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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養톰學 暗魔21 韓뿔的 훌훌훌 

現代 美國學의 動向과 爭點을 돌야켜 보는 일은 그 자체로서 얼마든 

지 學問的맹 意義가 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학계에서는 학문왜 士훌 

化라든가 主體性의 푼제를 놓고 매우 날카로운 視線을 던치고 있껴 때 

푼에 매국의 학풀조류에 대한- 토론야 우리에게 어떤 有關適合性을 지얘 

는지를 따지고 넘어 가는 것야 좋을 것 같다§ 

첫째로，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質理를 추구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時뿔 

을 넘애서는 보펀성을 딱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시대의 한 구채 

적인 社會의 학문의 성격을 얘해하는 얼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a 

둘째 로， 社會科學의 方、뚫論이 나 理論야 歷史性을 때 느냐 하는 爭點은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뭇한 채 논: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적어도 知識社會學의 안목에서 볼 때 이 쟁점은 계속 다루어야 할 것엎 

에 블렴없다. 그런 뜻에서라도 오늘날 美國의 社會科學이 겪고 었는 갖 

가지 진통을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따져 보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s 이와 같은 作業이 꼭 미국 사회과학의 이해에 끌나 벼린다는 쟁 

각은 아무래도 좁은 소견이라 하겠다。 이를 통하여 社會科學의 보펀잭 

언 쟁점과 성격도 이해될 수 있어야 그 일의 값어치가 더욱 빛나게 활 

것이껴 때문이다。 

세째， 구태여 미국의 사회과학에 대헌 관심을 갖는 데에는 바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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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문적 전동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한국의 학문전통에서 미국학문의 영향력이 차 

지하는 무게는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특히 사회과 

학， 그 중에도 社會學 분야에서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학이 미국 사회학 

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뭇하고 있다는 싣정에 비추어 우리의 학 

문계플 이해하는 하나의 지름갚로서도 미국의 학문을 올바르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e 

네째로， 한 갤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사회과학이 한국이 지닌 문화 

전통과 사회적 득수성을 갈리면서 브펀적인 세계학문의 말전에 기여하 

는 길을 모색함에 있펙서도 우리헤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온 미국의 

사회과학을 철저히 음미하여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적 

극적인 자세야말로 우리가 현대의 미국학에 대한 관심을 가장 힘있게 

支持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9 

이 글에서는 주로 19601건대 이래의 미국 사회학이 겪어 온 變動相을 

분석해 보려고 하거니와 이러한 변동 속에서 제기된 주요한 爭點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로 한다. 그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현대 미국 사회학 

의 쟁점들야 우리나라의 사회학， 나아가서는사회과학계 일반에 어떤 含

意를 지니는지 생각할 심마리를 찾아 보려는 것이다。 그러가 위해서는 
우션 분석의 틀이 있어야겠커에 여기서는 社會變動의 一般理論에서 제 

시하는 몇가지 변동의 典型을 통하여 미국 사회학의 理;옳的 價f直志向，

方法論 그리고 理論을 둘러싼 쟁점들을 부각시키려고 한다s 이런 접근 
에 덧불여 미국 사회학이 그와 같은 변화와 진통을 겪게 되는 데 기여하 

였다고 보는 學問內外의 社會文化的언 요인들도 생각해 볼 것이다. 

2) 分析의 톨 

어떤 사회현상이든 그 변동의 성격을 밝혀 보려 할 때는 時間的 次元，

方向， 변동의 메카니즘3 원인요소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따 

져 보아야 한다。 1)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려는 대상은 미국의 19601관대 이 

후의 社會學이다。 그렌데 먼저 그 변동의 類型을 몇가지로 특정지울 수 

있고 그랜 다음 그것을 일으키는 요인이나 움직이게 하는 메카니즘을 

1) R. S. Edari, Social Change (Dubuque. Iowa: ￦ffi. C. Brown, 1976); ￦. E. 
Moore , Sociαl Change (Englewood Cliffs, N.J.: 받rentice HaU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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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볼 수 있다.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학에서 그동안 개 

발해 온 바 있는 사회변동의 일반이론에서 시사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의 작업을 위해서는 知識社會學的인 점근을 시도하려 한다. 

사회변동론에 의하면 巨視的인 社會의 변동유형은 크게 세가지료 나 

누어진다。 첫째는 個環的 변동이요， 둘째는 累積的 進化이며， 세째는 

華命과 같은 斷細에 의한 새로운 것의 鐘頭이다. 흥미몹게도 현대 미국 

사회학이 겪는 변동은 그 측면에 따라 이와 같은 세가지 일반유형을 드 

러내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순환의 유형이라고 해도 그 모습이 다 일청한 것은 아니다e 가장 初

步的인 것은 마치 有機體의 生成 消滅에 버 길 수 있는 단순한 反復에 가 

까운 젓이 다@ 그러 나 社會現象은 本質的으로 그토록 단순한 반복을 거 치 

는 것이 아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주요한 

原理가 작용한다고 보는 것야 바땅할 것이다。 첫째는 지나간 것이 다시 

돌아오되 반드시 過去의 것이 그 形態나 內容에서 꼭 같은 모숨으로 되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Sorokin이 지적한 것처럼 용수철 모양으로 (spiral 

cycles) 어느 方向인가로 나아가면서 되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로 순환의 메카니즘은 반드시 두까지(또는그이상)의 다른， 대체르 相

反된 훨素들 사이에서 생기는舊魔을전제로한다。 그와 같은 갈등의 결 

과는 그 증 하나가 勝함으로써 다른 것이 減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 

의 경우 그것은 두가지 상반된 요소가 辯證法的인 相互作用을 거쳐 새 

로운 그 무엇으로 生成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이런 변동상이 순환의 바 

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다음 累積的 변동 유형의 典型은 아무래도 단순한 것오료부터 複合的

인 것오로 移行하는 進化의 과정으로 귀착된다。 따략서 여기에는 지나 

간 것의 克服이라는 성격도 내포되는데 y 그 까닭은 과거의 유형이 변화 

된 상황 속떠]서 이며 그 實效{生을 잃게 된다는 適應力 뼈張의 요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生物學의 담然、隔[t， 適者生存의 원리와 社會學의 單新

2) 묘. H. Lauer, Perspectives on Social Chαnge (Boston: Al1 yn and Bacon. 
1973). 이런 분석을 시도한 보기로 해著， <人間主義社會學)(서울 : 民音社，
1978) 7장 참조. 

3) P. A. Sorokin, Social and Culturα1 Ðynαmics (Boston: Porter Surgent, 19 
57). L. Schneider, Classical Theories of Social Change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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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가 작용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펀오로는 進化가 

累積의 성격도 띤다는 것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펀다. 새로운 것의 生成

은 이미 있던 것에 기초를 두고 그것의 改童， 發展￡로 나타나는 결과 

인 것도 사싣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價f直判斷의 요소까지 加味하 

게 되면 그것은 進步가 될 수도 있다 4) 

마지막 斷組的 변동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거로부터의 완벽한 단철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변증법적 순환이다 단절 

적 순환처럼 갈등하는 상반된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동이라는 뜻야] 가7깝다. 다만 단설적 변동의 특성은 그것이 어떤 모숨 

의 것이둔 지나간 것의 놔풀이가 아니략는 점과 그와 같은 새르운 질서 

의 생성과정이 매우 급격하고 根本的이라는 점에서 단철의 성격을 두드 

러지게 띤다@ 그러묘로 그것은 과거지향이 아니고 애마까지나 未來志向

의 것이다는 풋이 함축되어 있다e 그렇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進化的累

積的이냐 하는 것은 별객의 문제이다 5) 

그 어느 윤형을 때든지 간에 한가지 注目할 사실은 어떤 사회변동이 

나 한먼 일어난 다음에 3 그와 같이 새료 생긴 질서， 유형 갚은 것이 制

度化펌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存續을 강요하는 性向을 갖게 된다는 점이 

다. 이른바 制度의 安定性， 持續性을 말한다. 물론 모든 새로운 것이 

꼭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단 변동에 의하여 새로이 일어난 것이 일단 제도화되 

기만 하면 그러한 성향을 강하게 지난다는 말이다 6) 

다음으프로y 만일 現代 쫓國社會學의 어떤 測面들이 위에서 헐約한 바 

와 같은 變動을 겪고 있다면 y 그러한 변화에 寄與하는 훨困들은 무엇언 

가를 살펴 보아야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社會學이 몸담고 生

成養滅하는 맥락이라고 할 美國社會 全體의 역사척 상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펀에서는 社會學이라는 專門廳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所屬한 組織體콜 중심A로 사회학의 변동에 영향을 미 

치는 人閔關係와 職業構造의 분석을 試圖해볼 수 있다. 

이 릎 위 해 서 는 知識社會學 내 지 科學iFd:會學 (the sociology of science) 

4) Lauer, op. cit. pp. 201-03. 
5) lbid. 
6) 쐐著， <現代의 社會學)C서울 : 博英社， 1978) 11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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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 接近을 취하고자 하거나와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잘제 분석과정에 

서 소개하기로 한다. 

표。 現體 훌훌뽑社슬흩훨옐 포뿔쓸홉설 爭뿔휠 

社會學의 理;念的 옮、I닮 (ideological orientation) 에 서 크게 부각되 는 爭點

은 대체로 두가지 次元에서 分析될 수 있다@ 첫째는 社會的 現實을 두 

고 그것을 學問的안 眼目에서 해석하려고 할 해 現存體制를 그대로 두 

고 그것을 충싣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注力할 것인지? 아나면 그의 變

單을 위한 學問活動을 할 것언지를 따지는 思想的 對決01 략 하겠다， 흔 

히 말하는 保守와 進步y 自 由主義와 急進主義g 右靈과 左寶의 구분이 

~그것이다。 

둘째는 대개 이러한 사상적 지향에 바탕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 

아가며 는 社會學의 實鍵的 T與(intervention) • 짧入-連坐(involvement) , 
혹은 參與(engagement) 의 쟁점이 대두된다. 얘기서는 社會學의 有關適合

性(releγance) 이 라는 좀더 本質的인 품제 와 더 불어 實行主훌훌(activism) 

의 차원까지도 쟁점￡로 다루어진다。 

위의 두가지는 모두사실 社會科學의 價f直關心의 쟁점에 바탕을둔것 

에지마는 그 문제는 주로 렸法論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째문에 。] 글 

에서는 그것을 뒤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p 이를 바꾸어 표현하여 社會學

의 社會的 구실이라는 쪽에서 생각해보가로 한다 7) 

1) 뿔뿔的 몇I휩옐 辦證連觸 網環

역 사적 오료 보면 社會學의 倫理的g 敢治的인 爭點은 워 낙 社會學的 知

識을 社會生活의 改薰에 使用할 수 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介入論者

들(in terventionists) 과· 棄權論者들(abstentionists) 사이의 논쟁에서 131 훗 

하여 그 무습을 드러 내기 시 작하였다。 8) Lester 합。 ￦ard와 εharles 묘orton 

7) Ibid. 13 장。 
8) L。 묘。 Warshay， The Current State of Sociological Theory (New 정ork: 

David McKay, 1975) 。 여 기 서 현대 미 국사회 학의 일 반적 인 경 향을 요약하 
기 위 하여 Warshay의 저 서 에 긍게 의 존한 바 있음을 밝혀 둔다。 물론 쟁 
점의 추출， 분석의 를은 筆者의 것이지만 간단한 내용의 요약은 Warshay 
에 힘업은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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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y 등을 주축으르 하는 自由主義的인 사회 학자들은 사회 改良과 人隨

本控의 柔軟性을 강조하는 進步的언 견해를 펀 이들이다. 이들 介入論

者들은 人間괴- 物質的 寶源、의 뽕富함을 은근히 믿는 입장에 서 있었다. 

科學的 活動 자체에는 價植自由를 적용하되， 그러한과학적 연구 결과를 

사회개량에 응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價f直中立을 배격하고 市民으로서 

또는 廳用科學者로서의 介入論者들은 사희변동을 指導한다는 뜻에서 實

行主義的 성향을 띤 樂觀論者들이었다. 

이 에 반해 서 Herbert Spencer나 William Sumner 등 이 중심 이 된 기 

권론자들은 保守的안 경향이 있었고 사회생활에 대한地理的， 生物學的，

經濟的 制約을 강조하였다。 文化， 制度 및 社會組織은 保守的이고 規制

的안 힘으로 간주하였고 物理的 入間的 자원의 輪少함을 假定함으료써 

人間의 可能性과 사회적， 청치적 改章의 심각한 限界룹 인정하였다。 따 

라서 價植中立많은科學的활동에만 국한되지 앓고사회개량의 면에까지 

연장시켜서 과학자로서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인 介入을 피하고? 市民

으로서 참여하더라도 介入의 한계를 알아 慣重을 기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19셰기말 20세기초의 介入論 對 棄權論의 論爭은 사싣상 

寶錢的인 수준에서보다는 상당한 정도 논쟁으로서의 정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 대로 결국에 가서는 自由主義的인 개업론자들의 승리로 

일단락지워진 셈이지만s 그것조라도 純牌한 것이라커 보다는 변증볍적 

으로 종합되는 가운데 自由主義者들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결과 

에 지나지 않았다. 

야 렇 게 하여 우세 하게 된 自由主義(liberal) 사회 학자들은 19301건대 의 

恐號과 제 2차 세계돼전을 겪으면서 50년대 Eisenhauer정부에 이르는 앨 

런의 위협및 갇등과 타협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價f直에 칩착하는 경향이 있다。 9) 그들은 物質的 진보가 바람직하 

다는 것을 믿고s 寶力主議(meritocracy) , 機會의 平等y 생 각(思想)의 자 

유로운 표현과 전파， 人間關係論， Á種統合， 應用知識， 慧愛로운 연방 

정부， 冷戰 및 集·合的 安保의 假定틀을 강조한다. 

그러나 501건대의 풍요와 安定 속에 자라면서 601관대의 격풍 속으로 뛰 

어든 다음 세대의 社會學者들은 이뜰 自 E핀主義 또는 낡은 左靈(the Olcl 

9) Warshay, op. cít. , pp. 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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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으로 일컬어졌던 세대를 保守的인 세력으로 휘몰아 치면서 急進主

義 社會學을 내걸고 나서기 시작한다. 이 젊은 급진주의자들은 501건대 

의 성취는 이미 의례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의 자원은 실질 

적으로 無限하며 反共主義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간주하여， 舊世代와는 

달리 物質主義를 배격하고 브르좌的인 도덕관념과 廢禮行態며 組織과 

科學에 구역질을 느끼며 y 미국사회를 帝國主義y 人種主義 그리고 빼壓 

的인 사희라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우리는 과거의 保守對 自由主義의 입장이 한바퀴 순회를 하 

면서 自由主義가 保守셰력요로 탈바꿈하고 급진성을 띤 理念과 志向이 

고개를 쳐들어 이들과 맞서는 새로운 순환적 갈등을 보게 된다。 급진적 

사회학이라 해도 그 이념적 지향의 내용-이나 행동방침이 -律的인 것이 

아냐며 9 또 그 구성요소로 보아도 하나로 뭉쳐진 세력이 아니다. 그러 

나 한가지 공통한 점은 종래의 保守 또는 自由(新保守)주의에 버거 면 

想的언 색채가 公公然하며 實行主義的(activism) 경향이 강하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간단히 이 세 조류를 요약하고 다음으로 급진주의 對 自由主義의 

논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0) 舊保守主義는 사싣상 그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일종의 自由主義 保守勢力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사회학자들은 껴본적으로 사회질서와 문 

화적 연속성을 간조하며 y 地域共同體나 傳統， 그리고 사회척 불평등의 

遍tf健과 긍청적 機能을 중요시한다. 進步에 대해서는 럴 樂觀的언 태 

도를 지니는데， 그 까닭은 언간현상의 期待치 못한 結果를 늘 염려하기 

때문여다， 이들은 현 단계의 社會的 知識이 不足함을 인정하고 그것의 

쫓當헬 與否와는 관계없이 사회학적 지식의 寶用에 대하여 매우 조짐스 

려운 견해를 갖고 있다。 

다음 自由主義로 일캘어지는 입장은 사실 自由主義的 進步派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오늘날 급진주의자들에 의하여 保守세력으르 간주되는 

新保守主義라 할 만하다。 여들의 경우 사희는 實用主義的 방볍으로 모은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해서 定期的으로 改單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e 이들은 舊保守나 급진주의자틀에 반하여 서로 경쟁하는 상이한 

10) Ibid. , pp. 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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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사싣과 이론들의 자유로운 市場을 강조하는 世f갑的 展뿔을 먼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사회적， 개인적인 목표나 가치관을 專門職에서 중 

시 하는 自 由로운 探究， 객 관성 , 휠理y 展좋의 福， 多樣한 觀點의 寬容

등과 같은 手段이나 規範들과 區別시킨다‘ 즉 이들 자유주의 진보파 사 

회학자들은 지식 y 가치 y 사회에 대하여 좀더 部分的이고 細分된 안목을 

지난다。 

한펀 급진주의 사회학은 드러내놓고 멸、想、理;쏟을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의 工業社會는 非人間的이묘로 정치적 수단---필요하면 폭력과 혁 

명 까지 도 不魔하는---으로 주요한 構造的 變動을 요한다고 본다。 사회 

학척 지식의 유알한 檢證은 寶行에 있오며 필요한 變動을 일오커는 데 

열마만큼 꺼여하는가에서 찾-으려 한다， 지식 3 까치 9 제도s 퍼스낼리티 

등의 역사적 상대성과 特됐性을 假定하며 醫富한 자원의 哲學을 전저]한 

다. 따라서 한층더 人間的이고平等한사회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寶行

主義와 大짧參與가 할 수 있는 구싣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601건대 이후의 이념적 지향이 새로운 순환의 단체에서 어 

멜 식으로 변증법적인 같등을 겪고 있는지블 다음 主題 아래 자세히 살 
펴 보기로 한다‘ 

2) 有關適合性햄 빨行主훌훌 爭點

앞에서 急進主義라 했지만 그것은 어다까지나 하나의 理念的 지향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살 이런 입장을 취하는 학파군은 한 둘이 아니라는 

것도지적한바있다. 대체로그속에는人間王義社會學3 批判社會學， 省

察的 社會學3 新社會學， Marx주의사회학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의 이념적 색채는 左碩하는 사란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법주로 나 

뉘어지기도 한다。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이들이 바록 다른 목적이나 동기 

에서라 하더라도 50년대즐 주픔장아온 이른바 自由主義 사회학자들을 

〈自由王義 당￡成(王流)社會學의 보루) (t밟 liberal Establishment) 라 하여 

공격에 나선 것이 1960년대을 장식하는 -‘大 진통의 序藍을 올린 셈이 

된다. 그 중에도 급진적 사회학자로 自稱하는 이들은 기성 자유주의 사 

희 학-자들을 〈행 복한 아이 들) (sunshine boys) 이 라 이 름하여 11) 냉 흑한 비 

11) D. L. Smith, “The Sunshine Boys: Toward a Sociology of Happiness," The 
Activist (Spring, 1974) , pp. 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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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가하기도 한다. 이들의 벼판은 대체 어다에로 그 춧점을 맞추는가 

를 야 제 간략하게 살펴 보자 12) 

첫째， 급진적 사회학의 벼판에서 기장 껴본책얀 것은 가정(자유주의〕 
(사회학이 내세우고 심자어는 가치었게 여기는 사회의 靜態觀아다。 사회 

가 力動的인 상호작용g 과정 y 갈등3 변동의 단위이기보다는 오히려 균 

형잡한 體系로 언식되고 있다는 사싶이다。 그러고 그와 같은 사회 속약 

人間은 外部흉흉因에 대한 反應者 또는 그것의 受領者로 본다는 것야다。 

이런 社會觀에서 결국은 현대사회학아 자본주의 社會릎 IE當化하는 야 
데올료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비펀-야다@ 

둘째~ 01 와 관련하여 71 성사회학에책는 그러한 靜態的 사회의 EL텔에 

서 랫어나는 것이면 모든 것을 〈問題視〉하려는 경향아 있다는 팩판을 
加힌-다。 다시 말해서 기성사회학자둘은 사회품제의 책엎을 사회 자체 

그 支配階層에게 묻는 대신에 오히려 그 〈펙생자〉들에게로 돌린다는 젓 

이다e 예컨대 人種問題만 해도 〈폭동진압〉연구. <反폭동〉연구 등 정분 

보조의 연구과제 같은 것에서 보듯이 안종품제는 白人間題가 아녀고 많 

人問題라고 보는 경 우가 그렇 다고 한다。 곱진주의 자들은 〈때壓된> R架

에 대한 연구는 그 돼상자들 스스로가 연구조사 목적과 接近法과 그리 

려고 그 둬에 따르는 구체적인 實鐘에 l司意하지 않는 한 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한다e 

세째로y 그들은 주휴사회학의 사회문제에 대한 技術的 칩근을 공격한 

다。 이 말은 사회문제에 내표된 갈등하는 눈리나 규법에 대해서 충분한 

感受性이 缺如한다는 것이다e 現存 社會目標는 그대로 받아들인 채 사 

회학자들은 專門家가 되어 과학적 연장을 시-회에 제공해줌으로써 그 사 

회의 價f直體系를 그대로 支持해주는 〈社會技術者> (social engineers)에 :A] 

약자 않다는 말이 다" <없는 者〉에 돼 한 연구블 통해 〈있는 者r>에 게 t펌 

f않을 판아 먹는다고 통렬히 비난한다。 제국주의， 자본주의 y 착취 갚은 

말 대신에 生達뾰， 權威1 반폭동 등의 낱믿-이 二L들에게는 합당한 것오 

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째， 이것과도 관계있는 비판이지만， 사회학적 조사연구자들은 그들 

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들에 대한 의무에 소홀하다 

고 한다·。 기성사회학의 엘리트主義가 얘기에 드려냐고 있다는 것이다。 

12) Warshay, op. cit. , pp. 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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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는 순박하고 어리석은 조사대상자와는 다른 초연한 자리에 

띤서 그들을 연구만 하면 된다는 오만이 있다。 

。1 。
~--

다섯째로， 좀더 넓은 역사적 전망에서 볼 때 일부 기성사회학자들의 

사회관이 아주 細分化되고 部分的이어서 理論的 抽象化의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非構造的， 原子化된 社會心理學的 접근 

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섯째， 비판적인 입장헤 선 사회학자들은 기성자유주의 사회학에서 

보이는 〈科學〉에의 斷身沒頭릎-배걱한다. 비록그것이 온건한 寶證主義

략 해도 자연과학의 모델을 그대료 인간과학인 사회과학헤 적용하는 것 

을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多角度의 공격에 대해서 자유주의(新保守포義) 사회학자들도 

할 말은 있다. 기싣 따지고 들면 대부분의 미국사회학자들은 사획정치사 

상척으로 극단의 급진성이나 보수성을 띄지 않고 온건한 自由포義에서 

左댐의 自 由主義로 특정 지 을 수 있는 성 향을 지 녔 다고 Warshay는 평 가 

한다. 그려면서 그는 기성사회학자들---자유주의자들---의 태부분이 

급진주의자들의 價f直들에 동의하는 것이 常例라고 본다. 역사걱으료 보 

아도3 자유주의 사회 학자들은 노동조합 組織員들이 라든가 良心에 기 초 

한 反對者들9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地域共同體의 전통적 

行態나 드-덕률에서 멋어난 랭위를 하는 適脫者들의 A權을 大企業家9

軍將星3 농부y 기 타 모든 종류의 전 몽주의 자들의 A權보다 더 支持해 온 

것도 사싣이 다e 그려 나 60년대 이 래 급진주의 운동이 全國的으로나 社

會學 내부에서 성장함에 따라 自由主義者들(그 중 左煩하는 이들까지도〉 

은급진적인 방법이나프로그랩을 지지하기가 어렵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급진주의자들이 세력확장을 위해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손을 

캅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지지가 펄요없게 됨￡로써 쫓協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도 

다음과 같은 내응으로 자신블에게 향한 화살에 반격을- 시작한 셈이다 13) 

첫째흑3 자유주의 사회학자들(반도시 기성사회학자들만은 아넘)의 급 

진주의 비관은 급진적 또는 인간주의 사회학이 제시하는 正義롭고 人關

的언 社會據이라는 것이 도대체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 그들에게 확싣 

한 것은 무엇에 對抗하고 反對하는 것이지 s 무엇을 제공하려는 일이 아 

13) Ibid. , pp. 140-84. 



짧f(: 쫓國學 : 社會學 .1. 1 

애략고L 활다- 뿐만 아녀라 어떤 감을 밟아야 二L훨 사회에 도달할 수 았 

는차릎 멀음직스협계 밝히차 못한다。 하도 오블왜 사회백 문책약 많오 

다까 고채 보자는 것옆더1: 태 엽， 파괴? 땅해 ε 교환 찰은 양흉때짧을 :A}추 

내세우가 해풍에 〈、짧‘擾〉가 오히려 쩍 惡↑生일 가능성은 없뇨냐는 것야 

둘l.)(L 급진척 사회학자플야 갤맛하면 앞세우는 有關適짤曉， 끊암없핵 

주장략는 道德家的 자새 9 ζl리고 의작적 ξL로 내젝우는 理;옳的， 愚想的

입장야라는 것이 결과척으로는 무앗을 고L치 EL치 따지고 풀·그주 늘얘자핵 

는 자서1로 돌변하며， 좋은 마음과 寬容뾰의 결혀를 가져 온다는 빼단을 

퍼붓는다-。 有關適合하다는 껏야 누구해재 9 」Fgj n싹품에? 어떤 상황엠 

ζL련지릎 따자고 들면 반묘자 ζL물야 고챔하는 그련 것만 ö 로- ζ주치는7} 

라는 질문을 자유주의 사회 학자들온 던진다。 

채째효9 체다가 급진주확자들은 핵팍갤야 忍耐降야 부족하다。 도혁쩍 

이념책 청열 하나만오로 足한 것처럼 〈당장의 행동> (instant action)을 

부료짖지만 모든 사회적엎 惡을 뿌리뽑기 위한構造的언 變動을 채속 돌 

고 나서다 보떤 벼판을 위한 비판， 決議文왜 通過3 示威 깜은 것야나 

되풀이하자 실제료 하는 일여 우엇인가를 묻는다。 자칫하면 反때健主 

義y 無知의 잔양y 直接的 경험의 神聖化 같은 구렁에 스스로 빠지꺼 함 

다는 것야다。 

네째 y 따라서 급진적 사회학은 사실상 사회학과 관련 :5t科·에 대한 심 

각한 無拍만 露出할 따름이라는 벼편을 면치 뭇한다i 야틀은 마치 正義

로운 社會를 구축하껴 위한 지식은 충분히 있어서 그대로만 따라 행동 

하면 띈다고 假定하고 있지만y 그것은 큰 誤解라고 본다。 

다섯째 3 자유주의자들어 특히 캉조하는 바판은 급진주의자풀은 자핵 

네차 스소로 세워놓고 부르짖는 價隨틀을 청범하고 있다-는 점이다p 얘1 

컨대 그들은 뿜民主的언 철차를 퓨단하자만 까젤 급진주의자들의 모임 

얘나 조캠만큼 벼민주적언 갤차를 밟는 데도 므물다고 한다。 二L뽑 아냐 

라 그플약 出股觸， 뉴스려1 려 9 신문보도 기사 같은 것에서는 번연한 흉좋 

寶깊즉曲을 자행하고 있다. 그려고 非急進的엎 학자들을 대활 때는 1:31 멸 

과 음모가 들끓오며 껴、間과 삶훌%용%으} 어름으로 자쳐네와 簡調하자 않는 

얘툴을 함부효 다루어 ζ￡물을 오히핵 非깨、聞1t하는 수도 많다고 빼냥현 

다@ 결국 급진주의 시-척략자들도 개인척얀 짧輝와 웹력의 획륙을 3ε혀 

갖혼 애를 쓰는 핵을료 깐주헌다Q ζ묶 èll 책 ζL툴도 다른 사회학차플꾀'- ol 



12 美 國 學

잔가지로 연구보조비 y 종신고용9 승진， 봉급 등을 위해 ;영쟁하며， 특허” 

이들은- 한먼 요구가 관철되면 금새 요구수준을 더 올리면서도 當局야 

그들의 요구룹 관철하기 위한 폭력이나 교란행위에 저항하기만하면 〈壓

制〉라고 소려천다는 것이다‘ 

끌오로? 자유주의 학자들야 급진주의자들에게 퍼붓는 비판은 이들이 

도대체 짧的안 학품分科， 아나 삼지어 과학 그 지-체를 송두리째 포기해 

벼리고 그들 이전의 보수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不合理한 哲學을 포용 

하가애 이프로렸다는 점이다. 객관성은 아예 일축혜버리고3 체계적 방법 

론은 不信하거나 방해하며 모든 지석은 마치 현살에 대한 한갖 展훌이 

나 再構成에 不過한 것으로 간주하며 y 과학의 특징인 느리고 자제있는 

과청을 가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사짚의 증거에 입각하지도 

않은 주장과 비난을 일삼고 자겨네가 내세우는 진리만이 모든 사람의 

경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모든 제도와 계급구 

조와 쟁지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동기며 가치관 등은 한갖 자본 

주의자나 사회학자들의 低級한 信念에서 나온 것이고? 자가네가 비판하

는 대상안물이나 제도의 犯罪는 그늘의 地f立용 言語， 習慣y 몸짓 y 머리 

스타일 3 옷입는 것 등에서 그대로 實證되는 自明한 것오로 안청하여 멋 

대효 絡印 찍으면서도 자기네의 주장은 과학적인 검토가 不必흉륙한 것처 

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켈국 이와 칼은 對úl품는 역사적오로 초기의 棄權論者들괴- 介入論월들의 

對얹여 다시 살아난 모습이 며 , 그것 이 오늪에 와서 는 훤riedrichs가 區分

하는 이 른바 司察的(priestly) 對 據言者的(prophetic) 사회 학의 대 결 14) 

또는 묘orowitz가 특정 지 우는 專門主義(professionalism) 對 職業主義

(occu pa tionalism)의 대 곁로15) 역사의 수레 바퀴 가 다시 구르게 된 셈 이 다。 

특히 60년대 이 후의 社會學의 現寶的 有關適合性의 강조7} 70년대 後

半에 와서 人間主義 社會學의 指훨者格인 Alfred McClung Lee의 會長演

說 (1976) 에 서 〈누구릎 위 한 社會學 ? > (Sociology for Whom) 이 라는 主題

를 내세우고， 이릎 그 해의 年次大會 主題루 채택한 데서 그 칠정을 이 

14) R. W. Friedrichs, ι4. Sociology of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 1970). 
15) 1. 1. Horowitz, ed. , The New Sociology: Essays in Social Science and Sociat' 

Theory iπ Honor of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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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다。 16) 

그려나 앞오로 이 倫理9 政治의 문제가 과연 애떻제 展開될 것인지는 

여러가지 與件과 慶因의 고려를 요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역사척 배경 

에서 작용하였던 순환원리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可能뾰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어뇨 한 쪽여 일단 총려하고 

다른 쪽의 입장을 統合함으료써 解짧을 찾는 길일 것이다e 둘째는 역사 

적 경험에 미루어 兩方間의 변종볍척 칼등해소가 일어날 공산도 묘다e 

::2 어느 한쪽의 -方的엎 뚫~磁아라기 보다는 兩렸이 모두 셔로의 관점 

을 새 로운 次元으로 止揚 縮출함ξζ효써 새 時代의 새 爭點야 푸각되 는 

길을 터놓게 펼 것이다。 

어쨌든 사회학의 理;옳的3 思想的3 倫理的y 政핍的 탱:點은 。}파 같은 

對立3 갈등3 변증볍적 총합이 !E. 새로운 대립 y 칼퉁3 종함을 불러 일오 

켜면서 용수철바냥 순환하벼 進E뭘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一般化는 가 

능할 것이다g 

H!。 環體 훌훌훌짧敵쏠홉웰훌g 瓚$靈홉뽑뽑쩔 擊뿔옳 

方法論의 쟁점이라면 적어도 두가지 次J"[;에셔 고찰되어야 한다。 하나

는 사회학의 科學性 자처}를 풀려싸고 그 哲學的 근거에 대하여 메타社 

會學(meta-sociology)的인 견해차이로 나다다고y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해 

다사회학적 방법론에 엽각하여 싣저] 사회학 연구의 技法(technique)을 

다루는 方法틀(methods)의 품제로 칩약된다。 

前者의 경우에는 다시 사희학픽 과략성이 지다는 쟁점들 가운데서도 

특히 價f直中11- 내지 價f直判斷이려는 비교적 倫理的인 문제와 사회학의 

自然科學主義 對 A文主뚫의 돼치되는 입장들야 불러 일으키는 품제가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검토한 바 었는 사회학의 윤려척 。정치척 쟁점 

과도 일맥 상통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後者-의 쟁점은 方法과 技法의 單

-‘쩔과 多樣뾰을 물벼싼 논쟁에서 출발하여 數量的 接近과 質的 陽究왜 

갖가지 技法의 開靈 廳用이라는 모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7) 

16) A. McC. Lee, 6'Sociology for Whom?" ι'lmerican Sociologicαl Reηze없I (De
cember, 1976) 。

17) 抽著， <人間主義社혈學)，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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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겉야 ;율홉論的엄 動隔은 한펠에서는 변층법척 각등과 그 해소라는 

순환의 유-형을 맥면서 3 또 다른 측면헤서는 累積的 進 ft의 무습을 나타 

내거도 한다. 바구어 말해서 9 메타사회학적인 方품論爭윤 중섣요로 한 

변동은 갈등하는 입장들의 순환적 대두료 이어지는 반띤， 그러한 입장들 

에 입각하쉽 구체적인 方똘과 技法을 개발시킨다는 면에 있어서는 自體

內에서의 가슬야 購巧化y 高慶ft 등으로 누적적이고 잔화하는 현상을볼 
수 있다는 젖이다。 

1) 때타輝響훌뿔홉혈 爭點Egi f§환 

생각의 연결을 위해 메다사회학적 갱접 가운데 우선 價f直문제플 간략 

히 짚고 넘아가가로 한다. M. Weber 이래 이 문제는 사회학 방법론의 

주요한 요소로 되풀이 논의되어온 바 있음은 찰 알고 있다。 야것에 美

爾社會學헤서는 위에서 지적한 현싣유관성의 차원으로 이념적안 색채 

블 더 크게 띄게 되었고 방법론의 메다사회학에서는 비교적 寶用主義的

언 미국혁-푼의 성헝: 때문에 그리 심각한 爭點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이 끊을 것 같다， 

곧 다시 듬及하겠지만 미국사회학의 實證主義y 自然科學主義엌 巨頭

라고 할 수 있는 George Lundberg만 해 도 社會調뿔에 었 어 서 價f直判斷

은 不可避하다-는 것을 안정하였다 18) 다만 그에 의하면 가치판단이 사 

회조사연구(즉 싣증적 사희학)에서 작용하는 단계가 분명하다@ 첫째로 

그것은 〈問題〉의 選定 단계인데 9 이 때는 연구자(사회학자)가개인의 選

好 또는 그가 쩌覺하는 社會的 가치지향의 지시에 따라 어떤 主題의 연 

구가 풍오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료서 가치가 작용한다는 것야다. 다음 

은 수럽펀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그 연구결과가 어떤 싣채문제 또는 처 

음 주제선택에서 지녔던 가치와 어떤 연관성야 있는지가 문제된다는 풋 

에서 가치괜먼-의 개입야 허용된다고 한다. 그뿐 이니라 엠간의 가치관〉 

가치태도 자체는 사회학적 조사연구의 돼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블 차지 

한다는 첩 또한 안청한다e 그래서 그의 동료야자 n1 국사회학의 自然科

學主義 주창자의 하나안 Stuart Dodd는 그의 싣증적 y 수량적 y 잡式主義 

的 연구사엽의 핵성을 꺼、‘間價f直의 연구헥다 두었다는 흥미있는 사싣도 

18) G. A. Lundberg, Foμndαtions o.f Sociology (New York: MacMilIan , 1939, 
1964); Sociιzl Reseαrch (New γork: Longmans Green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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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껴서 추목할 것은 위에서 지캠한 연구단겨f 야외의 ;영우· 조사설계， 

표칩 y 자료수집 9 분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는 가치판단이나 야떤 先

入觀， {扁兒이 개 입 해 서 는 안된 다는 것 야 Lundberg와 그에 똥초차는 짧 

년대까지의 主流 社會r學者들외 일반적웬 견해였다。 

그러다가 60년대에 새로운論爭야 시작되면서 다시 이 품제가정려되는 

단계 료 캡 어 드는데 9 야 때 의 대 표적 엎 方、옳論者플야 Gunnar Myrdal(엄 

격한 의미에서 미국사회학자는 아니고 경제학자이지만 미국사회학에 큰 

영 향을 주었다)， Abraham 꿇aplan ，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스칸다나131 아학 

A} J oachim Israel 등 이 다。 19) 

이 블은 근본적 으료 ￦eber가 주창한 事寶괴- 價f直의 區왔을 바탕으료 

하여 그것의 땅볍론적언 의의를 밝허는 데 주력하였다。 요멸돼 사회쪼사 

나 연구에서 가치의 개엽이 볼가피한 것은 언정하고그것을 감추려 략가 

보다는 오히려 연구자의 價f直前提들을 明白히 드러댐(告白)으로써 그 

것이 偏見으르 탈바꿈하는 것을 막고 야론정럽 9 조사설계 9 분석해석 몇 

/설천윤 위한 지침으로 승화선킬 수 있다는 것이다。 01 때 해석악 多樣한 

션택가능성을 인정하며 연구자의 펀견과 動機를 구별할 것과 價f直와 規

範등의 개념상악 차야를 뚜렷이활 것을 강조한다. 

물론 人問主義 社會學者들을 벼롯하여 금진척언 학자블은 置f直 對 事

實의 염격한 구분을 개념적언 수준에셔부태 달캅체 여치지 않는다。 특 

히 사희 학의 연구대 상으르 價f直와 意陳內容을 중요시 함으로써 理愈的

언 면만 아니라 方法論억 입장에서도 介入y 옳짧身 짧入， 連坐 등을 강조 

한다. 01 들은 科學的 相對主義者들야 모든 사회 악 가치 가 ζL 혜 그 사회 

의 大多數의 成員들이 값진 것으로 여기는 것야 푸엇인가를 科學的으로 

擁求하얘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제지활 수 있다는 주장에 픈븐책 

으료 맞선다。 이들도 가치의 탐구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며 바람직스렵다 

는 것은 언정하나 그렇다고 時空으로 相對的언 것야 진청한 가치자 아 

니 라 時空을 초웰하는 人類 共週의 가치 야말로 사회 과학이 추품하어 야 하 

19) G. Myrdal , Objectivity iη Sociαl Research (New York: Pantheon, 1969); 
A. Kaplan, The Conduet of lnqz싫ry: Methodology for Behα잉ioral Science 
(San Francisco: Chandler, 1964); Joachim Israel, "1s a Non-Normative 
Sodal Science 명。ssible?’? 않ζta Sociologica , 15 (1972) , pp. 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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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入間至高의 윤리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科擊’

者로서의 社會學者가 그의 연구과정에서 펀견이나 개인의 션입견3 利

害關心 등이 무차별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대 

로 方法上의 객관성올 중시할 것은 인정한다는 사싣에 주목하거 바한 
다。 20) 

다음오르 이와는 약간 차원을 달리하는 메다사회학적 對決은 이른바 

自然科學主義로 표상되는 新實證主義(neo-positivism)의 一群과 그에 대 

처하는 入文主義的 사회학자들의 群集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매 前者의 경우는 벼교적 單一한 方、옮論的 근거에 서 있는 데 버하여 後

者는 그 色彩가 다양한 것이 특정이다。 이를 後에 다시 言及할 單一方

送論 對 重多方발論으료 나둘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그 메타사회학 

척얀 정격을 밝혀 본다。 

사회학의 자연과학주의는 그 연원을 Bacon의 경험주의에서 찾을 수 

있고J Galileo와 Newton의 자연주의 3 묘ume의 초기실증주의， Mach와 

Pearson의 경 험 주의 -섣증주의 , Poincar강의 “因靈主義" (conγentionalism) ， 

그리고 20세기의 分析哲學， 論理的 寶證主義 및 操1’~主義 (operationalism) 

로 면면허 이어진다。 사회학에서는 εomte의 실증주의에서 Lundberg 

픔 거쳐오는 신실증주의가 그것이고， 戰後의 Stouffer, Lazarsfeld, Gutt

man 등에 이어진다. 

미 국사회 학에 서 이 문제 가 부각되 기 시 작한 것은 19301콰대 말 Lundberg 

와 Robert MacI ver의 논쟁에서 벼훗한다. 이 논쟁은 워낙 닐리 알려진 

것이며 MacIver의 다음 글은 자주 인용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되풀이함 

으로써 현대 미국사회학의 방볍론적 성격을 풀이하기료 한다 MacIver 

는 이렇게 말렀다 21) 

困果뾰의 관점에서 불 해 바람에 날리는(flying) 종이와 뒤쫓는 군중을 피해 

도망하는(flying) 사람과의 사이에 본칠적인 차이가 있다‘ 종이쪽지는 공포를 

모르며 바람은 증오를 모른다， 그러나 공포와 증오없이 사람은 도망치지도 않 

고 군중이 뒤쫓지도 않을 것이다。 

20) 쐐著， <人間主義社會學)， 3章 및 抽著， <現代의 社會學)， 2章.
D. W. Calhoun, SociaZ Science in αn Age of Chaηge (New York: Harper 
and Ro￦， 1971). 

21) R. M. MacIver , Society (New York: Holt , Rinehart and Winston , 1937) , pp ‘ 

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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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대 해 Lundberg는 다음과 같이 대 탑했 다 22)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상황을 〈공포〉 또는 〈증오〉라는 낱말틀을 

개엽서키지 않는 準據틀에 의거하여 분석할 가능성이 었다는 캠이다. 오허려 

누구나 자격을 갖춘 관찰자라면 주어진 상황에셔 그러한 행동을 다른 사람의 

영향음 뱉치 않은채 별도로분석하고예측할 수 있는 성격의， 操作的으로規定 

펀 개념에 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설 모든 과학의 簡便뾰의 원 

리에 의하면 표든 나르는(flying) 대상불들의 행동의 설명을 同-한 준거틀 속 

으로 끌어플일 것이 요청환다。 

이 비슷한 논쟁은 현대에 와셔도 유명한 과학철학자 Ernest Nagel과 

현상학적 사회학의 거두 Alfred Schutz 사이에도 再起된 것을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Nagel야 관참가능한 객체적 사실에 의하여 통계척 

연 연관성의 섣정으로 사회행동의 因果관계를 도출하고 과학적 절명을 

활 수 있다고 한데 빈-하여， Schutz는 人問의 主顆的언 경험어1 대한 相互

주관적 경햄에 입각하여 理;念型의 플로써 인간행동(사회현실)을 야해하 

고 젤명함으르써 보다 의벼갚은 사회학적 이론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23) 

여 71 서 50년돼에 전성기블 이룩한 신싣증주의 방법론의 志向과 그에 

대한 언문주의적 비판을 요약함으르써 이 논의를 일단 끝맺음하겠다。 

우선 전자의 엽장을 칸추려 보자。 24) 

첫째 s 사회학도 자연과학의 이론과 망볍들을 수용한다。 둡째 3 따라저 

조작적 定義나 數量化플 모든 사회학적 연구에 적용활 수 었는 젤차프로 

서 발아들언디-。 셰째 y 모든 과학적 연구의 기준은 據測可能性(predict

ability) 업을 인 정하고 모든 技法은 여 거준에 의해서 그 효율성을 판가 

름한다. 네째 9 어떤 과학적 질문이든 相互主歸的언 뜻에서 感覺(船覺)

에 의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정될 것이다。 다섯째 3 현상을 철명할 째 

는 機能的， 目的論的 설명 대산에 先行條件과 l司時的 조건들에 입각하 

22) Lundberg, Foμndations of Sociology , p. 13。

23) Ernest Nagel , “Problems of εoncept and Theory Formation in the SociaI 
Sciences"; A. Schutz, "Concept and Theory Formation in the Social Sci
ences," in K. Thompson and 1. τunstall ， eds. , Sociological P er spectives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 1971), pp. 482-87, pp. 488-500。

24) G. Lundberg, "끼rhe Natural Science Trend in Sociology," Americaη Journal 
of Sociology , 61 (Noγember ， 1955) , pp. 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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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효율적 임과성에 의해서 할 것이다e 

득히 최근에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數理社혈學的 形式社會學(mathe

matical, formalistic sociology)은 이 러 한 자연 과학주의 룹 거 의 극단적 으료 

신봉하는 엽장으르서 行動科學의 여러 分科들---경제학， 경영조직론p 

싣험샘리학 등---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학의 理論과 方합윤 끌어올리 

려 한다. 약들의 기본강령을 열거히-면 다음과 같다 25) 

첫찌11 , 因果팬 문제를 포함해서 〈관찬가능한〉 資料블 중시한다-。 둡째， 

〈관찰 불가능한〉 개념들을 경험혜다 演繹的으로 연결시키켜 위하여 公

式과 갚은 고안불을 이용히-껴펀→ 좋이힌-다p 너}째， <경험적 o 효. 판찰자능 

한 全體〉를 좀더 디-루기 쉬운- 부분둡루 쪼개이 주는 갖가지 〈標;成體둡〉 

(constructs)르 취급헬- 용의가 있다。 세째， 과학은 현짚을 직섞 다-루는 

것이 아나고， 또 한 수도 없i묘로? 유일한 代案이란 다}부분의 개념적 

인 현상즐을 〈구성체〉로서， 名目的인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다릎 수 밖 

에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다섯째， 이들의 작업은 대개 상돼적으료 單

純하고 한계가 있으며， 拍的인 保守f生을 띤다e 

이려한 성격규명에서도 은근히 밝혀진 대료 이란 公式主義 數理社會

學을 131 판하는 이들은 대체르 人文主義的인 정향을 떠는 觀;옮:論的9 現l

象學的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과학의 걷차를 염멸하게 따르려 함으로 

써 사회학야 不毛해지는 것을경겨1 하여 좀느슨한듯하더라도융통성 있 

는 방볍들을 쓰라고 한다. 예컨대， 참여관찰이나 현상학적 接近 갚은 것 

야다。 그 根幹에는 사회생활과 기다 현상과의 사이어] 質的인 차이를 인 

정하려는 머1 다사회학이 7갈려 있다. 연간랭동의 원천을 사밤들의 내띤적 

얀 가치 1 의미， 동기 같은데서 찾으려면 인간이 지난 유일한 秘藥언 상 

호주관적언 理解블 중시하고p 質的인 연구볍을 통하여 충싶한 寂述을 

함으료써 기계론적인 설명 대신에 0] 해에 엽각한 설명을 추구한다 26) 

야들은 현상학적인 뜻의 급진적언(근본적인) 方法論을 주장하고 대상 

에 접근하는 자세는 완전히 〈먼 마음)~로모든 펀견이나 선입관을 버리 

고 괜칠-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상의 본짚을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이갯이 가능한 근거는 바로 인간경험세계의 社會{生에 있고 지식의 사회 

25) ￦arshay， op. cit .• p. 91. 

26) R. Bogdan and S. J. Taylor, eds. , lntroductioη to 양μ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 York: Wiley.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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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었다고 한다。 共存하는 경험세계의 상식척 치식에 엽각하혀 그껏 

을 理;옳型的언 수준으효 채구성하는 절차가 바르 과학적 -^ì 식의 創많鍵 

理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公式主義3 自然科學主義가 E캠랴는 

人間의 抽象1t를 배제하고 연구주제의 한계블탈펴활 수있다고한다 27) 

짧) 활決 은롭옐 題遭뼈혔 門發

위에서 지적한 메타사회학척언 대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科學악 總

-→控 즉 單-方法論을 주장하는 입 장과 方法의 多技性을 간조하는 견해 

로 구분된다。 한 마다효 말해서 야틀은 社會科擊도 料‘學연 만큼 뭘然科 

學과 ;헌速論的언 근거(철학척 기초)는 강다는 영장과. ::L들 샤이쐐 깃칩質 

的언 相異控을 주장하는 관정이다s 이륜 ￦arshay는 다음과 갚은 爭點

으로 특정지운다。 28) 

첫째， 科學의 統一性을 내세우는 자연과학주의는 대상의 다양생야한? 

科學的 方法 그 자체을 위해서는 본질척인 문제가 아니고 形而上學的옆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名目主義 내지 虛構主義(nominalism or 

fÌctionalism) 라고 할 수 있 다;。 이 에 반해 서 자연 과학과 사회 문화과학은 

그 主題부터 질 적 오로 다르묘료 그 方法도 多樣하고 重多的이 라고 하는 

엽 장은 實在論(realism) 이 라 할 수 있 다。 

둘째의 爭點은 方法(method)과 技法(technique)의 관계료 모인다e 자 

연과학주의적 單一方法論에서는 方法은 單-하지만3 技‘、냥의 多F樣뾰은 變

容할 수 있다 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事例船究法이든 電子計算 模擬왔 

析(computer simulation) 이 든 아랑곳활 바 아녀 라 그 메 타과학이 풀재 

가 된 다고 한다@ 한펀 重多方速論者틀은 이 와 같은 各樣各色의 技法들야 

곧 다양하고 상야한 方法이 된다고 본다。 

셰째로3 가장 난해한 쟁점이 되는데 y 그것은 어떤 것이 理想的인 과 

학적 방법 이 라고 받아들이 는 이 면확 〈論理外的인> (extra-logical) 근거 악 

문제이다。 인지적 지식오로 자는 걷이 과학적 방법 하나 밖에 없다고 

믿는 이들이건 인간주의적 3 싣존주의적 y 현상학적 사회학이나 이해사회 

학의 신봉자들이건? 그들이 내세우는 理想、에 대한 충성짐은 극단적야고 

27) G. Psathas, ed. , Phenomenological Sociology (New York: Wiley-Intersciencεg 
1973). 

28) Warshay, op. cit. , pp.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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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도 양보가 없다는 점이 둡척]이다. 이는 論理 이전의 감정의 문제 

이다. 

네째， 公式￡義的 對 贊用主義的 기둔의 쟁점이 있다. 이 경우에도 

사싣은 單一方法論者들이건 重多方法論者들이나 간에 그들이 내세우는 

理銀、을 엽걱히 형식 그대로 따료는가 하먼 만드시 그렇지가 않다. 실제 

루는 상당히 짚응-주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지 고 들-먼 形式化3 理;슐:型化는 그 어 떤 方法論的 입 장을 취 하는 경 

우에도 과학적 직엄에서는 풀가피한데 이것이 극단으로 갚때 품제가된 

다. 이 운체는 후헤 다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s 방법론이나 이 

콘이나 그것이 단녁한 갖잎 양 信泰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보면 곧 그 스 
스혹의 캉，::투性을 풋하게 마련인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부각시커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相對的인 방법론의 입 

장을 전제렀을 띠} 이들 자체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方法과 技法이 계 

속 누적적오후 댐짧， f품錫 ít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單-방법돈을 주장하는 자연과학주의헤서는 초기의 어 

섣표고 조잡한- 현지조사법 에서 계속 표본조사법 (sample survey)의 設計，

관찰떤장(ìnstrument) 인 촉사표나 질문서의 내용과 형식의 개발 R度 

構成法.， 指標{'p成， 자료의 統計的 處理를 위 한 각종의 多變數 分析法，

時系列分析품， 전자계산기 이응 등 그 技法의 정교화가 끊임없이 이루 

어 Ã] 고 있다. 

그런 한편 3 數理社會學 분야가 접자 확대되어 특히 60년돼 c↑} 와서는 

理論權成(theory construction) , 변수의 公式化y 싣험논리， 컴퓨터 기술과 

릅‘語， 相互作댐，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전자계산 모의픔석 등이 

강조되 고 있 다e 여 기 헤 서 흔히 시-용되 는 技法￡록 群理論(set theory) , 因

果 및 經路分析'(causal and path analysis) , 잠재 구죠분석 (latent structure 

analysis) , 게 임 이 흔(game theory) , 그략도이 흔(graph theory) , 行列과 

벡 터 (vectors) , 決定댁數(decision function) , 마고푸연쇄 (Markov chains) 

및 꽉률모형 (stochastic models) 등이 자취 달 나타내 고 그 應用 범 위 가 

넓어지고 있다。 29) 

이와 관련하여 사회꽉 싣힘강- 교재와 풍계 및 방법론 교채가 사회학 

자둡을 원하여 특별히 스느여지거1 되고， 준요 태학원에서 수리사회학과 

29) Warshay, op. cít. ,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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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式1-1:;가 크게 강조되기에 。]르렀다. 정부의 사회과학 연구보조 가운례 

서도 특별히 이러한 방법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위에서 열거한 공식적 수리사회학의 껴법을 개발 정착시키는 일 

에다 연구버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는 반면? 관념주의， 현상학의 전통을 되살린 이른바 質的 昭究速

의 교재 들도 1960년대 말에 서 "81 릇하여 나타나기 시 작하더 니 70년대 에 

는 경쟁이냐 하듯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방법이나 기볍의 응용 

분야도확대되는가운데 3 이들이 개발시키고자하는기법들은참여관찰볍 

의 정교화3 각종 記錄文書왜 분석볍， 비구조적 심층면첩볍， <탐정〉으로 

서 의 사회 학자가 연구하는 방법 3 대 상을 교란시 키 지 않고 (unobtrusive) 

관찰하는 방법의 개발(여지에도 물리적 흔적의 분적 y 공식기록 문서의 

분석 9 단순한 관찰등의 다양한 거법이 있음)， 의식적인 교란을- 통해 사 

회질서의 본질을 파악코자 하는 民族方法論(ethnomethodology)의 접근， 

文學社會學的인 사회분석 3 言語構造分析에 의한 사회구조의 이해 9 人類

學的언 事例昭究法y 지식사회학적인 분석， 고전사회학의 새로운 평가? 

또는 이 른바 〈우스광스런 것들의 사회 학> (sociology of the absurd) , 일 

상경험세계의 교란3 가짜투입볍 9 칩단면접 3 역사기록에 의한 몽타쥬 

{montage)法9 공식거록의 이면 파헤치거 등 廳見품같은 방볍 y 기법 내지 

접근법들을 개발시키려 하고 있다 3이 

701건대에 와서 이와 같은 새로운- 안목의 사회학에 대한 門戶가 개방 

펀 보거는 교과서의 출판g 사회학자들의 분포 등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 구채적언 보기로 미국사회학 연차대회의 분야별 토론분과에서 이들 

새료운 접근(즉 인간주의 y 현상학적 사회학 빛 만족방법폰)을위한분과 

가 많70년의 1개 , 71년의 g개 ， 72년과 73년의 각각 4개 료 도합 14개 분과 

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료 보면 같은 시끼에 측정 y 수리사회학g 

모델 y 이론구성 등의 분과가 모두 30개료서 연도별로는 각끼 5， 3 ， 17，및 

5개의 분포블 브임으로써 그 바중을 알 수 있게 해준다。 31) 그뿐 아다 

30) Bogdan and Taylor, op. cit.; W. J. 원ilstead ， ed .• Qualitative Methodology: 
F값sthand Inψolψemeηt with the Social World (Chicago: Markham, 1970); 
N. K. Denzin,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l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Chicago, Aldine, 1970). 

:.31) ￦arshay， op. cit. , p. 93. 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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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 국 사회 학회 자 the Americαn Sociologicα1 Re1. ’ lezν는 1976 1건 경 λ뼈 

j료부-임한펀칩자가여러 사회학-자들의불평을소채한일이 있다‘ 그불 

평은 사회학회지가 지나치게 수리적이고 지엽적인 논문들만 싣어주고 

이론적이고 질적인 논문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도 대부분익 논문은 장式과 복장한 수표들이 포함된 것들이다. 따라서 

잘척 연구를 위한， 또는 인간주의 t 급진주의 사회학자들 스스로의 독협 

깎지 출판이 진행되고 있가도 하다。 

이와 같은 추세와미국문화의 실용주의척 경향과 高度工業社會의 정향 

으료 보이- 앞으로도 계속 싣층주햄척 數理社會學억 까볍의 개발야 환영 

을 밤을 공산은 그대로 큰 채 남아 있고， 질적 연구법들의 개말이 그만 

큼 어렵다는 점에 바추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언지는- 의문아 

다。 며구나 흥미있는 일은， 이론이나 방볍상에서 벼교적 〈재료운〉 전 

망에서 출말한 연구가들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수 

량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지를 추구하는 자체모순에 빠지는 보꺼를 흔 

허 보게 된다는 미국사회학 특유의 현상이라 하겠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방법론의 변동은 한마다로 다시 간추리면 對

立 속의 누적， 갈등 속의 진화라 하겠고y 여 71 서 변증법적인 지양을 찾 

기는 理念的인 면보다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른바 第3의 文化論을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사회학이야말로~ 19세기 이래 分業化된 자연과학대 

사회인문과학의 간격을 좁혀 주고 그 두 개 文化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의 구실을 사회학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도 한다. 그러나 현싣적으록 

미국사회학이 얼마만큼 이 구살을 성공적으료 수행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상당한 회의를 품게 해주는 정조가 얼마든지 있다@ 

훌뭘T. 現뽑 훌훌흩뿔麻흩톨훨멸 理홈뿔웰 爭戰

사회학이론의 짧展史에는 누적적 전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좀더 뚜렷하고특칭적언 경향을 부각시킨다면 그것 

은 하나의 斷純的 代置의 연속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특수성을 더 

찰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론이란 야념적인 요소 및 방볍론적얀 

근거와 전혀 無關하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론의 변동추세를 분석효F 

는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려고 야론은 內容을 풍부히 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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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묘로 그것을 간추려 벼교하는 일야 쉬운 것도 아나다。 따라서 여까애 

서늄 이론전개와 모숨에서 두드러진 유헝을 ;섭충적으료 분석하71 로 한 
다 32) 

먼저 이론의 성격을 이해략는 례 뿜각된 爭點플을 잘펴 보변， 야폰야 

다루는 대상주제의 範圍가 얼마만큼 큰가에 따략 微視的 (microsco함c) 

대 巨視的(macroscopic) 점근의 품제가 있다。 야와 관련될 것오로 야흔 

이 事實과 어떤 연관성융 갖는가 하는 쟁점으로 經驗主靈的 자향과 R갖 

而上學的 극단으로 그 소펙트럼이 크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이론야 

풍기는 이념적 先入騙 또는 色彩댐 따라 保守的엎 담 E낌主義 또는 進步

的안 急進性의 사이에 다양한 志I닮블로 나누그L 따A9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이론이라면 그 내용야 중심야 될 터언랙 9 여가서 제쩍팩 

는 쟁점은 아무래도 社會縣序의 문제 흑은 社會組織과 變動의 원됨에 돼 

한 展똘이 그 춧점이 된다。 33) 이 속에는 微視-巨視9 理論-事實9 理;뚫 

的 지향 등의 모든 요소가 내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쟁점을 하나 

씩 간단히나마 검토하고 主爭點을 생각함으로써 이론의 전개가 어떻게 

단절을 경험하는지블 살펴 봐기로 한다e 

워낙 역사적으로 사희학이론이라면 우선 巨視的이고 법위가 넓온 대 

상-즉 세계사회 3 언류의 발전사나 그 법칙성 같은 것을 다루어 왔고 현 

대 미국사회학의 이론도 마치 이와 같은 거시적이고 일반성의 정도자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사회 

학에서 이론적으로 좀더 의미있고 과학적인 효율성의 기준으로 보아 상 

대적으로 성공한 보기는 小規模 또는 微視的 이론이라고 할 만하다는 견 

해가 있다. 

아들의 구체적인 보가릎 나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p 分野에 따랴 두 

드러진 것 몇 가지만 소재하면g 適脫理論의 差:3U交際論(di표erential asso-

ciation), 差別機會論(di:fferential opportunity) 또는 格印論(labelling). 社

會心理學에서 구실이론p 줍거집단론y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두 단 

계流通論(two-step :flow) , 군집 행동의 附加價植論(value-added) , 결혼과 

32) N. J. Smelser, Sociologicαl Theor엇: ιt! Conte었zporαry View (New York: Gen
ral Learning Press, 1971). 

33) J. ’Turner, The Structure 0/ Sociological Theory (Homewood, Ill.: DOI용ey，.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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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寶源論(resource theory) , A口學의 介入機會論(intervening op

portuni ty) , 변천이 론(transi tion) , 都市生態學의 同心圓論， 용캉型이 론， 多

核이 론， 사회 계 층의 地位結옮論(sta tus crystalliza tion)과 地位不一致論，

그밖에 4、集團연구에서의 相互作用論 등을 들 수 있다 34)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무엇보다도 小

펠論이 지배적이고 비교척 성공-하게 되는 것은 美國 시-희학자틀이 문제 

￡착에서 작은 것부터 다루고 좀더 싶질적이며 社曾學 分科에서 현싶적 

:로 유관@적합하다고 보는 좁은 범위의 것을 選好하기 때둔이다. 그뿐 

아니 라 작은 규모로 미시적 접근을 해 야만 管理可能하고 實質的일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곧 方뽑論的인 것 

과도 연결되는데 y 미국 사회학에서는 경험적인 자료후 입증하기 쉬운 

주제로써 미시적 이론을 정립하는 데 더 만족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巨視的 이흔은 우선 며국사람들의 구미에 별록 맞지 앓고，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주요 E大이론은 유럽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야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만적으로 알려지기는 이른바 巨大理論들이라는 것언데， 이 

微j댐-딘視의 둔제가 제기될 때 한가지 쟁접오로 그런 이론들이 어느 정 

도 事實의 증거에 부합하여 그 과학적 쭉當性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의 춧점야 옮겨지기도 한다。 이 문제릎 가지고 1950년패를 맞이한 

미 국사회 학계 는 Robert K. Merton이 제 장한 이 른바 〈中間範圍理論〉

(theories of the middle range) 의 개 념 에 부딪 치 게 되 었 다 35) 여 기 서 Mer

ton은 즙大理論들은 거 강한 개 념 도식 들(master conceptual schemes)로서 

는 가치 가 있을지 모르나 그 事實的 근거 라든가 調훌陽究에 實證可能性
괴-의 연계가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학의 이론정럽에 있어 

서 아직도 미치지 못할바를추구하는헛된 노력이라고 했다. 그런 한펀 

다른 극단에는 갚저]조사에서 다·루기 펀려하다고 내세우는 대수롭지 않 

은 作業假設들(minor working hypotheses) 이 있는데 이들은 사소한 

(trivial) 문제 들을 잡다하게 정 리 한 것들에 지 나지 않는다. 이 런 것들은 

바록 조사연구에 의한 실증가능성이라는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아무리 

34) Warshay, op. cit. , pp. 4-5. 
35) R. K. Merton ,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e, 111.: Free Press,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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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봐야 의미있는 체계적 이론정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채로 칩 

성되기만 한다는 것을 Merton은 지책했다。 따라서 그는 논리적으로는 
상호연관된 擺念들의 모임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창한 것은 아냐 

~고 비교적 그 법위가 한정되고 신중한 중간뱀위이론을 제창한 것이다， 

아야말로 이론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오로서 檢證可能한 것이 

라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A로 이러한 Merton의 주장은 현대 미국사회 

학의 小規模， 微視理論을 正當化해주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g 

다음오로 이론의 이념적 성향은 위에서 지적한 思想、論爭의 이면에서 

만 그 성격을 밝힐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론가들의 이폰체계가 담는 

내용 그 자체는 처음부터 保守-進步3 自由主義-急進主義 등의 이념적 

색채를 의식한 경우보다도 이론체계의 정럽에 二L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 

이다. 이 푼제-룹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미국사회학의 이콘적인 쟁점 

그 자처l 릎 두고 상이한 學派블 형성하는 모습을 다루면 족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50년대까지 戰後 미국사회학의 主宗을 이룬 學派는 

構造機能主義(structural-functionalism) 01 고 그 宗主橋인 학자는 τalcott 

밑arsons이다。 본래 기능주의의 연원은 생물학y 인류학 등에서 찾아 보 

지만?주로 Parsons를 중심오료 보아도 그 강조점이 시기에 따라 약간씩 

바뀌 는 것을 블 수 있 다. 1930년대 의 主意主義的(voluntarism) 行寫理論

에서 비롯한 그의 아론은 40년대에 구조끼능주의로 옮아오고 50년대부 

터 이것이 종합되면서 體系理論으로 발전돼었다가 60년대에 오면서는 

싸이 벼 너] 틱 스(cybernetics)의 플로서 체 계 이 론이 정 리 되 는 한펀 新進{t

論的언 變動콰 社會發展이론으로까지 그손길이 미친다@ 그러는 가운데 

Parsons를- 中心으로 하는 기능주의는 미국사회학 뿐 아니라 현대사회학 

의 唯-‘한 일반이폰3 또는 지배적인 이론의 자리에까지 군럼하지에 이 
르렀다 36) 

그러먼 것이 601건대블 맞이하면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갑작스 

페 일 71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비판에서부터 우리는 기능주의 이론의 

36) T. 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McGraw-묘il1， 
1937); The Social System (Glencoe, m.: 맘ree Press, 1951);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ηZ횡arαtive Perspecti'ves (Englewood Cli표s， N. J. : Prentice
묘all， 1966); Sociological Theory αnd Modern Society (New York: 원ree 

Press, 1967); 7’he SysteηZ θ，f Mo냉'ern Societ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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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단면을 밝혀볼 수 있기에 여기 Warshay의 요약을 소개해본다 37)'， 

첫째， 기능주의는 모든 사회적 형식(유형) 또는 문화적 항목둘이 〈機

能的〉이 라는 假定을 한다는 문제 가 지 적 된 다. 이 쟁 접 은 Malinowski 011 

서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료 후의 Levy나 Merton이 이에 대한 대탑을 제 

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놓째， 그것은 保守的이 라는 것인데 이는 Parsons나 Merton이 否認한 

바 있다g 

세째 3 그것은 모호하고 目的論的φ] 며 同意反復의 성격이 짙고 非科學

的이라는 바판야 方法論者플 쪽에서 열었다e 따라서 그- 야른은 경험적? 

조작적야 아녀드로 有用f生이 부족하다는 것야 지적띈다@ 

다섯째? 그것은 구조라든가 퍼스낼리티 켈은 기본개념들을 제대료 다 

루째 못하고 권력 3 칼등， 일탈 등의 개념도 마치 非正짧性p 病理현상9 

체겨}의 긴장과 같은 뜻으로 다룸으로써 척합한 사회이론이 못될 뿐만 아 

니라 그 보수성을 드러낸다고 한다e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행위의 

무엇에든지 적용되는 사회규범들이 遍在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갚은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 고개를 처들기 시작한 

이론체계들과 그것들을 내세우는 學派들이 60년대를 야점&효 하여 諸→

子百家時代블 이루는 形局을 보이게 되었다Q 한가지 지배적야고 거창한 

이론체계가 흔들리자 이를 대치하고자 하는 이론가들이 경합을 하게 된 

모습이다. 그 중 두드러진 것만 들어보자. 

껴능주의가 일반이론으로서의 자리블 굳히려 함에 있어 그 이론이 바 

로 체계의 긴장으로 간주하려는 칼등과 변동을 적절히 다루지 못헌다는ν 

점으료 인하여 일만성이 결여한다는 엽장에서 이에 맞서는 舊廳理論。1

그 중 하나이다。 물론 여기에는껴능주의의 보수성에 대한 반발도 있다9 

갈등이론이라 해도 뼈arx주의 내지 新Marx주의를 표방하는 업장에서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와서야 미국사회학의 급진주의와 영합하여 

그 위치를 정식으로 언정받가에 야르러 y 미국사회학회 안에 없arx주와 

사회학이라는 분과가 생기게 될 만큼 자리잡기 시작하였지마는 아직도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y 非Marx주의(혹은 古典) 갈등이돈은 미국에서도 상당한 영챔j 

37) Warshay, op. cit. , p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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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그 영향력이 꽤 넓게 챙사되고 있다. 이들도 Simm백악 찬등야 

론을 재해석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Lewis A。 ε。ser의 갈등가농폰38) 과 

Marx의 야 론을 批判하는 한펀 Weber의 권 위 관계 (갯mperatively coor잃g 

nated association (ICA라 略稱))에 입각하여 산업자회의 칼등괴-/생 1 원언? 

조건 등을 균병 하는 표alf Dahrendorf의 갈등구조론으효 창랴잔 다。 39) 

新짧arx주의 나 非Marx主義나 간에 칼등과 變動의 遍볕E1生올 :창조승1-

고 價f直와 균범에 대한 同意에 입각한 사회통합을 주장하쓴 치등주외핵 

반대하는 것은 같지만y 前者가 진보주의 낙관론9 혁명적 역사척 판정을 

펴는 데 버해， 후자는 自由主義 시-회학자틀처렴 歸守的야‘고 뺀간죠건확 

한계릎 안정하는 견해률 자넌다는 점해서 다-트다。 어쨌든 야펙한 칼등 

론외 관점도 미국사회학에서는 大多數외 동조를 받자는 않고 바록 H휩默ι 

的으로는 칼등론의 논조플 안정하는 야들도 일상척으로 드러내놓고 그 

것을 자기네의 기본입장으로 삼는 사희학자는 少數에 속한다고 하겠 

τ*。
다음으로 기능주의에 반기플 들고 새로운 사회이폰을 전개하려는 또 

하나의 학파는 1930년대 G。 웰. Mead, C。 표。 Cooley， W.I。 맘lOmas 등어 

시작한 이래 기놓주의의 그늘에서 껴블 펴지 못하떤 銀徵的 相互作用論

으료 대표된다。 40) 이들은꺼능주의적 행위이론과 체계이폰의 개념도식야 

지나치게 硬直한 사회질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반하여 사회생활은 

상칭적 상호작용의 力動的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상호작용이란 참여자들 

어 주어진 행위에 사회척 의미흘 부여하는 과청이라고 본다- 이 과청 

속에서 인간은 상대방의 행위에 단순허 뺀응하는 것이 아냐라 서로가 

共有하는 행위의 의벼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행워륜 자극하는 하다의 

問題解快 과청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自꿇> (self)가 

38) L. A. Coser, The Function of Social Confiict (Glencoe, m.: Free Press, 
1956); Coχtin싫ties in the Stμdy of Sociα1 Co캠ict (New York: Free 밤ress ， 

1967) 。

39) R. Dahrendorf, Clαss and Clαss Confiict in l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 Stanford Unïversity Press, 1959). 

40) G. H. 聊ead ， Mind, Self αnd Society: From the Stαη&양oint of α Soc싫X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 람ress ， 1934); 묘. B1umer, 
S행mbolic lnteractionism: Pers양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묘all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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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成하며 사회제도， 문화캡단 등은 名目的인 법주로서， 따지고 들면 상 

호작용이 얼어나는 플 또는 그것이 對個人 관계로 쪼개질 수 있는 개념 

들에 져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컬맞는 방법론도 참여관찰과 

갇은 것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직캡 연구하는 것이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상호작용이론도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외에 사회심 

려학의 구싶이폰， 좀더 싣증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自我理論3 구 

갚과 自我와 이미지조작 등의 미묘한 과정을 중시하는 〈演劇論派)， 場

의 이론y 그리고 일군의 현상학적 民族方、法論 등의 다양한 전망으흐 나 

누어질 수 있다。 41) 

특히 이 가운데서도 현상학적 메타사회학에 바탕을 두고 사회질서 개 

념의 역동적， 주관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민족방볍론은 지금까지의 어느 

사희이론 보다도 〈사회〉개념의 本質을 파악하려는 노력으로서 일부 시

꾀학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상호작-용 

야흔은 바록 사회 또는 사회질서의 과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띄然主義的， 主觀的 요소롤 부각시키는 長點이 있는 대신에 방볍론의 

한겨1 와 이폰의 微視{포 때문에 미국사회학에서 널리 그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을 지닌 것이라 여겨진다. 

이 보다는 갚은 徵視的 캡근이지만 寶證主義的인 메타사회칙에 바탕 

하여 사회구즈와 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역시 기능주의에 맞서 각 

강음 받거 시작한 이론(또는 學派)이 交換理論이다。 

이 이론이 매럭이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칼등론 

야 보수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E視的언 데다 급진정윤 며고 있으며 g 

상호작용론이나 현상학적 이론이 미시적이고 심리학적인 요소를 며변셔 

도 그 관념콘적 색채료 인한 싣제 조사연구의 난점이 미국사회학자들의 

구미에 썩 맞지 않는다고 하는 점과 비겨 볼때 9 교환이론은미시적이고 

心理學的이며 그 이론적 연원이나 방볍론적 근거에서 미국 사회학자들 

의 기호에 감 -둡어맞는 요소률 많이 지니고 있다. 

특허 Smith 와 Bentham 등의 고전 경 제 이 론과 심 리 학의 묘ull ， Skinner 

등의 행동주의 71. 사회이론으로 재구성펀 것아라는 점만으로도 그 뜻은 

분명 활 것 이 다. 여 기 에 다 Malinowski, Mauss 같은 인류학자의 이 론까 

지 끌어들여 George Homans가 일차적으르 사회심리학척 小集團 정근 

41) Turner , op. cit.; Warshay , op. cït. 



29 現代 美國學:社會學

지 끌어 

렸다。 42) 

이상적으르는 교환이론이 지나치게 규법적이고 실재론적야 아닌 동시 

에 지나치게 個人主義的이지도 않오면서 상호작용의 과정을 중시하는 야 

론으르， 구조보다는 과정 을 강조하고y 同意와 갈등， 安定과 變動을 

두 포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우로는 이 모든 조건야 

구비되지 않은 채로 여러 모양의 종합을 위한 시도가 이 학파를 중심오 

료 계속되고 있다e 

학자마다 현대 미국 사희학이돈의 分뼈블 區分하는 법이 조금씩 다르 

지만， 위에서 든 기능주의 9 갈등이론3 상호작용폰 그리고 교환이론 이 

넷이 아무래도 가장 자주 들먹여지는 것들임에 플렴없다. 그려나 이 밖 

에도 Sorokin의 종합이 른， Martindale이 이 어 받는 인류학과 행 동주의 심 

리 학의 조합에 서 나온 〈多元論的 行動主義) (pluralistic behaviorism) 혹 

은 사회행동론s 묘auser， Duncan, Lenski , 묘awley등의 生態理論， 그리고 

각종 수둔에서의 組織理論 등을 들 수 있다g 

어쨌든 사회학이론의 전개사블 특정지울 때 y 우리는 τhomas Kuhn' 

이 제 시 한 〈패 러 디-임 ) (paradigm) , 43) Alvin Gouldner가 얘 기 하는 〈領城

假定들) (domain assumptions) , 44) Robert Nisbet의 〈單位想;옮들) (unit 

ideas)45) 등의 급격한 교체르 점철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블 Warshay는 매 우 바람직 스럽 지 못한 성 향이 라면서 한 기까 

지배적인 이론이나 학파의 쟁각이 과학적 젤차에 의하여 〈祖否〉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사회학자들의 상상력과 가치관과 감정을 더 이상 자극시 

켜주지 못하게 되면 간단히 물리치고 새료운 유행을 쫓아 이리저리 몰 

려다니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거시적언 수준까 

시사하기에 이료 

모 

Peter Blau는 이 률 

가능성마저 

에 의한 마시교환론을 제장하였고y 

올림오로써 새로운 일반이론의 

앉
 ·없
 

n
μ
 

York::. 

42) G. C. Homans , Social Behαvior: Its Eleηzentαry Forms (New York: 
court, Brace & ￦orld ， 1961); Peter F. Blau, Exchαnge and Power 
Social Life (New York: Wiley, 1964) 。

4"=\) 옆‘ Kuhn, The Structure of Sιient챔ε 요eνolμtioη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44) A. W. Gouldner, The Comiηg Crisis of 
Basic Books, 1970). 

45) R: A. Nisbet, The Sociological Trαdition (New York: Basic Books, 19(6).-

Sociology (New x흉Ves싫te감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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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거에서 우리는 사회학이론의 혁명적 단철성을 찾아 보게 된다， 더 

구나 현례 미국사회학의 어론의 플판은 마치 戰國時fÇ의 群雄이 할거하 

풋 무너져가-는 거능주의의 보루에다 대고 화살을 제각기 쓰아 대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온 제나름대료 과거의 고전적인 이 

돈가틀을 들먹이면셔 일견 연속성을 찾는 듯하나 사싣은 그 일조착도 

자거네가 내세우는 재료운C?) 이론의 後光오르서의 가치를 더 크게 중 

지하는 경향마쩌 지넌다@ 

앞으프 그중 어느한이폰야나 학-셜야 크게 그 위력을 1펠쳐 새료운지 

패자로 균펙한 갓엔자는 이-직 폐측-6"]-71 어려우냐， 미국사회학악 역사적 j 

문화적 득정얀 쉰용주의 9 자연과학주의 s 개언주-의 캄은속성플을 고려활 

랙 f 아-마드 경험척 짚증가능성야 크고 자료와의 관계가 깊은 그항 이론 

펴 지리흔 굳힐 공산은 크디-。 이런 점으료 보면 교환이론의 해력여 만 

만치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특히 방볍론에서의 自然科學主義 對人文主義의 대결이 아직은 해소되 

지 않은 채 자속되고 있지만， 그런대료 지식의 數量化， 公式化9 技術化

(technization) J 그리고 寶用化가 우세한 현싣로 볼 때 y 이것과 가장 찰 

영 합할 수 었논 이 론야 앞으로 得勢할 것이 라는 전망은 아주 불가능하지 

도 않다 ð1 련 관점에서 보면 역시 교환이론야 가장 유력한 후보지-이다。 

이렌 컷은 아무래도 이론의 정격 그 자체에만 의해 결정되는 일이 아 

니고 사회학계의 力學과 미국사회의 전반척인 추세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으로 이제 끝으료， 60년대 이래의 미국사회학이 이제껏 특정지 

운 모습으르 변해온 배경에 어떤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착용하였나블 간 

럭:허 /관펴보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참고로 위에서 요약한 미국사회 

학의 현황을 대나름으로 정리한 것을 〈表1)에 담아 소개하는 바이다。 그 

리 고 또 한기-지 참고흐 〈表2>에 는 1950 1효대 이 래 미 국사최 학회 회 장의 

이름과 회칭 연설의 제목을 옮겨 /갚아 보았다。 역시 참고되기를 바라고 

자세한 쇄석은 紙面관계로 생략한다。 

v. 禮뽑 훌톨톰社훌훌촬멸 構뿔的 뽑뿔 

지금까지현대며국사회학의쟁전과동향을이념， 방법(론)， 이론의세 



훌윷 1. The Spectrum of Sociological 펌erspectives 

ldeological Orientation Liberal Conservative Liberal 맘rogressive Radical Non-Left Radical Left 

Relevance-Activism Tendency 짧elevance-ActÍvism Tendency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맴leoretical 맘erspect뼈 | 
Macro- Structural-Fu떼 Demographism }NmE l im yTh y Structural-Conflict εritical Sociology Structural Humanism Marxist Sociology 

(Parsons, Merton) (Duncan, Hauser) (Lenski) Theory (Dahrendorf) (묘abermas) (Mills) RadicaJ Sociology 
Structural Exchange 
τheoryai (gIau) 
Integr τheory(Sorokin) 

Intermediate Ecologism(망ark ， I Social Behaviorism 
뼈awley) (gose, Martindageg)i 

i ~l!nc뼈onalist-Conf!ict 
τheory (Coser) 

없icro- Behavioral-Exchange Symbolic-Interac뼈onism Sociobiology 
if 갱‘}1eor Tyh (Romans) (흉lumer) Ethnomethodology 

Role Theory, Sma뼈 
Group τheories (Garfinkel, Goffman) 

빼ethodological Approach 

Scientism PosltiVISm EmPSlricism- | 1 Practical SoClology 
Mathematical Sociology 

Historical Neo-EvoXutionaryan AP- Reflexive Sociology Critical Sociology Structural Humanism Marxist Sociology 
proach (Eisenstadt, (Gouldner) (Offe) (Mills) 
Lenski) 

Subjectivism Structuralism Humanist Sociology 

(L강vi~Stra뼈ss) (Lee) 

빠lenomenology (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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塞 2. Presidential Addresses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s 

1950 Leonard Sι Cottrell, }r., Some Neglected Problems in Social Psy-
chology 

1951 Robert C. Angell, Sociology and the 'World Crisis 
1952 Dorothy Swaine Thomas, Experiences in Interdisc‘p1inary Research 
1953 Samuel A. Stouffer, Measurement in Sociology 
1954 (unidentified) 
1955 (unidentified) 
1956 묘erbert Blumer , Sociological. j월lalysis and the “Variable" 
1957 (unidentified) 
1958 Robin M‘ WilHams, Jr., Continuity and Change 빠 Sociological 

Study 
1959 Kingsley Davis, The of Functional Analysis as a Special 

Method Ïn Sociology and Anthropology 
1960 Howard Becker, 뼈ormative Reactions to Normlessness 
1961 Robert E.L. Faris, Reflections on the Ability Dimenslon in Human 

Society 
1962 Paul F. Lazarsfeld, The Sociology of Empirical Social 묘esearch 
1963 Everett ε. 묘ughes ， Race Relations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1964 George ε ， 묘omans ， Bringing Men Back In 
1965 Pitirim A. Sorokin: Sociology of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1966 ￦해bert E. Moore, The Utility of Utopias 
1967 Charles 함. Loomis, In Praise of Conflict and Its 표esolution 

1968 Philip 뼈。 Hauser，없le Chaotic Society: Product of the Social 
Morphological 짧evolution 

1969 Ralph 묘. Turner, The 망ublic Perception of 맘rotest 
1970 Reinhard Bendix, Sociology and the Distrust of Reason 

(Oct.) 1971 William 묘‘ Sewell, Inequa없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Oct.) 1972 William J. Goode, τhe Place of Force in Human Sodety 

1973 Mirra Komarovsky, Some Problems in 짧ole Analysis 
1974 Peter 때. B1au , 판arameters of Social Structure 
1975 Lewis A. Coser, Two 뼈ethods in Search of a Substance 
1976 AHred McClung Lee, Sociology for Whom? 
1977 J. Milton 용[inger ， Countercultures and Social Change 

가지 면에서 살피면셔 y 二L 변동의 순환성， 누적정， 단결성 풍을 분석핵 

보았다。 이제는 현대 미국사회학아 그1파 같은 특정을 떼면책 변하체 훨 

원천에 관하여 참시 생각을 정리해보껴로 한다。 허두애셔도 밝혔지딴 

。1 일을 위해서는 學問內的안 구조척 역학과 뿔問外的인 사회변풍의 알 

τ견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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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學聞內的와 Á服파 構違的 力學

Diane Crane은 학문에 있어서 學派의 형성， 발전， 쇠퇴가 마치 다른 일 

반적인 사회운동의 전개과정과같은모습으로나다난다고 한다 46) 그 주→ 

요한 단계를 보면 1) 어떤 학자(플)가 중요한 발견을 하고 이를 추종하 

는 열정분자들어 그 주변에 모언다。 2) 이렇게 해서 生옳的언 학자는 

제자들을 모으고9 그틀을 훈련하며 y 이틀을 중짐으로 연구의 우선순위 

를 결정하고 서로가 비공식적인 캡촉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출판활동이 

급증하기에 이른다. 3) 그러나 이것이 한동안 지나면 발전가능성이 있 

는 유력한 아이다어는 점차 고갈하고y 초창거의 이폰이 약점을 드러내 

면서 〈뿔典〉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드는 한펀 학파의 출판도 갇소되고 점 

차 좁고 전문화펀 이론이나 방볍론적으로 정교화된 관심을 추구하게 띈 

다. 4) 그려다가 새로이 신션한 이론적인 先導者가 나타나면 종래의 것 

이 죄퇴하고 이 새료운 이론가를 중심으르 다시 다른 학파가 일어나 위 

와 같은 단계를 거천다. 

N. C. Mullins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 사회학이론의 학파 

들이 어떻게 생성 말전하는지를 살펴본다. 어떤 학문이든 그 속에 칩단 

이 행정되고 전개되는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實證할 수 있는 사회적 짜I的 

특정을 지녀는 너1 가지 단계를 거천다 47) 그 네 단계란 1) 正常的(nor

maI) 단계 J 2) 그물조직 (network) 단계 , 3) 密集(c1uster) 단계 및 4) 專

門化 내 지 分科化(specialty or discipline) 단계 이 다. 이 들은 학자들 사 

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정격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類型이 달라지 

는 므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의적인 구분이지 상호배제적이거나 반드 

시 進步的언 단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사회관계릎 분석하는 측면은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討論

과 같은 커뮤니케이션9 共著9 師弟關係， 그리고 同傑關係로 나눈다. 이 

러한 분석도식에 의하여 네가지 단계를 규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 

쩨 정상적인 단계에는 커뮤녀케이션의 구조가 느슨하고， 사회관계나 학 

문적 저작의 組織化 정도가 낮다。 그리고 특정 연구문제의 해견을 위한 

46) D. Crane, lnvisible ε'olle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함ress ， 1972). 
47) N. C. Mu11ins , Theories and Theory Grou경s zη Conteηzporary American~ 

Sociology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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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整된 공동노력이 별로 없다。 그러나 학문적 패려다임으로 보아 Kuhn 

야 말하는 〈게슈탈트적? 총체적언 전환> (gesta1t shift) 이 얼어나서 새로 

운 전망이 캅작스해 언청받는 단계이다. 

그러다가 두벤째 그물조직단계에는 한가지 이상의 주목할 만한 핏口的 
所塵이 나다나고 그것을 둘러싸고 연구가들이 모이기 시작한다e 이들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치고 상호간의 評價를 원하고 그랜 학자들은 통 
료를 모으게 된다. 여껴서 연구내용과 방향에 대한 프료그햄을 중심으 

르 同意가 점차 형정되고 그 중 어떤 학자의 없功〔출판)이 엔청됨으르 

써 자기네꺼리의 커뮤녀케이션여 빈변해져서 그물조칙이 걷어진다e 

다음 密集단계에료의 변천이 주요변동시껴라고활수 있는데， 이 혜의 

커뮤니케이션은더욱더 集團內없에서 內向的오르정창한다。 학생플과동 

료들이 지도격 학자가 훈任하는 기관에료 쏠려고 처음으로 制度化의 모 

슴바저 며껴 지작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학생틀이 이렌 밀칩펀 학파를 

조성하논 데 열짐이라는 점이다。 이 매 각 캡단은 그 학파에서 제시한 프 

르그램 지침에 더욱 충젤하거1 연구방향을 젤정하고 다른 학파와의 구분 

이 뚜렷해지며， 저착활동도 v共著칼은 것을 통해 점차 그 組織化의 정도 

플 높언랴， 이 단계에서 어떤 학파는 엘리뜨학파로 성장하기도 하고 다 

른 것은 혁명적인 위험한 학파르 간주되면서 스스로 主游를 이물 시기 

플 커다리거나 아니면 죄퇴의 걸을 걷는다。 

專門化 단계에는 前 단계의 학생 y 제자들이 이제 스스르 폭럽하여 정 

용하게 됨으르써 벼롯된다。 어떤 학문y 연구껴관이든 같은 주제를 다루 

는 성콩적인 학자플을 수없이 고용활 수가 없으므로， 제자들은 따로 잘 

렴을 차리는 셈이 됨으로써 일단 密集 현상은 끝나고 分散에 의한 전푼 

화 제도화가 시작펀다。 흘어져 나간 2세 학자들이 그들의 벌칩군을 만 

플고 학문활동의 日常化가 지속되면서 전단계에 지녔던 짙은 커퓨니케 

이션이나 정단통일캄이 점점 사그러지게 된다。 

이러한 발전단계(혹은 순환주기)를 섣정한 때ullins는 미국사회학의 學

~群을 다음과 캘이 분류한다 48) 첫째로g 이른바 표준비국사회학(Stand

ard American Sociology)은 끼ro Parsons와 R Ko Merton을 9iD的 껴도자 

로 삼고 묘arγard ， Columbia, Chicago대 학을 중성 으효 1960년대 초까자 

며국사회학계를 석권한다。 물째 3 이에 래해 혁명적 반기륜 틀지는 않 

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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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비 판적 인 엽 장에 전 싱-징 적 상호작용론파가 G.H잉 Mead와 표erbert 
Blumer릎 수뇌 로 하고 힘1icago와 Berkεley의 California대 학을 중심 으로 

세력을 형성하였다가 60년대 이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e 
세째프로는， Kurt Lewin을 태두로 하여 Michigan, MIT, 묘arvard， Iowa 

등 대학에서 시작된 4、集團論學派가 있으나 대체 그 영향력은 50 1건돼 말 
에 빚을 잃은 셈이다。 

그러다가 60년대 이후 새로운 학파군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것 
윤 뼈ullins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는 1965년까지롤 IE常딴계로 

잔는 社會據測家플(Social f orecasters) 인데 이들-은 주료 짧udson Instïtute, 
Institute for the Future, Russel1 Sage재 단 등을 중심 으효 며 래 연 몫륜 시 

직-라여 지 끔까지 그물조직 단계 에 머 물러 있 다e 다음은 A. V , Cicourel, 

짧‘ Garfinke1, 묘. Sacks 등이 UCLA , Santa Barbara의 California대 학 찰 

은 곳얘서 중짚을 참고 점차 세력을 형성하여 70년대에 이미 專門化단 

계로 들어션 民族方法論派가 있다。 세번째는 新因果論派(New Causal 

Theory)로서 묘。 M. Blalock , Jr.와 O. D. Duncan 등이 주동이 되 어 

Chicago, Michigan, ì:Visconsin, N orth Caro1ina , ￦ashington대 학 등 에 

서 뿌리롤 내리고 있는 학파이다a 이‘듣도 1970년을 기점으로 전문화 단 

계 에 플어 섰 다. 네 째 는 構造論者들(the Structuralists) 이 라는 소규모 학 

파로서 묘arvard의 됐. C. White를 중삼 으로 19701건대 에 야 청 상단계 룰 

시작하는 수준에 있다. 그리고 다섯째로 Mullins는 금진적-비판척이론 

파(Radical εritical Theory)롤 드는데 여 커 에 는 상당수의 유렵 학자틀도 

Æ함돼어 있다。 야들은 1960년대에 하나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며고 나 

다난 학파로서 701건대에 와셔는 그 전성껴툴 지난 듯한 언장윤 주고 있 

으며 그 영향력은 미국 바깜으로 번져 나가는 것 같다。 

야 상과 같은 분석은 주로 사회 학자틀의 9iO的 활동을 중생으로 형정 변 

천하는 과청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백 그보다는 섣증하껴가 어렵 

긴 하나 사회학자들이 理;장" 方法論 또는 理論에 대헌 견해차붉 바탕으 

로 하펙 거껴서 생껴는 不協和-륜 政治的으로 操{~하고 구조척언 갇흥을 

일으키는 모융도 있음은 지척하는 것아 옳을 줄 얀다- 기/설 위에서 例

示핸 MuHins의 분류에 따른다 해 도 그렇 게 生成확 는 학파군륜은 상당 

한 정도 청치적언 캡단으로서도 행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펠요가 였다e 

그들어 별개의 학회칠- 조직하고 장지륜 내며 s 학생틀올 모칩 유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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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료들을 규합하여 자꺼세력을 확대시키는 과청에는 보기에 知識人

탑지 않은 정치적 행위나 발언이나 음모 같은 것이 깃들야 있다는 사섣 
도 간과할 수 없다。 흔히 급진적인 새 학파들이 좀더 과격한 행태흘 도 

러내는 것으로 간주되꺼 쉬운 것은 마치 政治的 급진주의와 같이 二L 장 

격상 과격성을 뱉 점도 있겠으나9 保守 觀밟主流에서는 걷요로 나타매 
기 보다 그들의 영향력의 그물을 이용하여 養面헤서 y 그것도 正當한 학 

회의 채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겨내는 유형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例示한 학문내적언 구조적 역학은 현싣적으루는 훨씬 더 복합 

쩍야고 미표하다。 그러나 社會學的언 분석에 따르더라도 그와 같은 모 

습오로 학문의 밸전 생성 소멸을 좌우한다는 것오르 우선 만족하기료 

하고 이제는 學問外的인 요안에 대하여 常識的인 수준에서 간략히 생각 

해보기료 한다g 

2) 學問뺑的인 흉흉園를 

美國社會가 50년대의 戰後 安定괴- 풍요릎 겪는 동안에는 비교적 보수 

적이고 自由主義的이며 現實肯定的 내지 中立的인 社會學이 지배하제 

되었다는 사싶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60년대의 미국사회는 突風꾀- 激

浪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e 월남전이 일으킨 갖가지 反戰데모며 3 이와 

때플 같이하여 50년대 풍요속에서 어린 시철을 보낸 젊은이들이 많~社 

會載}j;와 文化농、向어1 반발하여 일으킨 히피등 좁年文化의 대두， 게다가 

새로이 눈뜬 폈人들의 民權운동이 경치고， 이러한 소용들이 속에서 不

安의 칠정을 장식하는 Watergate사건 등은 사회전체의 道德的 위기의식 

마저 불러 일오키게 되었다。 

여기에다 低開廳社會y 第三世界 등의 각성오로 美國式 자본주의와 不

2p:等-과 道德的 無氣力을 공박하면서 資源活用과 發딸의 당주點을 둘러 싼 

理念的3 政治的 壓力의 팽대가 캡친다。 

機能主義理論3 自由主義的 保守性3 實證王義的 技術化 등헤 비판의 화 

살이 퍼부어진 데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동요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쉽사 

리 짐작할 수 있다e 구체적오료 그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학 

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릎 분석하자면 그 일 자체가 하나의 학품척 

언 과제가 될 만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사회학척인 해석을 시도한다면， 

60년대’이래의 새로운 사회학적 쟁점들은 패부분이 制度化y 官應化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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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成主流 社會學에 대한 일종의 社會運動오로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여기서 실제로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묘로 示짧만 하 

고 이저1 는 현대 미국사회학의 展쏠과 한국적 의의흘 매우 간략하게 살 

펴봄오로써 이 글을 끝렛오려 한다. 

찌11. 훌훌約파 릎뿔 

흩룹復을 펴하기 위쇄 지금까지 분석한 현대 미국사회학의 쟁점들을 간 

단히 요약하면서 그 力動的 진동의 유형을 특징지운 다읍， 앞 o 로 미국 

사회학이 나아갈 것오흐 짐직되는 방향을 점처보기로 한다. 

먼저 理念 내지 이데올로기외 면에서 볼 때 601건대 이후의 미국사회 

학은 保守-進步， 新自由主義-急進主義 사이의 대결을 되풀이하는 양 

상을 따면서， 득히 사회학의 현싶적 有關適合性， 倫理的 헌신몰입과 정 

치적 介入의 쟁점을 중심오로 팽팽히 맞서 있다g 

그란데 미국사회학도 미국사회의 한 文化的 項目임에는 플림없다. 이 

렇게 불 해， 미국사힘의 이념적 색채라는 것이 워낙 급진성을 싫어하고 

첼用主義的이라는 사/섣헤 주목하게 된다. 미국사회에 급진적 요소가 역 

사적으로 缺如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영향력을 미친 역사가 늘 斷純S''J

이고 간헐적이었우며 3 그 위력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었다는 경험에 비 

추어 보면 지금의 급진주의가 長期的오로 그 세력을 확대해나갈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사싣 1970년대의 중반에 점어 들면서부터는 60년대의 

熱氣가 많이 식어졌고 大學 캠퍼스둡은 언제 그런 때기- 있었냐는 듯이 

잠잠해졌다‘ 

여기에서 생기는 空白은 다시 現實的 實用主義가 에꾸기 시작했다。학 

생들은 60년대 이후침체된 경제사정으르고용기회가 줄어들자就業이라 

는 싶질적인 목쿄에 정착하는 경향을 강하게 딱고 있다. 이란 현상에 걸 

맞는 미 국사회 학의 새 로운 관심 은 이 른바 寶錢社會學(practical sociology) 

에로 쏠리는데 그 내용인즉 급진적 行勳↑生向(activism) 이 아니 라 사회 학 

의 훈련을 받은 專門人들이 어떻게 大學y 船究機關야라는 테두리풀 벗 

어나 실제적인 적엽을 추구할 수 있는지물 연구 검토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사회의 싣용주의 성향은 사회학의 이념적 對立이 어 

떤 새로운， 그리고 비교적 온건한 이념에로 변증볍쩍인 종합 내지 적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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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이 이루어질 공산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전망된다@ 

方法論에 있어서도 실용주의가 지배적이 될 것이 예상된다@ 우선 실 

증적 경험연구의 技法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數理的인 理論構成을 향한 

公式化의 노력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컴퓨터의 利用이 

據大되어 가는 미국사회 전반의 추세를 타고 사회학의 技術化가 계속 

추진될 것도 기대하껴 어렵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관념론적얀 배경을 지난 상호작용폰이나 민족 

방법론의 살제연구 과정에도 적용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경험적 심 

증자료다 數字료 파악하고자 하는 미국사회학자들의 기질은 어느 구석 

에서나 살아날 것이다。 게다가 質的 연구와 主麗的 이해의 싶제적언 난 

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학이론의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 앞서도 지 

적했듯이 이론의 公式化률 강조하는 성향이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 같 

다。 이련 점에서 交換理論의 期約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론전개의 

本質 째문에 그것이 多樣化될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한가지 이폰체계가 

언제까지고 그 지배권을 유진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이폰의 대두가 계속 

試圖될 것도 기대된다。 

요컨대 이념적 순환과 방볍의 누적적 개말? 그리고 이론의 단절적 出

現의 변동유형은 그대로 그 모습을 지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사회 

의 실용주의적 성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오로 결폰을 삼겠다。 

끝으로y 허두에 우리가 미국사회학을 이해하는 일의 한국적 의미흘 

찾아보자고 했으니 그 접 한먼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줄 안다. 결국 

미국사-회학도 미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생성 전개되는 것인 만큼 그것 

을 수용 소화하는 우리의 자세는 開故的일 필요가 있다。 그려한 개방펀 

자세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 바탕 위에서 취사선택의 묘률 살려 한국 

사회학 정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야만 한국사회학이 그 특수성와 바탕 위에 보펀성을 띨 

수 있을 것이기 때품이다。 한국사회학이 세계사회학의 발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킬은 바로 아와 같은 자세 위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지 해푼 

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