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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후반 미국 지성사에서 역사학자에연서 사회 및 

문화 비명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크리스토퍼 래쉬(Christopher Lasch)의 

저술틀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회사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미 

국지성계에 주목융 받기 시작한 래쉬는， 지식인은 언제나 사회와 권력으로부 

터 초연하연서도 사회에 대한 주시를 엄추지 않는 비판적 지성이 되어야 한 

다고 선언하였다. 그가 규정한 ‘사회쩍 형태-의 지식인1)0 1란 바로 그와 같은 

비판적 지성으로 그는 자신의 지적 행로 진체를 용해 그러한 지식인의 사회 

적 역할을 다하지 위해 시대의 주류에 언제나 저항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문화 비평가로서 복잡한 사회의 심연 아래에까지 내려가 사회 속에서 개인의 

고흉. 문화의 명예 그리고 국가의 상태를 점검하며 예레미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r 했다 

래쉬의 시상은 결E 어느 한 시대에 또는 어느 한 이념에 고정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서양 현대 정신사 속에서 자유로운 지성으로 발전했다 그의 사 

상이 중서부 진보주의라는 미국의 지적 전풍으로부터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1) Christopher Lasch. The New Rndic8lism, 1889-1.963: 1꺼e ImeJJectuaJ 0$ 0 
ScdQI Type (New York: A1 fred A Knopf, 1965) ,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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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르크스(Marx) ， 표로이드(Freud) ， 그리고 아도르노(Theodore Adorno)를 

위시한 프랑크푸르트학파{The Frankfurt Sch∞I)의 사상올 서승없이 받아툴 

였고，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과 필립 리프(Philip Rie띠와 

같은 유럽의 지적 전통에 속한 사상도 수용하였다 2) 래쉬는 언제나 시대의 

연화를 놓치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들과 씨름했으며，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 

다 그가 사회와 문화의 흐릉 속에서 인간의 상태를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며 영혼의 상실을 지적하면서， 그 상실의 원인으로 미국문명의 진보를 

비판했을 때. 그의 벼판적 사회사상은 현대 미국 지성사의 주류와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사회사상은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처럽 

단순하지 않았고， 그의 진보사상은 헨리 아담스(Henrγ Ad뼈5)의 싸빠큼 

비관적이지도 않았으며， 그의 사상적 전환은 어빙 크리스훨Irving Kristol ) 

의 경우처럼 급격하지도 않았다 3) 그는 인간과 사회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석 

하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사회사상은 ‘문명의 "1극올 넘어’ 희 

망올 찾:ïVf 함에 있어서 니버적이었다4) 그는 문명을 거부하연서도 문명 속 

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다 그는 현대 사상가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세차 

게 인간과 문명의 진보를 비판하연서도 진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 

히려 그 믿음 위에서 새로운 인간의 길을 모색하였다 결국 그의 지적 여정 

의 흐름은 전체와 부결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2) 래쉬가 연구한 킬라일의 셔서틀은 다음과 같은 것뜰이 있다 Thomas Carlyle 
~Si믿잉 of lhe 1Ime. (1829): "，α벼rncterisli∞，" (1831)‘ Snrtor Resð.rtlls 

(1없3-31) ‘ and On Heroes and Hero- Worshìp (184 l) 래쉬가 영향을 받은 리프 
의 저서들은 다옴과 같다 Philip Riefr. Freud: The Mind of the Moralist 
(1959):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1966): and FeJJorv Teachers (1973) 

3) 어빙 크리스붙은 1920년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저널리스트로서 제 2차 대전 이후 
자신의 초기 사상인 트로츠거주의을 어리고 반공주의이연서 신보주의적인 입장으 
로 선회하였다 크리스흩의 저슐등은 다응과 감은 것이 있다'. lrving KrÎstol ‘ On 
the Ðemocratic Idea in AmBrica (1972): 7'wo Cheers for CapitaJism (1979)‘ 
and nefiections of 8 Neoconservative: Looking Back. Looking Ahead (983) 

4) 여기서 -나버적이었다- 항은 라인홉드 니벼의 운영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니 
버는 언제나 운영을 비극적으로 보연서도 희망융 잃지 않고 그 비극을 넘어 역사의 

의마을 잦았다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χ EssI1ys On the Christian 
Interpretatiofl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 ‘s Son, 193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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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닝wards) , 할프 왈도 에머쉰Ra.lph Waldo Emerson) , 윌리엉 제임스(WUliam 

James) , 그리고 라인흉드 니버(Reinhold Niebuhr)와 같은 지식인들이 이루 

었던 상과합류하게 된다 

이와 낌이 벌업} 래쉬의 사회사쟁l 대한 이해와 평기는 다0.，1'하다 캐번 

뱃쉰Kevin 빼ttson)과 갇은 학자를은 래쉬의 사상을 라인흉드 나벼와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과 같은 주류 지식인들의 사상과 갇은 선상에서 정 

풍 자유주의 시상으로 명가하는가 하면， 스티븐 홉즈(Stephen Holme잉와 감 

은 학자는 래쉬가 자유주의에 대해 가한 비딴을 파시스트 이데올로그인 칼 

슈미트(Carl Schmitt)와 같은 노선에 있는 것으로 보며 서구지성사에 흐르는 

·반자유주의. 사상의 전통 속에 포항시키기도 한다，) 래쉬가 노년에 다、문화 

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유래한 문화적 급진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 

했다할지라도 그는 결코 앨런 불륭(A1an Bloom)6)과 같은 보수주의적 지적 

선풍에 속한다고는 올 수 없다 그의 사상은 일관되게 미국 정신사의 기반이 

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진보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진보에 대한 믿 

응은 그의 사회사상의 핵심이었다 만일 우리가 래쉬의 후기 사상에서 그 어 

5) Kevin "..염 tlSQn ， 'Christopher Losch and the Possibilities of Chastened 

니bcraJism"， Polity 36 (20여): 411-445. Stephen Holmes, The AnatoOV' of 
AJ1lilib~/'I1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래쉬의 입장에 

대한 또 다릉 학자등의 명가에 대혜서 다옹과 같은 서슐들이 있다 Jeremy Beer 
"ün Christopher 냐sch" ， Modern Age, 47 (F.외 I 2005), 330-343‘ Louis Me때nd 
' Christopher l껴sch's Quorrel with Liberalism~. in The Liberal Persuasion 
.4nhur Schlesjnger. Jr.. and the ChoJJeJ/ge of rhe Americ8n Past , ed. J이ln 

Patrick Digg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7) ‘ Jean Bethke 
Elshωin ， "Limits and Hope: ChrisLOpher Lasch and Political Theory' , S<찌81 

Rese8rch, 66 (1999), 531-543: Eric 뻐lIer ‘Ra이C띠 Vision: Christopher Lasch 

and lhe Quest for Community , in BuiJding II HeoJthy CuJwre: Strategies 
for 11I1 AmericßI1 Renojssanc.ι00. Don Eberly (Grand Raα&: WB 

Eorψnans， 2001)‘ Jean Belhke Elsh18in. "A M여ern Jeremiad", First Things 
(April 1991): James Seaton, "The GifL of Chrisωpher 냐sch. ， F'irst Tbings 
(AugusL ! seα .. rnber 1994) 그리고 Eric Mi ller, -,.<\.lone in the Academy.’ First 
η'lings (Februnry 20(4) 

6) 쩌lan B!oom‘ The Closing of thc Americal1 Mind (New York : Touchs t.on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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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연행을 본다연 그것은 래쉬 시상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현대 지성사 

의 잘못펀 표류 때문일 것이다 

n. 생애와 지적 배정 

1. 생 예 

려스토에 래쉬는 1932년 미국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시에서 태어났으여 

1994년 6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54년에 하벼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55년에 롤룡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흘 받았으며. 1961년에 

같은 대학에서 윌리엉 루천버그(William Leuchtenburg) 교수의 지도하에 박 

사화위를 받았다 콜룡비아 대학에 있는 동안 래쉬는 유영한 역사가인 헨리 

스틸 커매저(Henrγ Steel Commager)의 알인 넬 커매저(NeU Commanger) 

와결혼하였다 

래쉬는 박사학위블 끝내기 전에 이미 윌리엄즈 대학{때lli뼈s College)과 

루즈벨트 대학{Roosevelt University)에서 역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학위를 받은 후 아이오와 대해University of lowa) 역사학 초교수로 잉용되 

었고. 2년 뒤인 1963년에 부교수가 되었다. 1966년에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 

(Northwestern University)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곧 유진 제노배제 

(Eugene Genovese)의 권유로 래쉬는 1970년에 로체스터 대학{Rocbester 

University)으로 옮겼고 작고할 때까지 그판11서 사학과 교수로 용직하였다， 

래쉬의 사상의 형성에는 누구보다도 그의 부모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양친 

모두가 네브라스카 출신으로 진보주의 지식인이었다 아버지 로벼트 래쉬 

(RO따t lBSC삐는 충서부 지역의 시카고 선(Chi뼈{{o Su끼， 선 티염즈 

(SIμn- 1'imeo).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포스트 디스에치(Post-Di~쟁tch) 

와 같은 자유주의 신운의 연집인으로 일했다 래쉬의 어머니는 사회사업가로 

서 명생 일했지만 철학가로서 워싱턴 대학을 비롯하여 몇몇 대학에서 논리학 

융 강의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의 영향융 래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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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유주의자로 성정해 온 나는 자유주의 속에 내재한 어떤 가치를 잘 알 

고 있었으며. 한 때는 그것이 나에게 정치에 대한 가장 좋은 희망을 제공하는 

것처럽 보였다 "7) 

확실히 래쉬의 사상적 기반은 미국의 지적 전통과 미국의 사회적 ·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미국 사회의 성격이 급격하게 연회하고 있던 1950 

년대에 데이비드 리스맨David Ries뼈n)의 r고독한 군중"，(η1e Lonely α"QW，이 

과 같은 책에서 그는 미국 사회와 개인에 대한 이해를 키워갈 수 있었다， 그 

에게 “사회"1명가란 시대의 전반적인 흐릎을 이해하고 특별한 사건 혹은 정 

책 그리고 두드러진 형태의 정서가 어떻게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8) 

1950년대 초반까지 래쉬는 죠지 개난(George Kennan)과 웰터 리프먼 

(Walter Lipp뼈nn)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미국의 외교를 현실주의적 입장 

에서 비판하는 것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당시 얼어났던 유 투(U 2)기 사건으 

로 이미 예정된 미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냉전의 상\l-이 악화되연 

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보여 주었던 강경한 태도에 래쉬는 실망하였다 그 

이후 래쉬는 냉전의 앙력에 영향올 받지 않고， 일관된 역사관융 견지하며 사 

회와 정치 그리고 역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래쉬가 회고하는 바처럽 50년대 후반의 정치 분위기는 개인의 존채를 무 

력하게 하는 거대한 세력틀에 칙연하여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널리 확산 

되고 있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맞서서 래쉬는 어떤 정치 운동이나 정치 

조직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서척들을 얽으며 시대와 사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랜돌프 본(Rando1ph Bourne)으로부터 급진적 사회 

비판의 전홍을 배웠고‘ 드와이트 액도날드(Dwight Macdonald)와 윌려엄 얘 

7) ~Hi story as Socio.l Cri ticism: Conversations with Cnristopher Lnsch" , Journa} 

of AmericaD 뻐Slory 80 (994). 1311 이 논문은 혜쉬가 작고하기 션 해인 1993 
년 용 학기가 끝날 무렵1 그가 앙으로 학교률 떠났을 때 그의 제자인 Casey 
Bløke와 로재스터 대학 사학과 대학원생인 Christopher Phelps가 래쉬할 인터뷰 
한 내용옹 정리한 것이다. 

8) "Historγ us Socinl Cri ticism~.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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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맨 윌리엄즈(￦illiarn Appleman 에lIiams)와 같은 좌파 지식인들의 저서륭 

흥해 칼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전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9) 래쉬의 좌파 사 

상과 좌파 경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60년대 초 래쉬는 마칭내 전용적 마르크스주의를 녕어서 프로이드적 마르 

크스주의의 전용에 정하게 되었다. 래쉬가 이러한 사상의 경로로 들어 선 것 

은 후자의 전용이 .정치의 갚은 구죠.를 파악할 수 있는 홍창력올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래쉬는 프로이드 사상과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권력의 역 

통성을 연구하끄} 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래쉬는 서양 역"1에서 ‘왜 혁명 

적 희망과 전망올 내세웠던 운동들이 갑작스레 전체주의적 정치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10) 그리하여 래쉬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념을 지향↑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지쩍 여정은 01국 지성사의 ;상올 결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스 

스로 자신의 죄파 경력에 대해 다용파 같이 밝혔다 ‘나는 자신을 정확히 화 

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좌파의 배경이냐 정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것에 대해 분영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와는 아추 다른 

전흉으로부터 왔다고 느꼈다 기 11 

래쉬는 시대와 역사의 흐름올 요도하고 있는 세력에 대항하여 순수하게 지 

식인으로서의 역할올 다하파 하였다 그는 어떤 쟁지운동에도 참가따l 않 

았다 그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식인은 정치운동 

혹은 그 반대 운동의 조언자로 나설 때 그리고 더욱이 권혁에 조언자로 나성 

때 지식인의 역할올 재대로 뭇한다 조언자로서의 지식인의 개녕은 권력에 

있는 사랑들이건 그 반대 운동에 선 사림이건 그것은 유혹적인 함쟁이고， 지 

식인은 이것올 거부해야만 한다 왜냐하연 지적 순수성은 불가피하게 일종의 

정치 참여로 타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M
12) 

1970년대 초 이래로 래쉬 사상응 흐르는 저류는 가갱이라는 주제였다. 

9) 강은 책. 1314 
10) 같은 책. 1321 
11) 감은 책 1323 
12) 같은 책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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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에 r냉혹한 세계에서의 피난처J 13)가 출판된 이후 래쉬의 사상은 이전 

의 좌따적 입장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 책의 출판에 대해 그는 훗날 다 

음과 같이 고빽하였다 .나는 이 책이 좌빡n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가를 

보고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열리 다른 길올 걸어 왔던가를 알게 되었다. "14 ) 그럽 

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기반은 여전히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r냉혹한 세계에서의 피난저j가 출판된 지 2년 후인 1979년에 나 

온 r나르시시즘의 문화」는 더 이상 래쉬의 입장이 좌피에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중하였다. 그 이후 출판된 래쉬의 중요한 세 권의 저서 즉 r최소한 

의 자에(1984) ， r진정 유일한 전국J (1991)， 그리고 사후에 출판왼 r앨리트 

의 반란，(1994) 둥，;)은 그의 ‘지적 행로가 사연과 행동의 더욱 토착적인 미국 

의 전홍으로‘ 다시 돌。}가고 있응올 보여 주었다 16) 이제 그의 사상적 연력은 

애드워즈， 오리스테스 브라운슨(Orestes BrownsonJ. 에머슨. 제임스. 그리고 

니버와 같은 지식인들이 도달했던 정신사의 강에 합류하께 된다 

2, 지쩍 배경 

래쉬의 사상이 행생원 지적 uH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선쟁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션쟁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적 재난이었던 대공횡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 

던 반면， 정신적으론 전쟁으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된 인간성과 그로 인해 나 

타난 도덕의 부재로 미국인들은 인ζF이 이룩한 문명과 그 진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신적 혼판n 빠져들게 되었다 제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비해 더욱 더 철저하게 인간이 인간올 살육하고 파괴한 전쟁이었다 당시까 

13) Christopher Lasch. Hoven in 0 HeanJess World: The FsmiJy Besieged (New 
York: Basic Books, 1977) 

14) oHislory as SocÎa l Cri ticism' ‘ 1328 
15) Chri !ilOpher Lasch. The Minimal Self: Psychic $urvivol in TroubJed Tùnes 

(New York: W. W. Norlon , 1984): The 1γue and Olllr He8ven: Aπ갱TeSS and 
Its Critics (New York ‘ W. W. Norωn， 1991): and ηe Revolt of the EJites 
Bnd the 8etray81 of Democraζy (New York: W. W. Norton‘ 1995) 

16) 께story as Social Criticism"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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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믿었던 모든 가정과 모든 기반이 혼틀였고. 사상의 공홍μ앙태는 쟁신적 폐 

허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신사적 배정 속에서 전쟁 이후 나타난 50년대의 경 

제 번영과 물질적 용요는 미국인들로 히여긍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소비주 

의와 향락주의로 빠져툴게 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풍조 속에서 미국 지 

성계의 주류는 소련과 그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의 도전과 위협올 직시하며 

미국의 지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용과 가치를 수호하는 차원의 자유주의적 

합의에 동의하는 것처렵 보였다 당분간 미국 지식인들은 전쟁으로 인혜 황 

예혜진 사상의 자리촬 무엇으로 채워야 항지를 모른 채 여러 도전들에 대한 

해절책올 찾기 위해 암중모색을 거듭해야만 했다 

지식인들에게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다 단순히 진보에 기반올 둔 기존 

의 사상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연 사상적으로 회복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틀어 그러한 사상적 도전에 직연하고 있는 그 

상향써 소련과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엄갱난 전체주의의 도전과 위협은 그 

들애게 이중 · 상중적인 과제를 안걱주는 것이었다 다시 뿔H 그들은 과거블 

반성하고 진보의 이녕올 수정해야 하연샤도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직 

연해 미국의 전몽과 체제를 수호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리하 

여 아서 슐레진저 2세(Arthur sc비esinger JrJ와 같은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확파와 우따 모두의 실패를 지적하연서도 공산주의든 나치주의든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며 미국의 체제를 지키는 데 

주력하였다. 슐레진저는 1949년에 출간한 r역동적 센터」에서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잘 대연하였다. "20세기 중반 자유주의자들은 뉴딜올 시행하며 

생긴 자신감으로 소련의 문제점을 폭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 보다 

깅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그들은 전체주의를 결연 

하게 거부할 수 있었고 개인의 근본적인 순수성올 다시 주장합 수 있었다 "17)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고뇌만 당시의 지척 흐름을 형성 

한 것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지적 세계와 문화는 결코 단순"f:게 흐르지 않았 

17) Arthur M. Schlesinger, Jr ‘ The ViuJl Cent-er: The Politics of Preedom 

(Boston: Hough ton Miffiio Company , 194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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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 tll명가였던 라이요낼 트렬링(Llonel Tri llin밍이 지적한 바처럼. ‘문화 

란 흐름도 아니고 합류도 아니며， 그 존해의 형태는 투쟁이며， 적어도 논챙기8) 

일 것이다 1950년대에 미국 지성사의 강 표연 아래에는 주류와 역류를 비롯해 

끊임없이 새로 생성되는 죠류들이 서로 부딪치며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1955년에 출간된 루이스 하르츠(Louis !lartz)의 r미국에서 자유주의의 전 

똥j과 리처드 호프스테터(Richard H이'stadter)의 r개혁의 시대」는 바로 그 

복잡한 시대의 지적 흐름의 한 단연올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저서는 같 

은 해에 홉딴되었지만 전혀 다른 관정요로 미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있 

다 하르츠의 논지는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전통-은 처음부터 ‘봉건제도의 

부재.와 ‘자유주의 이념의 둥장’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19) 미국의 지적 전용 

의 형성과정을 너무 낙관석이고 단순하게 보연서 그는 미국의 자유주의란 처 

음부터 용건제도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생겨난 전용이고. 광활한 

대지와 용부한 자원올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조건은 그 발전을 쉽 

게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용건셰도가 없었기에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급진적인 혁명이나 그 혁영에 대한 반동도 없이. 미국 역시는 대체로 

갈둥이라기보다는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50년대 

의 .합의사학으로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주'lI"이 

며‘ 특히 50년대 초반의 전체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이해할 때 수긍이 갈 수 

도 있다. 하지만 하르츠가 말하는 미국의 자유주의나 그에 따른 미국의 갱지 

적 전통은 그가 셜영하는 바와 같이 그형게 단순한 몇 가지 사실들로 혜영될 

수 있는 실제는 절쿄 아니다 

특히 지유추의 전통으로부터 하르흐가 강조한 로크적 개인주의와 재산권의 

용호는 곧 바로 학자들 써에서 오랜 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최근 

까지 보수주의지을은 하르츠의 그러한 주장을 전체주의적 위협에 직연한 미 

18) Lionel 'l'rilling , T'he Liberel lmagina t.io/l: 강'SIlys On Lìtersture and Society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0), 9, 

19) Lo띠s Hartz, The Libera/ Traditioll in .4merica ’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Political Thought since t.he Revolulion (New York: Harcourl , 

Brace‘ and World ‘ Inc.. 195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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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에 합의블 이블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보아 지지혜 왔던 반연. 

그와는 또 다른 운액에서 급진주의X많은 하르츠의 논지를 용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소유욕이 강한 개인주의에 근ζk을 둔 

미국 지본주의의 착취올 해영하는 단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 

르츠의 논지에 대해 벼나드 에일린(Bernard 8ai lyn) , 고든 우드(Gordon 

wα성) 그리고 포코크“ G, A, Pocock)와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공회주의의 

의미는 미국 정신융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20) 

하르츠가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의 전용과 가지울 지키려 했다연， 리처 

드 호프스태터는 내부의 문제정으로부터 미국적인 것융 회복시키고자 했다. 

하르측가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미국 국민의 정신적 합의흘 추구하였다연‘ 호 

프스태터는 미국 내부에 내재한 전체주의적 위헝성융 지적하며 그 합의가 오 

히려 진정한 미국잭인 것을 손상시기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연 그러한 순 

옹격 태도가 오히려 미국의 장조적이며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미국의 정신올 

무디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프스태터 

는 매카시즘과 강은 50년대의 비판용정과 정직성의 근원융 20세기 미국의 개 

혁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진보주의적 션용에서 보았다 그에게 .미국 

20) 1950년대에 후이 하르츠와 더l니엉 부어스틴은 미국 자유주의의 전용웅- 강죠하여 

지난 한 세대의 지배씌인 역사서슐 태도었던 경재적 해석애 도전혔다. 이애 대해 

에일련은 -미국 혀영의 이데용로기척 기원.올 논31연서 그 기원이 흔 로크의 사상 
과 깅은 관련이 있는 자유주의라기보다는 고전 고대의 공회주의에 있다고 지적하 

연서 자fr주의와 공화주의의 논쟁용 용알시켰다 이 논쟁과 판련해서는 바로 앙의 
각주얘 제시왼 하르츠의 저서융 에훗ßl여 지긍까지 다옹과 강은 연구서들fol 있다 
Oaniel Boorstin. The Genius of AmericBn Po1ilic$ (Chicago‘ 1953) ‘ Beπard 

Ba ilyn ηe IdeoJogical Origjns of t.he Americ8n RevoJution (Cambridge‘ 

Mass.. 1967), Gordon Wood , The α'eation of the Amen'C8n lWpubμζ 

1776-1787 (New York, 1969), J, G, A, Pocock‘ The M8chisvelliol1 Moment: 
F/orentine Polilical 1까ought ond t.he AtJantic RepubJical1 1'rsdi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John Patrick Diggi ns , The Lost 
Soul of Americol1 Politics: !Iïrtue. SeJf- lmerese. snd the Foundation of 
μberaJism (Ne찌 York , 1984). James T. K.1oppenberg, --rhe Vinues of 
Uberalism: CbriSlia.nity. Republicanism. and Ethics in Early American 

Politìcal Di scoursc. , JournaJ of AmeriC3n /{j,<;tory. 74 (1987).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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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주의 전용은 농촌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형성되었고， 그 중심 시상은 

시골의 정서 속에서 수립되었다 - 다시 말해 그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였다 그러고 그는 미국의 갱치적 반항의 ‘목적은 사회 민 

추주의나 사회명둥이 아니라 더 커다란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 

였다 21’ 그는 진보주의 운동을 무사별로 닝l판한 것은 아니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양커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분석 

하여 그들의 경직성을 지적하꾀 했다 호프스태터 스스로가 언급했듯이. 

진보수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것이 시으t하거나 냐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랴그활l 가능하지 않는 기춘을 세웠다‘는 것에 있었다 22’ 이러한 관 
정으로부터 그는 또한 1950년대의 미국 자유주의를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 

판하였다 .오늘날 며국의 정치생활에서 역동적 힘은 더 이상 뉴딜올 가능하 

게 만들었던 자유주의자틀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씨 .지난 20년 

동안 권력의 몇에 lI!j-져. 풍요의 현실에 만족하며 i야심찬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룩해 놓은 엉적틀을 지키려 하면서 지금 위 

협받고 었는 전흥적인 표현의 자유만올 수호하고자 한다.고 지적하며， 호프스 

태터는 이들 지유주의자틀융 ‘A에비 보수주의자들.이라 흘렀다 2.1 ) 

래쉬는 그 누구보다도 호프스테터의 영8J:;을 많이 받았다 호프스태터와 래 

쉬의 관계에 대혜 로제스터 대학에서 래쉬와 함께 오랫동안 가르쳤던 로버트 

웨스트부룩{Robert B. Westbrook)은 다음과 감이 말했다 ‘래쉬는 현대 미 

국 사회와 문화에서 지식인의 역힐에 관한 문제를 포항하여. 호프스테터가 

가졌딘 관심사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함께 했다 "25) 래쉬는 미국의 정신적 기 

21) Richard Hofstadter. The .4ge of ReJ"orm 감'om 8r)끼n to F. D. R. (New York 

Vint3ge Books‘ 1955) 7. 10 
22) 강은 책 16 
23} Richard Hofs냉dter. 꺼lC Pseudo Conservaiìves. , in The Neß' American 

Righe. ed, Oaniel Bell (New York: Criterion B∞ks， 1955), 33 
24) 같은 잭 33. 34 
25) Hobert B ‘~estbr∞k ， ~In Retro5야cl: Chrislopber Lasch. The New Radica1ism 

Ilnd Lhe Vocation of lntellectunls ~’ in Reviews În Americon History, 23 

(l995J.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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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하르츠가 지적한 로크적 자유주의라기보다는 공화주의의 시민적 미덕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며 호프스태터의 납l판적 갱신을 용해 20세기의 

자유추의자들의 공과플 다시 명가하고자 했다. 또한 그들 자유주의자들의 추 

진력은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나옹다고 믿음으로써 그들과 진보를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꾀했다 

m. 20세기 미국 문명과 진보애 대한 1I1판 

1. 자유추의의 빈곤얘 대한 비판 

1962년에 출판된 래쉬의 첫 번째 저서인 r미국의 자유주의자들과 러시아 

핵영j은 미국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결항과 빈곤올 지적한다 래쉬는 적어도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호프스태터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주의를 벼판혔다 래 

쉬에게 당시까지 자유추의자들이 추구해 온 진보는 진정으로 개인의 자기실 

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상석인 사회와 이상적인 국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부터 나온 정치적 개혁이었다 그에게 그러한 태도는 .소련에서의 공 

신주의 못지않게 언제나 자유주의의 숭리에 모든 것융 거는 메시아적인 신조

로 보였다 그는 그러한 자유추의 속에서 자유추의가 진쟁으로 추구해야 항 

관용과 획합이라기보다는 경직성과 분열적 현상을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서 

래쉬는 더 이상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해 화해라기보다는 강경한 용쇄로 일관 

하는 냉전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응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음과 같 

이 미국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세계의 반이 적에 의해 지배되는 그 

런 세계에 사는 의미를 혹인. 유대인， 프량스의 레지스탕스들은 알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18세기 계몽사상의 자애로운 가정에서 자라난 미국인들이 안 

다는 것은 업지 않을 것이다 -26) 

이와 같이 래쉬가 비판한 자유주의의 결합은 60년대까지 사회진보와 이상 

26) Ch끼stopher Lasch. The AI11ericon Libera“ and the Russien Revolution 
(New York: Columbill University Press ‘ 1962).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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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가 건설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툴 가진 자유주의의 빈곤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1966년에 출판된 r새로운 급진주의J에서 래쉬는 진보주의로 알려 

진 개혁 운동올 비판했다. 왜냐하연 그에게 그 운동은 피상적이며 낙관적인 

정치 운동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래쉬가 원하는 것은 정지 개혁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과 같이 개인생활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한 향상된 기반 속에서 모든 개인들은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 

라 믿었다 그리뼈 그는 진보주의 시대의 주류흘 차지하고 있던 개혁자들 

과는 이주 다른 또 다른 흐름을 발견하고 그 곳에 속한 지식인들올 i새로운 

급진주의자-라고 불렀다 래쉬에게 ·진보주의 운동은 순수하게 정치적 운똥이 

었던 데 반해. 새로운 급진주의자들은 교육， 문화， 성 문제의 개혁에 더 관심 

이 있었다.끼 

60년대에 래쉬는 이와 같이 20세기 미국사회를 주도했던 자유주의자등이 

깨인의 죠건과 상태는 우시한 채 사회와 국가의 진보에 집중하며 낙관적인 

선망을 가졌던 사실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70년대에 들어서 래쉬는 오히려 

개인들이 지나치게 울질적 진보로 인해 안락합과 연안뼈 빼져있는 상태를 

보고 미국문화의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갱정 더 진보의 문계껑 

이 개인들 자신들에게 있음올 발견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현상도 전체적으 

로 봐선 역시 진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는 지식인으로 절망감을 느꼈다. 그 

에게 바람직한 진보란 토마스 찰라일의 영용추의흘 분석하며 제시한 개인의 

본질에서 잘 나타난다. 래쉬에 따르연 영용은 -덕성과 재농’으로 나타나지안 

캉라일의 영웅주의에는 ·은총.이라는 개녕이 또한 함께 고려되는데， 안일 이 

후자의 개녕이 없다연 영용운 천박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281 래쉬가 이상으로 하는 미국운영의 바람직한 진보란 로크적 지유주 

의， 고전적 공화주의. 그리고 챙교도주의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모든 재능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었다 

27) Chrislopher 냐sch. The New &dic8Jüml. 1889-1963. xv‘ 

28) Chrislopher 냐.sch ， The ηue and OnJy Heaven: Progress and Its Critics 
(New York: W.W. Norlon‘ 1991)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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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명의 진보에 도휘된 자이에 대한 비판 

\979년에 출판된 r나르시시즘의 문화」는 우울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이 책 

에서 래쉬는 월남에서의 패배. 경제척 칭체. 천연자원의 고갈 그리고 지도자 

에 대한 불신 둥 전반적으로 절망의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대에 미국 사회를 

진단하였다 해쉬의 진단은 어듭고 비관척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 시대를 

서술했다 -부르주아 사회는 도처에서 비축된 건설적인 지식올 다 써버린 듯 

보인다 부르주아 사회는 그것올 압도하려는 시도에 대항할 어떤 힘도 의지 

도 상실하였다 한창 때 부르주아의 정치이론이었던 X빠주의는 복지국가 

와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항 능력올 오래 

전에 상설하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 자리를 채우지 옷했다 갱치척으로 파 

산한 자유추의는 지적으로도 파산했다 "29) 

래쉬는 이러한 문영의 위기와 그 위기릅 극복할 어떤 도덕적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진단하 

고자 했다. 래쉬에게 이 진단의 기춘은 과거다. 즉 본래의 미국 문화는 ·경쟁 

적 개인주의의 문화?였다 여기서 본래의 개인주의란 모든 개인이 근검과 절 

약을 생활신조로 최선옴 다해 노동하여 개개인의 장채력과 진정한 지아를 드 

러내여 행복올 추구하는 것이었다. 다시 일해 그것은 자립과 자기실현이라는 

두 요소 위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래쉬는 이러한 본래의 개인주의가 

타락함으로써 -경쟁의 논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극단으로까지 

몰고 갔고， 행복의 추구는 자기도취의 상태에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래쉬는 이러한 ψl 도취주의자들이 과거의 억압적 상태에서 스스로 혜방되 

었응을 보여주며， 문화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문명이 사멸할 때 나타나는 

최악의 특정들올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한다 30) 그에게 자기도취주의자들 

은 죄악함l 아닌 불안강에 시달리고， 과거의 관습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자기 존재의 리얼리티마저 의심하고‘ 인종이나 윤리적 순수성을 무시하고 

29) clσistopher Lasch. The Culwre of N8rcissism: Americ.an ιfe in an 쟁~ of 
α'minishing Expect.stions (New York: Warner B∞ks. 197잉. 18, 

30) 같은 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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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급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성적 안정감올 찾지 못하고， 경쟁을 거 

부하고 협동을 강조하연서도 반사회적 충동을 가지고 있고‘ 탕욕스러운 자 

본주의를 비판하지만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고 안주하지 못하며. 영 

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래쉬에게 이러한 자기 도취주의자들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 

틀이 과거의 역사와 문회를 명가 정하하여 무시하는 태도다 과거가 없다연 어 

디에서 삶의 기준올 찾올 것인가? 과거의 경험을 무시힌다연 어떻게 현실을 통 

제할 것인개 현실의 봉제가 없으연 어떻게 바랑직한 미래로 나。f기는 길을 잦 

을 수 있을 것인개 래쉬에게 과거는 현재를 시는데 쏠모없는 정@끓이 아니 

다 그것은 ‘미래를 대처하는 예 멸요한 자원을 이블어내는 정치 및 심리적 보 

고이다 - 래쉬는 ‘곁으로 진보적이고 악관직으로 보이면서도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직연하지 못하는 사회의 절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31) 

래쉬에게 자기 도취주의자들의 빈곤한 내연생활이 7011대의 정신적 위기로 

부터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문화’였다 그것은 미국 문화 

의 원동력이었던 진보와 자유주의의 엔곤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했다 

3. 미국 문명과 진보때 대한 성월 

래쉬에게 진보란 어떤 이녕이나 이데옹호기가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며， 희 

밍냥l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진보를 믿었다 그러나 진보에 대해 그는 결코 

닥관하지 않았다 래쉬의 사회사상은 진보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의 

진보사상은 언제나 니버척 태도를 취한다 그는 진보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 

는다 그는 진쟁한 진보란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에게 개인은 자신이 속한 전체 속에서안 그 가능성올 실현시킬 수 

있고， 그 실현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진보에 

대한 복잡한 철학을 근거로 래쉬는 10년이 걸려 ‘가장 미국적인 책’이라고 스 

스로 밝힌 대작인 r진정 유일한 천국j올 1991년에 출판하였다 32) 

31l 장은 잭 25-26 
32) -Hislory as Social Criticism-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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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의 r진정 유일한 전국j은 과거와 현재의 세계에 대한 깊은 관조 속에 

쓴 미국 문영에 대한 역사철학서이다 겉으로 보기엔 지성사 혹은 정치철학 

에 펀치안 책으로 보이지만. 더 깅이 그 내연으로 들어가연 미국 역사가들에게 

서는 좀처럼 찾아!VI 힘든 미국문명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신의 수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경로로 흉러 

왔으며 지금 어디로 홉러가는가? 래쉬는 이 질문올 흥해 그 갱신사의 강올 

흐르게 했던 통력은 무엇이며. 그 동력에 의해 미국의 진쩡한 가치는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똥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성취된 가치가 어떻게 문 

명의 위기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현대 띠국 문명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래쉬는 진보의 결과를 비관적인 관정 

으로 바라본다 그는 자신의 책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재난 

으로 가득 찬 세기에도 진보에 대한 신념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33) 

래쉬에게 이 진보에 대한 신녕은 바로 미국운영을 흘러가재 했던 동력이었 

고. 그 발원에 대한 탑구는 미국의 의미와 정체성윷 찾는 것이었다 그는 미 

국 지성사에서 이 진보의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 

나 그 원류로부터 다른 길을 가고 있응을 지적하그l자 하였다. 그는 먼저 미 

국문명의 수원은 서구 지성사의 흐름 속에서 함께 출발하였다고 보연서. 유 

럽. 특히 영국의 지쩍 본류로 거슬러 융라가 미국의 지적 기반올 찾는다. 

래쉬에 따르연 진보시상은 18세기에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부터 

왔다 이러한 욕망은 경제발전의 자극제가 되었으며‘ 야당 스미쇠Adam Smith) 

는 그러한 욕망과 발전을 정당행}는 논리를 셰시했다 인간이 안락합과 연 

안힘올 추구하연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에 대한 추구로 이어졌고

-수요에 대한 갈망은 영 미의 진보 이념에 단단한 기반을 제공했으며. 이 기 

반은 20세기의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도 흔웰지 않았다.’3.) 

래쉬는 이러한 로크적 소유욕에 집착한 개인주의가 미국문명의 주류로서 가 

장 중요한 역할올 했냐는 하르츠의 자유주의 논지를 거부하며， 또 다른 흐름 

33) Chrislopher Lasch. The 1'rue and 0.띠"HeaYen， 13 
34) 장은 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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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옴을 강조한바 그것은 다름 아닌 고든 우드와 포코크가 제시한 공화 

주의 혹은 공민 휴머니즘{civic humanism)으로서 이러한 전용은 19세기를 거 

쳐 자유주의의 대항 세력으로 시민의 의무강올 유지시키고 촉진시킴으로써 건 

선한 사회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래쉬는 이들의 학운적 업적올 넘어서 

미국문명의 내연올 더 깊숙이 내려가 이 두 가지 흐름과는 또 다른 저류가 있 

었음을 밝힌다 그것은 미국의 종교정신으로서 청교도주의였다 그것은 소유 

욕에 집삭한 인간의 욕망도 아니고 공공의 선어1 헌신하는 공민도도 아니며. 

바로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오는 용기와 역동정 그리고 생명력이었다 "35) 

일턴과 에드워즈의 신에 대한 깊은 경외감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히는 

것이었다 미국철학의 선구자였던 신학자 에드워즈는 .감사란 더 높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의존올 인식6운 것이라고 이해했다 F 그에게 ‘은총에 대한 앙각은 

미덕과 정반대되는 것으혹 원죄의 본질인데. 다시 알해 인간에 대한 한계를 인 

쩡하기를 거부흥}여 신과 같은 지식과 능력융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36’ 

이러한 프로태스탄티즘의 정신적 유산은 19세기 전반 칼라일과 에머슨에게 

계승되었고， 이들은 인간의 진보가 모든 것올 약속히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 

에 인간은 스스로의 운영올 결코 통계하지 못한다는 사실용 일깨워 주었다 

래쉬에 따르면 칼라일과 에어슨은 ‘캘빈주의 없는 캘빈주의자들이었다. 그들 

은 운영이란 인간의 쾌락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수락할 때 저 경이와 미덕에 의해 정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 

정말로 ‘진보를 추구하는 정지경제학자들은 욕망을 부추기여 부를 해방시키 

기를 바랐지만， 에어슨과 칼라일은 과도한 욕망은 용보를 받는다는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를 분명히 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부분이 부분과의 관계를 

넘어 선체 속에 있을 때만이 그 부분은 전체의 의미릎 당게 된다는 사실올 

인정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울질적 진보 속에서 얻는 안락항과 연 

안함은 그 정도의 안족감과 행복으로 제한되지만. 개인의 생이 물질을 초월 

35) 장은 책 15 

36) 감은 책. 15 
37) 감은 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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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정으로 전체를 향할 때 그 개인의 역동성과 창의성은 우리의 상상올 

뛰어 넘는 어떤 모습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냥북전쟁 이후‘ 그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열‘ 곧 이어 만연하게 된 다원주의의 물질주의적 

정신， 그리고 산영주의의 확대와 지배가 사상의 예허를 가져 왔던 상햄서. 

인간의 존재가 위기에 처해 있응을 인식하여 윌리엄 제임스7f 개인에 대해 

추구했던 바였다 그는 .정신적 고갈이 종교적 열광， 미신， 그리고 불관용보 

다도 현대 세계에 더 큰 위험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에머슨과 칼라일과 같 

은 정신세계 속에 있었다 381 

이들 사상가틀은 울질적 진보의 한계에 대해 분영한 인식올 갖고 자신틀의 

세계를 이해한 사랍들이었다 래쉬는 오늘날 이들의 싸양|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부르주아의 정신세계와 상 속에서 찾았다. 왜냐하연 래쉬에게 그 

들은 비록 ‘질투와 분개와 굴종’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울질적 진보 

를 거부하고. 모든 짓은 대가를 지왈해야 딴}는 소박한 도덕적 현실주의플 

뺨띔이며. 인간과 신보의 한계에 대해 수긍히는 사람틀이기 때문이다 래 

쉬가 이들에게 회망을 거는 이유는 적어도 이들은 오늘날 진보가 만든 휘황 

찬란한 불빛용 i진쩡 유일한 천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391 

래쉬는 20세기의 힘든 장을 건너 온 좌파와 우파 모두는 이재 ‘그틀의 능 

력을 소진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예기치 않게 둥장했던! 새로운 우파 

도 어떠한 .도덕적 질서’를 복구하지 뭇한 채 7f<>r할 방향을 잃고 혼돈에 빠 

짐으로써. 인간은 i표류로 인한 죄질강-에 빠져 있다고 선언하였다.뼈 그럽 

에파 불구하고 그는 역시와 진보를 이해하는 데 결코 프랜시스 후쿠야애Fr밍lCis 

Fukuy뼈a)와 같은 비역사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후쿠야파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관정41 1을 비판하며전체주의의 적올 패배 

시킨 자유주의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정고하였다421 기슐과 자본의 

38) 강은 책. 16 
39) 같은 책 17 
40) 갇은 책. 21-22 
41) Fraocis Fukuyama. π'Je End of Hìstor)' und the Ú1st M.잉1 (New York: Avon 

Books. 1992). xi 



크리스토띠 해쥐의 사회사상 295 

진보를 즐기며 이곳이 바로 -진정 유일한 천국’이라고 믿으며， 더 이상 어떤 

곳을 찾아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챙낸 사링할때 래쉬는 오히려 ‘우리 

는 새로운 한계의 시대에 접어들어 있다’고 선언하며.' 31 경제발전뿐만이 아 

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간흉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의 종말과 같은 인식태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항 산척한 문쩨를 7씨고 있맴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 

화를 꺼려하는 사랍들과 자기도취의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들올 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블림없다， 래쉬가 언급한 바처럽. ‘자유주의 국가들의 안갱생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441 

4. 미국폼명의 진보와 위기 
1994년 래쉬가 작고하기 직전에 탈고한 r앨리트의 반란과 민주주의의 배 

신」은 그 다응 해에 그의 딸 엘리자베스의 도웅으로 출간되었다 이 왜은 과 

거에 발표한 논문들을 다시 수정하여 모은 것으로서 하나의 통합적인 주제 

아래에시 쓴 것은 아니다 그럽에도 윌구하고 이 책에서 래쉬는 하나의 분명 

한 목적올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 문영을 이블어 왔고‘ 그 발전의 중심 

에 있어 왔던 자들이 엄청난 물질적 진보는 이룩하였지만. 그로 인해 지금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디는 사실을 미국인활때 얄리는 것 

이었다 451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고 누가 이들의 개성을 어두운 밤으로 내몰 

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당으로 래쉬는 언저 미국 ‘민주주의의 영예.흘 지 

적한다. 그에게 이 영예는 지금까지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올 

해 온 앨리트들이 대중들과의 공감대를 상실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그는 

42) Chris topher Lasch. -The Age of Lìmits. , Histoσ and the Ideo of Progress 
eds" Ar t hur M. Melzer. Jerry Weinberger. and M, Richard Zinm.an (lthac8 ‘ 

Cornell UniversilY Press, 1995), 228, 
431 감은 책 230 
441 강은 책. 240 
45) Christopht!r Lasch. The Revolt of the EJites and the Betr8yaJ of ÐemocTacy 

(New York: W. W. Norton. 1995).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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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엘리트틀은 -정치의 비현실적이고 인위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실쩨 

적 문제갱들이 해결 불가능하다는 내적인 좌절갑’에 빠져 있고， 대중정치는 

대중들의 삶과 단절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래쉬에게 이러한 상태는 고용스 

러운 것이었다 왜냐하연 그것은 문영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진보의 배신으 

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래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한 때 

사회질서와 개화하고 있던 서구 문화의 전용을 위협한 것은 바로 대중의 반 

란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에 그에 대한 위협은 대중이 아닌 사회의 최정 

상에 있는 자틀로부터 나오는 것처럽 보인다. ‘ 이러한 래쉬의 선언은 미국 문 

영의 진보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 진보애 근거한 모든 

기반들이 흔들힐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r엘리트의 반란과 민주주의의 배신」은 래쉬가 얼마나 미국 문영의 진보에 

대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까를 잘 보여춘다 래쉬가 멸하는 이 ‘엘리트의 

반란’은 1920년대에 오르터|가 이 가세트(Ortega y Gasset)가 지적했던 대중 

의 반란에서 나타난 문계정들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측 가세닫냐바 

본 대중이란. 사회와 운화의 엘리트탬 반항하며시민의 의우라는 관정애 

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대한 

역사적 책임에 대혜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세력이었다. 그들은 

i문명의 취약성이나 역사의 비극적 속성에 대혜 어떤 이해도 가지지 못한 채 

내일은 세계가 더욱 부유하고 용족하고 완벽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즉흥척 

이고 아무련 생각 없이 상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지에만 관심이 있고. 

무한한 가놓성과 완전한 자유를 기대했다 -

가새트가 서구문화의 위기를 대중정치의 지배에 따른 결과로 혜석했다연. 

래쉬는 미국문명에 위기를 가져 온 것은 바로 엘리트의 지배라고 보았다， 46) 

래쉬는 가세트가 지적한 대종의 문제정을 이제 오히려 상충부 속에서 보았 

다 그 엘리트등이란 브로커와 은챙가. 부동산 프로모터와 개발업자 엔지니 

어， 각종 컨설턴트‘ 시스탱 분석가 과학사， 의"'t. 홍보 전문가‘ 출판인， 연 

집인. 광고 중역， 예술 감독， 영화 제작자. 엔터테이너， 언론인， 텔레비전 프 

46) 강은 책.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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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듀서， 예술가‘ 작7~. 대학 교수 둥이었다 래쉬에게 그들은 ·돈과 정보의 

국제적 이동을 지배하고 자선단체와 고동교육 기구를 관챔}여， 문화적 생산 

기구틀을 관리하고 대중토론의 조건올 결정하는 자들이다 "47) 

이들 엘리트에 대한 래쉬의 비판은 날카롭고 혹독하다 래쉬에 따르연 ‘그 

들은 선조에 대한 감사험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사회에 대한 책임김이라든가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요로지 자신들의 노력에 의혜 

모든 특권을 획득한 ;<1-*성가한 엘리트로 생각한다. 뜰에게는 어떤 ‘문화 

공동체라는 개녕도 존재하지 않는다 "'81 그렇다면 누가 과거와 현재를 이올 

것인가? 래쉬에게 이러한 상황은 역사의 단절을 가져요는 것이며， 미래에 대 

한 희망도 앗아가는 것이었다 

래쉬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미국정신의 본질적인 모 

습을 현재와 연결시키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래쉬가 과거 속에서 찾 

은 본래의 엘리트는， ‘사유재산올 주장하연서도 동시에 재산권이란 절대적인 

것이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지키며， 자신들이 쌓은 부로 시민 

적 의무를 다하려고 한‘ 사랑릎이었다. ' 91 래쉬는 이 구시대의 엘리트가 가졌 

던 시민적 책임윤리가 쇠되하연서 더 이상 이웃과 이웃. 그리고 과거와 현재 

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래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대안은 다시 진정한 개 

성을 회복하고 민주사상의 전통올 회복하며. 그리고 다시 건국이녕으로 톨 

아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대안에 가장 부합하는 모옐로 

서 19세기 후반 농민 반란으로 알려진 인민주의 운동을 들고 있다. 래쉬 스 

스로가 언급히는 바처럽‘ 그에게 ‘인민주의는 결E 배타적인 농민운동 사쇼에 

아니었다 그 운동은 단지 농민들만이 아니라 기능인과 상인들까지도 포항하 

고 있었다.’5이 래쉬는 이 운동 속에서 진갱한 재성올 추구하는 미국인들융 

47) 강은 책 25- 26 
48) 같은 책 39. 40 
49) 상은책 4 

50) 같은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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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동쟁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존경의 윤리‘에 기반올 둔 인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목소리-라고 래쉬는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인민주의는 ‘개 

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책임올 질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오늘날 민주 

주의의 황력을 빼앗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은 우리가 도웅을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을 소홉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에 당연히 혜야 항 요구를 주저 

하며 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한다 51) 

래쉬에게 본래의 개성은 놀랍고 경이로우며 신비홉기까지 한 것이다 따라 

서 그가 인민주의X뜰에게서 대안을 찾는 것은 ‘인민주의지들은 상호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립을 민주주의의 정수이자 결코 

멈추지 않는 덕성으로 간주했다 ’ 그들은 ‘자럽정신올 Qj;화시키고 개인들의 

자율적 책임감올 강퇴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반항했다 래쉬는 이러한 

인민주의의 전흥을. 20세기 중반 민권운동의 지x.자였던 마틴 루터 정 

(Marlin LUlber lGng Jr.l 목사의 정신에서 또한 발견한다‘ 그 이유는 킹 

목사가 무엇보다도 혹인들의 사회적 책임강. 근연성. 철제， 그리고 자기 성쥐 

의 덕성을 찬양하며 .혹인 개개인올 활기차고 자부심을 가진 시민으로 변혁 

시킴으로써 그듬이 스스로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존엉성 

올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앙) 

래쉬는 이러한 활기찬 개인이 바로 미국의 건국이념융 떠받쳐 왔다고 강조 

한다. 그는 하르츠의 논재에서 추흔할 수 있는 소유욕이 강한 개인주의는 진 

정한 건국이녕올 설영해 주지 뭇한다고 믿는다. 오히려 그는 고전적 공화추 

의가 강조하는 시민적 덕생올 포항"6f여 프로테스단트의 자기 반성척 정신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옴을 강조한다 현재의 미국 문명에서 갚은 애신감올 

느낀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냥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남융 가치가 있는 7f"였다 그는 민주주의가 관용” 제한되 

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황기에 찬 윤리를 필요로 한다고 

보연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용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50 같은 책. 106 
52) 강은 책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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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출발점이지 종착역은 아니다 재3) 래쉬는 자신이 산고 있는 시대 

의 정조를 보고자 했다 r진정 유일한 천국」에서 래쉬가 했던 많은 주장틀이 

’엘리트의 반란J에서 반복되고 있다 전자의 책이 지식인과 사상가들을 향한 

학문적 탄원이라면 후자의 책은 진보로 인한 허영의 잔치로 어두운 밥올 지 

나고 있는 영혼틀을 각성시키려는 것이었다. 

W. 맺는말 

지금까지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미국문명에 대한 래쉬의 진단은 우용하고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미국 쟁치와 사회가 기능올 제대로 하지 뭇하 

고， 부패와 범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해 나라가 분열하고. 계급 

의 강등이 극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에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 문영 

의 근온적인 동력이 꺼져가고， 그 기반올 지탱할 힘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 

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야에로니컬하게도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근본적 

인 이유는 바로 지 역통적인 진보이녕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 

하게 깨달았으연서도 결코 혀무와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고 사회적 형태의 지 

식인으로서 X낸의 시대에 자신이 해야 할 지적 역항을 다 하고자 했다. 

진보싸양! 그 핵심적 부분을 짜!하는 래쉬의 사회시상은 그가 현대 미국 

지성계의 주류에 반항하며 이질적인 지적 전통어l 얼마간 의지했다 할지라도 

결코 도그띠어l 빠져」을지 않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전락하지도 않았다 그의 

사상은 개인. 사회， 역사， 국가 그리고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로 그 모든 부분 

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올 。l루는 상태를 지향했다 그 전체와 부분들의 관계 

가 갖는 신성합과 신비합은 래쉬가 ‘문화 없는 사회란 아무것도 신성할 것이 

없는 사회F라고 한단했용 때"1 바로 그 거대한 관계의 고려가 끊어지고 있응 

을 암시하는것이다 

53) 같은 책 89 

54) Chrislophcr Lasch. "Thc Age of Li mi ts",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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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Lasch’s Social Thought 

Hyungdae Lee 

(Univer;ity of Maπlarrl Univer;ity Coll영e. Asia)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Christopher Lasch‘ s social thought by 

tracing his complex intellectual trajecωry， Lascb began his intellectual 

cnreer, revolting a탱inst t he mainstream of post-World WaT II American 

intellectual tbought , During the 19605‘ he identified himself as a socia1ist 

8y the ti me Tbe 깐'ue 8JJd Only Heaven was published in 1991 , howe\'er. 

he declared to be 8 C비tur머 conservative who antagonized the m이。rity of 

C비tur외 ra띠cals ， A1 though to pin down his place in modem AmerÎcon 

intellectua1 h.istory has been a difticult job, tms pnper argues that his 

social thought CWl 야st be understood in the whole context of American 

imellectual tradition which emphasized the unity and ha.rmony of the 

whole and the 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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