라고 평론했다. 또다른 평론가 역시 삶을 끊임없는 투쟁으로 파악하는 바튼

의 세계관에 의문을 품으며 바튼의 말대로 쉬지도 않고 질주하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기 밖에 더하겠냐고 반문했다.42 

바튼이 설파한 근면이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더 자아냈는지 혹은 반감을 

더 양산했는지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단, 이들에게 근면의 수사가 단지 노동

                                          
39 Barton, More Power to You, 91-93, 117-118; idem, On the Up and Up, 34, 

111-113; idem, Better Days, 147-149; idem, What Can a Man Believe, 137, 

214. 바튼은 교회 또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Boston Globe, June 12, 1927 참고. 
40 Washington Post, May 11, 1930. 
41 Warren King to Barton, April 17, 1926, BBP Box 108. 바튼의 독자들이 보낸 

편지 내용을 고려하면 1920년대 이후 옛 노동윤리가 존속하기는 했지만 더 이

상 근로자들에게 의미 있는 버팀목은 되지 못했다는 다니엘 로저스(Daniel 

Rodgers)의 오랜 논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aniel Rodgers, 

The Work Ethic in Industrial America, 1850-19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64. 
42 New York Times, May 5, 1925; Washington Post, December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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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바튼이 강조한 근면은 특정한 인

간관을 담아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최상의 덕목

으로 인정하는 능력본위 개인주의(meritocratic individualism)였다. 그 핵심은 

근면이란 무엇보다도 개인의 의지와 자질의 소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은 

다름 아닌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었다. 바튼이 가장 존

경한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 능력주의적 인간관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43 프랭클린이

야말로 근면의 미덕을 끊임없이 찬양한 인물이자 능력주의의 대변자였으니, 

바튼이 그에게 매료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가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최상

의 필독서로 꼽고 자신 또한 그러한 책을 서술하고 싶다고 천명한 이유 역시 

프랭클린의 능력주의 인간관이야 말로 그가 독자들에게 설파하려던 메시지였

기 때문이었다.44 

그의 능력주의적 인간관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반영하기도 했다. 사회

진화론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와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William 

Graham Sumner) 등을 통해 19세기 후반 미국 지성계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한 세기 전 프랭클린이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근면 및 자립(self-

realiance)을 중시하는 인간관을 확산시켰다. 45  바튼은 사회진화론에 대해 공

                                          
43  프랭클린이 미국인들의 노동윤리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Paul Bernstein, 

American Work Values: Their Origin and Developmen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131, 그리고 Robert Wuthnow, God 
and Mammo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1994), 21-25 참고. 주지하

듯이 막스 베버가 이미 오래 전에 프랭클린의 소명의식과 노동윤리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주장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30; reprint, New York: Routledge Classics, 

2001), 13-38. 한편 프랭클린과 사회진화론자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Marvin E. Gettleman, “Charity and Social Classes in the United 

States, 1874-1900,” American Journal of Economies and Sociology 22, no. 

4 (Apr., 1963), 313-329 참고. 
44 Barton, More Power to You, 161; Chicago Daily Tribune, October 09, 1926; 

Boston Globe, September 19, 1926. 
45 사회진화론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다. 우선, 선구적인 연구를 선보인 리처드 호

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는 사회진화론이야 말로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적 사상 중 하나였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방

임을 옹호했다고 지적한다.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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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그가 사회진화론으로부터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바튼이 교육을 받을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은 스펜서와 섬너였고, 바튼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과 스펜서를 

종종 인용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진화론자들과 바튼 모두 능력주의적 노동윤

리를 신봉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회진화론은 바튼이 인지했건 아니건 

그의 인간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근면의 수사가 정치경제관 또한 담아 냈다는 점이다. 

역시 프랭클린과 사회진화론자들의 영향이 짙은 자유방임(laissez-faire)이 그 

핵심이었다. 단, 그는 학술적인 정치경제학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

의 봉사 정신을 능력주의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유방임의 정치적 함의를 정

당화했다. 바튼은 개인들의 근면과 자립이야말로 사회 진보의 동력이고, 동시

에 모든 세속 제국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선함만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

가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즉, 인류 진보의 충분조건은 근면과 신앙이라는 것

이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적 견해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에

게는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거니와 “일단의 정치인들을 다른 정치인들로 대

체하는 것”은 더욱 더 부질없는 일이었다.46 정부는 사회 진보의 핵심이 아니

고, 정치인의 역할 역시 명백한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정부상태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

                                                                                                           
Thought, 2d ed. (Boston: Beacon Press, 1955), 5-12, 31-65 참고. 반면 수정

주의자인 로버트 배니스터(Robert Bannister)는 호프스태터의 논지가 과장됐다

며 미국에서 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Robert C. Bannister,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s our Doctrine’: History or Histrion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1, no. 3 (Jul., 1970), 377-398 참고. 보다 최

근의 논의는 호프스태터의 논지를 옹호한다. Mike Hawkins, Social Darwinism 
in European and American Thought, 1860-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13, 111-144 참고. 한편 래리 안하트(Arnhart) 같

은 이는 사회진화론이 단지 정치경제적으로 보수적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윤리

적으로도 보수적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Larry Arnhart, “Darwinian 

Conservatism” in Philosophy after Darwin, ed. Ruse 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349-364 참고. 이외에도 Donald E. Frey, 

“Individualist Economic Values and Self-Interest: The Problem in the 

Puritan Ethic,”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no. 14 (1998), 1573-1580 참

고. 
46 Barton, It’s a Good Old World, 73-75, 116-118,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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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하게 제한할 정치인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차선이었고, 그 적임

자는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처럼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엄격할 정도로 

근면한 이들이어야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해가 단지 바튼 혼자서만 고

민하고 말아버리는 사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

를 모든 미국인에게 설파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는 쿨리지에 관한 일련의 

정치 평론을 위촉 받았고, 나아가서는 쿨리지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단독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특권을 얻었다. 그는 그 계기들을 통해 단순히 쿨리지 개인

이 아니라 쿨리지가 대변하는 정치경제 체제를 설파해 나갔고, 무엇보다도 기

독교와 자유방임을 하나의 쌍으로 그려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봉사정신에 기

반한 근면은 노동윤리의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에서 큰 효력을 발휘

한 정치수사로 발전했다. 

  



22 

 

III.  공공을 위한 봉사 

 

1. 근면한 정치인 

 

바튼은 1919년 정계에 입문했으나,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정치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회초년 시절 진보주의적(Progressive) 개혁의 대의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개혁 보다는 개인의 봉사 정신을 더 신봉했기 때

문이었다. 정계와의 인연은 사실상 타의에 이루어 졌다. 47  그를 발탁한 이는 

보스턴 재계의 거물이자 앰허스트 대학 동문인 프랭크 스턴(Frank Stearn)이

었다. 스턴은 역시 앰허스트 동문인 쿨리지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그에게 매

료되어 후견인을 자처했고 공개적으로 그를 지원해 왔다. 대선을 한 해 앞둔 

1919년, 그는 또 한 명의 앰허스트 동문이자 월가의 유능한 금융가 드와이트 

모로우(Dwight Morrow)와 함께 쿨리지를 공화당 경선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쿨리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

던 쿨리지는 보스턴 경찰 파업을 성공적으로 막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경선 후보로서는 여전히 복병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스턴은 앰허

스트 후배인 바튼을 지목해 쿨리지에 관한 글을 몇 편 작성해 줄 것을 요청

했다. 바튼은 요청을 수락하며 1919년 겨울과 1920년 봄 사이 세편의 글을 

주요 주간지들에 기고했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수사를 조탁해 갔다.48 

                                          
47 1920년대 바튼의 정치적 행보 및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Terry Hynes, “Media 

Manipulation and Political Campaigns: Bruce Barton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the Jazz Age,” Journalism History 4, no. 3 (Autumn, 1977), 93-98, 

그리고 Kerry W. Buckley, “A president for the ‘Great Silent Majority’: Bruce 

Barton’s Construction of Calvin Coolidge,” The New England Quarterly 76, no. 

4 (Dec., 2003), 593-626 참고. 정치의 소비문화화에 대해서는 Robert 

Westbrook, “Politics as Consumption: Managing the Modern American 

Election" in op. cit., ed. Richard Wightman Fox and T. J. Jackson Lears 참고. 

이 외에도 Fried, op. cit., 123 참고. 
48 Buckley, op. cit., 594-597; Fried, op. cit., 116-118. 쿨리지와 스턴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기록은 William Allen White, Calvin Coolidge: The Man Is 
presiden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5), 69-75, 85-88, 9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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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튼은 쿨리지의 여러 품성 중 특히 소박함(simplicity)을 전면에 내세우

며 그 장점을 하나 둘씩 풀어냈다. 바튼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쿨리지는 당대

의 혼란스러운 정계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소박한 사람이었다. 쿨리지는 

사교 모임 같은 장소에는 나가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검소

한 생활을 영위하며, 고지식하기까지 한 소박함을 지녔다. 그 소박한 예스러

움은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신선하다는 것이었다. 바튼은 전략은 

명확했다. 쿨리지는 소박하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과는 달리 유

행에 휩쓸리지 않는 후보이고,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후보라는 것이었다.49  

바튼은 또한 쿨리지의 소박함은 분명 예스러운(old-fashioned) 것이었으

나 결코 후진적(outdated)이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쿨리지

가 남의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일관되게 일하며 공부하는” 

자이며, 자신을 내세우는 법 없이 맡은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강직한 정치

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즉,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

하는 자라는 것이었다.50 이렇듯 쿨리지는 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자

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정치인이니,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밤낮으로 일하면 

국민은 안심하고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바튼은 1923

년 부통령이던 쿨리지가 갑작스레 대통령직 승계했을 때도 동일한 내용을 반

복하며 쿨리지는 세간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을 뿐 근면하게 일하고 있다

                                                                                                           
참고. 화이트는 모로우와 바튼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으나, 앰허스트 동

문이 1920년 경선 당시 쿨리지를 도왔다는 사실은 명시했다. 
49 Barton, “Concerning Coolidge,” Collier’s, Nov. 22, 1919, 28; idem, “Calvin 

Coolidge: A Man with Vision But Not a Visionary,” Woman’s Home Companion, 

March, 1920, 3-4, 9; idem, “Governor Who Stays on the Job: A Sketch of 

Calvin Coolidge, Massachusetts,” The Outlook, April 28, 1920, 56. 또한 

Boston Globe, June 11, 1924 참고. 쿨리지의 고지식함에 대한 당대의 다른 의견

은 Lewis, op. cit., 157-160, 그리고 White, A Puritan in Babylon: The Story of 
Calvin Coolidg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38), 187, 436 참고. 

쿨리지에 대한 편견의 기원에 대해서는 Sheldon M. Stern, “William Allen White 

and the Origins of the Coolidge Stereotype,” Symposium at JFK Presidential 

Library, July 30 & 31, 1998 (http://www.calvin-coolidge.org/william-allen-

white.html; 2013년 12월 23일 접속). 
50 Barton, “Calvin Coolidge,” 8. 반면 슐레진저 및 화이트 등은 쿨리지가 “근면한 

일꾼”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Schlesinger Jr., op. cit., 57 및 White, A Puritan 
in Babylon, 2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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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인들을 안심시켰다.51 

 

 

2. 지도자의 덕목 
 

바튼이 의도한 바대로 “양키적인 과묵(Yankee reticence)”이 쿨리지를 대

변하는 이미지로 확립됐고, 쿨리지는 “과묵한 칼(Silent Cal)”로 불렸다. 그러

나 과묵하다는 인상은 곧장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야당 인사들은 쿨리지의 

과묵한 성격을 과장하며 그가 따분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기까지 하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쿨리지와 그 측근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를 느

꼈고 그 적임자로써 다시 바튼을 지명했다.52 바튼은 몇 개월 간의 준비 끝에 

1926년 9월 17일 뉴욕주의 화이트 파인 캠프(White Pine Camp)에서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고 있던 대통령과 단독 대담을 진행했고, 정리한 내용 전문을 

연합통신사(Associated Press)를 통해 전국 언론에 제공했다.53 이 대담은 쿨리

지가 대통령 임기 중 직접 인용을 허용한 유일한 사례였고, 이로 인해 정계에

는 거대한 후폭풍이 발생했다. 그러나 바튼 자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독

자를 넘어 모든 미국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

다.54  

                                          
51  Barton, “A Governor Who Stays on the Job”, 756-757; idem, “Calvin 

Coolidge: As Seen through the Eyes of His Friends,” American Review of 
Reviews, September, 1923, 273-278. 이 외에도 1924년 선거 당시 바튼이 작성

한 원고 참고, BBP Box 13. 
52 Kent Cooper to Barton, July 22, 1926; Barton to Cooper, July 26, 1926, BBP 

Box 13. 
53 AP 통신사의 폴 스미스(Paul Smith) 특파원은 바튼과 쿨리지가 여름 휴가 마지

막 날에 만났다는 점을 보도했으나, 자사가 비밀리에 준비하는 특보의 효과를 극

대화하려 했는지 대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Los Angeles Times, September 18, 

1926 참고. 
54 대담에 관한 간략한 논의는 Buckley, op. cit., 619-621 및 Fried, op. cit., 124-

126 참고. 쿨리지-바튼 대담은 1926년 정계 소식 중 가장 많이 회자된 사건이며 

또한 쿨리지 임기 중 유일하게 직접 인용이 허용된 언론 보도였으나, 흥미롭게도 

화이트를 비롯해 쿨리지의 전기를 서술한 로버트 퍼렐(Robert Ferrel) 및 로버트 

소렐(Robert Sobel)은 대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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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튼은 4,500여 단어에 달하는 대담 내용을 작성하면서 두 개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먼저 그는 대통령이 비인간적일 정도로 과묵하다는 인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했고, 또한 대통령을 친근하고 인간적인 사

람으로 드러내되 그를 여전히 근면한 공직자로 그려내야 했다. 쿨리지의 과묵

함과 근면성은 하나의 쌍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

다. 하지만 바튼은 이를 능숙하게 처리해 냈다. 우선 형식상으로 바튼은 쿨리

지의 목소리가 전면에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바튼은 자신이 간략한 질문을 

짧게 던지면 쿨리지가 말에 말을 이어가며 여러 주제를 자연스럽게 섭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쿨리지의 과묵한 이미지를 불식하고자 

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정치 현안은 배제한 채 대통령의 소년기, 여가 및 취

미 활동, 애독서, 은퇴 후 계획을 비롯해 가족, 결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개

인적 견해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만 포함시켰다.55 

대담의 형식과 내용의 전반적인 구상은 백악관과 사전 조율을 거쳤을 터

이나 세부사항에서는 바튼이 주도권을 행사했고, 대담의 여백 속에 바튼은 자

신의 노동윤리를 다분히 녹여 냈다. 그가 묘사한 내용에 따르면 쿨리지가 여

행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공무로 인해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었고, 쿨리지

가 회상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또한 쿨리지가 직

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봉사 

정신이었다. 즉, 대담의 모든 내용은 바튼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독자들에

게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들이었다.56 

9월 23일 대담의 전문은 미국 전역의 신문에 실렸다. 쿨리지 자신은 대

담의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했고 바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57 그러나 대

                                          
55 New York Times, September 23, 1926. 
56  대담의 내용 중 대부분의 주제는 사실 바튼이 그의 저서에서 꾸준히 설파하던 

주제들과 중복된다. 육체 노동의 즐거움, 청년들을 위한 조언, 그리고 모성에 대

한 쿨리지의 논조는 바튼이 거의 십 년 전에 말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관

해서는 다음 참고. Barton, “Being a Real Producer,” “If You Can Give Your Son 

Only One Gift, Let It Be Enthusiasm,” “In Appreciation of Mothers,” in More 
Power to You, 36, 38, 87-90, 104-107. 

57 Coolidge to Barton, October 2, 1926; Barton to Clark, October 5, 1926. 쿨리

지는 사실 1919년부터 바튼이 자신에 대해 쓴 글에 대해 감사를 표명해 왔다. 

Coolidge to Barton, December 8 and 12, 1919, BBP Box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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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대한 반응은 뚜렷이 양분됐다. 58 우선 워싱턴 주재 통신원들은 크게 반

발했다.59 기자도 아닌 바튼이 단독 대담을 진행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많은 신문은 대

담을 평가 절하하며, 쿨리지가 그토록 떠들어 댔지만 새로운 정보는 전혀 없

었고, 쿨리지와 바튼의 대화는 로터리 클럽(Rotary Club) 회원들의 잡담에 불

과했다고 비하했다. 같은 관점에서 다수의 정치 평론가들은 대담이 내포한 정

치적 함의가 수상쩍다고 비난했다.60 대담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공화당 정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인사를 팔아 먹은 행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었다.61  

이들은 대담이 무엇보다도 곧 다가 올 선거에서 민주당의 기세를 먼저 

꺾기 위한 공화당의 기습 공격이라고 힐책했다. 스턴, 모로우, 그리고 바튼이 

쿨리지를 위해 다시 한번 뭉쳐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었다. 바튼 일당이 어떠

한 선거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일부는 1928년 대선, 그

리고 다른 이들은 1926년의 중간 선거를 지목했다. 62 사실 이러한 불신이 전

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담은 

백악관이 상당 기간 몰래 준비했던 행사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담 2개월 

후 치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많은 평론가들의 예상을 깨고 여전히 상하 

양원에서 과반을 유지했다. 

문제는 적대적인 평론가들이 대담의 정치적 의도만을 고려하여 대담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 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반인

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목을 반겼는지에 대해 막연하고도 피상적인 언급

                                          
58 대담에 관한 언론의 반응을 분류한 당대 분석에 대해서는 Time-Star, 날짜미상, 

BBP Box 86 참고. 
59 Carl Groat to Coolidge, September 22, 1926. AP통신사의 경쟁사 제기한 문제

에 대해 백악관은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 버렸다. Clark to Groat, September 22, 

1926, BBP Box 13 참고. 
60Baltimore Evening Sun, September 23, 1926, New York American, September 

28, 1926, Life, November 20, 1926—모두 BBP Box 86. 
61  Continental Times, September 23, 1926, BBP Box 13; New York Times, 

September 28 and 29, 1926; Washington Post, September 28, 1926; Time, 

October 11, 1926. 
62 Washington Post, September 26, 1926; New Republic, October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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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겼을 뿐 사실상 논의 자체는 생략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대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그 내용을 도외시한 반대 진영 평론가

의 정치적 의도를 오히려 문제 삼았다. 63 대담을 우호적으로 바라본 언론, 특

히 많은 지역 언론에게 반대파의 평론은 정당한 비평이 아니라 바튼에게 보

도기회를 빼앗겨 배 아파하는 불평에 불과했고, 스스로를 “인텔리겐치아”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오만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행태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지적 자만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대담 속에서 어떠한 진정을 발견했는지 신

경조차 쓰지 않고, 대담 그 자체를 비하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었다.64 

우호적 평론가들은 대담 속에서 무엇보다도 근면의 미덕을 발견했다. 이

들에게 대통령의 소년기는 모든 청소년이 본 받아야 할 근면의 수련기간이었

고, 그의 가족사는 세대에 걸쳐 내려온 근면의 역사였다. 이들은 대담을 성공 

지침서로 파악했고, 성공의 크기란 봉사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교훈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진정한 봉사를 위해서는 “노고, 근면, 그리고 성실”의 가치를 믿고 

무엇보다도 “일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감탄했다.65  

근면과 더불어 대통령의 신앙 역시 평론가들이 주목한 주요 주제였다. 

특히 “신성한 힘(Divine Power)”에 의존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

                                          
63  Woman Citizen, 날짜미상. 가장 많은 신문사가 구매한 통신 보도는 로렌스

(David Lawrence)의 칼럼이었다. Dayton News, September 23, 1926 참고. 로렌

스의 칼럼에 대한 당대 비평은 Editor & Publisher, October 2, 1926 참고. 이 외

에도 Pasadena Star-News, September 23, 1926, BBP Box 86 참고. 
64 New London Evening, September 25, 1926; Hartford Courant, September 24, 

1926; New York Evening Post, September 23, 1926; Philadelphia Public 
Ledger, September 24, 1926. 이 외에도 Cincinnati Times-Star, September 23, 

1926, Wichita Beacon, September 23, 1926, St. Paul Dispatch, September 23, 

1926 참고. 한편 대담 속에서 나타난 쿨리지의 이미지를 미국인 다수의 초상화라

고 파악한 비평은 Saginaw New Courier, September 23, 1926, Boston Traveler, 
September 23, 1926, Muskeegon Chronicle, September 24, 1926, 모두 BBP 

Box 86 참고. 
65 Watertown Times, September 22, 1926; Manchester Union, September 24, 

1926; Christian Science Monitor, September 23, 1926; Winston-Salem Journal, 
September 24, 1926; Harrisburg Telegraph, September 23, 1926; Union Star, 
September 23, 1926. 이 외에도 New York Herald Tribune, September 25, 

1926; News-Press of St. Joseph, Missouri, September 22, 1926; Asheville 
Citizen, September 24, 1926, 모두 BBP Box 8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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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쿨리지의 천명은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는 성서를 부정하려

는 이들에 맞서 미국은 “신앙의 토대 위에 건설된”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

는 절실한 선언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성서를 즐겨 읽고 자

신의 신앙을 당당히 선언했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꼈고,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

성은 무신론자라도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즉, 대담은 대통령이 “신

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66 

 

 

3. 근면과 신앙의 나라 
 

이들이 쿨리지를 근면한 신앙인이자 모범적인 미국인으로 받들게 된 것

은 당연했다. 바튼이 대담의 시작을 대통령의 근면성에서부터 풀어 나가며 그 

끝을 대통령의 신앙으로 맺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근면과 신앙이

라는 수사는 단순히 쿨리지라는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 기능만을 한 것이 아

니라 쿨리지가 대변한 정치경제관을 설파하는 역할도 했다. 물론 대담의 성격

상 이는 직접적인 언어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근면과 신앙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근면하고 신실한 개인의 노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경제 즉,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방임이야말로 미국에 적합한 체제라는 것이었다.67 

바튼은 사실 1919년과 1920년 쿨리지에 관한 평론을 처음 작성할 때부

터 자유방임적 함의를 숨기지 않았다. 바튼은 쿨리지의 연설을 수차례 인용하

며 정부는 다양한 사회 세력 사이의 중립적 중재인이어야 하고, 그 책무는 결

코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

의 역할은 감독이지 개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바튼에 의하면 쿨리지가 칭송 

                                          
66 Knoxville Sentinel, September 24, 1926; Newark News, September 23, 1926; 

Trenton Times-Advertiser, September 25, 1926; Rock Island Evening 
Repository, September 24, 1926; Duluth Herald, September 23, 1926; 

Pasadena Star-News, September 29, 1926—모두 BBP Box 86. Washington 
Post, September 23, 1926; Time, October 4, 1926. 

67 반면 프로테로는 바튼의 주장이 자유방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파악한다. Prothero, 

op. cit., 103-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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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가 보다 풍요로운 식탁, 더 좋은 자동차, 더 높은 소득 

등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튼과 쿨리지 모두에게 그러

한 약속은 무임승차만을 장려할 뿐이었다. 이에 반해 바튼은 쿨리지를 인용하

며 모든 개인소득의 원천은 정부 보조가 아니라 개인의 근로여야 한다고 강

조했다. 개인은 정부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입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근검절약 정신”에 기반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이들에게 위대한 정부란 시민의 노고를 덜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부가 아니라 오로지 “예스러운 근면의 습관”만이 고난의 해결책이라는 것

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정부였다. 즉, 정부는 시민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

의 자립을 돕는 존재여야 했다.68 

바튼에게 정부의 진정한 책무란 개인이 수고해 얻은 소득을 안전하게 지

킬 수 있도록 재산권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일이었다. 물론 바튼 역시 재산권

에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고 부의 재분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

의했다. 또한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이들은 정부가 돌보

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사회가 대체로 건강하고, 특히 기업 

활동이 사회에 유익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은 기

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쿨리지에게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예배당을 건설하는 

것과 같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았던” 것처럼 바튼에

게도 기업과 종교는 쌍둥이였다.69 바튼은 독자들에게 인류 진보의 동력은 정

부가 아니라 기업이었고, 그래서 변혁을 위한 도구 역시 사회 입법이 아니라 

기업활동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70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견인하는 주체는 

기업이며,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활동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튼은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야 말로 “신이 

미완으로 남겨둔 작업을 완성해 나아가는” 존재이자, 갈릴리의 예수를 진정으

                                          
68 Barton, “Concerning Coolidge,” 28 
69 Barton, “Calvin Coolidge,” 4, 11, 12. 
70 Barton, On the Up and Up, 100-101. 



30 

 

로 따르는 봉사자라고 불렀던 것이다.71  

 

 

  

                                          
71 Barton, It’s a Good Old World, 50, 147, 200; idem, More Power to You, 61, 

101; idem Better Days, 82; idem, A Young Man’s Jesus, 224-228. 또한 Boston 
Globe, September 19, 19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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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바튼은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정치 수사를 설파했다.72 그는 

반대 진영의 비판을 의식해 선거운동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공화당 후

보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후버의 원고를 

대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 대회가 언론에 대

대적으로 보도되리라는 점을 고려해 전당 대회에서 후버의 근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했다. 후버야말로 “밤낮으로 일하는” 일꾼이자 쿨리지 대통령처럼 

묵묵히 일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었다. 73  또한 텔레그램(Telegram)사가 사회 

저명 인사 2명을 선정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요

청했을 때, 그는 민주당 후보 알 스미스(Al Smith)의 사교적 인품을 강조한 

멘켄에 맞서 미국 대통령직은 미국의 유흥이 아니라 그 번영을 책임지는 자

리이며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는 바로 허버트 후버라고 응수했

다.74 

근면과 신앙을 앞세운 바튼의 정치 수사는 분명 1920년대 정치 지평에

서 그 효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오랜 호황이 끝난 후에도 그 수사가 유효했는

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75 그의 청중은 이전과 같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 또한 일

관적이지 않았다. 그는 한편으로 여전히 개인의 노력 및 의지를 강조했다. 일

례로 그는 1931년 사도 바울에 관한 글을 출간하며 독자들에게 바울처럼 열

                                          
72 바튼과 후버의 관계에 대해서는 Hynes, op. cit., 95-97, Fried, op. cit., 127-

132 참고. 
73 Barton to Merle Thorpe, March 30, 1928, April 16, 1928, and May 19, 1928; 

Thorpe to Barton, April 20, 1928—모두 BBP Box 28. 사실 바튼은 일찍이 1920

년도부터 후버의 정치적 활약상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Barton, It’s a Good Old 
World, 158 참고. 

74 Telegram, August 11 and 17, 1928. 멘켄과 바튼의 논쟁에 대해서는 Telegram, 

August 18, 1928; Time, August 27, 1928; Foster to Barton, August 17, 1928; 

Bickel to Barton August 18, 1928, BBP Box 29 참고. 
75 대공황 시기에 대해서는 David Kennedy, Freedom from Fear: The American 

People in Depression and War, 1929-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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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일할 것을 요구했다. 시련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주어진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라는 것이었다. 7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거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뉴

딜 정책과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인정했다. 또한 1937년 연방 하원직에 출마했을 때에는 기존의 기업 우위

론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의정 

활동 기간 중에는 공화당 내 온건파를 대변하며 뉴딜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

는 태도와는 거리를 두기도 했다.77 

그러나 대공황이라는 격변에도 불구하고 능력본위 개인주의에 대한 바튼

의 신념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정부 역할의 증대에 반대했고, 

뉴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가 뉴딜에 비교적 

관대했던 것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완화할 실용적 조치들이 불가피했다

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히려 뉴딜로 인한 정부 개입의 일상화를 우려

했다. 뉴딜은 일시적인 조치이어야 하지 결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이었다. 그에게 뉴딜은 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고안한 “기괴한 

관념(fantastic notion)”일 뿐이었다. 그리고 시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정부는 

“전체주의”를 의미할 뿐이었다. 78 바튼은 대공황의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능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정부 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

하는 자유방임주의에 충실했던 것이다.79 

                                          
76 Barton, He Upset the World, 66, 136-138, 147, 156, 170-174, 181. 
77 Fried, op. cit., 153-156, 164, 173, 177. 
78 Ibid., 154, 176, 204, 227. 프리드는 바튼이 민첩한 투우사처럼 뉴딜을 이리저리 

공격했다고 인정하지만, 그는 바튼이 뉴딜이 초래한 변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기 보

다는 온건한 자세를 견지하며 뉴딜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고 평가한다. 
79 자유방임에 대한 정의는 파인의 고전적 연구 참고. Sidney Fine, Laissez Faire 

and the General-Welfare State: A Study of Conflict in American Thought, 
1865-1901 (1956; reprin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Paperback Edition, 1991), vii. 뉴딜 정책은 온건한 보수주의자들을 보다 

강경한 보수 진영으로 집결시킨 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후버가 그 좋은 예였다. 

뉴딜 이전 후버가 정부 역할에 대해 갖고 있었던 견해는 Herbert Hoover, 

American Individualism (New York: Doubleday, Page, and Company, 1922), 54 

참고. 후버가 뉴딜에 대한 반발로 갈수록 보수주의자로 변모해 나아간 점에 대해

서는 Joan Hoff Wilson’s classic study, Herbert Hoover: Forgotten Progressive 



33 

 

물론 이러한 견해가 이전과 같이 폭 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설파한 수사는 1930년대에도 주요 정치적 표어로 존속할 수 있

었다. 특히 뉴딜 기조에 반대한 이들 중 상당수는 바튼처럼 기독교와 자유방

임을 하나로 묶어 내고자 했다.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교회를 비롯한 민간 단

체가 전통적으로 주도해온 자선의 영역에 연방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격분을 

토했고, 기독교 기업인들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부르짖으며 증대하는 정부 

규제를 규탄했다. 재계의 거물들과 보수적 종교지도자들 또한 뉴딜에 맞서기 

위해 “신이 허락한 자유(freedom under God)”의 전선을 공동으로 펼쳐나갔다. 

이들에게는 신앙만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었고, 뉴딜은 전혀 

무가치한 정치경제 기조였다. 80 이들의 구호는 바튼이 설파한 수사와 여러모

로 닮아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신봉한 기독교와 자유방임의 결합은 물론 인위적이었다. 다수의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오히려 제도적 변혁을 요구하며 노동 및 빈곤 문제와 직

접 씨름했다는 점만 고려해도 그 인위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바튼의 수사는 

바로 그 인위적인 결합을 자연스러운 관계로 보이게 했다. 그가 신앙과 근면

을 설파한 방식이야 말로 기독교와 자유방임을 자연스러운 쌍으로 보이게 하

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었다. 봉사 정신에 기반해 근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근면의 미덕에 기반해서는 능력본위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력

                                                                                                           
(Boston: Little Brown, 1975) 참고. 이외에도 Ellis Hawley, “Herbert Hoover, 

The Commerce Secretariat, and the Vision of an Associative State, 1921-

1928,”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1, no. 1 (Jun., 1974), 116-139; idem, 

“The Discovery and Study of a Corporate Liberalism,” The Business History 
Review 52, no. 3 (1978) 309-318 참고. 

80 Darren Dochuk, From Bible Belt to Sunbelt: Plain-Folk Religion, Grassroots 
Politics, and the Rise of Evangelical Conservatism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11); Sarah Hammond, “God Is My Partner: An Evangelical 

Business Man Confronts Depression and War,” Church History 80, no. 3 (Sept., 

2011), 498-519; Alison Collis Green, “The End of ‘The Protestant Era’?” 

Church History 80, no. 3 (Sept., 2011), 600-610; Kevin Kruse, “One Nation 

Under God: Corporations, Christianity and the Rise of the Religious Right,” 

paper presented for a manuscript review at the Miller Center, May 10, 2013 

(http://millercenter.org/scripps/archive/conference/detail/6063; 2014년 2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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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적합한 자유방임주의를 설파했던 방식이야 말로 기독교와 자유방임을 

묶는 효과적인 수사였던 것이다. 물론 봉사 정신, 근면, 능력주의, 자유방임 

등은 전혀 새로운 관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튼 같은 이들이 그 내용을 일반

인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바꾸어 이를 명쾌하게 설파함으로써 그 내용들은 일

상의 이데올로기(commonplace ideology)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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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 Longer Pensioners”: Bruce Barton’s Sanctified Work 

Ethic as Political Rhetoric, 1914-1928 

 

 
Sejoo Kim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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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Bruce Barton’s service ideal and work ethic. Barton, a 

bestselling author in the 1920s, is an iconic figure bridging the gap, in Warren 

Susman’s words, between “the older, more producer-oriented system and the 

newer, more consumer-oriented system.” However, historical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his consumerist-therapeutic function that purportedly helped 

to ease the cultural transition, failing to illuminate his producer identity. This 

thesis, based on the archival sources and other historical materials, attempts 

to elaborate upon the scholarship by underlining producer’s ethos found in 

Barton’s writings. It investigates Barton’s service ideal less as an adaptation 

to the looming consumerist society than an endeavor to revive a strong work 

ethic, all too representative of the old producer ethos which was rather more 

coercive than therapeutic. For this purpose, it focuses on the following 

themes. First, it revisits the controversy over The Man Nobody 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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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diverse responses to his service ideal which historians have 

yet satisfactorily accounted. Then, it traces the intellectual root of his service 

ideal within the Social Gospel and relates it to the individualism of Benjamin 

Franklin and Social Darwinism, demonstrating how he developed the 

religious notion of service into a work ethic. Finally, it discusses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his service ideal and argues that it served as an effective 

rhetoric endorsing Calvin Coolidge and laissez faire ideas. In short, it focuses 

on how—that is, in what specific language—Barton spelled out the service 

ideal, which eventually reinforced commonplace ideas of meritocratic 

individualism and laissez faire. 

 

Keywords: Bruce Barton, Work Ethic, Political Rhetoric, Service Ideal, 
Social Gospel, Laissez-F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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