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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정치 내부의 갈등의 성장과 증폭을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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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뿔뿔의뿔쩍햄얘흩
본 논문은 1960년대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등장 이후 미국의 이익집
단정치의 변화상을 개관하고， 마래의 이익집단정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논지는 시민집단의 등장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익
집단정치 내에 새로운 양상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1980년대와 l뾰0년대를 거치

면서 이익집단정치내의 갈등의 증폭을 통한 이념적 양극화에 기여하-였다는 칩이
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의 배경에서 볼 때 “근접한” 미래의 미국의 이익집단정
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념적인 대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하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 2장

에서는 필자의 졸고2) 의 연장선상에서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이 햇슈나이더와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본 논문은 손병권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1:

남북전쟁 이후 1950년대까지의

기업부문 이익의 동장과 성정을 중심으로J 의 연장선상에서 1뼈년대 이후 미국의 이익
집단정치를 조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논의를 충분히 이해를 위해서 상기 논
문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손병권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1:

남북전쟁 야후 1950년대까지의 기업부문 이익의

등장과 성정을 중심으로J ，미국학~， 제 21 집， 1쨌년 12월， 서울. 서울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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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슨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들의 논의를 통해 이익대표의 보편
성과 이를 통한 정치체계의 항상적 균형과 안정적 유지를 시사했던 트루만
이나 다알 등의 논의가 비판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벼국의 이익집단정치가 경험한 변화의 양상이 소주제별로 분류되
어 간단하게 서술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이 시기가 시민의 정치참여의 확
대시기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과 이는 미국사회의 새로운 조건， 새로운 이
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빈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먼저

지적될 것이다. 이어서 이익집단정치 내의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이 시민집
단 등 공적 이익집단파 등장， 하워정부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이슈 네트워
크라는 새로운 정책결정과정 모델의

적실성의

확대， 시민집단의 등장으로

인한 이익집단정치의 갈등의 성장， 정치행동위원회의 성장과 정당의 변신
등의 소주제를 중심오로 다루어질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시민단체의 등장 이
후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후원자이론을 제시한 잭 워커의 논외가 가술될
것이며， 이 논의가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이론에 혁명을 가져 온 올슨의

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비판하였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될 것이다. 이어
서 제 5장에서는 다원주의에 대한 후기의 비판이라는 제목하에 3) 다원주의에
대한 워커와 로위의 비판이 제시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1980년대의 초반의

시점에서 사민집단의 등장이 이익대표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나
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슐로즈만과 티어니의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제 7장에서는 해이건 행정부를 거치면서 1980년대와 1990년
대외

이익집단정치가 갈등의

이념적

양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소재될 것이며， 이어서 1980년대와 1990년의 연장선상에서 미래

의 며국 이익집단정치에 대한 전망이 제시될 것이다.

3)

“다원주의에 관한 후기의 비판”이라는 제목 하에 제 5장을 구성하였는데， 이 제목은 여
기에 소개될 워커와 로위의 논의가 시기적으로 옛슈나이더나 올슨의 비판 이후에 출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의를 후기의 비판이라고 한 이유는， 이들의
논의가 l쨌년대 시회운동의 와중(워커의 경우)이나 흑은 복지국가가 성숙해 가는 시기
(로위의 경우)를 경험하면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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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웠!슈나이머 (E. E. Schattschneider) .9. 1 다원주와 비판
햇슈나이더의 『준주권적 인민~(압le

화"(socialization

of

Semisovereign

People) 은 “갈등의 사-회

conflict)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란 결국 “갈등의 규모”에

관한 통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갈등의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정치적 전
략의 주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다(Schattschneider

1960, 21).4)

정당정치의 활성

화를 주장하였던 그는 특별한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압력체계 (pressure system)는
전체 정치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벼， 정치는 비록 최초에 소수외 강한 동기를 지닌

집단에 의해 시작된다 할지라도 곧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하는 단계로 발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는 곧 갈등의 사회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 정당 등의 역할이 강조되는 전국적 규모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 결코
개별적인 사적 압력들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갈등왜 시회화를 전국적인 수준에
서 감당하는 것이 주요 정당들이고， 정당은 따라서 칼등이 사회화됨에 따라서 이
익집단의 수인 (captive)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슈가 전국화휩에 따라 이

익집단이 양대 정당간에 하나를 선택하여 정책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억집단이 정당의 수인이 되는 것이다(Schattschneider

1960, 56).

윗슈나이더는 선거권의 보편화， 전국적 수준에서의 유권자의 형성， 대통령
의 존재， 전국적 규모의 정당간외 경쟁 등으로 정치는 전국화되어， 연방정부는
미국사회 내에새 갈등을 사회화시키는 가장 규모가 큰 유일한 도구가 되었으
며， 정치의 전국화는 펼연적으로 과거의 지역적 권력의 독점체나 구시대의 지

4) 햇슈나이더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이룹 통한 정당간의 전국적인 경쟁을 원하는 인사
들은 사적인 성격의 갈릉도 사회화시킬 것이며 빈면 갈등이 사회화되기에 충분한 성격
의 것임에도 사적인 것으로 축소시커려는 언사들은 갈등의 정도를 최소화하여 이익집
단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의 규

모를 확대 혹은 축소시키려는 전략의 성공여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목적달성
성패여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윗슈나이더의 기본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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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인 권력 복합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핏슈나이더
가 기본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정치는 갈등의 사회화와 전국화에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나 연방정부 권력의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양대 정
당의 역할과 양대 정당이 그 토대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선거정치와 관련하여
현실감있게 파익되는 것이지， 이익집단의 수준에서 총괄적으로 파악되기는 어
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정치과정을 총괄적

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다원주의론에 대한 비판과는 어떠
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일까? 과연 갈등의 전국화 혹은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이익집단정치 혹은 압력체계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윗슈나이더의 답변은 소위 압력체계라고 불리는 영역이 갈등의
사회화라는 대중전체의 동원과 참여를 수반하지 못하는， 사회의 일부 구성원
만의 배타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당정치나 선거
정치 등은 갈등의 전국화를 통해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장하지만， 이익집단이
론가들은 지극히 부분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압력체계를 일반적
인 것으로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Scha없C뼈eider 1뼈， 23-껑). 소위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설질적으로 행사하는 “압력체계”는 “조직화된 특별이
익 "(organized speεi려 interest) 이라는 구별된 소수의 사회구성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분명한 경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영역이 확정될 수 있는 것으
로잭， 갈등의 사회화라는 정치의 관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옛슈나이더 주
장의 핵심이다.5) 그에 의하면 조직화된 특별이익 (organized special interest) 에 의

5) 햇슈나이더는

이익집단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익집단이론은

모든

정치현상을 “특별이

익 "(speci머 interest) 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Schattschneider

1않ìO，

23). 햇슈나이더에 의히면 이는 지나친 주장(overstatement) 으로서， 이익집단의 영

향력을 지나치게 보편화한 것이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서 햇슈나이더는 이익집단을 특
별이익집단과 공적이익집단， 그리고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조직화되지 않은 이익집단으로
분류할 펼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소위 압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 이익분배의
면에서

일반적이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특별이익 (s며l떠

interest) 과， 존재여부가 인지되며 확인 가능한 조직화된 이익 (organized interest) 의 접점
인， 조직화된 특별이익 (organized

special interest)

주로 기업부문-이라고 밝힘으로써 핏

슈나이더는 이익집단정치이콘이 주장하는 영향력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압력체계는 상층
계급， 기업부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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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타적으로 특정한 경계 내에서 적용되는 압력체계는 따라서 결코 보편적일
수 없으며， 그 규모의 면에서 대단히 협소하고 기업부분을 중섬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업부문은 이라한 압력체계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현저하게 그 이익을 옹호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특정을 지닌 압력체계는 결코 갈등의 전국화 및 이
와 관련된 전국적， 보편적 정치기제-선거， 정당， 대통령-과는 무관한， 상층계급을
위한 편향성 (upper c1 ass bias)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2.

올슨 (Mancur Olson) 와 토루만 비판: 이익정단의
올슨의 부산물이 론(성yproduct

형성에

관한

theory)6l

올슨은 그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이론서인 『집합행동의 논리:
공공재와 집단이론~(The Lp화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α1d the

Theory of Groups) 에서 트루만의 이익집단형성에 관한 교란이론을 비판하면
6)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올슨의 이론을 부산불이론 (byproduct theory) 이라고 명명하는 이
유를 공공재 (public good) 및 선택적 유인 (se!ective incentive) 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간단히 설명할 펼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공공재와 선태적 유인이라는 개념을 간
단히 설영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현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화

가 공급되논 단위 사회나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그 공급된 재화의 혜택을 누렬 수 있
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성격의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공공재는 일단 공급되변 공

공재의 공급에 공헌여부를 막론하고 단위 사회 혹은 조직의 어떠한 구성원도 그 혜택
으로부티 배제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벼배제성 "(nonexcludability) 과， 특쟁 구성원
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구성원의 공공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공급의 절합성 "(jointness of supply) 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비배제성과 공급의 결합성
이라는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흔히 공공재의 공급과 수혜에 있어서 “무임승차의 문
제 "(free-rider

problem) 혹은 “집합행동의 문제 "(problem of collective action)-합리적

개인이 공공재의 성격상 공공재의 공급에는 기여하지 않고 제공된 공공재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경향-가 동장하게 된다. 공공재와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로서 선택적
유인이 존재한다. 선택적 유인은 공공재와는 달리 용어 그대로 특정한 조직의 가입자에
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재와 탈랴 선택적 유인의 수혜
자는 단위 사회나 조직 일정한 취지에 공헌한 구성원에게만 제공되는 배타적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올슨의 이론을 부산울이론이라고 명명할 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올슨이 의미하는 바 이익집단이 무엇의 부산물인가 하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익집단의 형성은 공공재의 공급에 관한 공헌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재의 목적 및 성격과는 무관한 선택적 유인의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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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자신의 이론인 부산물이론 (byproduct theorγ) 을 전
개하고 있다.7)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익집단체계의 보펀성을 비판하면서 소위

압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들은 소규모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체
로 공공재 (pub1ic g∞d) 의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이익집단들뿐이며， 대

부분의 잠재적 이익(집단)은 실은 선택적 유인 (selective incentive) 이 없이는
쉽게 조직화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집단의 형성 혹은 조직화에 판한 부산물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올슨
은 기존의 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방법론， 즉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한 경

제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자
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할 것이라는 (즉 개인의 합리성과
이러한 합리성을 토대로 이익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의 일치에 근거한 이익집단 형성이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올슨의 주장
이다. 합리적 계언의 이익의 추구에 의해 집단이 형성된다는 자연스러운 개인
이익/집단형성의

일치 (correspondence)는 단지 특정한 조건-집단이

구성원의

변에서 소규모일 겸우， 구성원에 대한 강제력이 존재할 경우， 선택적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악/집단형성의 자발적인 일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올슨의 주장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규모 집단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복지를 극대화하려고 할
경우， 이들이 공동의 혹은 집단의 목적을 증진하도록 강요하는 강제가 없거나， 이들

7)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올슨의 논의를 소개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난
점은 올슨의 이론이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이론인지 아니연 이익집단의 “유지”에
관한 이론인지가 명쾌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익집단의 형성 노력 자체
도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익집단이 형성된 이후 이들이 취
하는 정부에

대한 로비

행위 등도 집합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Jack W;빠‘er

“Explaining the Mobilization of Interests," p. 46)

1991 ,

탈리 표현하자면 올슨이 말하는 바

공공재는 이익집단의 형성 자체로 파악될 수도 있고， 이익집단 형성 이후 그 유지 및
로비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올슨의 이론을 이익집
단의 형성에 관한 이콘으로 국한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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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수반된 비용이나 부담을 진다는 조건하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된， 공동의 혹은 집단의 이익의 성취와 구별된， 별재의 유인이 처l
공되지 않으면， 이들은 공동의 혹은 집단의 이익을 중진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
이다， "(Olson

1965, 6)

즉， 이익집단의 조직화라는 사실이 지니는 공공재 (public good) 적인 성격 때
문에 구성원의 수가 많은 이익집단은 공공재와 구별되는 어떠한 채재나 유인이

없이는 개인들을 이익집단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올슨의
주장이다. 대규모 이익집단의 경우 공공재의 공급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8)이 일단 공공재가 공급된 야후 개인에게 뀌속되는 혜택보

다 크기 때문에 합리적 개인은 이익집단의 조직화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더욱
이 이익집단이 형성된 이후 그 이억집단이 저l 공하는 삭비스가 공공채의 성격을

띠므로 개인은 이익집단의 형성에 특정한 강제나 선택적 유인이 없이는 가입하
지 않는다. 반면 구성원의 수효가 작은 이익집단은 선택적 유인이나 강제력이
없이 조직화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이익집단에서는 공공재가 공급
자에게 귀속되는 재별적인 이익이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초
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악집단의 조직화가 선택적 유인이나 강제력 없
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올슨은 보고 있다(Olson

1965, 33).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슨은 이익집단이 사회적 교란， 공동의 이익， 최소
한의 상호작용 등의 조건이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는 트루만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광범위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무임승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온전하게 대변하기 위한 조직화에 손쉽게 성공하지는 뭇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적 교란에 따른 이익집단의 형성이 보편적 현상이라는
트루만의 주장은 올슨의 선택적 유인론에 근거해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옳은 주

8) 이익집단의 조직화라는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비용에는 먼저 조직화 자체를 위한 비용
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집합행동을 위해서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집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벼용 이틀간의 흥정의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9) 대규모 아익집단의 조직화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하여 선택적인 유인이나 강제력을 통
해서만 가능하며， 소규모의 이익집단의 경우에는 공공재의 공급이 용이하다는 점을 올슨

이 수리적으로 증명한 기숲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Olson 1965, 25-3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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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될 수는 없는 것에다. 오히려 조직화가 용이한 소규모의 특별이익이 월등히

우월한 권한(disproportionate power)을 차지하면서 이익대표체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이익집단정치의 비판에 있어서 올슨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인 것이다. 즉， 상
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특권적인 집단이나 중간규모의 집단이 훨씬 잘 조직화되고

활동적이며， 대규모의 잠재적 집단은， 트루만의 주장과는 달리， 선택적 유인이 제
공되지 않는 한 조직화가 어렵고 비활동적언 경향을 보인다는 것， 즉， 잠재적 집

단의 조직화는 선택적 유인의 부산물 (byproduct of selective incentives) 라는 것이
올슨에게서 발견되는 미국의 압력체계에 대한 바판의 골자이다.1 0 )

m.

1960 뿔뼈와 1970 빽액왜 IJ! 뭘 어옐쩔당쩔핸옐 뺑화 멸 평아

1. 1960 년대와 1970 년대 :시먼참여와 확대 λ| 기
이상과 제도의 괴리라는 면에서 미국정치를 부조화의 예정과 부조화의 개혁

이라는 각도에서 파악한 새뮤얼 헌링턴 (Samuel Hlli1tir땅ton)은 그의 저서 『미국
정치 : 부조화의

예정~ (American

Politics: the Promise

ri

Dis，뼈rmony) 에서

1없0년대와 1970년대외 미국의 정치， 사회적 변동을 비교적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채공히였는데， 그의 시각이 시민의 정치 참여의 확대의 서기로
펼자가 파악하는 이 새기에 대해 비교적 적절한 비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

10) 올슨의 논의는 주로 경제적인 혹은 물질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익집단에 국한
해서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의 논의 자체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

적 개인이라는 대전제하에서 개인의 이익집단 가입여부가 대규모의 집단인 경우 공공재
의 문제 때문에 선태적(경제적 혹은 물질적) 유인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에의 가입동기에 대한 올슨 논의의 (문제점은 아닐지라도) 한계를 지
적하면서 모우(Teπy M. Moe) 같은 학자는 개인의 이익집단 가입을 유도하는 “비경제적
인 유인 "(noneconornic incentive)으로 “연대적인 이익 "(solidary benefit) 과 “목적적인 이
익 "(purposive benefit) 이 있다고 지적하고 었다(Moe 1980, chap따 5 “Departures from
the Econornic Ideal") , 펼자는 본 논문에서 모우가 “목적적인 이익”이라고 명명한 동일한

내용을 “이념적인 이익 "(èxαessive benefit) 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후자의 표현을 사
용할 것이다. 개인이 이익집단에 가입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익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Appendix

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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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그의 논의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본 장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헌탱턴은 먼저 며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적
인 이념을 채시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며국적 신조 "(the Ame디can Creed) 라
고 부르고 있다. 미국적 신조는 흔히 미국사회를 특정짓는 개인주의， 평등주
왜， 기회의 균등에 대한 믿음 등을 포함해고 있다. 헌탱턴에 의하면 간헐적으

로 등장하는 미국사회의 폭발적인 갈등(과 이 이후의 개혁)의 원언은 이미 미
국이 마국혁명과 독립전쟁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쟁취하였다고 믿고 있는 전통

적인 이상Gd않1)이 현실의 제도(ins뼈tution) 와 실행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상과 제도의 괴리(I(ide삶s의 약자)vI(뼈stitutions외 약자) gap) c.}

고 그가 파악하는 현상은 바로 미국정치의 지속적인 현실이벼 개혁의 원동력
이 되 는 것 이 다(묘untington 1981 , 3) ,

이어서 헌탱턴은 며국역사를 거치면서 네 번의 사기에 이혀한 미국의 전통
적 이상과 정치， 사회의 현실과의 꾀핵감이 확때확면서 이를 재혁하고자 한
사기， 즉 미국적 이념을 정치제도 내애 다사 실현샤키고자 노력했던 개혁의
사기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시기를 “신조적

열정의

시

대"(뼈e era of creedal passion) 이라고 부르고 있으벼， 1잃0년대양 1970년대를
어러한 신조적 열정의 시대 가운데 하다로 포함시켜고 있다。11) 즉， 이 시기가

미국의 민주주의적 이상어 현설적언 정치제도 및 관행과 커다란 불일치를 보

였으므로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고 머국적 이념을 재천명하려는 시기였다는
현팅턴의 분석은， 1댔0년대와 1970년대 시민집단 등장 원인 및 이로 인한 이

액집단정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시사점이 될 것이다. 헌팅턴이 제기

11) 헌탱턴이 신조적 열정의 시대로 포함시키는 시가는 미국 독립전쟁을 둘러싼 혁명기，
잭슨 시대， 진보주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동의 네 시

기이다(Huntington

1981, 85) ,

이러한 네 시기를 신조적 열정의 시대로 헌탱턴이 선택

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시기들은 전통적인 미국의 이념이 표출되고 이러한 이념과 일치하도록 제도와 관행
을 바꾸려는 노력이 경주된 정도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상적인 계급과 종교의 구획션을
가로질러서 형성된 그 방식에서， 그리고 주요한 재편성이 사회세력과 정부제 E 사이에서

발생한 정도의 변에서 미국역사의 다른 시기와 다르다‘ "(Hunti명tαil

198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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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혁은 필자가 파악하는 바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이익집단정치 분야에서 시민집단의 등
장 및 성장과 그 영향력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새로운 조전， 새로운 이슈， 그리고 시민의 새로운 요구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가 경험한 정치， 경재， 사회적 변화

는 한 마디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시민 참여의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표현하기
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 사회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
하면서 향유하게 된 경제적 풍요는 개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재원
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일부 계층의 특권으로만 여겨졌던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의 기회를 일반화시켜는데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의 의사표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구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상승되고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 역시 중산층에 못지 않은 생활 수준

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다양헌 수준
에서 구체적으로 정치참여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풍요의 헝:유와 이와 관련한 대학교육기회의 확대는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 (material benefi t) 만이

이익집단의 형성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survival) 에서 “삶의 질 "(quality of life) 로 시민의 관심사가 서

서히 변화는 것과 함께， “연대적인 이익 "(solidary benefit) 이나 “이념적인 이
익 "(expressive benefit)12) 과 같은 (올슨의 논의 에 서 는 본격 적 으로 다루어 지 지

12) “ expressive

benefit" 이라는 용어를 “표현적인 이익”보다는 “이념적인 。l 익”으로 번역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히 적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표현적
인 이익”이라는 번역은 한글로 벤역해 놓고 보변 일견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
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둘째， 대체로 “표현적인 이익”이라는 개념은 시민이 이익집단
에 구성원으로 참여히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표현의 대상은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민권 혹은 여권의 신장 동과 같은， 대체
로 어떤 이념 (idea) ， 이데올로기(ideo!ogy) 혹은 교의 (cr많dl 나 대의명분(cause)을 지칭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자는 “ expressive benefit" 이라는 개념의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이를 “이념적인 이익”이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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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이익들이 새로운 형태의 이익집단 형성의 유인이 되는 계기를 제공
하게 되었다 13)

뿐만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전통사회에서는 전혀 새로

운 이슈로서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공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면서， 이라
한 문제들의 해결과 관련된 이익집단이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을 중심
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재기된 민권， 주택， 교육， 복지， 건강， 도
시 문제 등과 1970년대에 본격화된 소비자 보호 문제， 환경보존 문제 등 새

로운 이슈의 등장은 전통적인 이익 결집기구로서의 정당과 유권자간의 일체
감을 더욱 약화시키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이익집단의 활성화에 기
여하였다. 이러한 이익집단 정치의 변화는 환경운동， 민권운동， 소비자 보호
운동 등의

일련의 사회운동을 통해 촉진되고 한편 시민집단이라고 불리는

이익집단의 등장을 통해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운동과 시민집단
의 성장 및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
의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필연적으

로 초래하게 되 었다.1 4 )

본 장의 나머지 절들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 사회적 변화가 초

13) 1960년대 이후 이익집단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다양한 요인에 관해서 루미스(Iιoomis)
와 시글러 (Cig!er) 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Loomis and Cig!er 1991 ,

21-23)

첫째， 후기 산업사회의 갈등양상의 증폭， 경제적 풍요와 교육의 확대에 의한

이념적인 이익 (expressive benefit) 의 출현， 경제적 풍요와 교육의 확대에 의한， 커뮤니
케이션 기술에 바탕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변화를 갈망하고 이엽이나 교의에

의해 행동하는 잠재적인 이익집단 조직자로서의 중산층의 등장

14)

루미스와 시글러는 농엽정책결정분야를 예로 들면서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잔통적
인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의 개념이 1970년대를 걸치면서 변화된 과정을 간단
하게 서술하고 있다. 농업정책이 점차 농업생산물 소비자의 관심사와 농산물의 국민
보건에의 영향이라는 문제와 관련을 맺게 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자의 숫자

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루미스와 시글러는 소비자 집단과 환경 집단 등이 각각 농업
부조금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농약， 비료 등이 일반 대중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농업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연서， 협소하고 비
공식적이던 농업정책결정과정이 보다 가시적이고 의제의 범위가 넓어진 분야로 변

모하게 되 었다고 지 적 하고 있다 (Loornis and Cigler

1991 , “Introduction ,"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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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 이익집단정치에의 충격을 몇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15)

3.

시민집단 16) 등 공적 이익집단의 등장

1960년대 초반 이후의 미국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이익집단
정치에 가져 온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현상을 하나 제시하라고

한다면 이는 시민집단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들의 등장이다. 이들 시빈집단이
기존의 이익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는 특정은 그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 구성원
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초래된 정치적

인 이념이나 대의명분에 대한 공약이라는 점에 있다(Wa1ker

1991, 61).

이들

시민집단들은 대체로 사회전체의 이상적인 모습이나 이러한 이상적 모습의 구

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별 이익집단과는 매우 다른 여러 가지 조직상， 행태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직업상의 조건이 아니라 이념이나

대의명분에 대한 동조라는 면에서 동질적인 직업을 기초로 한 이익집단들과는
달라， 이익집단 구성원의 분포가 매우 이질적이며， 반드시 회원들간에 일상적

15) 1960년대 초 이래 1980년대 이르기까지의 이익집단정치의 변화상을 정리히면서 그 변
화의 주요 내용을 루미스와 시달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Loomis and Cigler
1991 , “ Introduction: The Changing Nature of Interest Group Politics," pp. 1-2).
1. 1쨌년대 초 이래 이익집단의 증가; 2. 워싱턴 시로의 이익집단 본부의 집중 ;3. 기
술의 발달로 인한 선문화된 대중침투;

4. 단일 이슈 이익집단의 증가; 5. 선깨자금법

(carnpaign finance !aws) 의 변화와 이로 인한 정치행동위원회 (political action
cornrnittees) 의 성장; 6. 관료기구， 백악관， 의회 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들의
공식적인 침투의 증가 ;7 선거과정과 정책관련분야에서의 정당의 약화;

익집단의 증가;

8. 공적 이
9. 대형기업， 대학， 주， 시정부， 혹은 외국정부 등 기관Gnstitution) 에

의 한 이 익 대표의 증가 ; 10. 주도(洲都: state capitaJ)에서 의 이 익 집 단 활동의 증가
16) “시민집단”은 “ citizen 망oup" 의 번역어이다. 흔히 우리사회에서는 이를 “시민단체”로
부르는데 이 용어가 번역어인지 자생적인 용어인지에 관계없이 “ citizen 망oup" 을 시
민단체로 부르는데 대해 펼자는 전혀 반론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 다만 본 논문에는
용어 선택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group"을 모두 “집단”으로 번역하였기에 이 일
관성의 편의를 위해

“ citizen group"을 시민집단으로 부르기로 한다.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II 41

인 대면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라한 시민집단의 일차적인 특정이다.

이러한 구성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분포 역시 지역적인 의미에서 띠국 전역

에 확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활동이 회원의 일상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특정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민집단이 이익집단정치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등장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풍요， 교육

기회의 확대， 그리고 백인 중심의 중산층의 정치적 각성이다. 이러한 정치적

각성은 전자 메일 등 통신기술의 발달과 중산층 중심의 이익집단 조직가들의
형성 및 대중 매체에 의한 정치적 정보의 확대 및 정부기관17) 및 사적인 재

단의 재정적 후원이라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시민집단이 공적이익의 옹

호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악집단 형

성을 유도하는 개인적인 목적의 각도에서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변， 물질적인
이익이 아닌 목적적인 혹은 표현적인 이익이 커다란 장애물 없이 제 목소랴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념이나 이상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형성된 이익집단틀은 대체로 진보적

이고 반기업적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이전까지 미국사회의
제반 정치경제적 권위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과 전제에 대한 철저한 비

판을 그 존재근거로 삼고 있었다(W봐(er

1991 , 36).

띠라서 시면집단의 등장에

의한 이익집단 동원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보수적인 사회세력에 의한 역동원(conservative countennovements)을 초래하
기 에 이 른다(Walker

17)

1991 , 37).

보다 확대된 시민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정부의 후원이 증가한 이유를 스
튜어트 랭턴 (Stuart Langton) 은 다음과 갇이 요약하고 있다. 그는 첫째， 시민의 참여

는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대안적인 수단이 되며 둘째， 관료기관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서 자신들의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개선， 정당화， 지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tuart Langton ,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Current
Reflections on the State of the Art," in α tizen Pmτicipation in Amerim, ed. by
Stuart Langto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1978; Loomis and Cigler 1991 ,
p. 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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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정부체겨I "(subgovernrnent) 라는 개념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l 라는 대안적 개념의 등장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진행 이후 진보주의 시대， 뉴딜을 거치면서 1940년대
와 1950 년대까지， 즉 1960년대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의 건설 등 본
격적인 복지국가의 성장이 탄력을 얻게 되변서 시민집단 등 공적이익집단

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이익집단정치를 규정하게 된 주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하위정부체계"( subgovemment) , “철의 삼각형"(iron
책 하위체계 "(policy

triangle) , “정

subsystem) 등 배타적이고 자율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지칭하는 개념들이었다 18) 이익집단정치라는 현실에 대한 개념화의 하나로
서

이러한 “하위정부제계”라는 정책결정과정은 대체로 특별이익과 의회의

해당 (소)위원회와 행정부의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외부의 침투가 불
가능한

정책결정과정을

(distributive

지칭하는

것으로서，

po1icy)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결정과정 내에서

대채로

있었다

이익분배적인

정책

이러한 하위정부체계는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결착된 이해관계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참여자가 확인 가능하였기에 정책결정의 예
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개념으로 유용하
였으며， 오늘날도 이익집단정치를 논의할 경우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작

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과연 이러한 안정적이고 배타
적인 하위정치체계가 여전히 단독으로 이익집단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을 규

정하는 개념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
를 남기게 만들었는데， 이는 시민집단의 등장과 관련된， 탈중앙집권화된 하위
정부체계의 개념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정책참여자 연합형성에 의한 정책결정

18)

이러한 서술은 “철왜 삼각형”라는 개념이 시민단체의 등장으로 초래된 1960년대 이후

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
은 아니다. 본문에서 계속 설명되겠지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철의 삼각

형으로서의 정책결정과정만으로 1960년대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
가 있음을 본문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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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1960년대를 거치면서 심화된 사회내

의 갈등은 하위정부체계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그려내는 정책결정과정의 양상
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또 다른 의미있는 개념의 등장을 요구하

였으며， 이는 휴 헤클로(Hugh Heclo) 를 통해서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

'*

는 개념으로 정 립되었다.1 9 )
1960년대

이후 하위정부체계라는 개념만으로 이익집단정치와 관련된 정

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이슈 네트워크라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 현실은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

한 규제와 부의 재분배를 수반하는 복지정책의 입법화였다. 이러한 복지정
책의

입법화과정은 전반적으로 탈중앙집권화 되고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하위정부체계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따라서 새

로운 정책결정과정은 다수의 이질적인 참여자의 동맹과 참여자들간의 거래，
타협

등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민감하고， 다수의

이질적인 참여자에게 접근을 허용하며，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성격을 갖는，

보다 침투 가능한 체계를 의미했다 (Walker 1991 , 124).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책결정의

양상이

헤클로가 지칭하는 바 이슈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포

착되게 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이슈 네트워크는 하위정부체계와 같은 내부

적인 동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책결정과정이
라기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기술적인 전문가들， 저널리스트， 행정가를

참여자로 하는 정책결정체계였다. 이러한 이슈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정책결
정과정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을 줄이며， 정부의 지도부에

대해 상당한 긴장을 안겨 주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기존의 하위정부체
계의 정책결정양식과는 대단한 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Heclo 1978, 105).
따라서 1960년대 이후에는 하위정부체계 개념만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갈
등적이며， 침투 용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결정과정으로서

19)

이슈 네트워

이슈 네트워크라논 개념을 전개한 휴 헤콜로의 대표적 논문은 “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 EstabJislnnent," 1978 in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ed. by
Anthony Ki ng, Washington ,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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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는 새로운 개념의 설득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야다 (Walker

5.

시민집단의

등장과 성장에

따른 이익집단정치

1991 , 125).

내의

이념적

갈등의 시짝

그러면 I댔0년대 이후 여러 가지 폭발적인 변화요구， 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팽
창적인 양상， 하위정부채계와 아울러 성장한 이슈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정책결정

과정의 등장， 그리고 사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등장은 이익대표체계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 왔는가하는 점이 새로운 의문왜 대상이 된다. 과연 이
러한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이익대표체계의 다양한 요소

들 사이에 어떠한 내부적 변화를 유도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내부적 변
화는 시민집단의 등장과 0-]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 등이 분석의 초점

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 미-디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총체적인 정치， 사회적 변화는 이익집

단정치의 내부에 갈등의 확대( widening

scope of

conflict) 라는 햇슈나이더

의 표현이 적절하게 원용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즉， 전통적인 압력
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기업부문의

지워가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등장에 의해 도전을 받으면서， 탈중
앙집권화된 하위정치체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갈등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

행되기에 이르렀다. 다사 말하자면 복지국가의 확장， 사회운동의 전개， 시
민집단의 성장은 “공공정책 논의의 이념적인 내용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으

며， 정책결정과정에서 기득권을 지닌 기엽부문의 이익에 의한 지배에 대해
도전하게 되 었다 "(Walker

1991 , 126-127).

복지국가가 수행하는 민권， 환경，

소비자 보호， 빈곤퇴치 정책 등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도모함으로써
기업부문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르 워축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제 정책결정과정 내에서 꽤타적이고 자율적인 하위정부체계에 안존해있
던 기득권 세력들은 정부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질적인 유형의 정책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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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접촉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 기업부문의 이익은
이전까지는 접촉의 필요성이 없었던 공적이익집단과의 이념적인 충돌을 경험

하면서 이익대표체계의 복잡하고 갈등적인 양상을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었다.

6.

정치행똥위원회의 활성확와 정당으| 변화20)

1얹JO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변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익집단논의의 비중

있는 현상을 정치행동위원회 (politica1

action committee:

PAC) 의 등장과 성장

이라고 지적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행동위원회

는 1974년 연방선거자금법 (the Feder.며

Election Campmgn

Act) 이 제정되연서

20) 본 절에서는 입후보자 증심의 선거가 등쟁}변서 이익집단 산하의 정치행동위원회의 활성화에
의한 정당의 변화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뼈년대 이후의 정당의 ~화현상

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 제시되기 어려운데， 올드리치의 논의를 빌연 정당약화의
원인과 양상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정당의 일반적인 Q{.화라는 현상은
어떠한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히는가히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1970년대에 나타난 전
국적 정당조직의 강화， 의회정당의 강회，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의 능동적인 변화

라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19(에년대 이후 정당의 Q{.화리는 현상을 좀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할 펼요가 있기 때문이다: 1뼈년대의 정당의 약회를 논의할 경우 정당의 EF회는 크게 상
호 관련된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첫번 째 수준은 선거의 과정을 지배

했던 근대 대중정당의 붕괴현상이며
동장으로 인한 “유권자 내의
며apter

다른 하나의 현상은 정당일체감의 Q{.화와 독립유권자의

정당"(밟ty-in-the-러ectora않)의

8 ‘'The Critical Era of the 1960s")

Q{.화현상이대A1drich

19ffi,

먼저 근대 대중정당의 성장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

당의 독접적 지위에서 기인했다 현대 미국정당이 선거에서 행히는 역할과 대조해 볼 때 이 말
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에는 선거운동이 입후보자 중심이 아니라， 정부의 각 수준에서 정당의
지도와 후원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소위 정당 보스 정치가 정당의 영향력의 중추가 되었
던 시기에는 정당이 각종 후원자 사업 등의 약속과 선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선거

의 전 과정올 지배할 수 있었으나 1댔년대 이래 선거가 정당。l 아닌 입후보;<}를 중심으로 전
개되고 소확 현직의원의 이익 Gncumbency 때van없ge) 이 강화되면서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능과

영향력은 Q{.화되었대A1drich 1댔" '2E7-:짧1.
한편 정당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딘 장기간에 걸친 변회는 기존의 양대 정도써 대해서 강한 일
체감을 보였던 유권자층이 줄어들면서 독립유권자가 증가힌 현상이다. 유권자들이 정부와 공직

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뢰감이 Q{.화되고 유권자들의 선거ε썩가 줄어들연서， 소위 민
주/공화 양대정당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않는 독립유권자들이 증가하연서 정당이 유
권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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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수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한편에서는 정당 역시 입후보자의 지원을

위해서 이익집단의 행태를 모방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끔 강요하였다.21l
소로프에 의하면 정치행동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을 지원하여 선거에서 승리

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당파적/이념적 (p없lsarνideological) 인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접

근추구적/입법적 (access깨εgislative) 인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조직적/국지적
(orgar1Ízational!local) 한 것이다. 먼저 당파적/이념적 목적은 정치행동위원회의

기부금 지원목적이 특정 입후보자를 통해서 그 정치행동위원회가 추구하는 이
념과 이슈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접근추구적/입법

적 목적은 정치행동위원회가 지지한 입후보자의 당선을 통해서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역에서의 정책 입법화에 영향력의 행사하려는 것을 지칭
하는 것이고， 조직상/국지적인 목적은 자금기부자(donor) 가 지지하는 입후보자

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금기부자에 대한 정치행동위원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목적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목적 가운데 노동

단체 산하의 정치행동위원회를 제외한 정치행동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대
체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목적에 집중된다. 한편 이념적인 목적보다 실천적

인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행동위원회의 행태는 보다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입
후보자를 지원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따라서 정치행동위원회는 현직의원을
지원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21) 1974년의 연방선거자금법은 각 개인이 입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과 다후보
정치행동위원회 (m버ticandidate committee: 적어도 5명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기부하는
정치 행동위원회)가 입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설정하였는데， 개인과
다후보 정치행동위원회의 경우 그 기부금액의 상한선은 각각 1000불과 5000불이다
연방선거자금법에 의하면 이들 기부금의 연간 상한선은 개인의 경우 2만 5천 불이며
다후보 정치행동위원회의

경우 연간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로프(Frank

J

Sorauf)에 따르면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한 정치행동위원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

는데， 그 수는 1974년에는 α@개에서 1989년에는 4178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입후보
자가 받은 총 선거기부금 가운데 정치행동위원회의 기부금이 차지한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76년에는 정치행동위원회의 기부금 비중이 22.6million으로 19.6% 였으
나 1988년에는 147 앉nilIion으로 31%로 증가하였다(Sorauf 1991 , “ P ACs and Parties

in American Po1itics'').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II

현재

정치행동위원회의

(Sorauf 1991, 229-230),

활동의

커다란 특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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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에 있어서 정치행동위원회는 점점 더 영향력

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으나 노동단체와 관련된 정치행동위원회를 제외하고
는22) 여전히 정치자금의 통로역할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잃) 둘째， 정

치행동위원회는 그 실용적인 성격으로 인해 특정한 이슈나 프로그램 혹은 이념
을 중심으로 선거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의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직의원이 승리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현직의원을 지원하라는 자금 기부자의 압력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의회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정당중섬에서 입후보자플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

작하고 이익집단이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서 탱선이 가능한 후보들을 집중적
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정당의 기능도 이익집단과 경합하면서 동시에 이익집단
의 선거지원 양상을 모방하는 선거조직으로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당의 변화는 정당이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당선을 보좌해주는 기능을 수행하

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결정적으로 포착된다 즉， 유권자 내에서의 정당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 흑은 일체감외 약화는 현실이지만， 선거를 지원하는 전국적 조
직으로서의 정당은 이익집단의 정치행동위원회의 선거운동을 모방하면서 그

22)

노동단체 산하의 정치행동위원회와 기타 정치행동위원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제
시될 수 있다 (Sorauf

1991 ,

앓0) ， 첫째， 노동단체의 정치행똥위원회는 대체로 민주당이

라는 친노동적， 진보적 정당과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념적/정당적 목적을 추구하
고 있으며， 따라서 입법상/접근지향적인 전략이나 현직의원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

로” 약한 반면， 기타 이익집단 산하의 정치행동위원회는 모체인 이익집단과 자금기부
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행동의 폭이 제한됨으로써 설용적인 입볍상/접근지향적 전
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현직의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둘째， 노풍단
체 산하의 정치행동위원회는 유서깊은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똥， 즉 이념적으로 지원가능한 입후보자라면 당선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울러 노동단체산하의 정치행동위원희는 민주당

에 대한 전통적 일체감이 하나의 생존의 양식으로 체화된 느낌이 있는 반면， 기타 정
치행동위원회는 입법과정에의 접근과 이를 통해 자신들이 비리던 정책결과를 얻어낸
다는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3)

노동단체의 정치행동위원회는 유권자의 선거등록， 입후보자의 추인， 선거조직의 지원， 유
권자의 투표종용과 같은 활동을 펼침으로써 선거운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시자로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로프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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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Sorauf 1991 , 22이.

과거 정당이 선거를 주도하던 시대에는 정당이 선거에 필요한 조직과 자금을 제
공했으나 이제 독립유권자의 수가 증가하고 유권자들 내에서 정당의 효용성
(1'리evance) 이 의문시되면서 선거는 정당중심에서 입후보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

었다. 즉， 입후보자 중심의 선거전에서 입후보자는 선거자금의 조달이나 선거조직
의 운용을 정당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원
하는 정책지향적인 정치행동가(political activists)들을 중심으로 선거조직을 운용
하고 정치행동위원회나 개인 등의 기부금을 통해서 선거전을 치루게 되었다，24)

이라한 1960년대 초반 이후의 선거 양상의 변화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당은 더 이상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
라 입후보자에 대해서 서벼스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에서 입후보자를 지원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Aldrich

1995, 258) , 올드리치가 지적하는 대로

이제 선거는 정당의 선거가 아니라 입후보자의 선거가 된 것이며， 정당은 이
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먼 정당 내부의 조직상의 변화의 가장
큰 특정은 무엇이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가운데 가장 현

저하게 부각되는 정당 조직상의 변화는 선거를 담당하는 각 정당의 전국 선거위
원회의 현대화와 내실화라고 볼 수 있다，25) 이라한 조직상의 현대화와 내실화는

24) 독립유권자의 증가와는 별개로 입후보자 중섬의 선거가 가능하게 되었던 사회적인 여건
에 관해서 올드리치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그러한 행동가(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입후보자의 정책에 동감，
입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자주)들은 잠재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입

후보자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동원해야만 한다. 기술의 변화가 1960년대에 이르러 의
미심장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행동가들， 선거자원의 제공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그

러한 호소를 최초로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텔레비전과 모든 종류의 전국적인 방송망
을 가진 대중매체， 고속여행， 궁극적으로 전산화".‘등이 개별적 정치가들이 효과적인 선거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과 노동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히 많은 수의 사람과 충분히
짧은 시간에 직접 유권자， 잠재적 행동가， 그리고 잠재적인 자원의 제공자를 접촉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Aldrich

25)

1995, 270)

소로프는 정당의 전국 선거위원회의 조직상의 변화는 공화당에 의해 먼저 주도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Sorauf

1991, pp. 256-258).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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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선거전에서 이익집단 산하의 정치행동위원회와 경합하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유권자에게 좀 더 호소력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며 입후보자 중심으
로 변모한 선거에서 자당의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먼저 각 정당의 전국선거위원회는 그 자율성이 상대
적으로 신장되었으며， 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적인 스댐의 수효를 증가시켰
고， 동시에 스랩의 구성을 현대 선거전의 양상에 발맞추어 다원화시켰다. 그
리고 전국선거위원회의 당 기구로서의 존재도 항구적인 것으로 변모하고 그

재정 적 기 반도 충실히 다져 나감으로써 확고하게 제도화되 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N.

시멀젤달빽 톨휠웰 01 명옐완.2.1 형성에 홈f한 AH 로운 이론 : 잭 워빽

(Jack

Wa애<er) 댐 훌훌 빼훨파 8 빽쩔활 훨첼어| 곤}활활원쩨 이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대깨 등장한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

은 이익집단악 형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었다. 기존의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 트루만의 교란이론이나

올슨의 부산물 이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시민집단의 형성원인은 잭 워커

(Jack

W빠cer)로 하여금 이 익 집 단의 형 성 에 관한 후원자이 론(patron

interest group
이미

theory of

fonnation) 을 제 기 하게 만들었다.

설명하였듯이 26)

데이비드 트루만(David Trurnan) 이

『정부의

과정』

(암1e Governmeη뼈 Process) 에서 제기한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교란이론은 사

회적， 경제적인 변화나 이에 관련한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교란(disturb없ce) 이
도래할 경우， 공유된 이해관계 (shared interest)를 지닌 사회의 구성원들은 아무런
선택적 유인 (selective in떠ltives) 이 없이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의 자발적으로

26)

손병권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익의 풍장과 성장을 중심으로J.
연구소를 창조하기 바람.

1: 남북전쟁

이후 1뼈년대까지의 기업부문 이

미국학』 제 21 집， l~짧년 12월， 서울 · 서울대학교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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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taneous!y)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공
공정책에의 영향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내용
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트루만의 교란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올슨
의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부산물 이론 (byproduct theory)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공유된 이익에 대해 위협이 올 경우 자발적으로 이익집단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거부하고， 대규모의 이익집단의 경우 이익집단의 조직화에 따른 한계비용이 집단
의 조직화에서 보상받게 되는 한계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선택적인 유인 (s잉ective
incentive) 없이는 자발적인 이익집단의 형성이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워커는 그의 논문 “미국에서의

이익집단의

기원 및 유지 "27) 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등장한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형성은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띈 트루만의 이론이나 올슨의 이론으로는 설명되기 어렵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익집단 형성에 관한 후원자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워커에 의하면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을 위시한 이익집단의 대규모 증
가는 올슨의 이론으로 설명되기에는 무려한 점이

으로 1960년대나 1970년대에

있다.28) 왜냐하면 경험적

등장한 시민집단을 포함한 공적

이익집단의

경우 선택적인 유인에 익해 형성된 이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Walker

1983, 396).

그러면 올슨이 지적하는 바 또 다른 이익집단

의 형성방법인 강제력에 의한 이익집단의 형성이라는 기원은 어떠한가? 올
슨이 제시한 이러한 이익집단의 형성 방법 역시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워

커가 지적하듯이 1970년대 이후 강제에 의한 이익집단 형성의 거의 사실상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27) Jack L.

W，왜rer， Jr. , 1없， “The Origins and 뼈inte뻐nce of Interest Groups in
America," Ameri’ mn Politi뼈 Science Review 77: 300-406.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워
커의 이 논문은 그의 사후에 발간된 저서 Mobilizing lnierest Groups in America:
Patrons, Prafi잃sions， αU! Sα빼 Movements ,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 s , 1991 , chapter 5 ‘엄le Ori gins and Maintenance of Groups" 에 보다 X써히 확장，

부연되어 설명되고 있다.

28) 워커는 본문에 인용한 그왜 논문에서 트루만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
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후원자이론이 암시하듯이 묵시적으로 이익집단의 자발적 형성이

라는 주장은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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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워커는 선택적 유인이나 강제보다는 정부기구나 사적인 재단이 개인

적 인 출연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적 이 익 집 단의 증가에 공헌하였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익집단의 개시에

펼요한 개시재원 (start-up

funds) 의 제공자로 등장하면서 공적 이익집단의 대거 등장과 성장이 가능하

게 되었다는 것이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 형성과 유지에 관한 워커의
후원자 이 론의 골자이 다，29)

V 。 ε탬주멀어8 태한 훌쩍멸 빽활:뚜 쩍짧 DI짧환 혔~I훌 뾰여한 경해30)
1. 워커의 다원주의 비판: 사회운똘 및 시댐집단의 등장에 대한 옹호
다알의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이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미국외 사회운동에 관한 적극적인 옹호자였던 잭 워커는 자신의 대표적인 다

원주의 비판 논문인 r 민주주의에 관한 엘리트 이론 비판J (“ A Critique
Eli디st

29)

Theory of

of the

Democracy") 에서 주로 로버트 다알의 다원주의론을 비판하

워커의 이론이 1960년대와 19깨년대의 이익집단의 등장과 성장에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소위 복지국가의 성장을 야기한 주요한 입법이 이익집단의 형성에 크
게 기여했다는 시대적인 배경어l 연유한다. 즉， 복지정책의 추진은 결국 정부가 입법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의 결과(원인이 아니라)료서， 즉 법적이고 제도적
인 요소의 결과로서 공공정책이 수행되고 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익
집단이 성장하고 도태되기도 하는 것이다(Walker

1983, 403

때4) ， 이러한 주장은 아리l

의 인용문에 잘 표현되어 있다.
“미국에서 이익집단의 기원과 유지에 대한 열쇠는 정치행동의 후원자들이 새로이 등
장하는 사회의 요소를 대변하고 새로운 입법 의제와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대표체계를 확대하려는 능력과 의지에 있다， "(Walker

30)

1983,

때4)

워커와 로위의 다원주의 비핀은 양자 모두 이익집단정치기- 사회 상층부의 이익을 대변하

는 방향으로 편향성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논조는 미묘한 차이룹
보이고 있다 워커는 1960년대 이래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등장에 의한 시민의 정

치참여 확대를 민주주의의 활성화로 파악하고 이를 환영하는 논조틀 보이지안 로위는 복
지정책의 확대에 의한 이익집단의 활성화가 정부의 통치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
려의 논조를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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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원주의론이 규범적인 변과 경험적인 변에서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

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책고 있다，31) 먼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이상인 시민
의 정치적 참여가 다원주의론 내에서는 주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워커는

아래와 같이 의미심장한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31)

이익집단

정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에

관한

엘리트

중심이톤 (elitist

theory of

democracy)은 이익집단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
고자 할 경우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여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 엘리트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이익

집단의 의사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손병권다원주의와 이익집단
정치의 장래

I

남북전쟁 이후 1950년대까지의 기업부문 이익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

로J ，미국학~， 1998년 12월에서 다알의 논지를 소개할 때 밝혔듯이) 이익집단이 자신
들에 대한 불이익야 있을 경우 “여분의 자원 "(slack resources) 을 동원하여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형펑하

게 분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다원주의 비판자들은 바로 이러
한 전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다알아나 숨페터 등의 엘리
트 중심의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가하는 점과 이들 엘리트 중심 민주주의

이론의 공통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 이론은 고전적
민주주의의 가정， 즉 시맨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성을 개발히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가정이 경험
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알이나 슈페터 등 엘리

트 중심 민주주의 이론가의 주장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
은 정치현상에 대해 대단히 무관심하며 수동적이며， 따라서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의 소양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울러 인민주의 운동， 나치즘과

파시즘 등 대중운동이 사회에 가져 온 흔란과 무질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들 엘리
트 중심 이론가들은 정치체계의 안정을 민주주의의 최고의 목적으로 치환시켰으며， 따

라서 선거를 통해 정치 엘리트를 선발히는 과정을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
이고 필요충분한 요건으로 파악하였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고전적 민주
주의가 표방하는 정치과정에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를 통한 공동체 정신의 함양

이라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측면이 거세된， 선거라는 “방법”으로 그 의미가 대폭적으
로 치환， 축소되었다. 한편 이들 엘리트 중심 이론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규범이 아니라 방법으로 인식되며，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인 장치로 관념된다. 이때， 엘리트 중심 민주주의 이론에서
민주적인 요소는 시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득표를 위한 주기적인 자유선거를 통한 엘

리트 간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둘째， 민주주의는 정치체계의 안정과 효율을 그 일차적
수행과제로 한다. 셋째， 정치참여는 대중의 대규모 참여보다는 정치적 엘리트를 통제

하기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참여를 바랍직한 것으로 파악한다. 넷째， 선거와 투표가 정
치참여의 주요기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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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현실과 보다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수정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관한· 필자

삽입) 엘리트 중심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인 정치적 교의에서 보수적인 그
것으로 변환시켜， 인민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주주의의 독특한 강조를 거세함으로
써 민주주의는 더 이상 사회가 지향해야 힐 일련의 이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
었다."(W，패<er

1966, 잃8)

규범적인 각도에서 바라 본 다원주외에 대한 워커의 이러한 비판은 다알

등의 다원주의 이론가들이 시사하는 바 민주주의의 일차적언 목적이 정치체계
의 “안정과 효율"(stability and effi디ency) 이라는 점에 대한 캉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 즉， 워커는 민주주의의 일차적 목적에 대한 이러한 치환이 시민의 광

범 위 한 정 치 참여 (broad participation) 를 통한 인성 의 함양이 라는 고전적 민주
주의의 목적을 부지불식 중에 잠식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지척하고 있는 것이

다. 워커가 지적하듯이 고전적인 민주주의는 안정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민
주주의의 작동을 서술하려는데 목적이 었는 것이 아니라， 시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처방적인 성격을 띠는 규범인 것이다.
다음으로 워커는 안정과 효율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성취도를 정의하고 측정
하는 다원주의가 안정과 효율을 가져오는 “무판섬 "(apathy)을 단위 정치공동체의
정치운영에 대한 “만족"(sa뼈sfaction) 의 표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해， 이는
결코 만족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 구조(ins디뼈0뼈 structure of society) ,

행동에 대한 적절한 충동요건의 부족Oack of appropriate spurs to action) , 그리고

집단의 활성화를 위한 자극의 부재 (absenæ of group s마n벼a디on) 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즉y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체의 운영양식에 대한 만족의
표시로서 용납되기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이 위에 지적한 요인들에 의해서 억압되

고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괜찰이 워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워커는 이러한 경혐적이고 규볍적안 관찰을 근거로 마국정치체
계의 혁선은 결코 다알이 주장하듯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이러한 엘려트들에게는 정치체계획 효율과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민의 사회운동(socia1 movement)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트의 선출을 통해 작통하는 기존의 이악집단 정치가 “여분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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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평하게 분배되지 못하여 사회내의 불만을 해소해 주지 못할 경우에 야기

되는 사회적 풍요， 좌절 등은 오히려 다원주의의 규범적 틀 안에서는 안정과

효율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온시되어 온 사회운동을 통해서 개혁이 모색된다고
워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의 선출을 통해서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빈권운동이나
여성운동 혹은

소비자 보호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새로운

정치적

의제

(political agenda) 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

로우I (Theodore Lowil 으| 다원주의 벼판 : 이익집단정치의 팽창
에 의한 공권력의 약화 우려

미국 공공정책의

변화와 이를 떠받들고 있는 이염으로서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 의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온 학자인 테오도어 로위는
그의 다원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논문인 「공공 철학: 이익집단 자유주의 J(“The

Public Philosophy: Interest Group Lib않alism")에서 자유주의 (Jiberalism)와 보수
주의 (conserva뼈sm)의 구분이 1930년대에 적극적 정부의 원칙 (the principle of

positive govemment) 이 수립된 이후에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관한 철학으로서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1ρwi

1967, 6).

그라면 과연 1930년대의

뉴딜 이후 적극적 정부론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으

로 등장한 이후 태통한 공공철학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로위는
그 새로운 공공정책은 바로 다원주의， 즉 이익집단 자유주의 32) 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공공철학에 의하면 정부는 정부를

지지하는 이익집단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까지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
익집단 자유주의라는 공공철학에 의하면 정부의 역활은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
화된 이익집단에 해해 접근의 통로를 확보해 주고， 경합하는 (이익집단의) 정치

32) 로위는 이익집단 자내주의를 단지 정치적 행태에 대한 가설(즉， 하나의 경험적인 정치학
방법론)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이념 Gdeology)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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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 간에 수립된 협의의 결과와 조정을 인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집단 중섬의 다원주의가 가져다 주는 문제점에 관해서 로위는

대체로 정부에 의한 인민통제의 약화， 특권세력의 성장과 조장， 그리고 혁신적
인 변화에의 저항이라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인민 통제제도33) 의

위축 (the atrophy of institutions of popu1ar controO 에 관해서 로위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익집단의 성장과 이익집단 자유주의라는 공공정책의 등장에 의해: 펼자 삽입)

정책결정의

권한을

가장 커다란 이해

관계를 지닌

당사자에게

나누어주는 것

(parceling out)은 정치적 책임의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절대권력(jm뼈um)을 지넌 분리된 프로그램은 단지 행정적인 단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앙의 정치적 통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권력구
조인 것이다." (Lowi ,

1967, pp. 18-1 9)

즉， 사적인 이익집단에 의해 정부의 여러 정책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잠

식되어 들어갈 경우， 공적
대한 기제로서의

영역은 점차 위축되어

인민의 민주적인 통제에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해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익집단의 성장과 정부의 통제기능에 대한 잠식은 새로운 특
권의 형성을 조장하여 이러한 특권세력이 인민과 정부 사이를 가로막는 세

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돕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별적인 접근 통
로가 마련된 이익을 위한 편향된 공공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항구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이익집단 자유주의는 정부기관과 이익집단

간의 관계가 공식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officia1 and legitimate) 정
도까지 완고한(i따lexible) 한 양상을 보임으로서，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주의를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통치능력 (govemability) 의

약화를 귀결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33) 인민통제 기구란 이익집단과는 탈리 선거를 통해서 인민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말하며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대통령과 의회가 있다. 이
익집단 자유주의가 갖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데 있다고 로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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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λ면정단요| 톨짱파 0 엔왜표체계의 변화여뽑: 1970 년대 후반
1980 옐대 초반2.1 λ| 점어뼈 불 어익태훌처|계의 멸화상때 대한 평가
1빼년대 이후 미국의 이익대표체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70
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일단 이익대표체계외 특정을 검토하고 1980년대 이후의

변화(만약 특정적인 변화가 존재했다변)를 검토하는 것이 그 순서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슐로즈만과 티어니(Kay Lehman Schlozman and John T.
Tiemey)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익대표체계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34)

이때 이익대표체계의 일반적인 특정을 파악하는 통시적， 공시적 기준은 개인 혹

은 모든 관련된 이익이 포괄적으로 대표된 정도， 즉 포괄성(ìnclusiveness) 과 어
떤 특정 종류의 이익이 특별히 보다 활동적이거나， 혹은 특정 이억이 보다 특별
히 대표되는 정도， 즉 편사성 (tilt려ness) 이다.

1.

재인의 이익집단에의 참여의 성격

위에서

제시한 포괄성과 편사성의 각도에서 본 이익대표체계의

대표성을

아래의 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익집단에의 참여 정도는 포괄적이지도 않고 균형되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다 (Schlozman

and Tiemey 1986, 60) 즉， 이익집단에

의 참여는 보편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들 가운데 40% 만이
노동조합이외의 이익 집단에 가입해 있었다. 그리고 겨우 과반수를 넘는
52% 만이

이익집단이나 노동조합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둘째， 이익집단에의 참여는 심각한 펀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
났다. 선거

행위에의

참여 등 기타 다른 정치적

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학교교육을 받고， 보다 사회적으로 위신이

있

34) Kay Lehman Schlozman and John T. Tiemey, 1986, Organized Interests and
Ameriron Democracy, 1986,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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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회 상층부의 개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익 집단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위의 두 가지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 집단에의 참여
〈표

6-1>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본 개인의 이익집단에의 참여
노동 조합이외의
집단에 대한 참여

총계

이익 집단이나 노동 조합

혹은 양자 모두에 참여

40%

52%

10%
22%
27%
38%
56%
73%

35%
44%
44%
49%
60%
80%

63%
48%
34%
30%
35%
23%
13%
33%

70%
51%
39%
41%
64%
48%
56%
40%

24%
27%
35%
55%

29%
42%
52%
65%

교육
초등학교
약간의 중등 교육
중등교육 졸업
약간의 대학 교육
대학교육 졸업
대학원
직업
전문직/전문 기술직
관리직/행정직
판매직
초급서기직

기능직
작업직

노동직
서비스
수입

6.α)0붙 이하
6，000불이 상 10，999불

11 ，000불이상 15，않폈불
16，αW불 이상

Source: 1976 Metropolítan Work Force SuroeÿE)
Schlozman and Tierney, p. 60에서 인용

35) “ the National Metropolitan Work Force

Survey'’는 전화로 수행된 설문조사로서

1976

년 4월에 수행되었으며，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용， 실업상태의

노동인력 1370영이다.

Schlozman

뻐d

Tiemey 1986, p. 59, footnot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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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괴 이익집단에의 참여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에 가입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에

초등학교

10%

25%

35%

약간의 중등교육

22%

22%

44%

중등학교 졸업

27%

17%

44%

약간의 대학교육

38%

11%

49%

대학졸업

56%

4%

60%

대학원

73%

7%

80%

source: 1W6 Metropolitan Work Force
Schlozman 때d Tiemey, p. 62에서 인용

Surv앙/

는 결코 포괄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이익

집단에도 가입하고 있지

총계

가입하지 않음

않다. 즉，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않고 있고， 이익집단에의

어떠한

참여율은 사회의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표 6-2> 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조합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익집단에도 참여하지 않은 개인과 노동 조합이 아딘 다른 이익집단에 참여

한 개인의 비율을 교육 수준별로 분류해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조

합이 아닌 다른 이악집단에 참여할 비율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개인의 경우 노동 조합이 아닌 다른 이익집단에 참여한 인사의 비율이
56%에 달하고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그 비율이 73%에 달하는데

반해서，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개인의 경우 노동조합 이외의 이익집단에 가입
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중등교육을 졸업한 개인의

경우 그것은

27%에 불과하다. 교육의 수준을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표적인 지표라
고 가정했을 경우， 이익 집단에의 참여도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회의 상층
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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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대표체계의 양상36)

이제 필자는 개인의 이익집단에의 참여도의 특정에 관한 분석을 마치고 상

호 공통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정책결정의

중심지인 위싱턴에 대표하고 있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50년대에 미국의 정치과정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면서 헛슈나이더는 워싱
턴에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의 대표성 양태에 관해서 대체로 다음
의 두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37) 첫째는 이익집단의 대표 양태가 그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점 (즉， 보편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접)과 둘째는，

이익집단 대표의 양태가 광범위한 공중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을 대표하
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부유층， 특히 기업부문의 이익을 위해 편향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윗슈나이더가 지적한 두 번째 사항， 즉 이익집단 대
표 양태의 편협성 문제는 다음의 표가 웅변적으로 보여 주듯이 여전히 변함
없이 적절한 관찰이라고 판단된다.

<표 6-3> 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워싱턴에 사무실을 개설히고 있는 이익
집단이나 혹은 자문자를 통해서 워싱턴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이억집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워싱턴 정가에 대한 이익대표체계의 양상은 기업의
이익을 대표혀는 이익집단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편협하게 구성되어

있다. 위의 도표를 분석해 보면 워싱턴에 그 존재를 인식시키고 있는 이익 집
단의 70%와 워싱턴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익 집단의 52%가 기엽부문의 이익
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기엽부문의 과도한 이익집단 대표 양상은 광범위한

36) 본 도표에 나타난 이익 집단 가운데 “워싱턴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익집단”은 워싱턴
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281M 의 이익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슐로즈만과 티어
니가 조사한 이익집단 전체의

43%).

한편 “워싱턴에 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이익집단”

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거나 혹은 워싱턴에 주재한 자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을

의 미 한다(Schlozman and Tiemey 1986, p. 66, footnote 17).

37) E. E. Schattschneider, 1댄60， πæ Semisovereign People: A R없list View rf
Demoσα;y in Amerim, New York: Holt , Rinehart and Winston , chapter 2 “The
Scope and Bias of the Pres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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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익대표체계
워싱턴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익 집단

기업
직능단체/기업협회
외국회사
전문직협회
노동조합

시민집단
민권/소수인종 웅호집단
사회복지/빈민층
옹호집단
여성/노인/지체부자유자

워싱턴에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이익 집단

20.6%
30.6%
.5%
14.8%
3.3%
8.7%
1.7%
l.3%

45.7%
17.9%
6.5%
6.9%
1.7%
4.1%
1.3%
.6%

2.5%

1.1%

1.4%
1.2%

4.2%
2.0%
8.2%
100.2%

옹호집단

미국 정부단체
기타 외국단체
기타 미확인 단체
전체

13.4%
100.0%
(= 2810)

(=κì01)

souræ : Arthur C. Close, ed. , Wαshín망oη Represen따tives-1981 ， 5th ed. (Washington, Dε:
Columbia Bo마‘s， 1981) and [농띠se S. Akey, ed. , πJe Encyclopedia of
Assoc，따tions， 16th ed. (Detroit, MI: Gale Res얹rch Company, 1981)
Schlozman and Tiemey, p. 67에서 인용

공중의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

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의 제기도 가능할 지 모른다. 공중
이나 불이익 계층의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익집단의 분포 역시
기업부문에 비해서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다음의 그림은 이

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나타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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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국성인의 경제적 상황과 이익집단 가입정도
구성비

미국성인

이익집단

구성비

전문/기술직

9%

전문가협회

17%

관리/행정직

7%

기업부문

71%

41%

노동조합

4%

기타 비농업부문 전체
농업부문

2%

농엽부분집단

1.5%

구직희망 실업부문

4%

실업자집단

0.1%

재학

4%

교육집단

4%

19%

여성집단

1.8%

지체부자유자집단

0.6%

노인집단

0.8%

가사종시취업불가능자

2%

은퇴

12%

source: Arthur C. Close, 00., Washington Represen따tives-1981， 5th ed. (Washington, DC
Colurnbia Books, 1981) and Denise S. Akey, 00., 까Je Encyclopedia of
Associations, 16th 00. (Detroit, MI: Gale Research Company, 1981l
Schlozman and Tiemey, p. 70, 그림 4-2에서 인용-38)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직이나 관리직 등 사회내의 상류층에 속하

는 인구는 미국 전체 성인인구의 16%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미국 이익집단의
88%에 달하는 부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기업부문의 이익집단

만도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전체 이익집단의 71%를 차지하고 있다(Sch1ozman

and Tiemey

1앉36，

71).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워싱턴의 이익 집단 사회는 결코 포괄적이
거나 보편적이지 않으며， 사회의 상층부문， 특히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편향되

어 있고 광범함 공중의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문에 대해 불리
하게 편성되어 있다.

38)

편의상 필자는 슐로즈만과 티어니의 저서에 등장한 그렴을 도표로 변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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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

이후 시민집단의

등장과 이익대표체계의

변화: 하

나의 관접

1980년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1950년대의 이익대표체계를 분석하

면서 윗슈나이더가 지적한 이익대표체계의 기업 지향적 편협성이 여전히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1960년대 이후 미국정치가 개
혁의 열정을 분출하면서 기존의 정치적 이슈와는 다른 성격의 이슈를 배태하는 것
을 보아 왔다. 민권문제， 소비자 문제， 환경 문제， 청렴한 정치의 문제 등 새로운 이

슈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익집단들을 등장시켰는

데， 이들은 대체로 공중의 광범위한 이익을 반영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들이었다. 즉， 이들 새로운 이익
집단들은 19E때년대를 관찰하면서 렛슈나이더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없었던 사회부문이라고 지적한 부문을 대
표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새로운 성격의 이익집단의 등장은 한마디로 시민의 정
치참여의 활성화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20년간 이익대표체계는 이들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등
장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를 겹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도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하자.

〈표 6-5>의 도표는 1980년대 초반 워싱턴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이익
집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 분류된 유형의 이익집단의 설립연대 비율을

“ 1960-1969"와 “ 1970-1981" 의 두 시기로 나누어 비교， 정리한 것이다. 위의 도
표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 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워싱

턴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이익집단의 40%가 1960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25%가 197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둘째， 시민집단의
사회복지와 빈민 옹호집단의 79%가 1960년대

76%,

민권집단의

56%,

이후에 설립되었으나， 기업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14%만이 196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셋째， 시민집단의

57%,

사회복지 및 빈민옹호 집단의 51%가 1970년 이후에 설립되었지만， 23%

의 기업 협회와 6%의 기엽이익 대변 집단만이 197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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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워싱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의 설립연대와 설립연대별 각
이익집단의 비율
1960-1969년

1970-1981 년

기간에 설립

기간에 설립

8%

6%

14%

직능단체와 기타 기업협회

15%

23%

38%

전문가협회

16%

14%

30%

노동조합

7%

14%

21%

시민집단

19%

57%

76%

민권/소수인종 옹호집단

10%

46%

56%

사회복지/빈곤층 옹호집단

28%

51%

79%

13%

43%

5%

기타/미확인 단체

18%

34%

52%

모든 이익집단

15%

25%

40%

기업

여성/노인/지체부자유자
옹호집단

총계

source: Denise S Akey, ed., Encyclopedia af Assoc따tions， 17th ed. (Detroit, M1: Gale
Research Company, 1983), and the various volumes published by Moody ’ s
Investors Service (New York: Moody ’ s Investors Service, 1982) 에서의 정보를 토
대로 슐로즈만과 티어니가 계산함

Schlozman and Tiemey, p.

76에서 인용떠)

위의 도표로부터 우리는 지난 20년간 광범위한 공중의 이익과 불이익을 받

아 왔던 사회계층의 이익에 대한 대표가 기업부문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러한 새로운 부문의 이익

집단의 폭발적 증가가 워싱턴의 이익대표체계에 어떤 주목할 만한 결과를 가
져 왔는가 하는 점인데， 그 대답은 아래의 도표가 보여 주듯이 부정적이다.
1잃9년대의

이익대표체계를

1980년대의

이익대표체계와

비교해

보아도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성격의 이익집단의 폭발적인 등장에도 불구하고， 워싱

39)

편의상 펼자는 슐로즈만과 티어니의 저서에 둥장한 그림을 도표로 변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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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익대표체계의 변화상
l앉JO

1얹%

CQ에 수록된 집단

워싱턴에 사무실이
있는집단

16%
41%
5%
11%
9%
2%

21%
32%
32%
15%
9%
3%

52%
20%
8%
2%
5%
2%

2%

3%

1%

15%

14%

9%

101%
(=523)

100%
(=2731)

99%
(=5769)

기업
직능단체/기업 협회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시민집단
민권/사회복지/
빈민 옹호 집단
여성/노인/지체부자유
자옹호집단
기타/미확인 집단

전체

워싱턴에 대표가
있는집단

souræ: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α>ngressio.nal Quarterly AlmJlχ1C -1960
(Washi맹ton， DC: Congr않 sion려 Quarterly, 1960); Arthur C. Close, ed. , Washingto.η
Represen따tives -1981 , 5th ed. CWashington, DC: Columbia Books , 1981); and
&띠 se S. Akey, ed. , 엄Je Encyclo.pedi깅 0.1 Associatio.η13， 16th ed.( Detroit, MI: Gale
R않얹rch Company, 1981)
Schlozman and Tiemey, p. 77에서 인용

턴 이익대표체계의 양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60년

대 이후 시민집단 등의 등장으로 인해 이익대표체계의 양상에 구조적인 변화
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기업 부문에 의 한 여전히 강력한 이익대
표체계 지배는 거의 변화한 바가 없다.4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부

40)

슐로즈만은 이미 다원주의론을 비판하는 그의 논문 r 하늘의 합창은 어떤 악센트를 가

지나 : 정치적 평등과 미국의 압력체계 J(“What Accent the Heaven1y Chorus? PoIi tical
Equality and the American Pressure System")라는 논문에서 옛슈나이더의 논지를 이
어 받아서 압력체계가 기업부문의

system for the business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편향(bias

in the pressure

organization)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 논

문은 1984년에 쓰여진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압력체계에 관한 햇슈나이더의 관찰이 여

전히 유효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서 등장한 공
적 이익집단 동의 이익대표체계에서의 경쟁력이 약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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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워싱턴에서 활동하였던 이익집단의 1980년의 위상
집단의 상황
여전히
정치적

활동
기업
직능단체

혹은

여전히
활동，그러나

휠동없음/

정치 활동

퇴장

정보부재

없음

63%
61%

8%
6%

0%
10%

29%
24%

=100% (N=84)
=101%(N=216)

79%
77%
33%
50%

7%
7%
13%
12%

0%
4%
27%
0%

14%
12%
27%
38%

=l00%(N=28)
=100%(N=56)
=l00%(N=46)
=100%(N=8)

78%

11%

0%

11%

=100%(N=9)

46%
60%

18%
19%

3%
7%

33%
24%

=100%(N=76)
=100%(N=523)

기타 기업협회
전문직 협회
노동조합

시민집단
민권/사회복지

빈민 옹호집단
여성/노인/

지체부자유자
옹호집단

기타/미확인

전체

source: De띠se S. Akey, ed., The Encyclopedia of Associations, 17th ed. (Detroit, MI: Gale
Research Company, 1983); Arthur C. Close, ed., Washingtoη Representatives-1981,
5th ec1. (Washi때ton， DC: Columbia Books, 1981); Craig Colgate, jr., ed., National
Trade αul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the α1ited States, 18th ed. (Washington,
DC: α，lumbia Books, 1983); Congressional QU[Jfτerly AlrnaJ1[1{난9껴V (Washington,
DC: C때resslOn떠 Quarter1y , 196이 Diredory of αrporate Ajjïliations-1잃3
(Skokie, 표 National Register Publis비ng Company, 1983); Balc1win H Ward, ed ,
Ward's Diredory of 55，α)() Larger Corporations (Peetaluma, CA: Baldwin H Ward
Publications, 1981)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슐로즈만과 티어니가 정리한 것암

Schlozman and Tiemey, p.

79에서 인용

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대표성은 (1960년과 1980년 현재 워싱턴에

사무실이 있는 이익집단을 비교하였을 경우) 57% 에서

53% 정도로 줄었을 뿐

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실질적인 변화는 전문직 협회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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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동 조합의 비중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의 시점에서 보면，

다양한 공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엽부문이 사
실상 20년 전보다 더욱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업부문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비중은 (1960년과 1980년 현재 워싱턴에
대표가 있는 이익집단을 비교하였을 경우) 1잃0년의 57%에서 1980년의 72%로

증가하였다. 반면 시민집단의 비율은 9%에서 5%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중은 11%에서 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공적 이익집단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정치의 대표성에
있어서의 펀협성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채가 부각된다. 이는 공적 이익집단의 생명력이 길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하
지 않고， 상황에 따른 이익을 대변하고는 곧 이익집단정치의 세계에서 퇴출한다는
사실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도표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표 6-7> 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집단이나 민권집단 등의 소멸률은 기업부

문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 즉， 1960년에 워싱턴에서 촬동하였던 기엽부문 이익
집단 가운데

61% 정도(기업의 단독적인 활동의 경우 63%) 가 1980년 현재 여

전히 정치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집단은

33%, 그리고 민권/사회복지/

빈민 옹호집단은 50%만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즉， 시민집단 등 공
적 이익집단은 개별기업이나 기엽부문의 이익집단에 비해서 소멸율이 상대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나 구성원의 응집력， 접촉도 등에서 부
문에 대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공적 이익집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규

모의 탄생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워싱턴 이익대표체계의 주도적인 축으
로서의 위치는 기업부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Vlr.

1980 앨댐와 1990 댈때에 01 명휠당철치 21 양섬과 01 혜멈 전망

1. 1980 년대의 이억집단정치의 변화: 양극화의 증폭
제3장에서 설명된 1없0년대 시민집단의 등장은 그들이 옹호라는 정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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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 정부에 대해 규제적， 재분배적인 공공정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자유시장경제의 자율적인 운영과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업부문 중
심의 이익집단과의 이념적인 갈둥을 강하게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미 설명했
듯이 이러한 시민집단의 등장이 (슐로즈만과 티어니가 지적한대로) 워싱턴 이
익대표체계 내에서 기업부문 이익집단의 주도적인 위상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
전원 것은 결코 아니지만. 1960년대 이래 시민집단의 등장은 그 조직계기의
이념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의 이익집단정치를 이념적으로 양극화시키면서 기
존의 정책결정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하위정부체계의 개념을 상당히 약화시

키고， 좀더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정부정책결정과정으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는 결국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이 내생적으로 보유한 이념적 혹은 대의
명분 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유래한 것이며 p 기엽부문 등 보수세력의 역동원에

기인한 것이다.
1960년대 사민집단의 등장에서 비롯되고 기업부문의 역동원에 의해서 심화
된 이러한 이익집단정치 내에서의 이억갈등의 증폭과 양극화는 보수적인 공화
당 대통령인 레이건이 등장하고 집권한 1980년대와 이후 1990년대를 걸쳐 지
속되었다. 그러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이익집단체계의 갈등 양상

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었는가? 아래에서는 이점에 관해서 논의해 보
고자한다.
먼저 <표 7-1> 에서 알 수 있듯이 1965년 이후 탄생한 이익집단들(주로
진보적인 시민집단들)이 그 이전에 탄생한 이익집단들 보다 레이건 행정부
기간 동안 협력이 떨어졌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진보적인 이익집단은 레이건 행정부의 집

권기간 동안 전 시기에 비해 현저한 불이악을 받게 된다. 그리고 표 7-2 에
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레이건 행정부하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보수적인
이념과 이념이 다른 이약집단은 정부에 대한 협력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슐로즈만과 티어니가 지적한대로 이익대표체계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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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연방행정부 기구와의 협력의 벌화에 대
한인지
1980년

이전에는

설립시기

행 총계

접촉없음

A. 총표본
1965년까지

8%

100%

1965년이후

15%

100%

B.

농업

1965년까지

3%

100%

1965년이후

16%

100%

c.

경제발전

1965년까지

2%

100%

1잃5년이후

9"/0

100%

D. 사회복지
1965년까지

3%

100%

1965년이후

13%

100%

녀」 -녀」

째-얘”

뽑 …뾰

E.

국가안보

4%

100%

22%

100%

F.

정부운영

1965년까지

0%

100%

1965년이후

9%

100%

source:

1없5

survey conducted by Jack Wa1ker

W;머ker， p. 14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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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이데올로기 및 정당 민감성의 분포

이데올로기/
처。다
。 미
L 가"서

이익집단의 유형

열총계

N
영리집단

혼합집단

비영리집단

시민집단

카터의 당선에 의한 협력에의 효과
진보J협력증가

46

13%

7%

33%

78%

100%

보수/협력감소

28

75%

0%

14%

11%

100%

레아건의 당선에 의한 협력에의 효과
보수/협력증가

39

69%

3%

15%

13%

100%

진보/협력감소

70

7%

6%

41%

46%

100%

data set collect회 by Jack Walker
Walker, p. 149에서 인용

so따ce: 뼈nel

등장한 공적 이억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엽부문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공적 이익집단은 이익집단정치 내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갈등을 야기하여， 이익집단정치 내에 이념대립의 양극화에 공
헌하였으며， 선거정치와 맞물리면서 선거의 결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

는 분야로 변화했다.41l 특히 레이건 행정부 시기인 1980 년대를 거치면서 등장

41)

이 점에 관해 잭 워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철학적 혹은 정책상의 방향과 싱관없이， 혹은 선거

의 결과가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고립화된 하워정부나 혹은 철의 삼각지대
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관료 기구들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에 이

르러서는 적어도 상당수의 하위정부가 상대적으로 덜 자율적인 이슈 네트워크에 자리를
물려줌에 따라 한 이익집단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안전한 지대 (enclavel를 형

성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선거의 결과로부터 이익
집단이 독립할 수 있는 잠재성은 훨씬 더 약화되었으며， 집권하고 있는 행정부와의 이
념적인 양립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W:머ker，

199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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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보수화의 물결은 진보적인 이익집단들 내에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이익집단정치의 양극화와 정부정책결정과정의 불안정성에 기여하였다.42)

2.

1990 년대의 이익집단정치 : 새로운 양상

198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1990년대의 이악집단정치는 이익대표체계

의 사회 상층부 면향성과 갈등의 양극화라는 1980년대의 양상을 여전히 보여
주면서， 동시에 몇 가지 새로운 측면을 보이거나， 혹은 기존에 존재했던 양상
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1990년대 이익집단정

치의 여러가지 양상을 예산적자의 문제와 공화당 의회의 등장으로 인한 진보
적인 이익집단의 재정적 위축과 생존전략， 선거에서 보다 독립적， 적극적 역할

을 수행하게 된 이익집단의 행태， 그리고 의제설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지배를 위한 이익집단의 노력과 이로 인한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의 증폭이

라는 소주제하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연방정
부의 예산적자는 이미 밝혔듯이 레이건 행정부로 하여금 진보적인 서민집단에

42)

시민단체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집단정치 내부의 갈등의 증가가 1980년대에 이르러 의

회와 대통령이라는 정치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워커는 한
마디로 안정적인

135-139)

정책결정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W，왜，er

1991,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해당 관료기구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혹은 소위원

회， 그리고 그 정책분야에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표방하던 이익집단간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해 있고 외부에 대해 절연된 정책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하위정부체계가 시민집단

의 등장에 의해 부분적으로 와해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정책결정 역시 이
들 시민집단이 표방하는 문제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등장함에 따라 보다 갈등적인 양
상을 띠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의에서의 토론이나 수정안의 제출과 같은 활동
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지고， 본회의에서 표결의 승리를 유도할 수 있는 동맹을 형성하
기가 점점 힘들어 지면서， 의회 지도부는 동맹의 형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자
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의회가 사회내의 이익뜰이 분열적이

고 양극화된 입장을 수반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 기관의 정책결정은 점
점 더 힘들어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회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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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부터 전례
없는 액수로 누적되기 시작한 연방예산의 적자는 시민집단을 위시한 진보적인
이익집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SaIisbury

and Conk1in 1998,

299-3떼). 따라서 대체로 1없0년대의 문

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시민집단을 위시한 진보적인 이익집단은 1990년대 공
화당의 의회지배를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비록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 유지되어 온 시민집단은 소위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정당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의회를 장악하면서 등장한 공화당의 다수주의적인 정당 공약의 입법화
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이익집단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
이 견고하지 못한 이들 시민집단들은 이러한 도전에 직변하면서 다른 재정적 자

원을 찾아서 생존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공중에 대해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활로를 찾게 되었다.
둘째，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입후보자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

면서 선거에서의 이익집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정당의 선거활동이 이익집단
을 닮아 간다는 점은 이미 밝혔거니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양상이
좀더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익집단의 선거정치에의 개

입이 노동부문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 이익집단은 유권자의 등록을 종용하는 등 과
거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43) 아

울러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한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이
직접 소프트 머니 (soft money) 라고 불리는 선거자금을 정당의 전국선거위원회

에 기부함으로써， 선거에 있어서 기엽부문의 영향력은 일층 증가되었다. 동시
에 한편에서는 정당이 이익집단의 후보자 지원에 대한 안내자가 되어， 특정

지역구의 입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라는 등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선

43)

루미스와 시글러는 1996년 선거에서의 기독교 우파의 선거활동을 그 예로 들고 있다
Iρomis

and Cigler, 1998, “ From Big Bird to Bill Gates: Organized Interests and the
of Hyperpolitics."

암n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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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있어서 정당과 이익집단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ρomis

and Cigler 1998, 391-394) ,

선거에서의 이익집단의 적극적인 역할의 강화는 선거에서의 이익집단의 역

할이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서 독립되어 수행된다는 관찰까지 낳게 되었는데
(Iρomis

and Cigler 1998, 391 ),

이는 이익집단이 정당 및 후보자와는 무관하

게 움직이면서， 선거를 이용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려
는 노력을 설명하면서 둥장된 주장이다. 즉， 선거 본래의 취지인 정당 혹은 후
보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익집단들은 선거기간 중 스스로 대중매체를 이
용한 나름대로의 캠페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을 공중들에게 “팔게”
되는 현상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의 이익집단정치를 특정짓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익
집단들이 정책결정 의제의 설정 초기부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입

장을 개진하게 되면서， 정책결정과정이 더욱 불확실하고 그 결과가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보의 시대에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서로 다

른 방삭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제의 주도권을 장악하
여 사회적 담론의 흐름을 지배하려 함에 따라， 이익집담정치와 관련된 정책결

정과정은 이미 초기단계부터 복잡하고 갈등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H뼈
년대 이래 공중에 대한 호소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을 옹호하딴서 의제
설정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은 시민집단들의 특정이었으나， 이러한 노력
은 곧 기업부문 등 보수적언 사회세력에 의해 모방되면서， 의제설정 단계부터

이익집단정치는 보다 갈등적인 양상， 보다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루머스와 시글러가 “하이퍼 폴리틱스" (hyperpolitics) 라고 명명한， 시민간의 의
사소통체계의 정치화현상은 결국 이 분야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기업부문의 이익을 더욱 촉진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Loomis and Cigler 1998,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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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

실성의 증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등장한 시민집딘 등 공적 이익집단은 이익집
단정치 내에 이념적인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이라한 갈등은 1980년대와

1990

년대를 거치면서 증폭되었다. 이익집단정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약
40년간의 변화의 추이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근접

한” 미래의 이익집단정치의 전망을 이념적 갈등의 심화와 정책결정 불확실성

의 증가라는 각도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미 본 논문에서 밝혔듯이 워싱턴 이익대표체계의 주도권이 기업부문 등
사회 상층부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라한 양상이 지속되려라는 것
은 이들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이들 부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용자

원의 면에서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바록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성
장에 의해 1960년대이래 이익집단정치가 이념적인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으
나， 워싱턴 이익대표체계가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는 슐로즈만과 티어니의 논

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대표체제의 주도권이 여전히 기엽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전망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익기관의 대표체
계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기업부문임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양상은 쉽게 변
화할 것 같지 않다.

다만 시빈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등장 빛 성장과 이들에 대한 보수세력
의 역동원으로 인해 이익집단정치 내에 이념적인 갈등의 양상은 당분간 지속

시키리라고 전망되는데， 이는 1994년의 선거에서 목도되듯이 정당정치， 선거정
치가 이념적으로 양극화되는 양상， 즉， 미국정치 전반이 이념적인 대립을 중심
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워커가 지적하고 있듯

이 선거나， 정부기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익집단 역시 선거의 내용이나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선거의
내용이 양대 정당간의 사활적인 이념을 중섬으로 전개될 경우， 이익집단정치
역시 이러한 정당， 선거정치와 맞물리면서 이념적앤 갈등의 양상을 노출할 것

74

美 國 學

第二十二輯 (1999)

이라는 점이 쉽게 전망된다. 이는 선거의 결과가 곧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한， 이익집단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띤) 특히 19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

에 이어， 1없0년대에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정치가 확립되면서 진보적인 연
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수정치의

와중에서 재정적인 불황을 경험하게 되는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보수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러한 반발은 앞으로 선거정치， 정당정치뿐
만 아니라 이익집단정치 내에서도 꾸준히 목격되리라고 전망된다.
한편 이익집단정치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역시

매우 불확실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리라고 전망된다. 이는 과거의 하
위정부체계라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외부의 관찰로부터 절연되어 있었던 정책

결정체계와 비교해 볼 때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즉， 1960년대 이
후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자의 숫자가 증가되고 관할권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내용이 이념적 갈등을 수반하는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철의 삼각형”

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결정과정의 모텔은 상당히 그 적설성을 잃어 가
게 되었고，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특정으로 하는 정책결정의
양상이 전개되리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의제의 선정이 하위정

부체계의 배타적인 참여자나 혹은 정부기관의 주요 책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은 그리 용이하지 않을 듯하다. 인터넷 등 전자매체와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이익들이 증가하면서， 이미 의제설정의 단계

부터 이익집단들이 정부에 대한 로비나 일반 공중에 대한 접근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현상이 예측된다. 이는 곧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서 그 초기 단계부터 참여자의 수가 과거보다 월등히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정책결정의 내용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44) 선거정치， 정당정치의 결과가 진보적인 이익집단의 규모 및 활동영역에 어떠한 영향올
미치는가에

대한 사례연구의 하나로서

Laur앉taC따din， 1않없，

최근의 논문으로는 Robert H

Salisburγ and

“Instnunenta1 Versus Expressive Group Politics: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Interest Group Politics, 5th 벼ition， eds. Allan ]. Cigler
and Burdett A. Loomi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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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해 보변 다음과

같다. 선거의 결과가 이익집단정치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선거

에서의 이익잡단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중심의 선거
에서 후보자 중심의 선거로 바뀌면얘 이익집단이 정치행몽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한다는 현상은 이미 밝혔거니와， 1댔0년대에 더욱
현저해진 이익집단의 선거활동은 후보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아울러 직접 이익
집단이 이슈를 중심으로 한 선거 광고를 추진하고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반대하는 의원을 간접적으로나마 낙선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정당과의 협력여부와 무관하게 이익집
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며

선거의 성격을 국민 대표

자의 선태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이 특정 이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밝힐 수 있는 터전으로 변경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Appendix 1>

이익집단 형성에 있어서 구성월의 가입목적외 문제 : 물질적

o

익과 비물질적 이익
이익집단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올슨의 논의에 의하면 조직 비용을 전담

하는 단일의 공공재 공급자가 존재하는 소규모의 집단 이외의 매규모의 이익
집단의 경우， 강제력이나 선택적 유인이 공공재의 공급에 기여하는 개인들에
게 제공되지

problem)

않을 경우 이익집단의 조작화는 “무임승차의 문제 "(free

때문에 불가능하다. 아무리 개인들이 공동의

rider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의견을 일치를 보이더라도， 자발적인 이익집단의 조직화는 공공재의 성격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올슨의 주장이다.

이러한 올슨의 주장은 트루만의 교란이론이 지니는 “공동의 이익/이익집단의
조직화”라는 자동성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점을 보얘 주고 있으나， 대체로 그

의 논의는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잭 워커의 분류에 의하면) 물질적(경제적) 이
익 을 추구하는 직 업 적 인 배 경을 가진 이 의 집 단(occupationa1

interest group in

profit sector) 에 적절히 적용이 된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 농민 연합(American
Farm

Federation) 과 같이 그 집단에 배타적으로 귀결되는 사적인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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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대규모 직능별 이익집단에 가장 절 적용되는 이론이 올슨의 이론인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직능별 이익집단과 같이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형성된 이악집단의 경우에는 공공재의 문제(혹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이익집단의

조직화나 집합행동에 가장 큰 장애가 되므로， 개별 회원에 대한 선택적인 유인이
없이는 이익집단왜 조직화와 유지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포든 대규모 이익집단이 이러한 조직화의 장애물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공공재의 문제가 존재

한다 할지라고 특정한 이익집단을 조직하고 유지하려는 개인들이 지닌 목적이
올슨의 경우와 짚어 물질적인 혜택이 아닌 경우-이념이나 공공정책에 대한 표
현의 욕구-에는 공공재의 문제가 오히 려 쉽게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45) 이
러한 경우에 우리는 다시금 트루만의 교란이론의 부분적 적실성을 이해할 수 있

거나， 아니면 공공재의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특히 시민집단과 같
은 공적 이익집단은 물질적인 혜택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
공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선택적인 유인없이도 이익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루미스와 시글러는 아래와 같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순수히 정치적인 혜택만이 잠재적인 (이익집단의: 필자삽입) 회원을 끌어

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집합적인 혜택이 개인들을 대규모 집단에 가
입시키는데 결정적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먼 현대에는 개인들이 협소한 경제적 자
기이익이나 선택적인 유인의 유용성과는 다른 이유에서 집단에 가입하고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한 정증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μ。mis

and Cigler 1991, p. 9).

이러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익집단이 형성

될 경우， 우려는 올슨이 제기하는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론적인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우 (Terry Moe) 가 지적하듯이 이익집

단에 가입하려는 개인들의 풍기는 경제적， 물질적 이익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45) Walker 1991 , “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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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고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는 근거로 복합적인 가

치구조(complex

system of values)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oe 1980, 114) , 때로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가치를 포기하변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익집단의 형성을 유도히는 목적 가운데 물질

적인 이익-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수입이나 서비스와 같은， 이익집단 참여에 의
한 가시적 보상-이외에 어떠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다양햄 논의
를 종합하면 연대적 이익 (so1idary bεnefit)과 이념적 이익 (expressive
benefit)으로 크게 정 리 될 수 있다.(Loomis
“ Explaining

or purposive

and Cigler 1981 , 9; Walker 1991 ,

the Mobilization of Interests"46-47; Moe 1980, 117-118)46)

먼저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연대적인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개인들
이 모임으로서 얻어지는 재미， 동료의식， 사회적 지위， 혹은 위신과 같은 사회적

으로 도출된 무형외 보상을 의미한다(Loomis and Cigler 1981, 9). 이러한 이익
은 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회원들은 서로 친숙해

지거나 심리적인 유익을 주는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익접단에 가입한
다. 보통 이러한 유대적 이익은 대체로 정치적인 목적과는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힘의에 있어서 중요한 이익집단 형성의 유언은 유대적 이익보
다는 바로 이념적(목적적 흑은 표출적) 이익이라고 파악된다(Moe

1980, 117).

이념적 이익은 특별한 대의 명분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행동에서 도출되는 무
형의 보상으로서， 특히 1960년대 이후 반전운동， 민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특정한 이념을 표방한 정치운동을 통해 형성된 시민집단 등 공적 이익집단의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유대적 이익과는 달리 개인들의

대면접촉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관계에서 반드시 도출될 필요는 없는 것이
다. 즉， 이념적 이익에 의해서 이익집단에 가입하는 개인들은 집단 안에서 다른

개인들과 회합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다른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우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이념적인 목적이 그 특정한 이익집단

46)

원래 물질적 유인

이외에

조직의

형성에

기여하는 유언으로 연대적 유인 (s매dary

incentives)과 목적적 유인 (purposive incentivesl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논문은

B. Clark and James Q. 떼Ison， “Incentive Systems: A Theory of
Administrative Sαence Quarterly , vol. 6 (Septeπilier 1961)이다.

Peter

Org때za디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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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구하는 공공재와 일치하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외 이념적인 이익의 성취

는 이념적인 공공재의 공급에서만 도출될 것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념적 이익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데， 하나는 공공재 자체가
공급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적 이익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실이다(Moe

1980, 118). 즉， 후자의 경우 개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
써， 이익집단에의 가입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Appendix 2> 이 익 기 관
현재 미국 이익대표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구
성원을 보유한 이익집단과는 다른，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익기관의 영향

력이 강화되었다는 현상과 이러한 이익기관은 대체로 기업부문에 의해서 주도
되고 있다는 현상이다，47) 이러한 이익기관의 특정은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사
람들의 기여나 이익이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의 이익과 이에
대한 지도자의 판단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사실이다(Sa1isb따y

1992, 41).48)

47) 이익기관은 구성원을 보유한 일반적인 이익집단과는 달리 구성원없이 혹은 구성원의 이
익과는 무관하게 기관 자체가 자신의 독립적인 이익을 정부에 대해 개진하는 조직을 의

미한다. 이러한 이익기관은 통상적인 이익집단과는 성격이 다른 개별 기업， 주 혹은 시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칭한다. “이익기관"Gnsti tution) 이라는 표현은 “ institution"
이라는 영어단어를 펼자가 이 글의 맥락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를 이
익기관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러한 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정책이익을 정부에 개진하여
공공정책을 통해 정책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변에서 이익집단과 함

께 다룰 펼요가 있고， 아울러 현재 워싱턴 이익대표체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슐로즈만과 티어니는 이익기관을 구성원을 보유하지

(nonmembership

48)

association) 으로 분류하고 있다(Schlozman 뻐d

않은 이익집단

Tiemey 1986).

기존의 통상적인 이익집단과 탈리 이익기관을 차별화해 주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기관은 가용자원이 다른 이익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기관 지도자의

지도력이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다. 둘째， 기관 자체의 이익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기
관 지도자의 권위가 강하다는 사실은 이익기관이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구성원의 추언을
통해서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셋째 이익기관은 이익집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관심을 지니고 있다(Salisbmγ

1992,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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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사
자문 및 대외관계회사

기엽， 직능단체 및 기타 기관
총수효

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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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대표체계의 조직상의 형태 49)
농업부문

Wasrnn맑on

Salisbmy, p.

n

에너지부문

노동부문

보건부문

17.9%

18.1%

16.8%

15.9%

6.6%

4.9%

6.4%

5.7%

75.5%

77%

76.8%

78.4%

832

304

722

1574

Representatives, 1981

50 에서 인용

이러한 이익기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취하는
정치적 행동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이들이 취하는 양식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기관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는 것으로，
직능단체 등의 형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정치행동위원회에 대한 기부

를 통해 정쩌행동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들 이익기관들은 자신들
이 원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케 하여 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셋

째， 이러한 이익기관들은 장기간 중단 없이 개설되어 온 워싱턴 사무실을 통해

서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에 로비활동을 펼칩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면 워싱턴의

이익집단대표체계에서 이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가 의문의 여지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솔즈베려는 워싱턴에 법률가

49)

아래의 도표에서 “법률회사”라는 형태의 워싱턴 이익대표는 수임료에 근거해서 고용

된 외부변호사를 의미하여， “자문 및 대외관계회사”는 비법률가 출신의 자문전문가들
을 의미하고， “기업， 직능단체 및 기타 기관”들이 워싱턴 이익대표의 일원이라 함은
이들 기관이나 조직이 직접 봉급을 주면서 법률가들을 고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의 이익대표형태의 경우 기관에 의해 법률가들의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곧 이
들이 기관내부에 상주하여 이들 기관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문에서
설명될 것이지만 법률기-의 경우 워싱턴 이익대표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 내
에서 활동하는 경우보다는， 외부에서 독립된 사무실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압도
적인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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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용하여 의뢰 인 (dient) 왜 이 익을 대 변하는 현상50) 은 구성 원을 보유한 통

상적인 의미에서의 이억집단의 특정이라기보다는 이익기관의 특징적인 현상이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Salisb따y

1992, 53) ,

<표 7-3>에서 알 수 있듯이 워싱턴 이익대표의 절대다수는 법률가를 통해

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업， 직능단체 등 이익기관 및 이익집단
이 직접 법률가를 봉급을 기초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이는

위의 도표에 나타난 각 영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익기관이니 이익집단의
경우 다음으로 현저한 이익대표의 양상은 외부의 법률회사에 이익옹호를 의뢰
하고 의뢰의 사례마다 수임료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가장 적은 워싱턴
이익대표의 조직상의 양상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이다. 아래의 도표
는 이들 워싱턴 이익대표체계에서 법률가의 비법률가들이 활동하는 소재를 구

분하여 제사한 것이다‘
<표 7-4>가 보여주듯이 법률가 출신의 의뢰인 대표는 위에 제시된 모든
정책부문에서 즈직이나 가관의 내부에 근무하면서 이익대표활동을 펼친다기보

다는， 그 외부에서 이익대표활동을 펼치는 경향이 장하다. 그라고 비법률가 출
신의 의뢰인 대표는 이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언다. 요약하자면 대체로 워싱턴
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이익대표활동을 벌이는 의뢰인의

이익대표는 대체로

“내부적 대표"(In-House representatives) 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대표"(Extemal
representatives) 이 다.

한편 이렇듯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의뢰인 이익대표로서의 법률가들이 증가
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워싱턴 의뢰인 이익대표의 특징적인 현상은 이익대표의

50) 솔즈베리는 이익 Gnterest)라는 개념을 “인지된 혹은 기대되는 정책의 효과 혹은 정부

의 행위 혹은 행위의 부재”라고 정의한 후(Salisburγ

1992, p. 37), 이러한 이익을 정부

에 대해 요구하는 이익대표현상을 지역구 대표와 의뢰인 대표의 두 가지 현상으로 나
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역구 대표는 법으로 정하는 바 절차에 따라 공직자로 당선된
사람들이 행하는 정부정책의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의뢰인 대표는 보다 협소한
정책영역에서 이익의 장재적 수혜자가 법률가 등을 통하여 행하는 이익의 옹호행위를
의며한다. 이익기관을 포함한 이익집단정치 일반을 둘러싼 대표의 양태는 의뢰인 대
표체계의 양상을 띠고 있다(Salisbury

1992,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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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비법률가 이익대표자 및 조직/기관 내부에서의 대표활동과 외부
에서의 대표활동
법률가

비법률가

조직/기관

조직/기관

조직/기관

조직/기관

내부에서 대표

외부에서 대표

내부에서 대표

외부에서 대표

농업부문

12.4%

79.4%

87.6%

20.6%

노동부문

8.3%

71.4%

91.7%

28.6%

보건부문

15.2%

84.l%

84.6%

15.9%

에너지부문

18.9%

73.7%

81.1%

26.3%

source: Washington Representatives, 1981; Matindale-Habbell law

Salisbury, p.

directorγ，

1981.

52에서 인용.

특화과정이 심화되었다는 점과 한 명의 의뢰인/조직/기관이 전문화된 다수의

법률가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외부적인 대표들은 특정하게 세분화된
영역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분야에 관련된 담당자만을 접촉하여 의뢰인의 이
익을 옹호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복수의 법률가가 동일한 의뢰인에 의해 각
전문분야별로 고용되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 었다(Salisb따y

1992, 53).

그러나 이렇듯 복수의 법률가를 고용하여 전문화된 영역에서 이익을 옹호
하는 이익집단이나 기관은 그 가용 가능한 재원이나 정책영역의 변에서 단일
이슈에 국한되어 활동하는 이익집단이나 공적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일 수

는 없다. 따라서 대체로 외부적인 이익대표의 주된 의뢰인은 기업부문 중심의
이익기관이나 이익집단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햇슈나이더나 맥코델이

지적한 바 미국의 이익대표체계가 상층계급과 보수적인 편향성을 지닌다는 지

적은 이익기관의 대표현상에서도 증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익대
표체계의 편향성의 주된 원인이 실은 기관대표의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이 다(Salisb따y

199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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