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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샤워의 論文을 보연 “[1本과 구라파를 비교하여 보연 H~펄制度란 공꽁점 얘문에 H 本에

서의 llif~1서가 빨랐마는 것앙니다. 그런데 라이샤워는 中꽤과 口木의 近 f~化플 比較하변

서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中꽤과 韓國의 條fI~ 01 너1 슷하으로 llif~1t 카 늑온 것이 아닙니

까’‘하는 질문압니마

< 洪 >
라이샤워의 폐文이 中*公폐에 나왔닥는 말을 을었으나 아직 옷 보았읍니마. *JIJfn으

로 보면 이 것 이 한 條띠:이 됩 니 마. 口 本의 1J011l띠와 Europe 의 그것과는 다릉니 마. [:J 本-은

極東에 았어 獨特한데 城힘을 例플 을연 中팩과 {페 l쐐은 나성。l 고 그얀에 7;rRI 이 있고 때

人。l 나 센民이 사는데 口本은 ]최代에는 都Ilj 찌1호플 가겼으나 中떠 HJ.!t fftJ:會의 흉찢U칭단계

에는 領主블 中心한 城펴。l 形成됩니다. 그러고 中패괴 나성이 없어잠니다 Europe 에서

의 lJJ]領主의 城과 口木의 그것과는 비슷합니마. 城아래에 都r1i카 發i렁하는데 이것은極

東어1 FJ 本만 있는 例암니마. 0] 것이 社會構j간 乃至 옳業發達에 中꽤과 ??뼈l 어1 il:;하여 [.:I

木。l 獨特한 것앙니다. 저 白身도 。l 란 것이 한 條{'\:이 펀마고 생각하며 또 다른 분을도

。l 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文rr{h하지 못하고 있는

껴앙니마 그러던 것이 댄W人이 먼저 整페하고 文字化한 것이라 생각함니아.

<質 問>

디 木과 다]꽤 • ，짧歐l 의 近代史에 根本떠으로 마픈 것 은 ii'1:1:階級을 i3ift한 H쇄’1iUt똥와의

관제되는 것이 H 本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 洪 >
lt~~t精神야 [l木을 近代化시켰나 아난가는 좀 애애한 운제밍니다. 깨에사란은 흔히 東

떼의 獨特한 것이 았으면 。l 것을 合理化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아우튼 Weber 의 精神과

μ\:L해떼1과를 한벤 比政하여 보시 지 요

<司 會>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近代化에 관한 Symposium"을 Iff. if에 했는더I .' "힘 Jd錄이 震펌

學報에 있읍니다. 더 할 낄問은 많겠으나 時間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二l얀 끄치겠읍니마

9 月 28 日

<司 홉>

i펴;會階層。l 란 rl1)題는 現代비t햄을 j명解하는데 不 πf없한 ntH꾀學따 課퍼i의 하나입니마.

셈t] i此협發않의 1"11&에 렐大한 ;깐렷:를 가진 多樣한 간K상 fftJ:會로서 t~j成되 고 았는 所調

後進社會에 있어서는 社會階層構핍의 JJTI解없이는 어떼한 채파(f) 인 미t암qlJfj發도 圖많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lit!:會階層間題릎.'cζ늘으l 論짧로 택하여 ←본 까닭도 이에 있는 것엽니마.

우선 서 로 뻐同되기 쉬 운 階級과 j뿜層에 대 한 職念規定으로부다 시 작하여 합!폐社會에 있

야 서 의 階}혐의 寶↑1=1을 1양村과 都jtJ"로 區分 考察하고， 이 어 서 오늘달 삐大化의 ←→路어1 았

다고 하는 中問階級의 쥔r體외 그 감쉽·한 階級liZ) 'tt格 및 lff級꾀Ja등에 關해서 생각해 보

겠읍니다. 그럼 II떠)¥에 i니라 오늪의 심포지웅을 進行하겠읍니마.

階級과 階層의 戰念에 대하여

웅란 性 f뱃

過去 • [II:紀동얀 ltd:會料學에 있어 서 1뻐級의 問j댐저 렴 허 다한 論爭의 對象。1

된 것은 없었다. 그것은 現實iJ)(治分野에 있어서 數많은 사람들의 l吹治的 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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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關剛되늠 것이 였、닥. 191止紀的 階없搬念α1 發生한지 1tLt셈가 지난 오늘

날에 있어저도 [뿜級의 #용t씀에 一줬된 兄젠릎 짧보하지 못하고 있는 개 ifLt혐1뽑

랬의 現實S 'J j많態變化는 週보;의 l휩級構;念에 서 j난세~;E띤연 ;F 돼삶을 얻 71 어 렵 게 하

고 있는 중 써로둔 펠띠이 쥔쫓場함 o 로서 j;Ffi짜厭;승의 재씌明은 새로운 깐透H戶 1生

원띄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여 71 서 살파고걱 하는것은 社합원學떠 分析따 낀되에서 찌감폈과

階탬이 어떼한 共通벽li을 잦。1 며 反때에 어떼한 파띈‘點윤 지니고 았는가펼→ 實

明f젠편을 뼈與하고저 하는데 았다.

「챈級이 라는 것 여 야 떻 게 發生했는가 ? 그라고 階級의 f1tti흔은 Cl 떠란 l網聯性

에저 構~되거l 뇌었는가? 이것은 歷딱따언 띈범에서 5돼明되지 않으면 얀된마

塵業괴펴命。} 캡 I-~工業펴[曾의 깅필A찜플 마련한것은 팎實이지마는 現 I I:.;폐:웰의 構lft

오} ;機能윤 現實J t，한것은 무엿보다도 技術發達로 떠한 관대한 生塵力플 과시랬

딘 19 따펀 以?갔 부닥다 하겠다. 그것은 1Ii術j1죄에서는 二業化過;탬이 았고 制)화

때에처는 쥔:本主품發達週댐이였、 71 도 하다. 그펙냐 우려플에 게 즉흥진한것은 이

와 갇은 週꿇야 어 E걱 단 條{牛믿에 서 이 루어 졌는-가 하는데 잊 디 . 왜 냐하면 그

것은 바로 샤람 플이 階폈이 라는 띈흙닫 f벚젠하는데 ι1 떠 한 때念윤 갖。} 고 임

했、는카에 f띄짧IYJ으포 쩨係하71 때문。l 아. 修件이라는 것온 /첸만的 塵物01 기도

하면셔도 댔滋]꺼Fi:까;인 )、問에게는 (댄 fr의 j짝't'. r또 ←넌다는 1댔싼:으l 現實B~ 作f단

에 서 修젠어l 매 한 띈↑’폐l꽤윤 構成하는 법 이 다→ 이 와갇운 의 Dl 에 서 는 19 itt싫쩨

펠의 괴야딛혀?장흰QF~적플 에거↑는 그듣이 J찮:방해야 했、든 팎땅bll띈깎I:이 'ri'tA; 드E즌한가 잦었

든 f1s~핏띤5보다는 1퍼펠itE?한틀 Irli댐하:논 젠3據판젠。 l 녔든 것이다.

Manchester ‘ Nottingham 빚 Lancashire 등 여 라 I業地샘에 있 어 서 의 :::r‘業섣

현bj그이 7찌 ν~=[ 業化時1 '(;어1 있 에 서 야 떻 게 勳원되 였는가는 션괜얹H낀 으로 그 r띈時

의 1싫FF융 아는데 노움。1 된것이 냐. 한끄]-디로 단해서 1795(감탑찮)~1833 年

(Althorp "~IJ法꽃)폐은 램制삼행1 ， f많따'"승.， j꽉B흉 f해펀뚫b ， ?5{4[ 빚 少조Ftf뭘tbB흉f\~로

서 特r~¥( 지을 수 있었든 것이다， 01 와갇띈: 쉰텔條件의 E웹찢어 되는 맞팎는 말→

할 必、펠도 잉、이 젠t뺨1'1';으로 無權치1한 잠1'1: , 끽:쉰:김인:)문- 生活편꺼똥응「 E닫앙한 사

람듣‘ 二h地所쥐에서 ;」5jki협한 /표J、、t人 r=J 틀이았마. 그들「은 人問까1待週의 폐쩡

。171 보다一 低爾한 까띈IJ l';니 1'R의 對찢。1 았 다. 結핏는 實收入의 j;rF알 수밖에 없

었마.

이 것판 저음부ιI '人댐으로서 의 텅장動1者의 첼)끊性이 라든깃? ?3’펑} 원판 위한 i띠:

會政찌i의 必‘要|生윤 느끼지 않했틴 i業창의 態!포에서 結띔되는 것이였기는 했

지마는， 如何間 C'] 와 같은 그j業참動力을 7J 초로 래서 ;딘成된 것이 I‘業떼:會의

다건이 마련 되 었든것이 다. 이와같은 英國의 젝J펴I業化過程의 모텔은 o少間

그後 새로허 發生댔든 댐::r:業)[I니:會에서도 볼 수 있、닥. ~쉰Ff 댐미t함 득히 今f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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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 年代의 우리 나라의 王業勞動力이 어 I더 한 社會成分에 서 構成되 었는카를

生覺할 예 英國에 있어서의 19 tlt紀前싹紀의 그것과 많은 類似봐I，윤 發見하는

것이마.

한가지 띄要한 事實은 1811 年에 서 시 작짜여 數年間 계속했든 Nottingham 의

機械Ii떳懷運動(Luddites)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勞動者의 nn건化의 )핑因。1

機械的 生塵속에 았다고 생각하녔든 헬勳휩플이 機械플 't曾핍의 對쩡즈느로 삼았

다는 점이다. 왜 이 펼實。1 펄몇한가 하면 그것은 19 世紀 -동얀윤 통해서 社햄

띤想家틀이 스스로 헤매1.-}오지 뭇하였、픈 混Hl된 觀융、 즉 짧本;主義떠 生塵樣jrg

파 機械的 生慶樣펴윤 同一視하는 態RK-의 起源을 여 기 서 볼 수 있치 댁 문이다

K. Marx 가 工業樣式속애서 청動控取의 簡;운:윤 밥히려고 한것도 이와같은 }강

캉方式의 所검율이기도 하마. 그리고 이러한 J딛장方페이 플라지 얀했다는 것은

그當時의 經驗m‘界에서 는 資木主義떠 낀業樣￡밖에 없었다는데 서 말할 수 있

다. 그의 II댐級觀;순:야 했動rf~ £lIZ理論의 [(J.接따 塵物。1 였다- 이 따It內에서는 짚

驗的익었다.

그러 나 K. ~larx의 i뿜級핑용論의 1떠E뺑내은 그가 이 것윤 그의 앤쩍921，짧念속에 統合

사카는 례에서 부터 시작한다. 그의 辦등쩔法은 1챈;;2;社곁왕의 變‘j폴윤 問팝삼고 있

는 것 01 였지마는 그가 다른 }챈떤願과 마릎 點은 이놔같은 變避아 션體j돼으로

어져한 )폈動1力에 의해서 推進되고 있는가를 分析한 첼關 위에 서 있었마는 劉

이다. 여기서 우리들의 網心은 K. Marx 의 힘!핫의 이데오로기’性이 表-現되논

그의 歷，~*짧의 %냐明에 았는것이 아냐고， 그의 따캉짜1.1뿔論。1 어 l더한 分析的 性챔

윤 갖。1 고 있는가를 맙하는데 있매. 그가 보카로는 }찜봐쉰k짝플 움직 이껴 하는

때動力을 이 야71 활 때 무엇 보닥도 利害關係웹 S，I’:(할rl鎭)의 械;융:플 分tJ구의 大前

띔로 삼는다. 흉5*쌓이라는 現象이 있71 위해서는 마잣。l 았어야 하고 그 마찬

윤 몇質的인 要흰ι들이 서 로 對〕’r相克 하는데 서 시 작된 마. 이 몇質FJ\J 댐활素카

그에 있어 처 는 Bourgeoisie와 Proletariat 라는 것은 새 산 말할 必평도 없 대.

。1 젓이 더體{핀으로는 英國의 初期]그業f’C時{t의 r싸業t~칭￡였고 T業勞動휩層。r

였 6 냐 K.11arx 는 결코 이 두개의 社會集평회.만으로 社합가 構成된다고 主끓할

려 고 한것이 아니 다. 그가 i뿜쨌厭;융:윤 分져1-뺨;융우로서 Bourgeoisie와 Proletaria

의 품j5'( 위에서 構成하고 있는 씬本態]합에는 이 두개의 꾀:휩떻댐의 &폐Ijo1 3펀

C!]社會變動에 가장 Sk配的인 깡響을 주고 있，，-}는 띈識아 있는 것이까. 좀 더

댄明하자면 그의 Bourgeoisie와 Proletariat 의 對 \;Il~戰;융:이 分析熾;念이라는 뜻은，

Bourgeoisie와 Proletariat 의 對]‘i:윤 i〈잔驗fl() 記述H얀으로 뻐寫할려는데 그 l극 띤。l

있는젓이 아니고 이 쩌二혐의 對;、')이 자아내는 機能的 本質而을 f염握할려는마 있

었든 것 이 마. 그것운 마치 우리들이 fJI윌‘파 웰術作品을 비교해볼 때 쫓훤術1"1=品

의 特P':\에 도 tJ1할 수 있 다. 덩1눴은 바 록 했術x:5쉰(0] 라 할지 라도 주어 진 10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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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對象을 正確하게 f버점하는데 그 機能이 있지마는， 그러나 웰術은 폐象의 本

質을 찮現하는데 그 特色。l 있는 것 이 다. 흥E컨디} 그가 Bourgeoisie와 Proletariat

를 對立시켰다는 이 사섣은 그 후에와서 社曾라는 것이 간단하 그 두가치 띔즘

實어} 의해서만 섣명되는 것이 아니고 多次:)c8낀언 11':J月을 하는 것。1 라는 의마

에서 Bourgeoisie와 Proletariat 의 對決만우로는 그 ]떤純性을 피찰 수 없대는 非

難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갇은 #難은 어다까지나 社쩔플 Mil던따인 立

;및에서 볼려는데서 냐오는 것이였다. 그려나 원래 K. Marx가 擇하고자 랬던

分析的인 願;念의 f디語로서의 Bourgeoisie와 Proletariat의 두개의 섣논 힘實 싫

述블 위한 것 이 아니 녔다 . 그카 寂述띤J .2...로 歷5!:iJlt會릎- 말할 때 는 30urgeoisie

와 Proletariat의 觀念만으로서 뻐絡하는 것응 아니다. 그는 ;며主에도 든.i.7;Z하고

Lumpenproletariat도 取뻐하였고 Intelligentsia 의 /￡뿜q도 증왕察하논 것 이 었닥 . 말

하자면 그는 歷벚的 겠述어1 았어 서 는 모{든 社會階層어1 대 하여 펀及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더的은 全體社앓[階層을 "寫월”的으로 해寫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오3] 려 二l카 복體的으로 이 工業化되 어 가는 ifd:뺨가 變適해 1-}감에

있에서는 어떼한 힘틀이 作用하고 있는가블 탐색한 結핏 여 71 서 가장 重갚동한

彼뿜a을 하는 階級플 Bourgeoisie와 Proletariat 에 서 봤던 것 이 마. 그러 내 까 그가

。1 兩階級만을 分析1:1인 擺念으로 採用하고 거기 에 서 資本主義社會의 變動의 젠

動力윤 찾았던 것이다. 이點 까지는 K‘ Marx 악 方法은 經驗띤이었다. 社會學

H인으로 評價되고 採擇되어야 향얹IS이 있다면 때大I~한級의 첼藏에서 파t會變動의

法RU을 찾을려고 했던 그의 實證主義알 것。l 다. 그러나 앞서 f넙뻐한바 처램 그

의 f죄驗S~O 1 고 5HJT的。1 고 實證때인 作業윤 통해서 。1 룩된 |챈랬펼-論은 그 自

體로서는 K. Marx의 1潤級理論의 本質에 까지 띔合휠수는 없는 것이다. 그려

기 위해서는 우선 階級理論이 唯物}쉰觀Sf]으로 統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였

다. 다시 말하자면 이데오로카的으로一월되고 힘學的， t~:界觀的무로 價個願에

셔 統一되어야‘K.Marx 的 階級理論이 成立되는 것이었마. 바로 이點이---다

시 말하자면 그의 階級理論。1-面에 있어셔는 社會學的 接近法어l ril;따U하면서

도 ftP，벼‘에서는 이것을 。 I 데오로기l폐무로 統合한과는 科學파 哲學의 서Ul감←→

K. Marx 의 階級理論을 學問的으로만評핍될 수 없고 問평를 펌{펜觀/핀， 政治R얀

우로 聯關시키지 않즈L면 안될理由가 있는 것。}다.

만약에 우리들아 科學과 哲學은 分離되야 하고，그럼으로 해서 HJj삼된 수 있

는 짧價f直性윤 지 켜 야 한다는 의 마 에 서 K. Marx의 階級理論을 分剛하여 i此會

學과 哲學으로分類해야 한마JL 하고 事實上 分解했을 매 , K. Marx 의 [햄級理

論은 無意味해지는 것 이 다. 왜 냐 하면 그의 [웹級理論에서 社會學。l 分離되 에

나온다면 그것은 한갖 1，1想애로 變化할 것이 오， 反面에 哲學。1 消핏된다연 그의

~뽑級理論운抱束力없는資料集에不過하게 될것이기 때문이가. 이와같은 7t類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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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能하고 또 보람있는 일이라고 한다연 그것은 바로 K. Marx 의 問題意識을全

떠우로 건過하게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할것

인가? 두말 할것도 없이 K. Marx의 |땐級理論을 價f펴自由8~인 .'t歡化하자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社會學。1 發生할 當時에 歷}권惠識， 問펑意識없이 社會學의 l벚問fjj 性格。1 있

을 수 있었는가? 그러고 그때 問핍意識이 란 펄實上 階쐐의 問평가 다I，e，、課평

가 되어 있지 얀했던가? 그러나 20ltt紀에 들어 와서 부터는 어떠하였는가?

工業社會的 rlst단社會가 確l펴해진 다전 위에서 ;IT土會學은 1현밍;렐識보다는 「現實

:1'+學J .Q...로 「發展」하였던 것이다. 그 結땀는 미:會의 分化， 편F'J化에 딱른 irli會

學自體의 分化， 판 I'IJ化였다. Leopord von Wiese 가 社會學의 4쐐jJ윤 부르젖을

얘 그것은 바로 폐:會學의 ::H"댄천~化， ::W問많意識化를 가져 왔마는 것은 아이로

니-도 아니었고 ￡한-도 아니었다. 二L것은 바로 社會學의 ”輕術따” 機能에셔

부터 ”쐐첼1'1인”機能에로의 移轉過햄을 말하는 것이다. rTj.E강社會의 科學으로서

의 띠f‘會學은 여 기 에 서 再生했다고 할 수 있다 . Comte 1+ Spencer 의 셔연 잉意識

은 [HE:당社會의 確::1:과 더불어 )IE減한 것이다. 이와같은 過원속에서 1뽑級에 대

한 社會學的 問웹意識은 I땐層。1 라는 빨純한 定義觀念에로 轉化하는 것이 다.

이것이 훤實인가? 여기에 對答하기 위해서는 |땐級과 階함에 관한 現代諸피t

g￥學의 {해向을 分析해볼 ~，、평가 있다.

i此會學理論에 있어서 첫째 해向。1 라는 것은 이른바 機能主義派---우리는이

것을 同調主義派(conformist-school)이라고 하고 싶다---에 의해서 代表되는 社

會統合理論언바， 例컨대 T. Parsons냐 R. K. Merton 의 理論이 그것이다. 그

들이 말하고저 하는 點은 要約해 서 말하자연 , 과거 K. Marx 가 問題삼았던

Bourgeoisie와 Proletariat 에 의한 利害훌顧의 {뻗般社會는 現在에 와서는 그 性

洛이 달라지고 兩‘大階級의 훌훌顧에서 벚어나오는 社會變動의 :!'W進力은 그 形되t

과 機能에 있어서 喪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K. Marx의 階級理論은 時代

j꺼 機能에서 벗 어 났고， 그 代身에 現{\;;社會---탁體的으로는횟國I社會등을 말

한다---에서는새로운 統合의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結

論￡로서는 過去의 對立떠인 社會態[Iit{치身에 統合的인 하나의 社會像을 當寫

的으로 要求하게 되 는것이 다. T. Parsons가 ”社會的行動의 構造"(Structure of

Social Action 1937 N. Y.)을 주어 진 社會體制(structure)와 이 것이 가진 規範

(Norm)-그가 Function이라고 할 때에는 이 Norm에 II떠應하는 同調的 行寫

블 의마한다는 것은 폐處에서 볼 수 있는 얼이다---을 準據基準A로 하여 構

l찮하게 됨으로서 f位會的 行動의 方向을 status quo 에 極|浪시 켰든 것 이 마. 뿐얀

아니 라 그는 그의 同{{，f E. A. Shils와 더 부러 이 와같은 ?社會的 行動”을 하나

의 一般理論에 까지 핍遍化 할려고 했떤 것이다. (Toward a General Theory



[ 206 =

of Action , Cambridge ~1a~잉s. 1951) 하나의 理制만윷 f셉j텀 it 한τ}는 것은 무엇

윤 의마 하는가? 그것온 F12-論을 忘向하는 것연가? Hegel이나 K. Marx 나

Comte가 二L려 하지 않했먼가? 이들온 모두가 퍼證法에 있어서의 「힘合」을 원

己들의 立楊이라고 드는폈했 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의 ??6 • {죄 理論속에 랫j젤

f끼인 對立휠링를 전定공「했던 것이마. 二1라고 그플에게 팩通하는 것은 그들의

「歸슴」이 란 社會學|까 分/↑F의 *좀論이 었다71 보마는 이 데 오로거 때 蘇合이 었 9
는데 있다. 하냐의 統←→ 1찌인 社會像 ! 우리블은 좌떳하게도 T. Parsons에서 。1

것을 본다 . 그는 이 제 는 Bourgeoisie와 Proletariat 의 훨據理論이마는 것은 그

매로 「現實」에 適폐될 수 없다고 한까. 왜 냐하면 「팽휠~J에 있어서 I~만랬휩藏。1

라는지 Wi쩔흙7鎭은 1'f~*jfi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經驗ttl:界) , 그라나 그 形돼파

內容은 社曾變違파 tcj 부러 變化하고 있마는 것이다， (寶詩뇌지 않은 當寫배 평

求) 이 말에는 숨갈 수 련는 "樞寫빼”態!꽁가 엿보인다. 몇젠術과 전쉴-은 同一할

수 없 다. 그리 하역 그는 계 속←-아마 White Collar 社뺨/냄의 띔1易을 머라 에 그

리면서 ••K. Marx 의 패大階級의 휩!짧戰;念은 이 제 츄‘織할 수 없 냐고 한다. fF
;편 ::1얀으로는 ::r:業發達의 結 E타로서 다1間 I;땀級이 發生해 있고 James Burnham 아 가

Wright Mills 의 riCI間階씌zfι1판學은 。? 써 3E운 띠t 합集團「윌r 問많 삼았다. 반t합j얀J

l월쩡Wi에서는 이제 파거와 같은 二적때낀언 파t합發많이i'-~는 理꽤cl 처力을 喪짜

히1 가는것 갇이 보얀마. 감축賞上 I=ff閒 l챈댔으} 發生은 펴I:합의 여려[떠에서 水準化

zpj쉰化現象슬 자아 냈다. 득하 ;않入의 7/{準化는 K. Marx의 뻗폐액 本質‘的인

n뿔이 뇌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것은 그렇게 부일뿐아마.

K. Marx의 티따은 패大階級의 첼)않아 fIJ:합變、떨에 。1 떠 한 껏윗11을 하며 二Ljt

i;1은 무엇얀가블 봐히는데 있었마고 할것 같으면， "Vhite Collar 띠t섣탤은 폐t합

가 에떻게 分化해가고 아떻게 複짧한 次元이 더 加해자 가는가에 다}한 찌述的

인 滿f란을 채「훈려고 하는데 그 機能cl 있다고 할 수 있다.

。]렇게되면 이제 明白래 지는것은 iff:t깜젠學의 가장 Fj:r ， G‘問j펀보 되어왔딴 l싼

폈이놔논 般;승은 °1 제 I=F; (펌 i뿔級이라는 새로운: I짤級의 텃짝°로 패大땀녔으1 첩

j짧묘텔 f~~J-에 둔7A f"U.::의 바ff생의 構成j쩌인 h±f흥며요R합의 構슴;°1 나타나거1 된

애는 것이 냐. 딱바서 r떼:뺨|탬層理詢은 J땐':£i. 8j 問댐;휩識보다 펴[-;함構;일에 매 1잔 폈

j따떠 . tWr.;C 마] 方깐에 S(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논 것야다. -~리나 역카서으1

問짧는 |암젠tJ1변폐에 「 t펴F하악 쩔씌한 階)함f뭔5떼。1 그의 方法으로서 ji來 j팎淑觀

念、의 첼기q~1얀안 것으로 fj-Fi해 오던 利害關係에 서 야치 되 는 폐ti확學H') 디f작問웹를

解냈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약시 말하자며 White Collar 社會學。l 나 득히 T.

Parsons 의 하나의 統↑약理~liiiO1 過E의 r~~원:tEl') 듬원問뭄흡릎 經驗따으로 --←냐븐 1i:.
現을 벨렌다견 mJ:합격월 1인으로 克服하고 있는가 업는가를 階明해야 하는 것

이 가. 이 問핍에 매 한 f핀낌iO] 總念:::친 乃펀는 f람fu3願的 性橋의 것 이 되 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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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꽤츄의 여러 쯤料어l 立!때하지 않윤 수가 없마.

우선 그 資料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았다.

획 國-R‘ Centers: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es, Princeton 1949.

英 國--R. Hoggart: The Use of Literacy, London 1957.

2폐 適--H. Popitz , H.P. Bahrdt, E. A. Jiires, H. Kesting: Das Gesellschaftsbild

des Arbeiters, Tiibingen 1957.

11ll蘭멘-→-A. 'vVillener: Images de la societe et classes sociales, Bern 1957.

oj 좋에서도 Popitz 와 Willener 는 특히 鍵ill勞動者의 J홉 Ii없윤 rr，c'‘으로 해서

ltd:會調짚를 한 사람들이다.’tHμ띤에서 알 수 있는바 저련 이 두사람에게는 띈

動者가 어떼한 社曾像윤 갖。]고 있는가플 탐색하는것이 마찌이 였매.

첫쩨 , 두 샤란의 꽤: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온 팽훨j씌가 1"표類:til l{可블

원論하고 {可如閒 어느 i띠:엠1w을 갖이고 았다는 點이다. 그러면 f1體tl~)'으로 어

떠한 flLt會像즐얀가 하는 뽀ji에저는여러가지 ;L‘플 보이고 있다. 그려나 統돼그

치는 自然的으로 생카는 것이 아니고 그플의 生活(뚫낀그고l I쐐l係릎 갖이고 았다

는 點이다.

줍째 , 이 너1 개 의 R좌究가 석體的 o 로 줬動者-의 Ii止會像이 역 떠 한 갖어1 )'7:삐j하

고 있 는가 하는 ”퍼따장플 Popitz ,-} Willener 블 1굶31J하.Jl 있는데 Wi l\ener는 Ct〕社

합H5~i:써 Ij~ ;웹웹 @때業f펴1함 ;3相}又對立~l낀 歸屬性 ®Pr펀級關원、 5~:ifrl會!lj 特權 I:§\1

Ii'\(治 I~~I i파隔 라는 6개 의 쨌點에저 , Popitz는 01 것을 좀 더 -般化해 서 (r靜態

俠!후~ (~進步 H<Jt)~타(;:3' f;↓i 더쳐 Ytj{命우로서 의 相I호對 1γ感 ®U'J돼끼파 1111및 1181別的 慶j짧

o 로셔 나다나는 相&펴、ISι感 (등Jiltt會자j펠렛품C @I펀쨌關팎윤 理W~하는 態힐등어i

L마리서 人間이 lILt샘(w윤 構成하는데 있어서의 다1心Ij~; j딘켠方과을 포착할려고

하고 있마. 문텀쉽는 。l 두개의 tJ폐찜f릎 옹해서 明더해진것이란 쟁動챔는 얼마만

큼 K. Marx 의 써?fι關낄삽?뼈융 二l뎌}로 保참하면서 펴t會像을 構/75;라고 있는가 안

데 Willener의 폐f유에서는 10% , Popitz에서는 1%가 여기에 M2:當되는 잣오프로

나다났마는 받寶0]10、 分明응l 낡은 [뽑級觀은 사각진것 같이 보얀다.

그러 냐 Wi l\ener 나 Popitz근 그블의 6 個의 폐i합를 結ij콰에 가서 는 두개의 파

本찌인 社會像에로 歸納시감 수 있마는 態댈를 보이고 있다. 이點에 있어서는

Centers도 同一하EL ←l도 여 금1 ir[t뺨 15합層파 fjU:曾[싼級λ1-이 에 서 ”靜態’‘플 꺼〈i띈

하는 社會像파 "變動”을 요i求하는 !ITt會像、우로 區5Jij한다는 것이 完全등l 뜻있는

일 01 라고 말하고 있다. ¥lillener 는 말하7J 블 「階層 는 連휩的(폐:曾.. ·lf~←싹)

像음 힘꽤하고 있는 fir비에 \q협에이 란 相克對3'[的 集團을 j상示한파」고 하면서

그의 쐐흙에 ;、γJ뻐하여 「mI;쩔따J .J:層HC] )쥔짖IJ에 었는 샤랑과 ltd:會!Jjf)합J+ :7i j에

있는 사람의 피I:會像에 」E 샌껴1: 1깨연 차가 있음윤 진定할 수 없다 r쩌함對쩡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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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중에서 ’'-F層”의 範隱에 속하는 사람들은 (핍-問에 대해서 ...펀者) I~관웹이라

는 願念에서 對答하는 것이 아니고 階級이라는 끄쩌에서 ￥jZf하는 것이닥. ι따

품0에 "上層”의 햄購에 속하는 샤람들은 階級보다도 階햄이 q는 의 마 에 서 이 야

기 하는것이 더 흔히 볼 수 있는 때向을 갖이고 있마 J (p. 206, 208). 같은 結

論을 Popitz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階級과 1챔層을 말활 에 相 fz.對立構i띨

(Dichotomie)와 l뽑位構j띨 (Hierarchie)로서 캄現한다. I"우리 들고} 이 야기 한 고

든 점動첩， 그라고 어떠한 의마에서든지 間에 우려들이 돼定한 定꿇어1 따라한

社會像을 갖이고 있었든 광용動휩-둡은 社會블←→끼;可j따한것，혹은 i댄할 수 았는

것， 서로 交通할 수 없는 것 혹은 "同修Ij~"인 것---의 相反3FJJ7 의로서 보는

것이다이에 反해 λ1 띔務員은 그의 위에 있는 上떠를 認定함과 동시에 그

의 밭에 있는 1%下도 認定하는 것이다. 그는 그 덤身윤 따間에 있는 것우로 自

認할 뿐더 러 따[會R인 層j뿜에 대한 날카로운 區別能力과 i삶홈Id生을 보이는 것 이

=f. 그런J.!..로 우리틀이 理frJ?~해야 할것은 띈務힐은 fd:.‘曾둡 ::r.業섣動뿜의 경우

저 럼 相反對立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뿜位때으로 보는 것 이 다J (p. 237 , 242)

Centers 또한 다I閒階級과 감-펠j者 II皆없어i 의 해 서 승찾國社會가 構成되고 있읍융 말

하면서 그플 各己가 階합으로서 지 니 는 持쟁은 ”信念파 騙念”， ”r家族”， ”金錢”

이라는 範뼈쯤에서 l필別될 수 있마고 한다. I다 I問1精級의 構成員어l 제는 金錢1&入

。1 라는 것이 이、mt웰띈業융 所;다한다 거나 工j쇠윷 經營한다는 I~=r問|챈폈에의 歸

짧性을 위해서 가장 重要한 꿇準인 컷이다. 말하지면 그것운 야떼한 形돼。l 든

獨立을 말하는 것이다'" (0 1 와는 反對로'"딱몫) 우라들은 쟁動l將쐐에 양J짧되는

가장 特微的연 標識온 "칭장動한4"는 것이 自딘의 生즘I"블 위한 것이다는 것플

가장 뚜렷하게 認識해야 하는 것이마」라고 하고 야와 갇은 將徵의 펀는 「휩務

협動고l Ii칭體참動 뿐만 아니 라 f황給첼動고} 솥줌f읍쉰動間의 相立的構造(dichotomie)

는 이 것들이 양動階級어i 의 歸J짧'f볕을 위한 여 균1 편準이 된다는 뭇에서 땀랬I닮

分의 :띈要한 홍필盤。1 될뿐딴 아니 라 또한 心理~I얀으로 휩務員블로 하여금 自己

들을 i=f=r間地位와 同→化 시키는 힘야 되는 것이다J (p. 99"'"'100, 102) 그러냐上

記 세 사람에서 얄 수 있는 것은 事務합層이라 할지략도 二L블의 {각~~*:깜믹 뒀1民

에 딱라서 兩分될 수 았는 可能性은 언제라도 엿보이는 것이마.

以土페 듀떠좁에서 얻을 수 있는 社會學理論的 結論우로서는 階j혐의 I팬f立맨構

成이 .1:下 서 로 一j핀性을 유지 한마는 社會像에서는 뺨)주와 統f안의 漸念만。l

作用할 수 있고 j호對로 相反對펴的인 !뽑級構造의 相克像윤 ;念행어l 룹 매 에 는

自↑함衝훨J ， 5:휠制，훨兄對立의 觀;운;01 모-든 意見에서 나바난다는 것이대- 때

者를 現秋序維持“의 때向우로서 特徵지 운대변 後뿜를 變化률 希求하는 欲求로

셔 規定향 수 았다. 經驗的우로나 理論6\1으로냐 아들 調훤가 一致하는點은社

會階位序장U의 上‘핍에 속하는 사람플은 社會블 地拉의 序列的 • --連的 l뻗位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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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로 보며 , 序제의 下해어l 있는 사람들에 게는 區別的 • 對끄的안 相fi.構造에 서

社會를 본마는 것이다. Hoggart 에 있어서 볼 수 있는바 처럼 勞動者自身이 自

己들과 J二司를 us와 them으로 l닮別한다든지 Popitz 의 die da oben과 Wlr

hier unten 의 區別이라든지 Willener 의 ceux qui sont en haut와······en bas 의

對끼.感은 이것을 實證한다.

이 품實은 19 바紀中핏에 서 부터 펴t曾學‘이 問평삼아왔던 그벗Iii 즉 階級觀的 펴.

會(象이 201납紀의 中葉에서도---그 동얀 마!間 l챔級의 짧生이라는 새로운 흡혹實

에 도 불구하고---理論構成의 資料가 되 고 있음을 말한마. 何如間 한 社會에

있어서 支配的 地位에 있는 集얹혀은 그들이 現存諸關係에서 ?쉽-할 수 있는 相

對的안 滿足感을 現存짧關係를 秋‘Pit버l에 서 그라 고 合理的인 것으로서 理解함

으로서 表現하는 것이다 . r호對로 f)합짜짧은 그들의 立따‘윤 表示하는 것으로

서 對立과 I표別윤 행댐하는 때向윤 나타내 는 것 이 다.

社會學理論에서 든지 혹은 一般的인 社會意、誠에서 든지 間에 社會의 ↓랫컨낌을

權成한마는 作業에는 이데요로기때 꽃機가 숨어 았는 법이마. 이와 같은 의마

에서 機能主義 혹은 統合主義理論의 當然한 結:디프로서 期待될 수 있는 1뿜따 1'1연

흑은 階層的 社會像은 現狀쐐;헤와 現實滿足의 이 데 요로기 와 갇은 範f짧에 속한

다. 따라서 相)'Z對j 따， 동5職8'.1 n따曾像은 기c.; 11펴고F 現在地{立의 變化을 要求하는

꽉現인 것이다.

社會플 어떻게 보는가 하는 한 方法무로서의 相&對立i¥J익1， }~握態l힐는 우리

들。] 봐온 限어l 있어서는 까定할 수 없는 ifrl:會 fl :J 펌實이다. 01 띨實은 社曾學

的 階級理論에 매하여 하나의 띈驗的 根據를 뾰따해 줄 수 있는 것 이 다. 그렇

마고 해 서 우리 들은 。] 띔實윤 一般化해 야 한닥는 이 데 오로기 매 統合態l양에 우

리들의 봄을 마낄수는 없는 것이다. ￥見實속에는 分明히 iPi맨11에 대하여 Jff!)機能

윤 하는 여러 일들이 있다. 우리들이 과온 現代T業社會의 어느낌6分에는 플림

없이 相反對그'I 이 있닥. 그러나 그것은 K. Marx 의 理論과는 그러 u꾀接的인 1#1
聯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또 이 事實 때문에 i此會가 兩大階級에로 分

짧할것이라는 *쥔驗a~ 理論도 成立할 수 없마.

階級과 階램의 問상당를 論할때 처 음에 는 K. Marx 의 이 데 오로커態딱 때문에 ,

最近에 와서는 統合理論의 當寫떠 뚱~).R 때 문에 따t會學a(J 띔實과 짧{直觀的 {£

進사。l 에 서 學問이 科學의 機能을 邊行하는데 많은 支障을 받아왔다. K. Mark

가 分析擺念으로서 階級搬;융:윤 *전驗R~J으로 構成했을 때 에 는 그것은 科學이 였었

지마는 그의 이데오로기떠 III‘界像은 이데오로기 었다. T. Parsons가 그의 統쉬

理論에서 훌魔과 對立을 펜機能(Dysfunction)--'?..로서 理論構成의 홍설팎에서 除去

했을 때 그것은 規範的 풍설;求였마 . White collar 社會學이 l취間階級을 Bourgeoisie

와 Proletariat와 같은 次元에서 佛合시 캠우로서 K. Marx 的 階級훨蘇論을 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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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킴으로서 댐!tUii→」띈에 페願했 다. 그러 나 이 모-든 뺏論어l 지 jC通한 것은 그

것들이 一元論的 :긴맺을 보인다는 것이약.

모름지 71 싸階級理論도 !ι쉴理일것이며 if1統fr￥~[펴도 쉰iEO3일 것이며 ifL中

固1뽑級理論 三묘한1 半환理플 정할 수 없는 것이 다. 다만 |뺨짧과 |챈힘은 社會의

動態와 靜態의 兩감d알 뿐이다.

〔註) 폐행의 햄r패 ill fjt챙는 c+의 }성師 Ralf Dahrendorf 전꽃의 아꾀 와 갇은 論文파 걱1

을안 것이마-‘

1. Struktur und Function: in Kiflner Zeitschrift fiir So:::iologiι lind So，，;αlpsychologie

7/4 (1 955)

2. Out of Utopia: Toward a Reconstruction of Sociological Analysis: in A1I1 el'iια n

Journal of Sociology , LXIV/2 (1958)
3 , Class and Class C，ηiβiet in Iiη dustrial Societ}' , Stanford-London , 1961
4.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Coηilia Resolution Jl /2 (1958)

現代 韓國農村階層의 實態

李 萬 tij

從來 !}펌國짧村人띠의 ntt뺨l뿜層을 冊究하는 方첼은 主로 전濟學따 方法01 었

4· 이 方法에 값하면 士地의 所쥐- 간월1:↑經營됐챔 쌓장의 탬걷흘 맞 所得 ~¥윗等

의 등릎월어1 딱라 만村社會의 階層윤 q누고자 하는 것。1 마.

그려나 침濟的풍동j치 以外에 =f른 휠因윤 고려 하는 것도 트i팔하다고 생 각된

다. 염n 上述한 펴經濟的 홉흥因파 더 불。1 I빡國폐;會어11 if땀샘SHij으로 내 려 오는 Jl IJ

中-01 는 대 개 양밴|챈랬에 만 템펀된 것 이 지만-←파 페Ejj다의 펼!죄은 過파에

았어서는 불론 오늘어1 았어서도 샘t國잃付社會의 (뿜합形成의 펀要한 평l죄으로

되어 있는 것。l 다. 01 러한 過초의 당分깨 멜因以外에 敎휩71<.準 社會參페等도

考-!쉴되어야 할것이다.

二h地)5Fj 問핍에 관해서 말하자연 래양전 i폐國에서 월業어1 從룹주하는 人 j:--I 좋

(I배짜總젠냄 F맨3조에 Iii할것 같으면) 小作이 全體의 46.5%. 댐小作이 31.0% ,

펴主는 0.8%에 不過하며 自作도~ 17.5%뿐이 었다. 大多數의 용꽃E강은 地主에 첩l

댐j되 였으며 그들은 점 검 쓸행하여 적 지 않은 數각 더 낮은 |펠힘으로 펙땀하고

또는 맘付을 떠나 퍼따하기도 했 다 . 그러 나 해방후 自作짧이 ;d11&-01 t~r1JD하 였

드}. 이 라 한 自作파의 씀j젠은 꺼論 많地改팎의 結껴iLE} 하겠지만 그려 나 뿔地改

]한의 j화接{끼인 結똥L마고 하치 보다는 j뿔地改파을 據;쟁한 地主，小作人 l띔의 去

來에 it(해서 。1 루어찬 것이 척지 않은 것우로 보인다. 1949 년 6 월의 뿔地改

건설어1 야르는 解放後 4 년댐의 l핀탠의 많地改뀐。1 不可避하eel-는 生웰01 흉間에

닙fJ1J드l 였으며 여 때 문에 士地所점‘취가 싼 값으 로 士地릎 따震하는 알。1 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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