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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지난 십여 년 동안 주요한 변화가 사회학 내부에서, 그리고 좀더 일반적으로는 사회과학 전반에서 일어
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개는 대부분 상당히 복잡한 문헌들에서만 논의되었으며, 그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
람들은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나는 초보적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즘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한 사회학 입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책을 ‘비판적 입문서’라고 
부르는 바이다. 이 책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학의 관습적인 학식이었던 일군의 사상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러
나 나는 또한, 이 책에서 제시된 방법대로 이해된다면, 사회학은 필연적으로 사회 비판과 직접 연결된다고 주장
하는 바이다. 사회학은 중립적인 지적 시도일 수 없으며, 그 행위가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
석의 실제 결과에 무관심할 수 없다. 

이 책은 몇 가지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회학 입문서들과 다르다. 이 책은 사회학이 다른 모든 사회과학
들과 공유하는 이론적 관심의 핵심, 즉 사회 이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나는 이런 쟁
점들이 초보적인 사회학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 나는 또한 독자가 사회학의 좀더 경험적인 내용에 숙달되기 전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
기 어렵다는, 똑같이 일반적인 관념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적인 내용을 분석하면서 나는 보통의 
입문서들과는 다른 곳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학의 많은 설명들은 주로 하나의 특정한 사회 – 저자나 그 책
을 읽을 독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 – 에 관해 쓰여진다. 사회학적 사고의 주된 과제 중 하나가 익숙한 것들의 경계
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는 신념에서 나는 이러한 유형의 편협함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아마도 역사적인 것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대개 ‘사회학’과 ‘역사학’을 별개의 연구 분야인 것처럼 가
르치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견해는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간결하게 쓰려고 애썼는데, 이는 포괄적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얼마간 희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는 정당한 사회학적 관심거리들 전부를 백과사전처럼 아우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포괄적인 설명을 
원하는 독자라면 다른 책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



1장 사회학 : 쟁점과 문제들

사회학은 다양한 평판들이 흥미롭게 뒤섞여 있는 학문이다. 한편으로 많은 이들이 사회학을 반항을 조장
하고 반란을 자극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사회학에서 연구하는 주제들에 대해 단지 모호한 개념만을 가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쨌든 사회학 하면 전복(顚覆)과 단정치 못한 학생 투사들의 시끄러운 요구들을 떠
올린다. 다른 한편 아마도 첫 번째 견해보다 더 일반적이겠지만 제법 다른 관점은 학교와 대학에서 얼마간 사회
학을 직접 공부한 사람들이 취하는 관점이다. 이 견해는, 사실 사회학은 지루하고 비교훈적인 학문으로 학생들
을 바리케이드로 몰고 가기보다는 진부함 때문에 그들을 싫증나 죽을 지경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학은 그 겉모습을 과학이라는 건조한 덮개로 가리고 있지만 사회학자들이 본받으려 하는 자연과학만큼 계
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회학에 관해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상당히 옳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회학 
지지자들 - 심지어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 사회학은 진부한 주장들을 모조 과학 언어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생각
해 왔다. 사회학이 자연과학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노예처럼 자연과학의 절차와 목적을 모방해야 한다는 생각
은 그릇된 것이다. 사회학의 성취에 회의적인 평범한 비판자들은 적어도 상당 부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의 의도는 사회학을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견해 유형과 관련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회학을 대다수 사람들이 선량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양식에서 벗어난 비합리적인 일탈과 
연결시키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서 서술할 방식대로 이해된다면, 사회학은 필연적으로 
전복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관점을 옹호하고자 한다. 앞으로 논증하겠지만 사회학이 전복적이거나 비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적으로 평판이 나쁜 학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학이 이러한 성격을 갖는 이유는 사회학이 우리 모두가 절박하게 관심을 두는 문제들과 사회 그 자
체의 주요한 논쟁과 갈등의 대상인 문제들을 다룬다는 (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급
진적인 학생들이나 다른 급진론자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충동들과 사회학적 자각 사이에는 폭 넓은 관계가 존재
한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직접 반항하도록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며, 그렇더라도 매우 드물게만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학의 연구가, 제대로 이해된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직면해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근본
적인 것인지를 불가피하게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사
회학 연구는 그들이 더욱더 날카로운 시각을 갖도록 돕는다. 만일 ‘학구적’이라는 말이 대학의 둘러쳐진 벽 안에
서 홀로 하는 무관심하고 동떨어진 학문적 추구를 의미한다면, 사회학은 순수하게 학구적인 학문으로 남아 있
을 수 없다. 

사회학은 꾸러미를 풀기만 하면 알맹이가 드러나는 깔끔하게 포장된 학문이 아니다. 모든 사회과학들 - 
여러 학문들 가운데 인류학, 경제학, 역사학처럼 사회과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학문들 - 과 마찬가지로 사
회학은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시도이다. 말하자면 사회학은 자신의 본성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약점이 아니다. 전문적인 ‘사회학자’라고 자처하는 이들과 어떻게 사회학의 주
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다는 사실에 지친 외부인들에게는 그
렇게 보여 왔지만 말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사회학적 토론의 성격과 그것을 해결할 방법에 대한 합의의 빈번한 
결여에 당황한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사회학이 미성숙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느낀다. 그들은 사회학이 자연
과학처럼 되어서 자연과학이 발견하고 입증한 것과 비슷한 보편적인 법칙의 장치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그
러나 내가 이 책에서 개괄할 관점에 따르면 사회학이 자연과학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야 한다고 가정하거나, 사
회에 대한 자연과학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강조하는 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연과학의 방법과 목적이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관한 연구와 전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학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경험적인 조사에 의존하며, 사실들을 설명할 이론이나 일반화를 고안해내려
는 시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물질적 대상과 같지 않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필연적
으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에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사회학의 맥락

사회학의 발전과 그것의 현재 관심 사항들은 근대 세계를 창조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대한 사회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단지 두 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 일련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휩쓸
고 지나갔으며,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오늘날 늦춰지기보다는 빨라지고 있다. 서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변화는 인류가 이전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살아 왔던 사회 조직의 형태를 
거의 완전히 해체해버렸다. 그 핵심은 ‘양대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혁
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혁명은 일련의 특수한 사건들이자 우리 시대의 정치 변혁의 상징인 1789년 프랑
스 혁명이다. 왜냐하면 1789년의 혁명이 그 이전 시대의 반란들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작인들은 
이따금 자신들의 봉건 영주에 맞서 반항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을 권력에서 내쫓거나 가격이나 조
세의 절감을 보장 받으려고 시도하는 데 그쳤다. 프랑스 혁명에서는 역사상 최초로(몇 가지 유보 사항을 둔다면 
1776년 북아메리카의 반식민지 혁명도 같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순전히 세속적인 이상 –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 에 따른 움직임에 의해 사회 질서 전체가 해체되었다. 아직까지도 혁명가들의 이상은 충분히 실
현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현대 역사의 역동적인 힘들 가운데 하나로 입증된 정치 풍토가 생겨났다. 실제 정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날 통치자들이 ‘민주정치’를 한다고 공언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것은 인류 역사
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다. 다른 공화국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드문 예일 뿐이다. 그리고 각 경우에 ‘시민’을 구성했던 이들은 인구 중 소수였으며, 대다수
는 노예이거나 선택 받은 시민 집단의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대혁명’은 이른바 ‘산업혁명’으로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시작되어 19세기에 서유럽 전역과 미
국으로 퍼져나갔다. 산업혁명은 종종 단지 일련의 기술적 혁신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
서 증기력을 이용한 것과 그러한 동력원에 의해 작동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계의 도입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
한 기술적 혁신들은 훨씬 더 넓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대한 노동력이 
시골에서 끊임없이 팽창을 거듭하는 산업 노동 부문으로 이주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은 또한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의 광범위한 기계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로 도시의 팽창을 촉진했
다. 19세기 이전에는 가장 도시화된 사회들에서조차도 읍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
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통 대부분의 농경 국가들과 농경 제국들에서는 도시민이 이보다 훨씬 더 적었던 것으
로 보인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산업화 이전 사회들의 모든 도시들은 가장 유명한 국제적 중심지들조
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예를 들어 14세기 런던의 인구는 3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기간 동안 피렌
체의 인구는 9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로 접어들 무렵 런던의 인구는 이미 이전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도시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약 90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거대한 대도시 중심지가 있긴 했지만, 1800년
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 중 소수만이 그 규모가 어떻든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한 세기 후에는 전체 인구
의 40퍼센트 가량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거의 60퍼센트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표 1. 1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세계 인구의 백분율
인구 20만 이상 도시 인구 10만 이상 도시

1800 2.4 1.7
1850 4.3 2.3
1900 9.2 5.5
1950 20.9 13.1
1970 31.2 16.7

     출처 : Kingsley Davis, ‘The origin and growth of urbanization in the worl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0, 1955 (갱신되었음)

표 1.1은 도시화가 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모두 고도로 도시화되었는데, 이것은 더 적은 인구 총계와 ‘읍’ 또는 ‘도시’를 구분하는 
어떤 지표를 고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도시 지역들은 빠르게 팽창하
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지역들은 19세기 이전 사회들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거대하다. 

대부분의 전통적 사회 형태들을 돌이킬 수 없게끔 해체해버린 변혁의 핵심이 산업주의와 도시화라면, 그
것들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세 번째 현상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 인구가 과거와 비교해
서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가 태어났을 무렵 세계 인구는 3억 명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세계 인구는 18세기까지 상당히 꾸준하지만 느린 속도로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인
구는 아마도 거의 두 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세부 내용은 거의 모를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
을 ‘인구 폭발’이 일어났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거의 40억 명에 달하며, 이런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면 세계 인구
는 40년마다 두 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가 인류의 미래에 불러올 결과는 두려운 것이고 많은 토론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인구 증가의 배후에 놓여 있는 요인들은 산업화나 도시화의 요인들만큼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은 대체로 균형을 맞춰 왔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복잡한 문제이지만 다른 것들을 좌우하는 두 가지 주요한 현상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두 세기 전만 하
더라도 평균 수명이 35살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고, 흔히 이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유아사망률의 
수치였는데, 중세 유럽과 그 밖의 지역들에서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유아사망률의 극적인 감소 - 공중위생과 일반적인 위생 조건들이 
개선되고 의학이 주요 전염병들을 정복했기에 가능했다 - 는 놀랄 만한 인구 증가를 촉진했다. 

사회학 : 개념 정의와 몇 가지 예비적 고찰

사회학은 유럽에서 ‘양대 혁명’에 의해 초래된 최초의 일련의 변화에 휩쓸려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한 변
화가 출현하는 조건과 그것에 뒤따를 법한 결과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등장하였다. 물론 어떤 학문 분야도 
그 기원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우리는 18세기 중엽의 저자들로부터 사회 사상의 다음 시기까지 이어지는 직
접적인 연속성을 제법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사회학의 형성에 관여한 사상의 분위기는 사실 쌍둥이 
같은 두 혁명의 과정들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사회학’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평범하게 시작해보자. 사회학은 인간 사회들을 연구하는 것과 관계
가 있다. 그런데 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라는 일반



적인 범주 아래 산업화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거대한 농경 제국들(로마제국이나 전통 중국 같은)과 아주 적은 수
의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부족 공동체들도 포함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제도화된 행위 양식들의 결합 또는 체계이다. 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은 긴 시
간과 공간에 걸쳐 신념과 행위의 양식들이 되풀이되는 것 – 현대 사회 이론의 용어로는 사회적으로 재생산되었
다고 한다 – 을 의미한다. 언어는 사회 생활에서 매우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된 활동 또는 관습의 형태
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 모두는 언어를 말하고 또 언어를 창조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
구도 언어를 개인적으로 창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 생활의 다른 많은 측면들도 제도화, 즉 세대를 거쳐 인
식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형태로 지속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습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제도, 정
치적 제도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이렇게 쓰이는 ‘제도’라는 개념이 일상 언어에서 ‘모임’이
나 ‘집단’의 느슨한 동의어로 쓰일 때의 제도 - 감옥이나 병원을 ‘제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 와는 다르다는 것이
다. 

이러한 고찰은 ‘사회’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문제들을 그대
로 내버려둘 수 없다. 사회학과 다른 사회과학들은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회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양대 혁명’의 태동기에 등장한 사회 형태, 즉 산업적으로 선진적인 사회들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는 것
이다. ‘산업적으로 선진적’(industrially advanced)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이 논의의 결과에 대한 선입견 없이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사회학의 주된 초점은 ‘선진’ 혹은 ‘
산업화된’ 사회들의 제도들과 그러한 제도들의 변동 조건에 관한 연구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나는 ‘선진’ 사회들을 마치 나머지 세계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혹은 시간적으로 앞서 존재했던 사
회들로부터 동떨어진 것처럼 다룰 수 없다는 점 - 사회학의 많은 저술들이 마치 그렇기라도 한 것처럼 쓰여지지
만 - 을 힘주어 강조하는 바이다. 게다가 사회학과 다른 지적 시도들 사이에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가 없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인간의 행위
와 제도가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몇 가지 사회 이론의 문제들은 사회과학 전체가 공유하는 관심
사이다. 다양한 사회과학들이 연구하는 인간 행위의 서로 다른 ‘영역들’은 지적 분업을 형성하는데, 이는 오직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류학은 명목상으로는 부족사회, 족장사회, 농업국가
와 같은 좀더 ‘단순한’ 사회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들 역시 세계를 휩쓴 심대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었거나 아니면 현대 산업 국가들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 다른 예로 경제학의 주제는 물질적 상
품의 생산과 분배이다. 그렇지만 경제 제도들은 명백히 언제나 사회 체제의 다른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간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서 사회과학 전체의 근거 자료(source material) 역할을 한다. 

사회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많은 저명한 사상가들은 과학과 기술이 자신들이 목격했던 변화에 중
요한 기여를 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학의 목표들을 설정하면서 물질세계를 훌
륭하게 설명한 자연과학의 성공 같은 것을 인간의 사회적 사건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으려고 했다. 사회학은 ‘
사회에 관한 자연과학’이어야 했다. 1798년부터 1857년까지 살았으며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만든 오귀스트 
콩트(August Comte)는 이런 견해를 가장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정식화했다. 그는 사회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은 
논리와 방법의 전반적인 틀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과학은 자신들이 다루는 특수한 현상들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들을 밝혀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콩트는 만일 우리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밝혀낸다
면 과학이 우리에게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할 능력을 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있
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유명한 말 Prévoir pour pouvior(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이러한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콩트의 시대 이래로 사회학은 자연과학처럼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사회학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이 
견해가 도전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말이다. 20세기 사회학의 발
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콩트가 강조했던 점
들 가운데 일부를 이어받았다. 그는, 사회학은 자연과학이 다루는 사실들처럼 객관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사회적 사실들’에 관한 학문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짧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책『사회학 방법론의 규칙들』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1895)에서 뒤르켐은 사회적 현상들은 사물들처럼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시
했다. 우리 자신을 자연에 있는 물체들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사회학과 자연과학 사이
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이 사회학에 널리 퍼져 오긴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이 관점을 거부한다. 사회학을, 
그리고 인류학이나 경제학 같은 다른 학문들을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학문들이 경험적인 주제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를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학과 그 밖의 사회과학들이 자연과학과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알아둔다면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다. 

(1) 우리는 자연세계의 대상이나 사건에 접근하는 것처럼 사회 또는 ‘사회적 사실’에 접근할 수 없다. 왜
냐하면 사회는 오직 인간인 우리 자신이 창조하고 재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이론에서 우리
는 인간의 활동을 자연 현상들이 그러하듯이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다룰 수 없다. 우리는 내가 개
인들과 제도들의 ‘이중 관련’(double involvement)이라고 부르는 것을 파악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사회를 창조
함과 동시에 사회에 의해 창조된다. 제도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재생산되는 사회적 활동의 패턴이라고 앞
서 말한 바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잠시 숙고해볼 가치가 있다. 사회적 행위나 사회 체제가 ‘재
생산’된다는 것은 시공간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행위자들의 행동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물리적인 심상으로 사고하려
는 경향이 – 뒤르켐의 이론을 포함한 – 많은 사회 이론들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 체제는 개인들과 집
단들 사이의 관계의 패턴들을 포함한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패턴들을 마치 건물의 벽이나 인체의 골격인 
양 묘사한다. 이는 사회를 너무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상으로 암시하기 때문에 잘못이다. 다시 말해 사회 체제의 
패턴은 개인들이 여러 시공간에 걸쳐 특정한 행위 형태들을 활동적으로 반복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이다. 굳이 이런 종류의 상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회 체제는 매순간 그것을 구
성하고 있는 벽돌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건물과 같다고 묘사해야 할 것이다. 

(2) 이로부터 사회학의 실제 함의는 과학의 기술적 사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들은 과학자들이 그것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으며, 그 지식에 비추어 자신들의 움직
임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학과 사회학의 ‘주제’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자
연과학과 관련된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자연 법칙들에 의해 결정되는 일련의 기
계적 사건들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오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학적 분석이 우리의 가능
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단지 역사 안에서 살
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구성하
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 공학처럼 보이는 콩트의 관념, 즉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관념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회과학에서 우리는 다른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무기력한 물질세계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필연적이고 도전할 수 없을 것처럼 - 자연법칙을 닮은 
것처럼 - 보이는 것들이 실은 역사의 산물이며, 사회학적 분석이 인간 사회에서 해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줌으로써 종종 명확해진다. 동시에 사회학적 분석은 냉정한 이성을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지식이 권력
의 중요한 부속물일지라도 권력 그 자체와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일
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상상력 : 비판으로서의 사회학

사회학을 하려면 밀스(C. Wright Mills)가 적절하게 이름 붙인 ‘사회학적 상상력’(C. Wright Mills, The So
ciological Imagination, Harmondsworth, Penguin, 1970)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너무 자주 인용된 나
머지 진부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밀스 자신도 이 용어를 다소 모호한 의미로 사용했다. 내가 이 용어로 말
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학적 분석에 필수적인 감각이 서로 연결된 몇 가지 형태들이다.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들 
– 서구에서 처음 형성된 오늘날의 사회 – 에 의해 시작된 사회 세계는 삼중의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형태들에는 역사적, 인류학적, 그리고 비판적 감각이 있다. 

우리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이 존재했던 기간은 약 50만 년이다. 고고학 유적들로 미루어 보건대 정
착 농업에 토대를 둔 ‘문명들’은 아무리 길게 보아도 1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 자
본주의의 등장으로 좌우된 최근의 극히 짧은 역사와 비교하면 매우 긴 기간인 듯하다. 역사가들은 서구의 자본
주의가 경제 기업의 우세한 양식이 된 시기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그 시기를 15세
기 또는 16세기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기업이 공장에서의 기계 생산과 결합한 산업 자본주의는 그 
기원을 18세기 말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그나마도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출현했을 뿐이었다. 산업 자본주의
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불과 한 세기 남짓한 지난 백 년 동안이었지만 그 결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전
의 그 어떤 기간에 일어난 것보다 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서구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일차적인 충
격을 흡수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의 세대는 기술 혁신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중 대다수가 국가의 ‘시민’
으로서 읍이나 도시에서 살면서 산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에 친숙하다. 그러나 지금은 친숙한 이런 사회 세계
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르고 극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형태이다.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들을 연구하는 분석가들이 해야 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첫 번째 노력은 우리 자신
의 가까운 과거 - ‘잃어버린 세계’ - 를 밝혀내는 것이다. 물론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오직 그러한 노
력을 통해서만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들에서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
게 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도시화와 관련해서 언급했던 단순한 사실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러나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버린 사회생활 형태의 구조를 재구축하
려는 시도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사회학자의 재능과 역사학자의 기술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다. 산업혁명
의 충격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18세기 영국 사회는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관습이 지배적이고 충만해 있던 종교
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였다. 그것은 20세기 영국과의 연속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차
이점들도 제법 두드러진 사회였다. 오늘날에는 매우 흔한 기관들이 당시에는 미숙한 형태로 밖에 존재하지 않
았다. 공장과 사무실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 병원, 그리고 감옥도 기관들도 19세기 들어서야 널리 보급되었다. 

사회생활의 구조의 변화는 물론 일정 부분 물질적인 변화였다. 산업혁명에 관해 기술한 한 역사가는 이
렇게 썼다. 

현대 기술은 단지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술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 수 없었던 물건들을 생산해낸다. 가장 뛰어난 인도 방적공조차 뮬 방적기처럼 품질이 
좋고 결이 고른 실을 뽑아내지 못하였다. 18세기 기독교국의 어떤 대장간에서도 현대의 절단기만큼 크



고 매끄럽고 균일한 강판을 생산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대 기술이 산업 시대 이전에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물건들을 창조해냈다는 것이다. 카메라, 자동차, 비행기, 라디오에서 고성능 컴
퓨터에 이르는 온갖 전기 기구들, 핵 발전소 등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불의 발견 이래로 인간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꾸어놓았다. 17
50년의 영국인은 물질적인 면에서 그의 증손자보다는 카이사르 시대의 병사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Dav
id S. Laudes, The Unbound Promethe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
9, p. 5).

기술 혁신의 엄청난 규모와 강함 침투력이라는 성격은 명백히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들의 뚜렷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이 쇠퇴하고, 지역 마을 공동체의 일상생활의 토대가 무너지고, 심지어 자본주의 이전 시
대의 도시 생활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쇠퇴한 것은 이러한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은 현재를 과거 안으
로 집어넣었으며, 현대 서구 사회에서 우세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시간 경험을 의미했다. 개인의 하루는 오늘날
의 경향이 그러한 것처럼 ‘일하는 시간’과 ‘자유 시간’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다. ‘일’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
로나 다른 활동들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서유럽 사회들의 변혁의 기원에 놓여 있는 양대 혁명의 상호작용을 언급한 바 있다. 두 번째 혁명은 
정치적 혁명이었는데, 이것은 현대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 산업주의의 등장만큼이나 중요한 현상인 민족국가
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두 특정한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
들이며, 누구나 그들의 삶에서 국가(중앙집권적 정부와 지방 행정기관)가 담당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특히 보통 선거권이 발전한 것 또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다른 국가들과 분리된 특정한 국가 공
동체에 속해 있다는 감정인 애국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은 민족국가들의 조직 ‘내부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지만, 현 시대의 근본적인 특징인 민족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시대들과는 닮은 점이 없는 세계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양대 혁명’은 각각 세계적 
규모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산업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산의 전문화와 세계적인 교환
관계에 처한 분업에 기초하고 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앉아 있는 방,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에 먹을 음식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직접 옷을 만들고, 집을 짓고, 소비할 음식을 기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매우 익숙하지만, 산업 자본주의가 도래하기 전에는 분업이 훨씬 덜 복잡했다. 대다수 사
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직접 조달했으며, 그럴 수 없는 곳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구했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산품들이 세계적으로 진정한 지구적 분업을 통해 생산되고 교환된다. 서구에서 소비
되는 재화 가운데 다수는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되고 어느 정도 그 역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
역들에서 수행되는 생산과정들 사이에 얽히고설킨 관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텔레비전의 어떤 부품은 한 나라에
서 생산되고 다른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런 다음 텔레비전은 다른 곳에서 조립될 것이고, 또 전
혀 다른 곳에서 팔릴 것이다. 

그러나 새롭고 독특한 세계 체제를 낳은 것이 경제적 관계의 팽창만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확산은 민족
국가의 일반적 지배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나는 민족국가의 ‘내적인’ 특징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7장에서 더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민족국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기원 초기
부터 유럽에는 서로 화합과 갈등이 뒤섞인 관계를 맺으며 존재했던 민족국가들이 늘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오
늘날 세계는 민족국가들로 나뉘어 있다. 유럽에서 민족국가들이 출현한 것과 특히 민족국가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발전한 것 역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현상이다. 역사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인류는 세계 곳곳에 성글
게 흩어져 있었고, 아주 작은 사회들에서 살았으며, 동물들을 사냥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모아서 연명했다. 
이른바 ‘수렵채취’ 사회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난 만여 년 동안 수렵채취 사회, 작은 농경 공동체, 도시 국가, 제
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가장 두드러진 중국 제국을 비롯한 몇몇 제국
들의 영토는 매우 광대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의 형태는 현대 민족국가들의 형태와 무척 달랐다. 예를 들어 전통 
중국에서 중앙정부는 결코 각양각색의 주(州)들을 직접 통치할 수 없었으며,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더욱 그
러하였다. 중국 정부의 지배에 종속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으며, 그들과 통치
자 사이에는 문화적인 면에서나 언어적인 면에서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방금 언급한 다양한 사회 유형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긴 했지만, 이런 관계들이 
오늘날만큼 지구적 규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금세기 전의 ‘동은 동이고 서는 서일 뿐, 이 둘은 결코 만나지 않는
다’라는 말은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11세기 이후로 중국과 유럽은 때때로 만나기도 하고 얼
마쯤은 교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수세기 동안 중국과 서구는 모든 면에서 서로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았
다. 문화적 차이가 여전히 동양과 서양을 갈라놓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은 바뀌었다. 중국은 영토와 
인구가 거대한 나라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더 이상 제국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국가이다. 물론 중국은 또한 사회
주의 국가임을 공언하는 나라이다. 민족국가가 전 세계에 퍼지긴 했지만, 그 국가들이 모두 서유럽에서 가장 굳
건하게 성립된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따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회학적 상상력의 첫 번째 차원이 역사적 감각을 기르는 것을 수반한다면, 두 번째 상상력은 인류학적 
통찰의 도야를 필요로 한다. 이는 관습적으로 인식되었던 다양한 사회과학들 사이의 경계선들의 빈약한 성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 두 세기 동안의 사회 변혁이 얼마나 최근에 일어난 것이고, 또 얼마나 극적으
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감각을 기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명백하든 암시적이든 간에, 서구에서 발전
한 생활양식들이 어쨌든 다른 문화들의 생활양식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접촉했던 다른 문화들 대부분을 침식하거나 파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조장



했던 바로 그 서구 자본주의 자체의 확장에 힘입어 강화되었다. 더구나 많은 사회 사상가들이 인간의 역사를 사
회적 진화라는 틀 속으로 우겨넣으려고 시도하면서 이러한 관념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진화’는 물질적 환경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위해 사회 유형들을 바꾸는 능력을 의미한다. 서구 산업주
의는 분명 이전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회들보다 물질적 생산력을 엄청나게 증대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틀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적 틀은 사회학적 상상력이 내쫓아야 할 과제인 자문화중심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문화중심주의란 자신들의 사회나 문화의 관점을 다른 모든 사회나 문화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는 것을 말한다
. 그러한 태도가 서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또한 다른 많은 사회들
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서구에서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확신이 다른 생활 양식들을 산업 
자본주의로 탐욕스럽게 빨아들이는 것을 표현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계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해준 경제력과 군사력을 진화
적 틀의 정점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날 서양에서 그토록 많이 떠들어대는 물질적 생산력에 대한 평가, 
그 자체가 다른 문화들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태도이다. 

사회학적 상상력의 인류학적 차원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의 존재 유형들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산업 자본주의와 서구의 군사력이 게걸스럽게 팽창하면서 파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인간 문화들의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현지 조사 인류학’ – 가 등장했다는 것은 현대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학적 상상력의 인류학적 측면은 도입 단계부터 자문화중심적인 성격을 
띤 진화 사상과 경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인간 불평등 기원론』(D
iscourse on the Origin and Foundation of Inequality, 1755)에서 우리는 인간 사회들의 눈부신 다양성을 인식함
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생각을 담은 계몽주의적 주장을 발견한다. “전 세계는 우리가 이
름밖에 알지 못하는 사회들로 뒤덮여 있는데도 우리는 인간 종을 속단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루소는 말
했다. 그는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회들을 묘사하기 위해 인간 경험의 다양성에 민감
한 용맹스러운 관찰자 집단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이런 기억할 만한 탐험들에서 돌
아온 새로운 헤라클레스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들이 보았던 자연, 도덕, 정치에 관한 역사를 쓴다고 상상해보
자. 우리는 그들의 펜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라
고 그는 썼다. 

루소의『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출간된 뒤 한 세기 반 동안 여행가들, 선교사들, 상인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여행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은 종종 믿을 만하지 못하거나 한 쪽
으로 치우쳐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루소가 공격하고자 했던 바로 그 자문화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있었다. 체계
적이고 꼼꼼한 인류학의 현지 조사는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때 이후로 인류학자들은 연구할 
분야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들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쌓아나갔다. 이런 정보는 한편으로 인간 
종의 동일성을 확증한다. 작은 ‘원시’ 사회들에 사는 사람들이 선진 ‘문명 세계’에 사는 사람들보다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거나 그들과 유전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발전한 언어 형태가 없다고 알려진 인간 
사회는 없으며, 사회 유형과 언어의 복잡성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현
대 인류학 연구는 인간이 자신들의 삶을 조직하는 제도의 스펙트럼이 폭 넓게 분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종 현대 인류학자들은 재앙, 군사력에 의해 파괴되어 쓰레기로 남은 문화, 서양과의 접촉으로 유입된 
질병에 의해 파괴된 문화, 전통 관습의 해체로 무너진 문화의 연대기 작가가 된다. 아마도 오늘날 가장 유명한 인
류학자일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 Lévi-Strauss)는 인류학자를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학생이자 목격자’라
고 표현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 또는 적어도 자신들
의 것이 이미 산산조각난 곳에서 그들이 새로운 생활양식에 좀더 쉽게 적응하게끔 하기 위한 싸움과 관련된 급
박하고 매우 실질적인 쟁점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투쟁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수행되어 온 인
류학 업적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업적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인지도 모르는 사회생활의 형태들을 우리의 사고 안에 살려둘 수 있다. 

이 두 번째 감각을 첫 번째 감각과 결합하면,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용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유형
의 용어들로만 사고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상상력은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세 번째 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나는 사회학이 자연과학
과 같다는 관념을 비판하면서 어떤 사회적 과정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열려 있는 ‘선택 가능한 미래들’을 반드시 의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의미의 사회학적 상상력은 현존하는 사회 형태들에 대한 비판에 기여하는 사회학의 과제와 융합한다. 

비판은 반드시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는 산업화된 사회들의 성격에 관한 서로 다
른 견해들을 검토하고, 경쟁하는 해석들을 비교하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서구에
서 시작된 변화는 서구 사회들과 나머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후
에 다소 상세하게 인간 사회 조직의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현대 세계 체제의 중요성에 관해 
논할 것이다. 



2장 경쟁하는 해석 : 산업사회인가 자본주의인가?

세계의 산업화된 지역들의 발전으로 나타난 ‘양대 혁명’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회학 내부에
서 산업화된 사회들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일련의 분석들이 발전하는 동안 서로 다른 견해들이 하나의 주요한 
경계선을 중심으로 결집했으며, 이 장에서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도 이 경계이다. 나는 앞서 18세기 말과 19세
기에 서유럽에서 출현한 사회 유형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산업사회’ 또는 ‘산업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나는 이 용어들을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사용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내가 논하고자 하는 문제들과 제
기하고자 하는 쟁점들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용어상의 차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앞으로 산업사회라고 부를 것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를 것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 두 용어는 아무 
의미 없는 꼬리표가 아니라, 사회 사상가들이 근대 세계를 뒤바꾼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시도했던 두 가지 
상반된 방법을 의미한다. ‘산업사회’라는 용어는 콩트 앙리 드 생 시몽(Comte Henri de Saint-Simon)이 19세기 
초에 저작을 쓰면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는 또한 훗날 다른 이들이 받아들인 몇 가지 이론적 지침들을 세우기도 
했다. 이 후대의 저자들 중에는 뒤르켐이 있었는데, 사회학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결코 방법론적인 것에만 그치
지 않았다. 사실 뒤르켐은 ‘산업사회’라는 용어를 선호하지 않았지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종류의 관점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산업사회 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유럽과 미국의 많은 저명한 저자들로
부터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그 시기에 그 이론은 실로 정설 같은 것이 되었다. 

마르크스(Karl Marx)가 자신의 주요한 사상 중 일부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회 이론, 철학, 경제
학 학파들로부터 가져오긴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는 개념은 무엇보다 칼 마르크스와 관련되어 있다. 마르크스
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저작 대부분을 1840년과 1870년 사이에 썼다. 그의 생애(1818~83) 동안 이 저작들은 단
지 몇 안 되는 그의 동료들과 추종자들에게만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정치 운동, 좀더 일반적으
로는 노동 운동이 19세기 후반 몇 십 년 동안 보다 강력해지자 마르크스의 사상은 수많은 토론과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러하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은 마르크스 시대 이래로 끊임없이 발
전을 거듭해 왔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내부의 다양한 사상들을 대표하며, 나는 이 책의 짧은 분량을 통해 이 
풍부한 문헌들 중 단지 몇 가지 주요한 주제들만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겠다. 나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이 사회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과 산업사회 이론의 
몇 가지 가정들이 비판 받아야만 하는 이유의 주요한 토대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르크
스의 저작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는 약점들도 있다. 

산업사회 이론

산업사회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마르크스가 표현했거나 마르크스로부터 유래한 견해들과 비교하기
에 앞서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을 달아야겠다. 내가 앞으로 서술할 대조와 일련의 논의는 결코 사회학적 사상들이 
분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망라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일련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포함한다 하더라
도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사회 사상의 형태들이 훨씬 더 다양하다. 그러므로 다소 복잡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단
순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좀더 긴 분량의 책에서라면 직접 고찰해볼 만한 몇 가지 문제들과 사상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 내가 두 관점을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저작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개념들 중 어떤 것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마르크스의 견해 또는 자
신을 마르크스의 추종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견해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산업사회 이론의 편에 서서 마르크스를 거부하지도 않는다. 두 관점 모두에는 배울 만한 점들이 있다. 각각의 관
점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밝혀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와 이른바 ‘부르
주아 사회학’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들을 종종 발
견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사회’라는 개념은 생 시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나는 생 시몽의 생각과 최근 
사상가들의 생각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론’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특정
한 학파의 사상가들이 공유하는 명확한 공리집합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서로 결집하는 경향이 있는 
다수의 개념과 해석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여러 저자들이 이것들 가운데 다른 것들을 버리고 특정한 것을 강조



했으며, 다양한 수준의 정교함과 미묘함을 내포하는 사상들을 표현하였다(이러한 사상들에 대한 유용한 조사는 
Krishan Kumar, Prophecy and Progress, London, Allen Lane, 197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산업사회 이론과 연결하고자 하는 사상가들은 다음의 견해들 가운데 적어도 몇 가지를 주장하였다. 
(1) 현대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련의 변화는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둔 ‘전통’ 사회에서 기계화

된 생산과 상품 교환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로 전환한 것과 관계가 있다. 저자들은 이 두 유형의 사회를 가리키
기 위해 다양한 꼬리표들을 사용했으며, 전통 유형과 산업 유형의 특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술했다. 또한 그
들은 ‘전통’과 ‘근대성’이 나라마다 가지각색의 방식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2) 전통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것은 역사의 진보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물론 어느 누구도 산업사
회에는 갈등과 긴장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런 것들이 물질적 풍요를 낳고, 전통적 속박을 해체하
는 것과 관련된 산업 질서의 유익한 특징들에 의해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사회는 단단한 형태
의 사회적 차별 – 귀족 또는 젠트리와 ‘평민’ 사이의 차별 같은 – 이 해체되는 사회이다. 산업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다. 

(3)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서유럽에서 목격되었던 계급 갈등은 농경 질서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수
반되는 긴장의 결과라고 설명된다. 이와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은 흔히 ‘계급 갈등의 제도화’(institution
alisation of class conflict)라 불리는 것이다. 새롭게 산업사회가 등장한 초기에는 계급 구분이 격렬하였고 계급 
관계가 주요한 긴장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승인된 노사 교섭 양식들이 수립되고 대다수 인구를 
포함하는 ‘정치적 시민권’ - 투표권과 정당을 만들 권리 - 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이런 노선을 따르는 영
향력 있는 분석 중 오늘날에도 제법 흥미로운 저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Seymour Martin Lipset, Political Ma
n, New York, Doubleday, 1960이 있다). 

(4)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등장은 전통에서 근대성으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필수적 요소이다. 자유민주주
의는 정치 체제이며, 의회 정치가 우세하고 둘 혹은 그 이상의 정당들이 유권자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친숙한 것이다. 많은 저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국가가 산업사회들의 확산의 자연스러운 부속
물 같은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국가의 뚜렷한 속성들을 더 날카롭게 자각하였고, 근대 국가 
자체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관점을 비판하였다(
Reinhard Bendix,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New York, Wiley, 1964 참조). 

(5) 산업사회 이론의 지지자들은 산업사회가 어디에서 출현하든 그것의 산업 질서에는 본질적인 통일성
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은 독특하게 두리뭉실한 형태로 서술되었는데, 
커(Clark Kerr)와 그의 동료들의 경우가 가장 두드러진다(Clark Kerr et al,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Har
mondsworth, Penguin, 1973[초판은 1960년에 출간]). 커의 ‘수렴 이론’(convergence theory)에 따르면 원래 얼마
나 달랐던 간에 산업사회들의 기본적 제도들이 점점 더 비슷하게 되도록 이끄는 불변의 논리가 있는데, 그는 그
것을 ‘산업주의의 논리’라고 부른다. 전통의 잔재들이 휩쓸려가고 사회들이 점점 더 고도로 산업화될수록 사회
들이 점점 더 서로를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커는 주로 미국과 소련에 주의를 집중했으며, 정치 이데올
로기의 차이가 있지만 두 사회가 공통의 발전 궤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아직도 이런 
종류의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커의 주장은 또한 강하게 비판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벤딕스 같은 사람들
은 현대 사회들에서 전통과 근대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뒤섞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그런 비판자들은 아직도 종종 어떤 차이가 엿보일지라도 산업사회들 또는 ‘근대화된’ 사회들
은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사회들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그러한 전반적인 특성을 산업사회들의 필연적인 특징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들은 커나 
다른 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 결정론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많은 저자들이 막스 베버(
Max Webber, 1864~1920)의 저작들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들은 대규모 조직이 현대 사회들의 필연적인 특정
이며, 이 현상은 어떤 보편적인 특징들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막스 베버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보통 마르크스주
의뿐 아니라 좀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이상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비판적이다. 그들이 그런 관점을 취하
는 이유는 사회 사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6) 산업사회라는 개념은 흔히 세계의 산업화되지 않은 사회들에 관한 이른바 ‘근대화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대화라는 개념은 앞서 언급했던 다른 가정들 및 주제들과 다소 쉽게 맞물리는 경향이 있다. 근
대화 이론의 핵심적인 생각은 ‘저발전’ 사회들이 전통적 제도들에 얽매여 있으며, 만약 그 사회들이 서구에서 성
취한 경제적 번영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다시 어느 정도 
정교하게 이론화되어 왔다. ‘근대화’는 때때로 단순히 ‘서구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만약 누군가 모든 산업사회
들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착각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자들은 ‘산업사
회’가 본래 서구 문화 안에서 형성된 제도들을 받아들이며, 산업화 과정에 있는 다른 사회들은 몇 가지 방식에서 
서구와 다르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현존하는 산업화된 사회들에서 발견되는 행위 양식들의 
채택을 통해서만 ‘저발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종류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은 7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개된 나의 서술은 앞으로 문제들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를 위한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산업사회 이론의 특정한 설명을 개괄한 다음 그것을 마르크스주의적 해석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딱 들어맞는 영향력 있는 설명은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가 그의 책『
산업사회에서의 계급과 계급 갈등』(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
ty Press, 1959[초판은 1957년 출간])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이 꽤 오래 전에 출간되었고 저자 자신이 후에 이 



책에서 설정했던 견해들 중 일부를 수정하긴 했지만, 이 책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담고 있다. 더
구나 이 책은 명백히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로 쓰여진 까닭에 좀더 노골적인 마르크스주의 저작의 관
점과 비교하기 쉽다. 

다렌도르프는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라는 두 개념의 상대적인 유용성을 직접 비교하면서 설명을 
시작한다. 마르크스가 후자를 사용한 반면 다렌도르프는 서구 사회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자가 더 포괄적인 용
어로서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다렌도르프는 “산업 생산은 단지 역사를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 또는 그 밖
의 형태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Darendorf, p. 40). 그에 따르면 ‘산업화’는 공장이나 다
른 기업에서의 기계화된 상품 생산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사회는 산업주의가 경제 조직의 우세한 형태인 사회
를 말한다. 

다렌도르프는 산업화가 현대 사회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
힌다. 자본주의는 산업사회를 조직하는 하나의 양식 –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서유럽 사회들에만 국한된 일시적 
형태 – 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 생산이 주로 개인의 손에 달려 있는 
사회, 즉 산업 기업가가 하나 또는 여러 공장의 소유주인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위를 갖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 소유권과 통제권의 일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마르크스
의 시대 이래로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본 소유권은 더 이상 기업의 권위 체제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이런 견해에 관한 고전적인 설명은 A. A. Berle and G.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
te Property, New York, Collier-Macmillan, 1968[초판은 1932년에 출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점차 경제를 장악
해가고 있는 큰 기업들에서 특히 그러한데, 오늘날 산업 생산을 통제하는 이들은 경영 간부들이다. 마르크스(아
래에서 논할 것이다)는 자본의 사적 소유권을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다렌도르프
는 마르크스가 이 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산업주의와 비교했을 때 자본주의는 정말로 ‘역사를 
스쳐가는 손님’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사회의 하위 유형일 뿐이며, 실제로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단계 그 이상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렌도르프와 마르크스 사이에는 일치점이 있다. 둘 모두 자본주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운명에 처해 있는 사회 유형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과정을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다렌도르프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단지 산업 사회의 초기 형태, 불가피하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회 유형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소멸은 산업화의 확산과 관련된 경제적 변화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 비교적 완만한 사회 발
전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반면 마르크스에게 있어 자본주의의 초월은 매우 다른 사회 유형을 만들어내는 혁명
적 변화 과정, 즉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더구나 마르크스는 이 전환 과정에서 계급 갈등이 근본적
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날 다렌도르프는 다른 산업사회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계급들 간의 투쟁
이 최근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는 복잡한데, 나는 여
기서 그것을 요약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견해는 그것을 제외하면 그와 관점이 유사한 사
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한, ‘계급’ 개념을 재구성하는 특정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와 관련된 비교에 한한다면, 다렌도르프가 마르크스적 의미의 계급 갈등 – 사적 소유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 을 19세기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내쫓아버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계급 갈등
은 산업사회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생겨나기 쉬운 주요한 긴장을 나타내는데, 이는 새롭게 출현하는 제도들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렌도르프는 여기서 내가 앞서 (3)번과 (4)번에서 언급했던 주제들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출현하고, 파업권의 법적 승인을 포함하는 산업 조정 형태
들이 생겨남으로써 산업 부문의 갈등이 규제되거나 통제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정치 영역에서 점점 더 갈라지
는 계급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후자는 이와 유사하게 산업 부문에서 서
로 다른 이익들을 인정하도록 해준다. 그 결과 계급 갈등이라는 똑딱거리는 폭탄은 ‘제거’된다. 그리고 비교적 
격렬했던 19세기의 계급 투쟁은 평화로운 정치적 경쟁과 노사 협상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다렌도르프의 분석에서 산업사회는 분화된 사회, 즉 교차하는 갈등과 동맹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이
다. 그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상은 낙관적인 것이다. 방금 서술한 것처럼 그러한 갈등들은 정치와 경제의 제도적 
질서 구조 안으로 잘 통합된다. 이렇게 되는 데는 사회적 유동성의 증대로 가능해진 기회 균등의 확대가 특히 중
요하다. 다렌도르프가 묘사한 것처럼 산업사회는 집단들 사이에 상당한 부와 권력의 차이가 남아 있다는 점에
서 평등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재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만한 효과들은 개인들에게 열려 있는 늘어나
는 사회적 상승의 가능성에 의해 상쇄된다. 여기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렌도르프에 따르면 산업사회
에서는 교육 체제 안에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회에서의 개인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
향력이 된다. 교육을 통해 가능해진 사회적 유동성의 자유화 효과는 산업사회들의 안정적인 성숙에 필수적이다
. 다렌도르프의 표현으로는, “사회적 유동성은 산업사회들의 구조에서 결정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
며, 만약 유동성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 받는다면 누군가 그 사회의 ‘붕괴’를 예측하려 할 것이다.”(Darendorf, p. 5
7)

이 점에 관한 다렌도르프의 생각은 약 반 세기 전에 쓰여진 뒤르켐의 생각과 매우 유사하다. 뒤르켐은 자
신이 ‘내적’ 불평등과 ‘외적’ 불평등이라고 부른 것을 구별했다. 내적 불평등은 재능이나 소질의 유전적인 차이
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외적 불평등은 그 기원이 사회적인 것이다. 그는 현대 사회들의 일반적인 발전 경향이 점
진적으로 외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쪽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
라 사회적 유동성을 통해 기회의 균등이 증대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과정은 부 또는 권력의 분배가 오로지 내
적 불평등에 따라 할당되는 사회 질서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호적인 국가의 인도를 받
아 개인들은 자신들의 재능에 걸맞은 사회적 위치를 찾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앞서 지적했듯이 마르크스의 저작들은 다양한 지적 전통들을 촉발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사회과학의 최
근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나는 다렌도르프의 저작만큼이나 사회
학에 강한 충격을 주었던 저작을 산업사회 이론과의 비교를 위한 토대로 이용할 것이다. 그 책은 마르크스주의 
저작임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는 견해 또한 다렌도르프의 견해와 상당히 대조된다. 그 저작은 랄프 밀
리반드(Ralph Miliband)의『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9)이다. 밀리반드의 목적은 다렌도르프의 목적과 거의 같은 것으로,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산업
화된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런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저작들의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렌도르프는 마르크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중 일부가 쓸모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
는 반면, 밀리반드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옳으며 시간이 흘렀음에도 설명력을 거의 잃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밀리반드는 마르크스가 죽은 이후로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
나 이러한 변화는 마르크스의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폐기하기보다는 다듬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밀리반드는 ‘산업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마르크스의 관점
을 채택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 이 관점이 내포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경제 기업의 한 형태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이 이러한 경제 조직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회의 한 유형으로도 보았다. 마르크스의 견해에서 근본적인 것은 경제 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의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성립되었으며, 실제로 산업화의 시작에 자극을 주었다는 가정이
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경제 기업은 두 가지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물론 그 중 하나는 자본
이다. ‘자본’이란 단순히 더 많은 자산을 얻기 위해 투자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에는 모든 자
본 형태 중에서 가장 유동적인 화폐와 작업장, 도구 등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들, 그리고 산업화 단계 이후에
는 공장과 기계가 포함된다. 

초창기 자본의 축적은 유럽에서 17세기와 18세기에 일어났으며,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변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러한 변혁의 중요성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구성과 관련된 두 번째 요소를 언
급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다. 자본의 축적은 ‘임금 노동’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표현으로
는 ‘자신들의 생산 수단을 빼앗긴’ 노동자들을 말한다. 봉건사회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작은 땅을 일구어 생계
를 이어가는 소작농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수의 소작농들은 권유와 강압을 통해 경작지
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도시 지역들로 이주했다.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고용을 자본 소유주들에게 의존하는 
노동 풀(pool)을 형성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 있어 자본주의적 경제 조직은 자본과 임금 노동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계급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계 생산의 증대와 공장의 확산 – 다시 말해 산업화 과정 – 은 시골
의 노동자들을 도시에 기반을 둔 산업 노동자계급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을 촉진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계급 사회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위에 수립된 계급 
관계는 본질적으로 갈등하거나 투쟁하는 관계이다.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서로에게 
의존한다. 고용주들은 경제적 생산에 종사할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노동자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그들에게 지불할 임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 의존은 대단히 불공평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권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반면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위해 전유
하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계급 관계는 착취적이며 만성적인 갈등 형태를 조장한다. 마르크스는 
계급 갈등이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만 한정된 것이기는커녕 갈수록 더 격렬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조직은 계급 관계를 통해 사회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는 제도들
과 직접 연결된다. 근대 세계를 낳은 양대 혁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발전 궤도를 가리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산업화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계급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체제라고 본, 증대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지배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혁신을 촉진했다. 마르크
스에 따르면 1789년 프랑스혁명과 그 밖의 ‘부르주아’ 혁명들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 권력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마르크스에게 의회 통치를 포함하는 민주정치의 출현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확산이 불러온 경제적 변
화와 밀접하게 엮여 있는 것이었다.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적 속박이나 예속이 계급 체제의 주요한 토대였다. 대
다수의 사람들은 명백히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다.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에서 자본가계급은 봉건적 특
권들을 타파하고자 했다. 그 후로는 누구나 국가 안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가 개방되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는 그것이 예증하는 민주주의적 이상들을 거의 달성
하지 못한다. 떠오르는 기업가 계급과 그들의 동맹자들이 싸워서 얻고자 했던 자유는 사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배를 지탱하는 데 기여한다. 국가는 산업사회 이론에서 묘사된 것처럼 자비롭고 너그러운 기관이 아니라 계
급 권력의 표현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 그 중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심오하다. 자본주의 국가에
서는 모두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는 정치 참여권을 가진 평등한 시민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20세기 이전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인구 대다수의 투표권은 그것에 대한 재산 조건 때문에 효과적으로 거부되었다. 
그리고 노동당의 창당은 흔히 법에 의해 좌절되거나 직접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계급 성격의 주된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 영역은 인간의 생활 활동의 매우 제
한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 즉 노동에까지 확장되지는 않기 때



문이다. 봉건 사회에서 영주와 농노 또는 장인과 직인 간의 관계는 그것이 아무리 한 쪽으로 치우친 불공평한 관
계였을지라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관계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주의적 노동 계약의 두드러진 특
징은 그것이 순전히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노동 업무의 성격이나 그 밖의 노동 
환경을 지배하는 정책들에 참여할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계급 갈등의 주요한 측면
인 노동조합의 형성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통제 수단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나타낸다. 

이런 생각이 현대 서구 사회들에 대한 밀리반드의 분석의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그는 체계적인 방법으
로 다렌도르프가 묘사한 상에 도전한다. 밀리반드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성장과 늘어나는 국가의 경제 개입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사적 소유권은 이런 사회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남아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 사회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두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들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 활동 수단의 가장 큰 부분이 사적 소유권과 
통제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결합된 특징들로 인해 우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생겨났으며, 
이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처럼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 수단이 주로 사적 소유권과 통제권 
아래 놓여 있긴 하지만 저산업화된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처
럼 그 중 일부가 고도로 산업화되긴 했지만 국가 소유권이 우세한 국가들과도 구분된다. 다시 말해 구분
의 기준은 경제 조직 양식과 결합된 경제 활동의 수준이다(Miliband, p. 9)

대기업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19세기의 기업가 자본주의와 그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약화되기는커녕 자본의 힘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밀리반드는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로 인해 다렌도르프가 제
시한 근본적인 결과와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한다. 우선 그 분리는 흔히 주장되는 것만큼 진전되지 않
았다. 나머지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량의 주식 소유권은 여전히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
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본 소유주들과 경영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데 비슷한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특권적 배경 출신인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비교적 통합된 지배 계급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유동성 또한 그 범위와 일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모두 다렌도르프가 단언한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 밀리반드는 대부분의 유동이 ‘단거리’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유동은 계급 체제 내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노동자계급 출신인 사람들이 엘리트 집단들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장
거리’ 유동은 거의 없다. 다렌도르프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기회의 균등은 실제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깝다. 
밀리반드는 그 문제의 실상이 다렌도르프가 묘사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유동이 계급 구분을 거의 바꾸지 못할 
거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유동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계급 체제는 근
본적으로 같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경제 체제에 좀더 ‘능력 중심’(meritocratic)으로 정
상에 오르는 방법을 접목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많은 노동자계급 출신 사람들이 현존하는 체제의 꼭대기 자리들
은 차지할 것을 보증할 뿐이다. 이렇게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다른 체제로의 변혁을 야기하지는 
못할 것이다”(Miliband, p. 41).

보통선거권과 승인된 노사 협상 절차의 획득 결과에 대한 밀리반드의 분석 역시 다렌도르프가 제시한 분
석과 대비된다. 다렌도르프는 이러한 발전을 자비로운 국가에 의해 결합되고 촉진된, 산업화 진행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밀리반드는 그러한 발전이 계급 투쟁 과정 내에서 그리고 계급 투쟁 과
정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여전히 그러한 투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본다. 지배 계급이 선거권을 쉽게 허용한 
경우는 드물며 노사 협상권 또한 그러하다. 폭탄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는가? 밀리반드와 다렌도르프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 서 있긴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 왜냐하면 밀리반드는 마르크스가 예견했
던 시나리오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동유럽에는 마르크스의 교의를 
실제적인 형태로 구현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사회들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단락이 가리키듯이, 밀리반드
는 이 사회들이 서구의 사회들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사회들의 경제가 사적 자본보다는 상
당 부분 국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회들이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것과 같은 사회주의를 
수립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것의 불완전하고 왜곡된 버전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밀리반드에 따르면 서구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모진 경제 조건을 극복하고 중요한 전진이 이루어지는 동
안 노동자계급이 제기한 도전은 일정 부분 둔화되었다. 경제적 수준에서 계급 갈등은 ‘노사 관계’라고 불리게 된 
것을 정치적 대결과 떼어놓기 위해 기업과 국가가 행사한 강한 압력에 독특하게 종속되었다. 노동조합이 ‘조직
화된 노동’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을 현존하는 질서 안에서 협력하도록 이끌었다. 전임 
관료를 둔 거대하고 관료화된 조직으로 발전한 노동조합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이탈할 수 있게 
된다. 

밀리반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 발전과 유사한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덧붙인다. 마르크스의 시대 이
래로 사회주의 정당들이나 노동당들은 모든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어느 정도 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
었다. 미국은 두드러지고 논란이 많은 예외에 해당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약간은 있다. 이 정당들 중 어떤 정당도 성공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와 관련된 일련의 요인들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부 안에서 영향력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조건과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발판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자신들의 보수적인 경쟁자
들과 연합한 곳에서만 성취되었다. 그 결과 현존하는 질서는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사회주의 정



당들이 다수당으로 권력을 잡은 곳에서는 다른 요인들의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했다. 선거에서 폭 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사회 변화 프로그램들을 희석해야 했다.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그들의 
실제 정책은 자신들의 기존 위치나 특권이 위협 받는다고 느낀 기득권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선거 공약들
보다 훨씬 덜 급진적인 것이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점을 두고 갈렸는데, 밀리반드는 ‘의회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에 가깝다. 급진적으로 사회를 바꾸려면 의회 밖 운동들의 추
가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19세기 말에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했다고 믿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밀리반드는 마르크스 자신의 저작들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서구 사회주의 정당들의 개혁주의적 성향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마르크
스에 따르면 생산 수단과 정치 기구들을 통제하는 계급이 사회의 지배적인 상징이나 신념의 형태 또한 통제한
다. 자본주의 사회들에는 밀리반드가 ‘합의의 책략’(engineering of consent)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
로 인해 현재 상태에 순응하려는 일반적인 태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조장된다. 특히 교육 제도를 포함하는 일련
의 제도들이 자본주의의 지속에 호의적인 이데올로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렌도르프는 
교육을 평등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유동적인 ‘능력 중심’ 사회 질서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밀리반드
는 교육을 사회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한 현상으로 본다. 왜냐하면 교육 체제는 각 세대마다 지배 계급의 이익에 
유리한 전반적인 가치들을 재창조하도록 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사회 이론은 ‘선진 사회들’ 안에서 급격한 변혁이 일어날 잠재력에 대한 마르크
스의 견해에 대해 어정쩡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산업주의의 저변에 통일성이 있다는 생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산업사회들이 필연적으로 공통의 특성을 갖는다면 미래의 가능한 모델들은 분명 상
당히 제한된다. 다시 말해 미래는 현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 도입부의 장들을 읽
음으로써 이미 필연성의 언어들로 짜여진 어떤 이론도 의심하게 되었기 바란다. 이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
된 마르크스주의의 견해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본주의가 해체되고 그 자리에 사회주의가 들어서는 것
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으며, 마르크스 또한 자신의 저작들에서 몇 쪽에 걸쳐 그런 
식으로 말했다. 두 견해 모두 논리적으로 방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럴 듯하지 못하다. 우리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세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러한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형성하
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방금 개괄한 두 관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평가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왜
냐하면 이러한 평가는 세계에서 가장 일어날 법한 발전 경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 변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
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3장 계급 구분과 사회 변혁

앞 장에서 제기한 일군의 상이한 쟁점들이 독자의 관심을 자극하기를 바라지만, 그 중 일부는 공간이 부
족해서 이 책에서 상세하게 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것들 가운데 내가 특히 주의를 집중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는 오늘날 산업 선진 사회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 계급 분석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
다. 발전은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노선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산업사회 이론가들이 흔히 주
장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들에 대한 분석에서 마르크스의 견해가 더 이상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다고 선언
해야 하는 걸까? 이 물음은 이 장에서 나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국가의 성격과 관계가 있
다. 산업사회 이론, 좀더 일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공동체 일반의 이해 조정자이다. 
반면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밀리반드가 명확히 밝혔듯이,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말하자면 국가는 어
떤 의미에서(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계급 이해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계
급 지배의 표현이다. 국가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앞의 두 가지 주제보다 더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도입부 장들에서 다룬 이론적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 변혁이 
일어날 잠재력에 관한 주제이다. 한 수준에서 이것은 마르크스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여전히 우
리는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산업 자본주의의 형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사회들의 출현 가능성을 그려



볼 수 있을까? 좀더 추상적이긴 하지만 덜 중요하지는 않은 한 수준에서 세 번째 주제는 비판적 학문으로서의 사
회학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 나는 사회과학이 본질적으로 그것의 ‘주제’ – 사회에서의 인간의 생활 – 와 비판적
인 관계를 맺는 입장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적 학문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까? 어떤 의미
에서 이 책 전체가 이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결론에서 분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마주할 
것이다. 

19세기 이후의 변화 : 기업 권력

다렌도르프와 밀리반드가 제시한 각각의 분석을 비교해보면 – 이들의 분석은 각 진영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 19세기 유럽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둘 모두 19
세기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본질적으로 옳다는 데 동의한다. 다렌도르프는 그 시기에 사유 
재산과 계급 구분이 일치했으며, 공공연한 계급 투쟁이 자주 관찰된 현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두 저자 사이
의 차이는 지난 백 년 동안 서구 사회들에서 일어난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렌도르프는 이
러한 변화가 심대한 것이었고, 혁명적인 방식보다는 진화적인 방식으로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것과 같은 자본주
의의 계급 성격이 해체되었다고 본다. 밀리반드는 이러한 해석을 거부한다. 즉 서구 사회들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들로 남아 있으며, 그 사회들의 제도적 형태에 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 분석이라는 것이다. 

한 세기 동안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사실 한 권의 책
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험적인 실례를 이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난 변형의 중요성에 대해 폭 넓
은 평가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백 년 동안 서구 사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회 활동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생활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음 장에서 이 현
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증대된 경제의 집중, 즉 매우 큰 기업들에 의
한 경제 생활의 지배이다. 모든 서구 경제에서 대기업들이 다양한 정도로 점차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논박하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 특히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렵다. 미국에서
는 가장 큰 백대 기업들이 총 제조업 자산의 40% 이상을 생산한다. 정상에 있는 한 줌의 기업들은 실로 거대하며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국의 산업 집중 수준은 미국보
다도 높다.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집중 수준은 상당히 다양하긴 하지만, 이 국가들 모두에서 대기업들은 경제 
활동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대다수의 매우 큰 기업들은 주식 회사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사고 팔 수 있는 주
식을 발행한다. 그 기업들은 주주들에 의해 ‘소유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함의는 무엇인가? 다렌도르프는 일반적으로 ‘경영주의적 입장’이라고 불리게 된 것
을 채택했던 이들을 따르고 있다. 대기업들의 등장으로 19세기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자본가 계급은 분열되었
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매우 큰 기업들의 주식 소유가 다양화됨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결과들이 생겨났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거대기업’(megacorporation)이라고 부르겠다. 거대기업들은 기업가 자본주의의 전성기에 존재
했던 기업들보다 ‘덜 자본주의적’이라고 주장된다. 19세기에 자본주의는 매우 경쟁적이었고, 따라서 모든 기업
들의 당면 과제는 이윤의 극대화였다. 그러나 거대기업들은 경제의 특정 영역들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
문에 더 이상 다른 기업들과의 급박한 경쟁적 전투들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게다가 거대기업들은 단기적인 이
윤의 극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현대 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들
은 ‘만족자’(satisficer)가 된다. 문제는 만족스러운 수익성의 전반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은 거대기업들의 공식적인 소유주인 주주들이 더 이상 기업 업무에 대한 어떤 중요한 통제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명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권력은 경영자들에게로 넘어갔다. 경영자들은 ‘자본가’가 아
닌 까닭에 – 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기업이 얻는 이윤의 수준보다는 기업 내
부의 행정적 안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몇몇 경영주의적 저자들은 이것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 그들은 
거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 즉 19세기의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기업가적 기업과는 거리가 먼 ‘감동
적인 기업’(soulful corporation)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벌(Berle)과 같은 경영주의적 저자들에 따르면 현대 서구 경제의 특징인 매우 두드러진 기업 활동의 집중
은 상층 계급의 새로운 형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 집중은 기존의 계급 결속 형태들의 해체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문헌을 언급하면서 다렌도르프는 ‘지배 계급의 분해’를 말한다. 19세기에는 통합된 자본
가 지배 계급이 존재했지만 거대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소유권과 통제권이 분리되면서 그 통합은 분열되었다. 
주식 소유가 사람들 사이에 제법 넓게 퍼졌기 때문에 자본 ‘소유주들’은 조각난 부분이 되었다. 자본 소유주들은 
기업들에서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경영 간부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경영자들 또한 자신들이 책임지
고 있는 특정한 기업들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나뉘어 있다. 

그렇지만 위의 해석을 조목조목 반박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거대기업들이 현대 경제를 지배함으로써 
현대의 경제 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경영주의가 제시한 만족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경영주의자들은 이윤의 극대화에 맞게 조정된 고삐 풀린 경쟁
이 19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이었다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의 기업가들은 단순히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흔히 자신들의 기업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립하는 데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대기업들이 경쟁적인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 거대기업들이 대규모 광고와 다른 수단들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의



심의 여지가 없지만 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거인 같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즉 어떤 기업이 특정한 
경제 영역에서 유일한 생산자인 상황은 매우 드물다. 보통 거대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며, 이것은 국가 경제의 틀 
안에서 그리고 특히 현 시대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모두 그러하다. 그러한 경쟁의 압력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
하도록 몰아대는 힘은 실로 아주 강력할 것이다. 서구의 산업이 명백히 안정적이고 비교적 문제 없이 팽창하는 
단계에 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경영주의적 접근이 가장 인기 있었다는 점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 
후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토착 생산자들
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오늘날 거대기업들은 몇몇 경제 영역들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혹시 만족하는 거대기업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극소수만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가 갖는 성격과 함의를 검토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의 증거들을 보면 거대기업들에서 주식 소유가 분산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경영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
지, 그리고 그 분산화로 인해 지금까지 가정되어 온 것만큼 자본의 통제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의
문이 든다. 나머지 주식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든 비교적 적은 자본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히 효과적으로 기업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자들의 이해가 경
영주의적 저자들이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유주들의 이해와 가깝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들은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은 아주 큰 기업의 전체 자산과 비교하면 많은 양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무척 많은 양이다. 따라서 사실 그들의 이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자본주의적’이다. 그들은 다른 자본 소유
주들과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의 번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거대기업의 영역에서 그들의 활
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틀 안에서 정해진다(최근의 논의에 관해서는 Edward S. Herman, Corporate Control, Co
rporate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이러한 분석은 통합된 19세기 자본가계급이 ‘지배 계급’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없을 만큼 분화된 집단
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관념을 거의 뒷받침하지 않는다. 물론 지배 계급과 종속 계급 모두의 계급 통일성 정
도를 과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19세기에 많은 서구 사회들에서 전통적인 지주들이 여
전히 경제 권력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오늘날 ‘경영자들’과 
‘자본가들’을 갈라놓는 균열이 무엇이든 적어도 그만큼 상층 계급을 나누어 놓았다. 여기에는 또한 두 가지 요인
이 더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매우 현저한 부의 분배의 불평등이다. 나
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나라들에서 인구 중 소수가 전체 부 가운데 매우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다. 부 
전체가 아니라 주식과 채권만을 고려한다면 소수의 소유권은 훨씬 더 두드러진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유동
성 - 엘리트 집단들의 구성에 한한다면 유동성의 결핍이 될 것이다 - 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밀리반드의 결론
이 다렌도르프의 결론보다 타당한 것 같다. 계급 체제의 낮은 수준에서 어떤 유동이 일어나든 간에, 하층 출신 사
람들이 최상층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로 낮다. 

‘계급 갈등의 제도화’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유명한 구절에서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노동자계급은 어떨까
? 무덤은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파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더 이상 젊음
의 홍조를 띠고 있진 않지만 당장 죽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왜 자본주의의 혁명적 변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앞서 보았듯이 다른 경우라면 매우 입장이 다른 저자들은 적어도 19세기의 맥락에서는 마
르크스의 사상에 타당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데 동의한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 – 또는 해답으로 발전
할 수도 있을 시각 – 은 상당한 정도로 ‘계급 갈등의 제도화’를 해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 구절을 인용 부호 안
에 넣은 이유는 이것에 무언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음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명백히 자본주의적 체제 안으로 편입된 과정이다. 

‘계급 갈등의 제도화’라는 표현은 산업사회 이론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그들의 특징적인 강조점들을 얼
마간 깔끔하게 둘러싸는 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공개적이거나 분열적인 종류의 계급 투쟁
은 산업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 명백히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승인되거나 규제된 노사 협상 양식들의 발전
은 계급 갈등을 ‘산업 갈등’으로 바꿈으로써 계급 갈등의 모서리를 무디게 하는 데 기여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
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열린 통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케이크의 공정한 조각을 얻을 수 있다. 
노사 교섭권으로의 접근은 국가 안에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것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인 이
들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의 노동 운동의 역사가 마르크스주의적 교의와 강한 제휴를 맺고 있었던 것은 사
실이지만, 그 후로는 개혁주의에 찬성하여 혁명적 입장을 포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스웨덴의 노동 운동
은 종종 전형적인 경우로 꼽힌다. 19세기 말에 독일사회민주당(SPD)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독특하게 받아
들인 첫 번째 대중 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SPD의 구성원 대다수는 독일의 전쟁 수행
을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데 찬성했으며, 결국에는 정부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대
신 그들은 정당으로서 특히 아직 남아 있는 혁명적 좌파 – 당의 다수 노선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던 이들 – 를 쳐
부수는 일에 관여했다. 그들은 이 일을 군대를 동원하여 피를 보는 방식으로 달성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SPD
는 혁명을 지향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사회개혁당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는 동안 산업 부
문에서 독일 노동자들은 산업화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파업을 벌이면서 고분고분한 노동력의 본보기 같
은 것이 되었다. 
그렇지만 독일 노동 운동의 전개를 서구 사회 전체의 전형적인 예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좀더 일반적으로 



스스로 혁명적 정당임을 선언한 정당이 개혁주의적 정당으로 변해 가는 패턴의 전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
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들 사이에 깊게 뿌리내린 주요한 차이가 있다. 한 편에는 (미국과 영국처럼) 노동 운
동의 혁명적 요소들이 분명히 침묵을 지켜왔고, 사상과 정치 프로그램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거의 아무런 영
향도 미치지 못한 사회들이 있다. 반대편에는 노동 운동이 과거에 강한 혁명적 전통을 가졌었고, 오늘날에도 비
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회들이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
자계급의 ‘편입’이 통일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성숙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등
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계급이 어디에서나 유순하게 ‘체제의 일부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서구에서 혁명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다렌도르프와 다른 이들이 지적한 사건들과 밀접하게 엮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에 관한 가장 탁월한 분석 중 하나는,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다렌도르프와 그 밖의 저자들이 폭 넓게 인용한, 30년 전쯤 쓰여진 마셜(T. H. Marshall)의 저작이다(T. H. M
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estport, Greenwood, 197
3[초판은 1950년 출간]). 마셜에 따르면 19세기의 특징인 계급 갈등은 ‘시민권’의 세 가지 유형이 발전하면서 점
차 누그러졌다. 그는 이것들을 시민적(civil),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시민권이라고 부른다. 그 첫 번째인 시민적 
시민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사법 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일군의 권리를 포함한다. 정치적 시민권은 무엇보다
도 보통 선거권과 정당을 만들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 시민권은 노사 교섭권과 복지권 – 실업 수당, 의료 혜택 등 
– 을 말한다. 마셜의 생각은 시민권의 각 유형이 다른 유형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을 법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정의하는 법적 권리는 자본주의 형성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 확립되
었다. 이러한 권리들(봉건제하에서 신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구별된 것과는 대조적인)이 없었다면 정치적 시
민권의 확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치적 권리의 확장은 노동자들이 의회 영역 내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표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다시 자본가계급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
을 했다. 법적 권리들과 결합한 노동자계급의 증대된 정치적 권력은 산업 단체 교섭의 승인된 양식들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마셜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는 근대 ‘복지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
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발전들이 합쳐져서 계급 구분의 영향력과 계급 갈등의 성격 모두를 현저
히 바꾸어 놓았다. 마셜은 지난 백 년 동안 “시민권과 자본주의적 계급 체제는 전쟁을 벌여 왔다”(Marshall, p. 84
)고 말한다. 게다가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긴 쪽은 시민권이다. 왜냐하면 계급 투쟁은 더 이
상 자본주의적 질서를 쓰러뜨리려고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마셜의 설명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다소 중요한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첫 번째 수정은 법적 권리의 중요성과 관계가 있다. 마셜은 ‘부르주아적 법
적 관계들’와 임금 노동자의 지위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강조하기 위해 길게 썼듯
이, 봉건적 의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대다수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자본의 권력에 종속되었다. 초기의 자본
주의적 기업가들은 마음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유로운’ 노동 풀(pool)을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자본주의적 노동 계약은 자본주의적 경제 기업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 마르크스의 국가 이론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자본주의적 노동 계약은 봉건적 충성 관계로 서로를 얽매지 않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을 전제로 한다. 그 관계는 자유로운 계약으로 맺어진 순전히 경제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무산(無産) 노동자들
은 생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유급 고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계약의 자유를 지탱하는 법적 권리들은 그 또는 
그녀가 관련된 노동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 장에서 지적했듯
이, 마르크스에게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들은 인
구 대다수의 생활활동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그 영역, 즉 산업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째 관찰로 이어진다. 마셜이 서술하는 시민권의 팽창은 단지 자비로운 국가의 활동 결과가 아

니라 (밀리반드가 강조했듯이) 적극적으로 싸워서 얻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책의 도입부 단락들에서 강
조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서로 전쟁중에 있었던 것은 ‘시민권과 계급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 각각은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제도적 맥락에서 인간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마르크
스의 관점은 – 적절히 다듬는다면 – 여전히 그러한 과정들과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법적, 
정치적, 복지적 권리들 간의 상호작용은 지속되는 계급 갈등을 위한 초점을 제공한다. 이 권리들은 계급 불평등
이 개선되는 연속적인 단계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계급 갈등의 중심으로 남아 있다. 시
민권의 확대는 상당 부분 고용주들 및 국가와의 갈등에 뛰어든 노동 운동의 성과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마셜의 설명을 재해석할 수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주의가 성장한 것은 자본주의적 노동 계약
을 맺은 노동자 계급측의 권력 결여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산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에 대한 얼마간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다양한 협력 철회 – 위협 또
는 집단 노동 철회의 강행에 기초한 – 양식들을 채택했다. 밀리반드가 말하듯이, 많은 국가들에서 승인된 노사 
협상 양식들은 오직 노동 운동측이 적극적으로, 종종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수도 없이 투쟁을 벌인 후에야 확립
되었다. 정치적 권리들 역시 이와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얻을 수 있었다. 대다수 국가들에서 보통 선거
권은 20세기 들어서야 획득되었는데, 이는 임박한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국민들을 적국들과의 전쟁에 동원하
고자 했던 정부가 마지못해 동의했던 것이었다. 
마셜이 ‘복지 국가’(다음 장에서 좀더 다룰 것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다렌도르프는 ‘탈자본주의적’ 산업 질

서라고 부른다. 내가 제시하는 견해는 약간 다르다. 서구 사회들은 마르크스의 시대 이래로 확실히 눈에 띄게 변
하긴 했지만 – 그러한 변화는 상당 부분 바로 계급 갈등의 결과이다 –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채로 남아 있다. 서
구 사회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로 보아 자본주의 사회들이다. (1) 사적으로 소유된 자본의 지배를 포함하는 이



윤을 위한 생산이 여전히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주요한 동력이다. (2) 사적 재산 소유권, 특히 자본 소유권이 여
전히 매우 불공평하다. (3) 계급 갈등이 경제와 정치 모두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들은 계급 사
회들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저작들이 그런 사회들에 대한 분석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

다고 해서 마르크스 본인의 저작과 그 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작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산업사회 이론과 마르크스주의를 대조한 것은 현대 사회학의 주요한 실제적인 문제들 중 일부를 
재빠르게 간추려 보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나는 뒤이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경쟁하는 분석 방식들에
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새로운 계급들, 새로운 기술들

지난 세기 동안 서구 사회들의 계급 체제 내에서 일어난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변화들 중 
하나는 ‘육체’ 또는 ‘블루칼라’ 노동에 비해 ‘비육체’ 또는 ‘화이트칼라’ 노동이 상대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들보다 노동력의 더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통계가 가리키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서도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비율은 미국만큼 
높지 않을 뿐 비슷한 추세를 따라 왔다. 

이런 통계들은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자본주의 사회들의 있을 법한 발전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것처럼 보
인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대다수 사람들이 틀에 박힌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가 될 운명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소규모 자본은 대부분 증발하고, 극소수 대자본가 계급은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저작들에는 이런 단순한 견해와 상반되는 몇몇 구절들이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르크스가 “노동자와 자본가 및 지주 사이에 있는 중간 계급의 수의 지속적인 증가”라고 말
한 구절이다(Karl Marx, Theories of Surplus Value, London, Lawrence & Wishart, 1969, vol. 2, p. 573). 그러나 그 
구절은 반박하는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 함의가 명확하지 않다. 사실 많은 비마르스크주의자들은 화이트
칼라 노동의 확산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계급 구조에 대한 분석을 논박하는 주요한 요소로 받아들였다. 여러 
국가들에서 행한 조사 연구들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또는 ‘신 중간 계급’이라고 불리게 된 이들이 육체
를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비율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
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몇몇 저자들에게 화이트칼라 노동의 상대적인 성장은 ‘중간 계급 사회’의 도래
를 알리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서로 싸우는 두 계급으로 점점 더 갈라지는 사회를 예견했다. 그 대신 새로운 중간 
계급의 팽창은 노동자계급을 침식하는 안정화 요인이 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점점 더 중간 계급으로 흡수되는 
일이 그 반대 과정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견해를 비판해 왔다. 위에서 인용한 공식적인 인구 조
사 수치 통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많
은 화이트칼라 직업들이 틀에 박히고 심지어 기계화되기까지 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비육체 노동의 성장은 ‘사
무실의 기계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구 조사에서 ‘화이트칼라’로 분류된 직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육체 
노동과 구별하기 힘들며, 일반적인 읽고 쓰는 능력 외에 특별한 기술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19세기에 ‘사무원
’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 권위를 갖는 지위에서 전문직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직업 체제에는 훨
씬 더 많은 ‘사무’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무 노동은 권위적 특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틀에 박히고, 많은 노력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련의 직무들로 축소되었다. 둘째, 사무 노동의 확대는 여성들이 비육체 노동력의 저층으
로 점점 더 많이 진입한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이런 사무직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채워져 있다(가계 점원과 같은 ‘서비스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비육체 직업들은 남성 노
동자들로 구성된 직업들과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장 틀에 박힌 직업들은 직업 안정성
이 낮고 승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은 성장하는 풍족한 새로운 중간 계급의 일부분을 형성
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내가 화이트칼라 영역의 ‘하층 계급’(underclass)이라고 부른 것에 해당한다
(Anthony Giddens,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utchison, 1973, p. 288). 여성들은 
이중의 착취에 종속되어 있다(6장 참조). 즉 그들은 직업 체계 안에서 차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에
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해야 한다. 

몇몇 저자들은 그로써 노동력이 점차 ‘프롤레타리아트화’되리라는 마르크스의 예상이 입증되었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 대다수 사람들은 새로운 중간 계급이 인구 조
사 통계를 순진하게 해석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들을 복
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전문직, 경영직 그리고 그 밖의 행정직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노동
자들은 자신들이 현대 사회들에서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넓게 말해 마르크스가 소
자본 소유주들 – 영세 사업가, 소매상 등 ‘구 중간 계급’ – 이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재산
이 없는 새로운 중간 계급의 영향력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마르크스의 공식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이것이 내 생각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최근에 몇몇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이 새로운 중간 계
급에 대한 분석을 정식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그들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르크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한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한 예로 E. O. Wright, Class, Crisis, and the St
ate, London, New Lest Books, 1978, ch. 3 참조). 

새로운 계급들, 새로운 기술들. 영향력 있는 저자들은 무수히 많다. 몇몇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가깝



지만 대다수는 무척 거리가 멀다. 그들은 특정한 종류의 기술적 변화들이 자본주의 사회들의 현재 궤도를 형성
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한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개념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
에 그랬던 것처럼 제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정보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저자들은 ‘탈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탈산업’ 사회까지 말한다(이러한 생각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설명을 보려면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73; 
Alain Touraine, The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Random House, 1971 참조). 그들은 현대의 생산에서 과
학이 차지하는 부분, 컴퓨터의 광범위한 채택, 그리고 가장 최근의 마이크로칩 기술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이크로칩 기술이 도입된 것은 워낙 최근의 일이라 아직은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한 영향은 
실로 있을 법한 것이다. 확실히 ‘2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것은 줄잡아 말해도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산업주의
가 새로운 사회 유형, 즉 현대 사회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보일 ‘탈산업’ 질서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관념을 강
하게 반박하는 근거들이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판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탈산업 사회라는 개념
은 산업사회 이론의 표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는 기술 결정론을 계승하고 있다. 내가 이미 강조했듯
이, 우리는 인간의 일에 적용할 때 모든 유형의 결정론을 경계해야 한다. 어떤 기술도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
의 틀로부터 고립된 채로는 충분히 연구될 수 없다. (2) 몇몇 저자들은 탈산업 사회의 임박한 도래가 재산보다는 
정보의 통제에 권력의 기반을 두는 새로운 지배 계급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 개
념은 사실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예컨대 생 시몽은 부상하고 
있는 ‘산업사회’가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대
의 정보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3) 새로운 기술들과 연결된 사회경제
적 변화는 – 다음 장과 그 뒤의 장들이 명료하게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처럼 – 세계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서구에서 소비되는 재화 중 많은 부분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 다수가 서구의 사회들 밖에 위치하고 있다. 탈
산업 사회의 도래를 가정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 경제 체제의 행정적 ‘중심’ 역할을 하는 
세계 경제의 재편성으로 묘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중요한 전환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4장 근대 국가

지금까지 내가 지나가면서만 언급했던, 지난 세기 동안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련의 변화가 있다. 바로 사
회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활동이 늘어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국가는 점점 더 생산 활동을 직접 감독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그러
한 국가들에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활동중인 노동력의 40% 이상을 직접 고용하며, 이들은 국가 행정 기관들이나 
국유화된 산업체들에서 일한다. 국가는 또한 상품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경제 계획과 가격 및 수
입 정책들에 관여하는 등 점점 더 경제 활동에 ‘간섭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는 또한 사회 생활의 다양한 
다른 측면들에도 개입한다. 국가는 감옥, 보호소, 병원의 설립과 조직에 참여하고, ‘복지’라고 일반적인 범주 아
래 포함되는 일련의 서비스 공급에 관여한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적어도 아주 최근까지 사회학에서 국가가 거의 무시되어 왔다는 것 – 다른 학파들뿐
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학파들에 의해서도 – 은 놀라운 일이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특히 사회과학들의 
유감스러운 분업의 결과로서 생겨났다. 사회학의 목적은 19세기 사상가들이 ‘시민사회’라고 부르곤 했던 것으
로 이해된 ‘사회’에 대한 연구, 즉 국가 밖의 경제, 가정, 그리고 그 밖의 제도들에 대한 연구라고 간주되었다. 그 



후로 국가에 대한 분석은 ‘정치학’ 또는 ‘정치 과학’의 특정한 영역으로 할당되었다. 그렇지만 국가에 관한 연구
의 기피는 얼마간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보다 깊은 지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학과 비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은 고전 경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고전 경제 이론에서 국
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할당 받았다. 초기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생산에, 따
라서 ‘시민사회’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는 경제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감독한다. 

후대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학의 주류에 서 있는 이들 – 다시 뒤르켐
을 예로 들 수 있다 – 은 국가가 초기 경제학자들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본다. 국가 활동의 팽창은 점진적인 사회 개혁에 집중된 사회 제도의 발전에서 필연적이고 반대할 수 없는 요소
이다. 여기서 국가는 계급 구분과 불평등의 제거를 촉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자비로운 제도들
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마르크스의 견해는 초기 경제학자들이 국가의 계급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국가는 계급 구분을 해체하는 수단이기는커녕 본질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 즉 사회의 다른 계급들의 
이해에 맞서 지배 계급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두 사상 전통 가운데 어느 쪽도 국가를 체
계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비마르크스주의 저자들과 마르크스주의 저자들 모두 국가 그 자체보다는 
가정된 국가 활동의 효과에 주의를 집중했다. 마르크스 자신도 사실 국가에 대해서는 몇 안 되는 단편적인 텍스
트만을 남겼을 뿐이다. 그의 에너지는 초기 경제학 이론의 영역, 즉 자본주의적 생산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비판
에 집중되었다. 

국가와 계급 : 최근의 견해들

그렇지만 지난 십여 년 동안 근대 국가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저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의 주제가 되
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저작들에 포함된 국가에 관한 설명의 기초적 성격을 날카롭게 알아차
렸으며, 그 함의를 상당히 상세하게 다듬으려고 애썼다. 사실 밀리반드의 책은 이런 되살아나는 국가에 대한 관
심에 기여한 첫 번째 저작들 중 하나이다.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다른 두 저자는 풀란차스(Nicos Poulantzas)
와 오페(Claus Offe)이다(특히 Nicos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New Left Books, 1
973[초판은 1968년 출간]; Claus Off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apitalist State, London, Macmillan, 1982[초
판은 1972년 출간] 참조. 밀리반드와 풀란차스는 국가가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서로 직접 일련의 의
견을 주고받았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국가에 관해 쓴 다양한 설명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대목들에
서 마르크스는 마치 국가가 자본가계급에 의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통제되는 계급 지배의 직접적인 도구인 것처
럼 말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가 국가를 ‘부르주아의 집행 위원회’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국가의 계급 성격은 국가 관료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체적인 연속성을 보호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맥락들도 있다. 일견 명백해 보이지 않겠지만, 이 두 견해 사이에는 잠재적으로 매우 큰 차이
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배 계급이 통일적인 사회 구성체(social formation)이며, 이 계급이 마음대로 국가를 
조종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결과적으로 이 관점은 쉽게 공격 당하며, 이른바 ‘다원주의적’(pluralist) 저자들에 
의해 도전 받은 개념 유형도 바로 이것이다. 다렌도르프와 그 밖의 산업사회 이론의 지지자들이 표현한 생각에 
딱 들어맞는 다원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서구 사회들에는 동질적인 ‘지배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
양한 집단들 또는 복수의 엘리트들이 존재하며, 각각은 정부의 정책들에 매우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 있
을 뿐이다. 

마르크스에게서 유래한 두 번째 견해는 계급 사회로 남아 있는 사회의 지배 집단들 내부에 상당한 구분
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풀란차스는 국가에 관한 자신의 저작들에서 – 종종 답답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쓰여졌고, 비판 받을 여지가 있긴 하지만 – 이런 관점을 전개한다. 위에서 언급한 마르크스의 첫 번째 
해석에서 국가는 지배 계급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풀란차스에 따르면 국가는 그 자체가 독
특하게 내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가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라고 부르
는 것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정한 정도의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은 일정한 정도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국가는 영속
적인 체제 전체의 장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특정한 자본주의적 집단들의 단기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을 발의할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 특정한 경제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길 바라는 사업가들의 반대에 맞서 반
트러스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이런 종류의 분석은 분명히 마르크스의 첫 번째 해석 또는 ‘도구주의적’ 해석에 기초한 분석
보다 정교하다. 사실 풀란차스는 밀리반드의 저작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그 
저작에 비판적 공격을 가했다. 풀란차스는 밀리반드가 자본주의 사회들의 엘리트들이 공통의 교육 배경, 가족 
관계, 교우 관계 등에 의해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다고 주장한다. 밀리반드는 
– 결국 정권에는 결집된 유산 계급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 산업사회 이론과 정치적 다원주
의를 지나치게 그것들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반박한다. 그러나 풀란차스는 상류 계층들 내부에 분열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분
열은 어쨌든 정상적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도적 메커니즘들이 지속되고 있다
는 점이다. 



풀란차스와 밀리반드의 토론이 특별히 교훈적이거나 결실이 많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 참가자
들은 너무 자주 상대방의 견해 이상의 것을 말한다 – 그것은 내가 이 책에서 소개했던 일반적인 쟁점들 중 일부
를 아주 잘 강조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적이긴 하지만 풀란차스의 총체적 관점은 내가 비판했던 사회학 
모델의 특정한 요소들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구조
주의적 마르크스주의’(structuralist Marxism)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풀란차스의 도식에서 사회적 행위자들은 
명백히 ‘생산 양식들의 담지자’로 간주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 행위는 사회적 원인들의 결과로 설명된다. 
여기서 인간은 이해력 있는 행위자로 생각되지 않는다. 즉 그들이 사회와 맺는 ‘이중 관련’이 개념화 되지 않는
다. 따라서 밀리반드는, 그의 나머지 논박이 옳든 그르든 간에, 풀란차스가 자신이 일종의 ‘구조적 초결정론’(str
uctural super-determinism)이라고 부르는 것에 빠져 있다고 적절하게 비판한다(Ralph Miliband, ‘The capitalist 
state: a reply to Nicos Poulantzas’, New Left Review, no. 59, 1970). 

이 점에 대해 좀더 설명하겠는데, 그 이유는 1장에서 논의했던 이론적 고찰의 중요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어떻게 풀란차스가 말한 이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했는가
?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풀란차스의 대답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얼마나 상대적인지, 무엇에 상대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는 우리
가 풀란차스가 채택한 결정론적 관점 유형에서 벗어나야만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
의 국가의 독특한 특징들 중 일부를 명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국가 유형들 – 농경 
국가들 또는 제국들 – 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경 국가와 제국에서는 지배 계급인 이들이 국가 관료
이기도 했다. 국가와 지배 계급은 하나였고 동일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배 계급의 
구성원들 – 즉 사업이나 산업의 지도자들 – 은 매우 자주 정부에 직접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산업 지도
력과 국가 관료는 제도적으로 서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20세기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초기 마르크스주의자 칼 
카우츠키(Karl Kautsky)의 자주 인용된 구절로 표현하자면, 자본주의하에서 “지배 계급은 지배하지 않는다”. 마
르크스가 국가에 관해 말해야 했던 두 가지 설명 모두 어떤 의미에서 이 점에 관해 일치하지만, 그 함의는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조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세입은 사업 활동의 성공적 수행에 달려 있다. 국가는 산업 기업이 번영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지만, 산업 기업에 대한 통제권은 자본가계급의 영역 속하며 국가가 직접 산업 기업을 통
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 관료들의 행위의 자율성은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의존 때문에 크게 제한된다. 
이것이 국가의 자율성의 제도적 배경인 동시에 그 자율성의 제한된 혹은 ‘상대적’ 성격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그
렇지만 이런 현상들 중 어떤 것도 기계적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경제 생활에서 국
가의 개입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관료들이 경제 기업의 일반적 운영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의 본질적인 부분
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어나기 쉬운 혼란과 위기를 알아차린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만이 아니다. 국가 
행정가들도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점을 알고 있고, 경제를 ‘관리’(manage)하기 위해 항상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풀란차스가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긴 했지만 대체로 그의 견해와 일
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가의 자율성과 관련된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은 조직된 노동자계급 자체의 권력 – 노동조합 권력으로 표현되거나, 노동당이나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부의 행
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되는 – 이다. 풀란차스는 국가와 자본가계급이 종종 의견을 달리하는 이유를 오로지 
자본가계급 내부의 분열로만 설명한다. 즉 국가 정책들이 자본의 다른 영역보다 한 영역에 유리하리라는 것이
다. 그러나 국가는 또한 조직된 노동의 영향력에도 대처해야 한다. 산업 자본주의의 초기였다면 노동 운동은 그
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다. 앞 장에서 서술했던 투쟁과 변화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바
뀌지 않은 채로 남은 경제적.정치적 제도들로 단지 ‘편입’된 것은 아니었다. 시민권의 획득이 마르크스가 예견했
던 혁명적 격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국가 내부의 권력 균형이 바뀌었다. 

이 지점에서 오페의 저작들은 풀란차스의 강조점들을 적절히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오페에 따르면 두 
번째 설명이 첫 번째 것보다 더 정확하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마르크스의 두 가지 설명으로는 국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적대적이거나 ‘모순적인’ 두 영향력 사이에 끼여 있다. 근대 국가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수단들 – 사회복지뿐 아니라 일련의 다른 서비스들도 포함하는 – 을 위임 
받았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경제 성장을 ‘관리’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국가의 수입은 근본적으로 사적 소유의 
자본과 기업이 창출한 부, 즉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과정에 의존한다. 국가가 반드시 조직해야만 하는 서비
스의 비용은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수입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 생활을 지배하는 이들 – 사
업 지도자들 또는 자본가계급 – 은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노력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몇몇 서비스(예컨대 좋은 도로 체계의 제공과 유지)는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
가지로 지배 계급도 바라는 것이지만, 다른 많은 서비스(예컨대 복지 혜택의 제공)는 주로 사회 질서의 하층에 
있는 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오페에 따르면 그 결과는 그가 사회적 관계들의 ‘상품화’(commodification)와 ‘탈상품화’(de-commodific
ation)라고 부르는 것들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이다. 상품이란 사거나 팔 수 있는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이다. 따
라서 상품화된 관계란 가격을 붙일 수 있는 관계, 즉 팔 수 있는 관계이다. 탈상품화란 시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제거하고 그것을 경제적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당이나 사회주의 정당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화되지 않은 관계를 확장하는 정책들을 만들거나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모두를 위해 교
육의 기회와 무료 병원 치료를 늘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지의 대부분을 상층 또는 중간 계급으로부
터 끌어 모으는 보수당들은 상품화된 관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관계를 ‘재상품화’ 하려 한다. 예컨대 대
부 계획을 통해 교육비를 치르게 하거나 사적 의료 영역을 확장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



이다.
오페가 설정한 종류의 관점은 내가 앞 장에서 개괄한 시민권의 중요성과 ‘복지 국가’의 성격에 관한 논의

와 대체로 일치한다. 산업사회 이론가들은 이런 것들을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산업 질서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한 ‘완결된’ 현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마르크스가 분석한 것에 가
까운 계급 갈등이 그러한 현상에 의해 효과적으로 해체되었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옳다면, 그런 현상
들은 계급 갈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만성적으로 계급 갈등에 말려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때문에 ‘복지 국가’는 
비교적 깨지기 쉬운 창조물이다. 오늘날과 같이 보수적인 정치 풍토 안에서 이런 일은 10년 또는 20년 전보다 더 
찾아보기 쉽다. 왜냐하면 최근 몇몇 보수적 정부들은 오랫동안 보아 왔던 것보다 더 줄기차게 복지 서비스의 영
역을 ‘재상품화’ 하려고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와 관료제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된 근대 국가에 대한 분석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을지
라도, 그들의 논의에는 두드러지게 결핍이 드러나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 하나는 국가와 관료제, 좀더 일반적으
로는 국가와 행정력의 연합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족국가와 군사력 및 폭력의 연합이
다. 산업사회 이론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유래한 사상 전통과 너무 많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쟁점들에 접근하기 위한 개념들을 사회 이론에 제공한 중요한 사람이 있다. 바로 막스 
베버(Max Webber)이다. 베버 이전에는 ‘관료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국가 관료제’와 같은 의미로, 즉 국가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다. 관료제에 관한 베버의 저작들 역시 특히 국가와 관계가 있지만, 그는 그 용
어를 모든 형태의 대규모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확장한다. 베버에 따르면 관료제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 둘 사이의 연결 고리는 베버가 ‘합리적-법적’(rational-legal) 규범이라고 부르는 것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버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경제 기업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그것의 규칙화된 성격
이다. 즉 생산은 원료과 노동력의 투입, 그리고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수익과 지출의 계산에 달려 있다. 이러한 
규칙화된 형태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정확한 경제적 계산을 가능케 하는 비인격적 규칙들의 채택을 통해서만 창
조될 수 있다. 베버에게 유럽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의 기원이 복식 부기(簿記)가 발명된 시점과 일치하는 것은 우
연이 아니었다. 복식 부기는 규칙화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경제적 계산의 구체적 수단이었다. 

베버에 따르면 합리적-법적 규범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관료적 조직 일반의 행정
에까지 더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그 규범이 공식적이고 성문화된 법적 기구들의 형성으로 집약된
다. 다른 조직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과정에 대한 공식화된 규칙들로 집약된다. 관료화된 조직은 다수의 독특
한 특성들에 의해 구분된다. 베버는 자신의 주요 저작인『경제와 사회』(Economy and Society)에서 유명한 성
격 묘사를 통해 이러한 특성들을 ‘이념형’(ideal type) – 베버는 사화과학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이 개념에 근본
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 이라고 표현했다. 이념형이란 현실의 특정한 측면들에 대한 ‘일면적인 과장’(one-sided 
exaggeration)으로, 현실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적 공식화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실제 조직에서는 완전하게 발전된 형태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군의 특성들 전체를 망라한다(Max W
ebber,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vol. 2, pp. 956~94[초판은 1922년 출
간] 참조). 이념형은 공식적 직무의 수준에 따라 배열된 피라미드식 위계질서를 포함한다. 관료들은 봉급을 받는 
전임 직원으로서, 자신들의 직위에 맞는 공식적 자격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관계에 관한 
베버의 논의 중에서 여기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일반화된 기반 위에서 자본
주의적 기업이 강화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베버는 마르크스가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의 확산을 위한 
조건으로 관료화된 국가 기구의 초기 발전을 강조한다.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법적 체계와 보증된 통화 체제의 
구축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대규모로 확장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장에서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베버의 논의 중 보다 중요한 특징은 일반적 사회 유형으로 수립
된,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발전이 연합한 결과와 더 관계가 있다. 말하자면 베버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회주
의 사회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민주적인 질서를 낳을 수 있다는 명제에 도전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베버는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 본질
상 관료제는 조직의 정상에 있는 한 줌의 사람들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촉진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 것이 착취적 계급 지배와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제한된 성격 모두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사회주의가 도래하면 사유 재
산과 계급의 폐지를 통해 바뀌도록 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산 수단을 되찾을 것이다. ‘자유로운 임금 
노동’이라는 가짜 자유는 민주화된 산업의 진짜 자유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베버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서 그들의 생산 수단을 박탈하
는 것은 자본주의적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본주의를 초월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
이다. 베버에 따르면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 –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틀
에 박힌 작업들로의 노동의 축소 – 은 관료화 일반의 특징이다.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일하는 산업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공식적 통제권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에만 한정
된 것이 아니다. 대형 병원이나 대학과 같은 모든 관료적 조직들의 하층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러하며, 정부에
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베버는 민주주의의 이상들이 인구 중 제한된 부분에 속하는 ‘시민들’이 정



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소규모 사회들에서 생겨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
실상 모두에게 시민권이 확대된 현대의 대규모 사회들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모델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현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고도로 관료화된 정치를 전제로 한다. 대중 선거를 조직하려면 선거가 적절하게 조정되
고 관리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관료화된 절차들과 함께 굳건히 수립된 ‘합리적-법적’ 체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게다가 대중 정당들 또한,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얼마나 개방적이거나 민주적이건 간에, 고도로 관
료화되는 경향이 있다. 근대는 정치 정책들의 구상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정도를 엄격히 제한되는 ‘당 기구 정치
’(party machine politics) 중 하나이다. 베버는 때때로 ‘민주주의적 엘리트주의’(democratic elitism)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의 창시자들 중 한 명이었다. 근대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선거권을 통해 자신들을 지배할 엘리트들에
게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갖
게 될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베버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단지 관료제를 더 확산
시킬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프로그램들에 내재하는 경제 생활에 대한 중앙집중적 관리로 인해 자
본주의 사회들에서 특징적으로 그러한 것보다 더욱 심하게 국가가 관료화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
한 베버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보아 비관적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적어도 관료화의 물결에 뒤덮이
지 않은 공간이 남아 있다고 믿었다. 아마도 ‘민주주의적 엘리트주의’는 정치 참여의 제한된 형태일 것이지만, 
다수 정당 체제의 맥락에서 보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독점이나 과점으로 향하기 쉽다고 하
더라도, 자본주의는 생산이 중앙의 통제 아래 있는 곳에서라면 닫혀 버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기에 충
분한 경쟁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비판적 논평

베버의 견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개혁이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정
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냉정한 충격을 가한다. 그
러나 흐릿하게 나타나고 있는 관료제적 지배의 위협에 대한 그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베버가 말하는 것처럼 관료제가 발전함에 따라 조직들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일방 
통행의 권력 이동이 생겨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인 것으로 보인다. 베버의 제자인 로베르트 미헬스(Rov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London, Collier-Macmillan, 1968[독일어 초판은 1911년 출간])는 베버의 견해를 자
신이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라고 이름 붙인 것의 형태로 일반화했다. 미헬스의 표현으로는, “조
직화를 말하는 사람은 과두제를 말하는 것이다”. 즉 대규모 조직들에서 권력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손에 집중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형태로 표현된 과두제의 철칙은 철칙이 아닐뿐더러 정확한 일반화는 더군다나 
아니다. (미헬스가 가장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나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베버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것들의 관료화가 강화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들이 가정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것은 입증
하기 쉽다. 내가 앞에서 다루었던 국가와 계급에 관한 논의와 관계가 있는 다음 두 가지 예를 생각해보라. 현대 
경제는 - 앞서 언급했던 요인들의 결합, 즉 거대기업들의 성장과 경제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증대의 결합 때
문에 – 50년 전보다 훨씬 더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었다. 그러나 몇몇 노동자 집단들은 그로 인해 과거에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특히 전략적인 경제 영역들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공공 
사업이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실례이다.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노동자들의 손 밖에 있다고 추정되는, 고도로 통합된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두 번째 예로 들
어보자. 심지어 마르크스주의 학파의 저자들(특히 Harry Braverman, 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M
onthly Review Press, 1974 참조)을 포함하는 몇몇 저자들은 그러한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노동 통제권을 ‘체에 
거른다’는 결론 – 따라서 베버와 미헬스의 결론과 필적할 만큼 비관적인 – 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측
면에서 보면 고도로 조정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과거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얻는다. 왜
냐하면 통합된 생산 라인들은 소규모 노동자들의 단합된 행동에 의한 분열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저항할 수 없게끔 규정하는 영향력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해력 있는 행위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중요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국가를 포함하여 관료적 조직들 안에 얼마간 자원을 ‘
교환하는’ 꾸준한 과정이 있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권력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투쟁의 초점인데, 그 투쟁에
서 종속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언제나 패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베버나 미헬스의 견해
가 가치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들이 공통적이고 충분히 실제적인 경향들을 지적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
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향들이 관료제 또는 사회 조직의 증대하는 규모와 보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나는 베버가 관료적 지배의 문제들에 집중한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의 요점을 과
소평가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시민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하는 일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남아 있다. 나는 선거권이 이런 사회들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
요한 매개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산업 고용인들이 산업 영역에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여전히 소극
적(negative)인 것으로 남아 있다. 그 권력은 집단 노동 철회나 그들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다른 방법들(생산 라
인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생산 라인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 그 밖의 다른 방법들로 태업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



다. 블루칼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하층 화이트칼라 고용인들도 위에서 만든 정책들에 참여할 어떤 공식적 권
리도 없다. 

종속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이미 종종 부정적 방법들을 통해 상당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권력이 산업 영역으로 시민권이 확장됨으로써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추측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다
시 말해 현대 사회들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획득할 가능성을 베버가 가정했던 것만큼 확실하게 포기하
지 말아야 한다. 마르크스의 분석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산업 작업장에 특히 강력하게 적용된
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그 후의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 또한 그들이 예견했던 사회주의적 질서 안에서 참여 민
주주의가 어떤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것인지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
다. 동유럽의 현존하는 사회주의 사회들(유고슬라비아 노동자들의 자율경영 실험과 폴란드의 자유노조(Solidar
ity)활동은 부분적인 예외에 해당한다)은 이 점에서 뚜렷한 방법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5장 도시 : 도시화와 일상 생활

전(前)자본주의적 도시와 현대 도시

이 시점에서 현대 세계를 뒤바꾼 변화의 새로움에 대해 생각해보라.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기업은 16세기 
무렵에,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는 18세기 말에 – 무엇보다 당시에는 세계의 일부 고립된 지역에서 – 등장했을 뿐
이다. 그러나 1780년 이후 이백 년 동안 이전 인류 역사의 방대한 기간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변형이 
사회생활에서 일어났다. 1장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현대 도시화의 성격과 확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
러난다. 현대 도시화의 충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역사적 측면이 특히 중요하다. 내가 아래에
서 지적하려는 것처럼,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도시화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는 중
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단지 두 세기 전 –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우세한 지역들이 세계에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 의 인간의 사회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것은 무척 어렵다. 

전(前)자본주의 문명들에서 도시는 일반적으로 시골과 명확하게 구별되었다(나는 여기서 사회학 문헌의 
관습적인 용법을 따라 ‘전자본주의’(pre-capitalis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다른 사회 유형
들과 공존했었고 지금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전’이라는 말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전자본주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과장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
다(한 예로 Gideon Sjoberg, The Preindustrial City, Glencoe, The Free Press, 1960 참조. 폭 넓게 비판받긴 했지만 
이 책은 그 분야의 몇 안 되는 고전으로 남아 있으며, 가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사회 형태들에서 도시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냈다. 도시는 대개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었는데, 성벽은 도시의 폐쇄적인 성격과 시골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고, 또한 군사적인 
방어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도시들의 중심 지역에는 보통 사원, 궁전, 시장이 자리잡았으며, 이러
한 의식과 상업의 중심지는 때때로 두 번째 내벽에 의해 보호되었다. 도시는 과학, 예술,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몇 안 되는 엘리트들의 특권이었다. 도시들이 정교한 도로 체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여행 또한 일반적으로 소수에게만 허용되거나 또는 주로 군사 활동과 상업 활동을 위해 
쓰였다. 전자본주의 도시들에서 생활의 속도는 느렸으며, 민중들은 일반적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전통과 
매우 흡사한 전통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들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무척 작았
다. 

세계의 인구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이렇게 새로 늘어
난 인구 중 대다수가 도시로 몰려들었다. 통계는 실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세계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
시가 1,700개 가량 있다. 최근까지 알려진 역사상 가장 큰 도시들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주자 50만 명 이상
의 도시가 250개 가량 존재한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는 약 1천 4백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는 이
제 성벽이 없으며, 가장 넓은 도시 밀집지역들의 행정적 경계는 흔히 도시 확산(urban sprawl) 현상의 어떤 실제
적 경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현대 경제가 거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도시 생활은 점점 더 감싸오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도시 중의 도시’의 그림자에 의해 덮여 있다. 메갈로폴리스라는 말은 실제로 고
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모든 문명들이 부러워할 만한 새로운 도시국가를 구상했던 펠로폰네소스의 정치
가이자 철학자인 이들이 만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꿈과는 거의 무관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용어는 현대에
는 미국 북동부 해안지역, 즉 보스턴 북부에서 남쪽의 워싱턴 D.C까지 약 450마일에 이르는 얼마간 연속적인 일
련의 도시화된 지역들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 지역에는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1평방 마일 당 700명 이상
의 밀도로 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오대호 지역에 거의 같은 수와 밀도로 도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일부 도시 사회학 문헌들에서 그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중요성이 
순전히 양적인 것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많은 저자들이 산업 자본주의와 연관된 도시화를 마치 시골 지역들에
서 도시들로의 단순한 인구 이동인 것처럼 말했다. 물론 그렇게 되긴 했다. 그러나 이런 이동은 또한 도시화의 본



질 그 자체를 뒤바꾼 – 아마도 무엇보다 도시 성벽의 소멸로 상징되는 – 좀더 포괄적인 일련의 변화의 일부분이
었다. 이런 설명의 함의는 우리가 사회학에서 도시 분석의 최전선에 있어 왔던 특정한 이론들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면 명확해질 것이다. 

‘시카고 학파’의 견해

아주 최근까지, 금세기 첫 20년 동안 두드러졌던 ‘시카고 학파’의 사회학에 대한 공헌이 도시 연구에 관
한 논의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시카고 학파의 두 가지 서로 관련된 개념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
치가 있다. 하나는 도시 주민들의 분포에 관한 이른바 ‘생태학적 접근’이다. 이것은 원래 생물학의 생태학적 과
정, 즉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동식물의 생활이 그 환경에 대한 적응 양식들을 통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분포되
는 과정과 명백히 유사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 파크(R. E. Park)는 이 관점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술했다. “도시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방법들로 인구 전체에서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환경에서 살기
에 가장 적합한 개인들을 실수 없이 골라내는 거대한 분류 및 감별 메커니즘인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썼다(Rob
ert E. Park, Human Communities, Glencoe, The Free Press, 1952, p. 79). 도시는 생물학적 생태에서 일어나는 것들
과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침입, 천이(遷移) 과정들을 통해 ‘자연적 지역들’(natural areas)로 정돈된다. 이 과정들은 
상이한 주거 지역들의 특징들이 ‘구획’(zoning)되는 것을 좌우한다. 도시의 중심 지역에는 사업, 상업 시설, 오락 
시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도심’(inner city) 주위에는 값싼 아파트나 숙박업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이 분포해 있을 것이다. 더 밖으로 나가면 안정적인 노동자계급 지역들이 있을 것이고, 가
장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중간 계급 교외 지역이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 접근은 흔히 오직 현대 사회들에서의 도시화와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카고 학파와 
관련된 두 번째 영향력 있는 관점인, 도시 생활의 보편적인 특징들을 밝힐 것을 주장하는 루이스 워드(Louis Wir
th)의 ‘생활방식으로서의 도시화’에 관한 논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워드의 견해는 때때로 그의 비판자들에 의
해 거의 풍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견해는 1938년에 처음 발표
한 유명한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Lou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
4, 1938. 또한 A. J. Reiss, Louis Wirth on Cities and Soci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참조
). 워드는 도시 일반에 속하는 세 가지 특징, 즉 인구의 규모, 밀도, 그리고 이질성을 구분한다. 도시에서 많은 사
람들은 서로 가깝게 붙어 살지만, 대다수는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는 이런 기준들이 대부분 형식적
인 것이고, 그 결과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결과를 도시 거주자
들의 특징인 특정한 생활방식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시에서는 타인들과의 많은 교제가 순간적이고 단편
적이며, 교제하는 사람들은 관계 그 자체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기보다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
로 간주한다. 워드는 개인이 “통합된 사회에서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사기(士氣), 참여의
식”(Wirth, p. 13)을 빼앗겼다고 말한다. 생태학적 견해를 따르면서 워드는 대규모의 밀집된 인구는 필연적으로 
지역들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동식물의 생활이 그런 것처럼 기능의 분화로 인해 훨씬 
더 많은 개인들이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통합된 사회’가 해체되
면 비인격적으로 정의된 행동 규칙들에 의해 통제되는 질서정연한 일과가 널리 퍼지게 된다. 여기서 이 설명의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성격 묘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워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였다. 도시의 영향력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 퍼지
기 때문에 도시의 ‘생활방식’이 꼭 실제로 그 규모가 어떻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 
역 또한 성립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익명의 일과들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시골 지역들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확립했던 생활 방식들을 굳게 지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 중 일부는 아마
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더구나 워드는 자신이 서술하는 특성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시 생활의 특징 전부를 
망라한다고 보지 않으며, 다만 최소한의 열거일 뿐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가 이 점을 주장하는 이유는 부분적
으로 근대의 도시화에만 국한되지 않을, 매우 폭 넓게 적용될 도시에 대한 설명을 정식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
다. 

워드의 견해와 생태학적 접근 모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판 받아 왔다. 여기서 나는 이 책의 보다 넓은 
주제들과 관련이 있는 비판적 평가만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적절하게 재정식화되었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두 
묶음의 개념들의 여러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나의 비판적 논평은 네 가지 범주로 묶일 수 있으며, 그 논평들은 
워드의 명제들에 집중될 것이다. 

첫째, 워드의 이론은 확실히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
국 도시들의 관찰에 기초하고 있는 그의 이론은 산업 자본주의하에서의 도시화에 적용될 때조차도 명백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전자본주의 사회들에 적용될 때 특히 불충분하다. 그러한 사회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고학과 인류학에서 상당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쉽진 않지만, 나는 그 결
과가 대체로 앞서 언급했던 스요버그(Sjoberg)의 책에서 그가 ‘제1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한
다. 즉 “전자본주의 도시들 – 중세 유럽, 전통 중국, 인도, 그 밖의 어느 곳에서든 – 은 구조나 형태 면에서 서로 아
주 많이 닮아 있지만, 현대 산업-도시의 중심지들과는 확연히 다르다”(Sjoberg, p. 5).

둘째, 워드가 그러는 것처럼 도시화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이 오로지 도시 그 자체의 특징들에만 기초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도시들은 그것들이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더 넓은 사회의 측면들을 표현하
고 또 요약한다. 이 비판은 첫 번째 비판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는 도시에서의 생활과 



시골 지역들에서의 생활 사이에 특정한 유사점들이 있다. 두 곳 모두에서 전통의 영향이 강하며, 심지어 보다 세
계주의적인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대부분의 관계는 워드가 묘사하는 익명적 유형이라기보다는 인격
화된 관계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들에서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들 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앞
으로 간략하게 지적할 텐데, 현대 사회들에서 그러한 차이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도시는 전자본주의 사회들 ‘
안에’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시골과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자본주의 사회들
의 전반적인 조직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도시 : 문명 : 국가, 이것들은 고고학과 인류학 문헌에서 타당한 근
거를 갖추고서 종종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똑같은 일반 이론이 자본주의 사회들의 도시화에 적용된다. 말하자
면 도시의 성격은 사회 전체의 보다 폭 넓은 특징들과 관련지어 생각해야만 적절히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도시는 전체 사회의 제도들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도래에 의해 
초래된 심대한 사회 변혁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본주의 사회들에서의 도시화의 성격은 전자본주의 도시의 그것
과는 매우 다르다. 

셋째, 워드의 정식화 - 그가 특히 모든 사회 유형의 도시들과 관련된 접근법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 는 
산업사회 이론의 보다 의심스러운 요소들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다양한 형태의 산업사
회 이론은 ‘전통’과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사회 변화의 이분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산업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러한 이분법적 개념은 사회과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한 개념
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독일 사상가 페르디난드 퇴니스(Ferdinand Tönnies)가 20세기 전환기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체)에서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연합체)로 변하는 사회의 일반
적인 이동에 관해 말했다. 게마인샤프트는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에 의해 지배되는, 워드의 소규모 공동체 또는 
‘통합된 사회’와 같은 의미이다. 비인격적이고 도구적인 사회 관계를 포함하는 게젤샤프트는 점차 현대의 대규
모 사회들이 발전함에 따라 게마인샤프트를 대체한다. 워드는 자신의 도시화에 관한 분석을 확립하는 데 퇴니
스의 개념들 - 그 밖의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의 개념들 - 을 끌어들였다. 워드의 수
중에서 퇴니스의 개념은 어떤 발전적인 경향 - 현대 사회들에서 도시화가 점점 더 우세한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시골과 도시의 대비로 바꾸는 일에 더 중점을 둔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
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방금 언급했던 것으로, 전자본주의 사회들은 대부분 현대의 도시화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게젤샤프트와 도시화를 같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드의 
도시화 개념은 마르크스주의가 제시한 대안적인 일반적 관점에서 유래한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효과적
으로 비판될 수 있다. 사실 현대 도시화에 대한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근의 기여 가운데 일부는 마르크스주
의에 빚지고 있는 최근의 저작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기여는 워드가 도시화의 요
소들이라고 간주한 것들 중 일부가 현대에 한정되는 이유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워드의 접근법은, 특히 생태학적 유추를 포함한 것에 한하여, 사회학의 ‘자연주의적’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 파크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도시 지역들의 생태학적 체계는 물리적 세계에서 비인격적인 사건들처럼 
일어나는 일련의 ‘자연적 과정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그러한 과정들은 자연의 법칙들
처럼 불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도입부 장들에서 개괄했던 관점으로 도시화를 분석한다면 상당
히 다른 견해가 나타날 것이다. 

도시화와 자본주의

전자본주의 사회들과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차이의 전체적인 특성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 나는 이 질문
에 답하려면 도시화를 보다 폭 넓은 사회의 특징들, 그리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의해 초래된 일반
적인 사회 변혁과 반드시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도시는 국가 권력과 제
한된 범위의 생산과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다.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출현과 
그것의 산업 자본주의로의 강화는 시골에서 도시 환경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을 수반했다. 그러나 이것은 ‘도
시’의 본질의 심대한 변화에 의해 초래되었고, 아울러 더 자극되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초기 제조업 중심지들 대부분이 이미 세워져 있던 대도시들에 자리잡지 않았다는 사
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맨체스터는 가장 놀라운 도시 팽창을 보여준 곳 중 하나이다. 1717년에 맨체스터는 인구 
약 1만 명의 소도시였다. 1851년 무렵 보다 넓은 랭커셔 지역의 제조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 맨체스터의 인구
는 약 30만 명이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주변의 소도시들로까지 확장된 맨체스터 지역의 인구는 240만 명
이었다. 그러한 관찰 결과는 18세기 말과 19세기에 도시화를 확장시킨 추동력이 이전 도시화 형태들의 기저에 
놓여 있던 요인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찰 결과가 새로운 도시화의 특별한 성격
까지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마도 마르크스가 ‘상품화’(commodification)라고 부른 개념을 통해 현대 도시화의 특성과 그것
이 자본주의 발전과 맺는 관계를 가장 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오페의 해석을 
논하면서 이 개념을 언급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화 개념은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분석에서 근본적인 
것이다. 즉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력을 포함한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자본주의적 기업의 전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품화가 인간이 사는 바로 그 환경까지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는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어떻게 공간 그 자체가 상품화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도시화와 그것과 관련된 
사회생활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는 도시와 시골 모두에
서 토지와 주택은 양도할 수 없었거나 양도에 제한이 따랐다(여기서 ‘양도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지불 방식을 



통해 재산이 한 소유주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토지와 건축물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공간의 상품화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 전체의 물리적 환경을 뒤엉키게 만든다. 이것에는 몇 가지 함의가 
있다. 

(1) 자본주의적 도시화는 이전 도시와 시골의 구분을 해체하는 ‘창조된 환경’(created environment)이 된
다. 전자본주의 도시는 이미 명백히 시골과 구별되긴 했지만, 시골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존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 산업은 도시-시골 구분을 넘어선다. 농업은 자본주의화.기계화되고, 다른 생산 부문들에서 우
세한 것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시골과 도시의 사회생
활 양식들의 차이 또한 점차 약화되게 된다. 공간이 사회적 현상이고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닌 한, ‘도시’와 ‘
시골’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대신 ‘만들어진 환경’(built environment)과 ‘열린 공간’(open spac
e) 환경의 구별이 존재한다(이것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David 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Arnol
d, 1973에서 논의된다). 

(2) 모든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인간은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많은 문화들에서 사람들
은 지금은 서구에서 완전히 낯설게 된 방식들을 통해 자신들이 자연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
나 자본주의 사회들의 만들어진 환경으로 인해 인간 생활과 자연 사이에 급격한 단절이 생겨났다. 이러한 일은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작업장에서 그러한데, 이곳에서는 노동 업무의 성격과 공장이나 사무실의 물리적 환경이 
사람들을 흙, 날씨, 계절의 순환의 영향으로부터 갈라놓는다. 더구나 작업장이 상품화된 공간의 도시 환경에 위
치함으로써 이러한 일은 훨씬 더 강화된다. 오늘날 우리 대다수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생산물인 환경 안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다. 

(3) 주민들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은 자본주의 사회들의 일반적인 특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 동시에 그 특징들에 여분의 차원을 제공한다. 이 설명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
은 최근의 도시에 관한 논의와 관련지어 보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몇몇 저자들은 내가 앞에서 제시한 
처음 두 가지 점들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도시 사회학’ 같은 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창
조된 환경이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 특징이라면,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 사회의 형태 전체를 이해함
으로써 직접 이끌어낼 수 있다. 나는 이 견해에 상당히 공감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 장들에서 논의했던 현상들 
- 자본주의적 생산, 계급 갈등, 그리고 국가 - 는 모두 ‘도시’가 ‘만들어진 환경’으로 바뀐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와 맺는 그러한 관계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적 도시화를 분석할 개념들을 정식화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렉스(Joh
n Rex)가 ‘주택 계급 이론’(theory of housing classes)이라고 부르는 정식화는 바로 이것을 하려는 시도이다(Joh
n Rex and Robert Moore, Race, Community and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7와 렉스의 다른 
저작들 참조). 렉스의 개념들은 시카고 사회학자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주민 조직과 도시 성장에 관
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다. 렉스는 생태학적 접근이 도시 주민들의 특징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생태학적 과정에 대한 지나치게 기계적인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러한 관점을 자
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주려는 도시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시도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의 논의는 영국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국 연구에만 의존하는 ‘시카고 학파’
의 경향 - 그리고 이후의 상당한 양의 도시 분석 - 의 유용한 평형추 역할을 한다. 

렉스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산업이 급속하게 정착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버밍엄의 성장을 특별한 예로 
든다. 그러한 정착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주거 분포의 패턴은 고용주들이 감지한 필요에 의해 매우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산업가들과 그 밖의 지역 고위 인사들의 집은 중앙의 시설들에는 접근하기 쉽지
만 공장의 때와 검댕은 피할 수 있는 곳에 지어졌다. 가내 공업이 여전히 생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 (19
세기 들어서까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필요를 부분적으로 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은 그러한 숙박 시설을 점점 더 많이 지었다. 몇몇은 노동자들에게 단지 막사만을 지어주었지만 대다수의 고용
주들은 공장 주변이나 철도 근처에 줄지어 늘어선 노동자들의 작은 가정집을 지었다. 공동체 문화 - 고난의 - 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농업 마을들의 공동체 생활의 요소들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러한 주택의 ‘직접적인 계급 구분’은 무너졌다. 산업, 인구, 그리고 도시 지역
의 엄청난 팽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 밖의 좀더 특별한 요인들이 있었다. 고용주들이 주택을 제공함
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좀더 유익하게 투자되었을 자본이 멈춰 있게 되었다. 고정된 주택 또한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제한했다. 그렇지만 숙련 노동자들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오래된 노동자용 작은 집보다 나은 거주
지를 요구함으로써 더욱 분화된 계급 체제가 발전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의 제공은 주택 및 다른 
지역 편의시설들의 제공과 분리되었으며, 그러한 업무는 다양한 규모의 전문화된 건축 기업들에게로 넘어갔다. 
융자를 받아 자금을 댄 그러한 집들에는 시종일관 대체로 주택 소유주들이 거주해 왔다. 

그리하여 20세기 초 이래로 한편으로는 산업 및 금융 자본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과 연결된 주택 
시장(housing market)의 팽창이 일어났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시카고 연구자들이 강조한 이동과 주민 
분리의 ‘생태학적’ 패턴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렉스에 따르면 그 패턴은 거주민들을 ‘주택 계급들’로 결
집시키는, 부족하지만 갖기를 바라는 주택 유형들을 두고 벌어지는 투쟁에서 비롯된다. 좀더 큰 도시들에서 우
리는 몇 가지 주택 계급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주택 계급들에는 가장 살고 싶은 지역들에 있는 집을 완전히 소
유하고 있고 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집을 융자 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덜 살고 싶은 지역



들에 있는 저당 잡힌 자택에 사는 사람들, 사적으로 세놓은 숙박시설에서 사는 사람들, 국가가 제공한 임대 숙박
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많은 도시들에서 가장 부유한 주택 계급의 사람들은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도시 밖으로 이동했다. 덜 특권적인 저당 잡힌 자택에 사는 사
람들 또한 도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외곽 교외 지역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추세가 생겨
나는 데 기여했다. 몇몇 숙련 노동자 집단을 제외한 노동자계급은 대체로 흔히 도심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택 구역들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광범위한 기반 위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을 획득한 것은 이전 장들에서 서술한 노동운동 투쟁의 한 
측면이다. 보통 실제로는 사적 계약자들에 의해 지어졌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당은 
그런 주택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일에 앞장섰다. 렉스는 공공주택과 융자 보증의 제한 조건이 주택과 관련된 계
급 투쟁의 두 가지 주요한 각축장이라고 주장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가능하
다면 융자 대부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보수가 나은 직업을 가진 이들, 특히 화이트칼라 직
업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융자에 투자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융자를 얻기 
위한 자격 조건도 더 잘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급이 거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주택 또한 투
쟁과 관련되어 있다. 공공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집단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준 배정 제
도를 방어하거나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공공주택에 사는 이들은 대체로 결코 도시의 계급 투쟁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다. 이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은 저당 대부(mortgage loan)와 국가가 제공하는 거주지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되었고, 따라서 
사적 영역의 임대 -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공공주택에서 사는 이들이 누리는 임대 관리나 보호의 혜택을 받
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파렴치한 집주인의 농간에 매우 취약하다 - 로 내몰린 집단들이다. 이 집단들은 시카고 
사회학자들이 ‘전이지대’(zones of transition) - 보통 도심의 사업 및 위락 지역들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평판이 
나쁜 지역이나 슬럼 지역 - 이라고 부른 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이지대에는 작고 과밀한 아파트나 하
숙집에서 사는 개인들의 비율이 높으며, 이곳은 새로 도착한 이주자들이 강제로 끌려들어가기 쉬운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주자들은 인종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이지대는 다른 집단들에게 그러한 것보다 덜 
임시적이다. 전이지대는 매우 실업률이 높은 얼마간 영원한 게토가 되며, 따라서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만만찮은 문제들을 안긴다. 그러한 전이지대는 또한 그로 인해 새로운 도시 저항운동 지역이 되기도 
하고, 좀더 풍족한 도시 지역들에서는 미약하게만 발전하는 공동체적 호혜관계를 재창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설명은 본질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이며, 도시 주민들의 분포를 주택 시장에서 집단들이 
벌이는 적극적인 투쟁 안에 위치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설명이 덧붙여져야 한다. 나는 렉스의 주장처럼 ‘주택 계급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특
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도시 갈등은 흔히 어느 모로 보아도 산업 영역의 갈등
만큼이나 만성적이고 격렬하다는 점과 주택 시장은 산업 영역으로 곧바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도시 투쟁을 계급 체제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주택 계
급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갈등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의 전반적인 성격에 기
여하는 것으로 다루는 편이 나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민 조직화의 상이한 양식들과 생활방식들을, 그 밖
의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계급 구분의 몇 가지 측면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융자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차별적인 융자 
이용도로 인해 육체 노동자와 비육체 노동자 사이의 구별은 강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인종 차별을 받는 집단들
을 대다수 토착 노동자계급과 분리된 지역들로 결집시키는 경향이 있는 주거 분리 패턴은 전체 노동자계급 분
열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렉스의 논의는 영국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가 인정한 것처럼 미국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자료를 일반화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도심의 침식은 유럽의 경우보다 미국의 가장 넓은 도시 지역들에서 더 많
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부분적으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도시 계획이 불러온 더 큰 영향과 그 후
의 보다 광범위한 공공주택의 공급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상세하게 검토되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국
가와 산업 및 금융 자본이 거주자들의 활동과 다른 패턴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을 보았을 것이다. 국가에 대
한 오페의 논의와 그러한 시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 도시화의 상품화된 
공간을 만드는 요인들은 탈상품화 과정에 의해 끊임없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공급, 도시 계획, 임대 
및 투자 관리, 공원과 휴양시설 같은 공공시설의 증가는 모두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도시화와 일상생활

‘생활방식으로서의 도시화’에 대한 워드의 성격묘사는 도시 일반과 관련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겠지
만, 그것이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중요한 측면들을 밝혀준다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본
주의의 도래에 의해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우세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일상생활의 구조가 촉진되었다고 말함
으로써 아마도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전통의 영향은 언제나 강하며, 도
시들에서조차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도덕적 성격 - 일상생활이 개인 생활의 위기 및 전환과 관련되어 있
는 것처럼, 그리고 병듦과 죽음 및 세대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 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종교에 기반을 
둔 도덕적 틀이 있어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확립된 관습들에 순응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마주하거나 대처할 즉
각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그러한 관습의 붕괴와 관련된 과정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의 팽창에 의해 촉진된 
일상생활의 특징적인 형태들이 이전 사회 유형들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르
페브르가, 매우 관례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의미와 그가 ‘생활의 시(詩)’라고 부른 것을 빼앗긴, ‘일
상생활’의 독특한 형태의 출현에 관해 말한 것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잉카, 
아즈텍, 그리스, 로마에서는 모든 세세한 것들(몸짓, 말, 도구, 가정 용품, 의복 등)은 스타일을 지니고 있었다...   
생활의 산문과 시는 아직까지는 동일한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의 산문’ - 경제적, 도구적, 기술
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 이 우세해졌고, 그리하여 “그것은 모든 것 - 문학, 예술, 사물들 - 을 포함하며 모든 생활
의 시는 쫓겨났다.”(Henri Lefebvre, Everyday in the Modern World, London, Allen Lane, 1971, p. 29).

이것이 전자본주의 사회들에 관한 비현실적으로 낭만화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르페브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에 기초하고 있고 인간 존재의 보다 폭 넓은 측면들과 통합되어 있
는 전통이 좁은 영역에 집중된 일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현대 세계에서 공허하거나 진부한 일상생활의 성격
을 낳은 것들 가운데 두 가지 일련의 요인들이 특히 중요하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만들어진 환경’에서 
나타나는 상품화된 공간의 특정한 형태, 즉 만들어진 환경이 미적 형태를 박탈당한 것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요
인은 이전 사회 유형들에서는 완전한 형태였고 전체 공동체의 사회생활 구조에 있어 본질적이었던 것으로, 몇
몇 사회 분석가들이 인간 활동과 경험 유형들의 ‘격리’(sequestration)라고 부른 것이다. 격리란 일상생활에서 그
것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현상들, 즉 범죄, 광기, 질병, 죽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현상들과 그것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인들은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흐름에서 분리된다. ‘생활의 산문’, 도구적 
목적에 맞추어진 나날의 일과는 그로 인해 더 확대된다. 

이러한 관찰은 전반적인 사회 조직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적인 특징들과 연결되어 몇 가지 방식들을 암
시한다.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그러한 연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 왜냐하
면 우리가 경험의 가장 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견 무관해 보이는 것들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동시
에 그것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내가 다음 장에서 다룰 가족과 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잘 조명될 것
이다. 

6장 가족과 성

산업사회 이론이 사회 분석을 위한 틀로서 우월한 위치에 있던 기간 동안 - 1950년대와 1960년대 - 가족
의 발전에 관한 특정한 해석 유형이 사회학 문헌들에 널리 퍼졌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 해석은 다음과 같
다. 산업화 이전에 가족은 광범위한 친족 관계(‘확대가족’)에 깊게 뿌리박고 있었으며, 경제적 생산의 중심이었



다. 그렇지만 가족이 더 이상 생산의 단위가 아닌 산업사회로 이행하자 확대 가족은 해체되었다. 친족 관계는 ‘
핵가족’, 즉 두 명의 부모와 그들의 직계 자손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줄어들었다. 어떤 관찰자가 표현했듯이, “가
족은 보다 전문화된 기관, 아마도 지금껏 알려진 어떤 사회의 가족보다도 더 전문화된 기관이 되었다”(Talcott P
arsons, ‘The American family’, in T. Parsons and R. F. Bales, Family, Socialis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Lond
on, Routledge & Kegan Paul, 1956, p. 10). 그럼에도 파슨스를 포함하여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대부분의 저자들
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그리고 결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옹호했다. 핵가족은 아이들의 출산과 양
육의 중심으로 남아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지원과 만족의 원천이다. 

이러한 유형의 견해는 최근 몇 년 동안 강한 공격을 받았다. 사실 너무 공격 받은 나머지 이제는 특정한 측
면들은 상당히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 가족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일련의 동시적인 발전에 의해 크게 바뀐 사
회 분석 영역이다. 위에서 개괄한 관점은 현대 이전에 존재했던 가족 관계의 형태들과 관련된 역사학의 자료들
을 대부분 불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가족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이전 저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가정들이 줄잡아 말해도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가족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번째 견해는 페미니스트 저자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폭 넓게 끌
어들였다. 

가족 구조의 변화

서유럽에서 17세기와 18세기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가족이 일반적으로 생산 단위였음이 분명
하다. 즉 생산은 가정과 그것에 인정한 땅에서 수행되었고,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생산 활동에 
기여했다. 대규모 산업이 출현하기도 전에 자본주의적 기업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따로 노
동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위태로워졌다. 뒤이어 가정과 작업장의 분리가 확산된 것은 이러한 과정
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 기존의 확대가족 체제가 해체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임이 입증되었다. 
역사 연구는 서유럽 전역에 걸쳐 적어도 자본주의의 초기 형성 이전 수세기 동안 - 더 넓은 친족 관계가 확실히 
몇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보다 중요하긴 했지만 - 가족이 전형적으로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구 집단이 더 큰 곳이 있었는데, 이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가족 생활
의 성격 간의 관계가 앞서 서술한 견해에서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 또한 명백해졌다. 예를 들어 초
기 자본주의적 기업가들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생산적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통적 기대에 순응
하여 개인보다는 가족을 고용한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이것이 광산이나 공장의 비참한 조건에서 일하는 아
이들에 대한 잔인한 착취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 원인을 고용주들의 탐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반쪽 진리일 것이
다. 가구 집단이 협력해서 생산했던 농촌 출신 사람들은 가족 고용의 공급을 기대했다. 가족의 경제적 결속을 깨
뜨린 추진력은 아동 노동의 이용을 금하는 자유주의적 법률과 함께 주로 고용주들 자신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점은, 오늘날 경향적으로 우세한 가정 생활의 형태들이 임금 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
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생활방식이 ‘아래로 확산된’, 부르주아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비판에 부딪혔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영국 가족 생활의 발전에 대한 스톤의 
분석은 가정 형태들의 변화에 대한 유용한 분류법을 제공한다(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77). 그는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3백여 년에 걸친 
가족의 발전에서 세 가지 주요한 단계들을 구분한다. 16세기와 그 전 여러 해 동안 우세했던 가족 유형은 스톤이 
‘열린 혈통 가족’(open lineage-family)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핵가족에 집중되어 있긴 했지만, 가정 단위는 다
른 친족까지 포함하는 더욱 넓은 공동체적 연관 속에서 파악되었다. 공동체의 일반적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가족 관계는 후대에 우세하게 된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결혼은 계급 체제의 어떤 수준에서도 감정적 애
착이나 의존의 초점이 아니었다. 스톤은 이렇게 썼다. 

관습적 지혜에 따르면 행복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고, 섹스는 기쁨이 
아니라 종족을 번식시킬 필요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죄스러운 필요물이었다. 개인적 선택의 자유
는 언제나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혈통, 부모, 이웃, 교회, 국가 등 다른 것들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했다. 
생명 그 자체는 값싼 것이었고, 죽음은 쉽게 그리고 자주 찾아왔다. 기대 수명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타
인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었다(Stone, p. 5)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사례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다.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정
형적으로, 강한 정서적 유대의 부재에 의해 규정되었는가는 역사가들의 토론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이 궁정 사회에서만 꽃피웠을 뿐 결혼 및 가족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두 특별히 친밀하거나 애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부모-자식 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Philippe Ar
iès, Centuries of Childhood, Harmondsworth, Penguin, 1973이 있다). 결혼 유대는 개인의 선택을 통해 시작되지 
않았다. 사회의 상류 계층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은 재산 상속을 안전하게 하는 수단이나 다른 형태의 경제적 또
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농부와 기능공에게 결혼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다. 상층 



계급과 마찬가지로 하층 계급에서도 배우자의 선택은 결혼 당사자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가족 내에서 정서적 친밀성의 상대적 결핍은 개인들이 서로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
았다.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의 모든 계급에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개인적인 사생활
이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살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방의 구분은 18
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부자들의 집에는 방이 많았지만, 그 방들은 독특하게 복도 없이 서
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인들은 그들의 주인들과 같은 방에서 자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잤다. 소작농들과 도
시 빈민들은 방이 하나나 두 개 있는 집에서 살았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조차도 방을 함께 썼으며, 방은 나중에 
그 쓰임새에 따라 구분된 것처럼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다. 아리에스가 표현한 것처럼 18세기 이전까지 가
족은 “사회를 거리를 두고 보고”, “그것을 꾸준히 확장되는 사생활의 영역 너머로 밀어버리려고” 시도하지 않았
다(Ariès, p. 386).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집은 사생활을 가능케 하는 복도, 그리고 침실과 분리된 
거실을 가진 현대적 형태로 설계되기 시작했다. 

스톤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발전 이전에, 특정한 사회 집단들에서만 나타나긴 했지만, 가정 생활의 두 
번째 유형이 나타났다. 그는 이것을 다소 번거롭게 ‘제한된 가부장적 핵가족’(restricted patriarchal nuclear famil
y)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벽두까지 지속되었다. 그것은 대체로 사회의 상류 계층에만 한
정된 것이었고, 오래된 형태와 현대의 모습과 비슷한 가족의 출현 사이에 끼어 있던 과도적 유형이었다. 이전에 
지역 공동체에서 핵가족을 다른 친족 및 집단들과 연결하던 충성은 약해졌고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되었다
. 가정 내에서 남자 가장의 권력은 강해졌는데, 이는 국가에서의 그의 세속적 권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핵가족은 더욱 뚜렷하게 분리된 단일체가 되었다. 

20세기 들어서까지 지속된 가족 조직의 기초인 ‘닫힌 가정적 핵가족’(closed domesticated nuclear family
)의 등장은 몇 가지 뚜렷한 특성들에 의해 구별되었다. 스톤은 이것을 ‘정감적 개인주의’(affective individualism
)라는 용어로 요약했다. 계급마다 상이한 특징적 패턴들로 발전하긴 했지만, 결혼 유대의 형성은 점점 더 당사자
들의 개인적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성을 특별히 결혼과 관련짓는 규범에 따라 배우자 선택은 점점 더 애정
이나 ‘사랑’을 주는 관계를 향한 욕망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좀더 강한 정서적 만족
을 느끼는 관계로 바뀌었고, 아이들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
에서 이러한 가족 유형이 우세하게 된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고 걸림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다
양한 반전과 혼란이 있었다. 

젠더, 가부장제, 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

특히 가족 사회학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회 분석의 다른 영역들과 보다 폭 넓
은 관계를 맺는 것은 최근 페미니스트 저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가부장제 - 가족 내부와 
다른 사회적 제도들의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 의 기원을 분석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인류학 연구
는, 남성 지배의 정도와 성격이 상당히 다양하긴 하지만, 믿을 만하게 연구된 모든 사회들은 가부장적이라는 것
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가부장제의 편재(遍在)를 검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18세
기 말 이후로 성적 지배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연결되어 온 방식들에 집중할 것이다. 

앞 절에서 서술했던 가족 형태의 변화는 여성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경향들로 이어졌다. 한
편으로 19세기 후반에 일반화된 가정과 작업장의 분리는 여성과 가정 생활의 결합을 촉진했다. 또 다시 이것은 
계급 체제의 상류 계층들에서 가장 먼저 양성되어 다른 계급들에게로 스며들어간 이데올로기였던 것으로 보인
다. ‘여성의 자리는 가정 안에 있다’라는 관념은 사회의 다양한 수준들에서 여성에 대한 상이한 함의들을 담고 
있었다. 좀더 풍족한 사람들은 하녀, 유모, 하인의 봉사를 누렸다. 중간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여성의 일
이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적 직무가 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적어도 생산 영역의 유급 고용과 
같은 의미의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짐은 대부분의 가사를 떠맡아야 할 뿐 아니라 산업 노동에
도 종사해야 했던 노동자계급 가족들의 여성들 중 일부에게 가장 가혹한 것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노동
하는’ - 즉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된 -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소작농이나 노동자계급 출신이었다(Louis A. Tilly a
nd Joan W. Scott,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8 참조). 영국과 프랑스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틸리와 스콧은 제조업에서 여성의 고용 비율은 직물 생산을 제외하면 상당히 낮았다고 결론 
내린다. 영국에서는 1911년까지도 대다수 일하는 여성들은 가사나 다른 개인적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었다. 
유급으로 고용된 여성들 중 33% 이상이 하녀였다. 16%는 옷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집
에서 일했다. 20% 가량은 직물 산업에 종사했다. 다소 유사한 여성 고용 패턴이 프랑스에도 존재했다. 

이러한 통계는 산업 자본주의가 팽창하던 기간 동안 여성들의 고용 기회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수행해 
왔던 일들과 밀접한 부문들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얼마간 명확하게 입증한다. 사실 이러한 부문들의 노동은 남
성 육체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에 의해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되었다. 그렇지만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은 젊었으며 미혼이었다. 1911년 영국에서는 모든 미혼 여성들 중 약 70%가 고용되어 있었지만, 
기혼 여성들은 고작 10%만 고용되어 있었다. 그때 이후로 여성들의 고용 패턴은 사실상 전일(全日) 가정 하인들
이 사라지고 직물 산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당히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앞 장에서 주목했던 
현상,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화이트칼라 직업들의 상대적 팽창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한 직업들의 성장
은 여성들이 사무직 노동과 서비스업에 점점 더 많이 충원된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 체제 안
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남녀 평등을 수반하는 중요한 변동이었다고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성 노동자들은 



특에 박힌 종류의 노동 환경에서 일했고, 사무실이나 상점에서 위계질서의 밑바닥에 있었으며, 남성들에게 열
려 있는 성공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무’직의 운명은 이러한 현상이 어떻
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사무원 가운데 여성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사무원’이 된다는 것은 보험 통계 및 그 밖의 기술들의 사용을 포함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앉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19세기 말에 타자기의 도입을 시작으로 사무실 노동이 일반적으로 
기계화되었고, 아울러 ‘사무 노동자’의 업무는 일련의 반숙련 작업들로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대다수 상점 점원
이 그러한 것처럼 대다수 사무원은 여성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노동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구의 모든 국가들에서 상당히 증가
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혼 여성 노동의 백분율이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들의 영역
이었던 직업들에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 전망이 열리긴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러한 전망이 우세하지는 않았
다.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임금이 얼마나 열악했는지에 대한 일반적 지표는 노동력에서 여성들의 평균 수입
을 남성들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표 6. 1은 1961년과 1972년 사이의 선택된 몇 해의 미국 수치를 나타
낸다. 

표 6. 1 미국에서 성에 따른 전일 노동자들의 수입
평균 수입(달러)

여성 남성 여성수입/남성수입(%)
1961 3,351 5,644 59.4
1965 3,823 6,375 60.0
1969 4,977 8,227 60.5
1972 5,903 10,202 57.9

출처 : Barbara M. Wertheimer, ‘Search for a Partnership role’, in Jane Roberts Chapman(ed.), Economic Independe
nce of Women, London, Sage, 1976, p. 188. 

이러한 수치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수
치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서 비전형적인 것이 아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편입시
키려는 공식적인 국가 정책이 미국의 경우보다 호의적인 사회들에서 남성들의 수입에 비해 여성들의 수입의 상
대적 수준이 눈에 띄게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노동력에 참여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우세
한 경향이 있는 가부장적 관계의 한 측면일 뿐이다. 정치와 다른 영역들에서 권력이 있는 지위라면 어디든 여성
들은 적은 비율로 대표된다. 더구나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주로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한 그들
은 ‘이중 차별’(double discrimination)에 종속되어 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 저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이 매우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권 운동들
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과 싸워 왔다. 인간 사회들에 가부장제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입증한다.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의 도래로 말미암아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서 서술했던 가족 형태의 변화와 얽혀 
있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성적 지배의 특정한 유형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 구분과 계급 체제 사
이에는 명확한 연결점들이 있다. 일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노동 환경과 승진 전망이 열악한 직
업들에 몰리는 현상은 고용주와 남성 노동자들의 태도,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직업 중단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여성들은, 체념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 스스로 ‘가정생활 이데올로기’(ideology of domestic
ity) - 산업 노동 체제로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에서 비롯될 경제적 보상 보다 결혼과 가족을 중시하는 것 - 를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러한 상황을 묵인한다. 여기서 쟁점들은 복잡하며, 페미니스트 저자들
은 그것들을 두고 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 밖에서의 노동에서 완전한 성적 평등을 성취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라는 맥락에서 볼 때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본주의적-산업적 노동의 변
혁이나 인간화는 이것이 가족에 뿌리 박고 있는 한 성적 착취의 극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 가족, 성

가족에 관해 쓴 많은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족 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
했다. 요즘의 세계 인구 폭발의 주요한 원인인 제3세계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대가족을 - 잘못 - 일반화하면서 그
들은 전자주의 시대 유럽의 아이들로 넘쳐 나는 가정상을 제시했다. 매우 규모가 큰 가족들이 드물진 않았지만, 
그 가족들이 결코 표준은 아니었다. 17세기 영국과 프랑스에 관한 역사가들의 연구는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
이 약 23살에서 27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은 이러한 결혼 연령과 이른 
폐경 연령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러나 또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흔히 일찍 죽는 것, 그리고 매우 높은 유아와 
아동 사망률에 의해서도 제한되었다. 부자들의 가족은 전형적으로 소작농이나 기능공의 가족보다 규모가 컸다. 
즉 결혼할 당시 아내의 나이가 더 어렸고, 남성은 아내가 죽으면 더 빨리 재혼했다. 

죽음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전근대 가족과 나날의 사회생활 일반을 현대와 구분짓는 가장 두
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사망률은 오늘날보다 몇 배 높았고, 죽음은 주로 노인들에게만 닥쳐오는 것이 아
니었다. 소도시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중위생의 결핍과 불결한 물 공급 - 만성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
을 만드는 - 때문에 특히 취약했다. 사실 소도시들은 자신들의 존속을 시골 지역들로부터의 정기적인 이주에 의



존하면서 스스로를 재생산하지 않았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기대 수명은 무척 짧았다. 대체로 유아 셋 중 하나
는 1년 안에 죽었다. 17세기 프랑스 소작농들 중 평균적으로 절반이 10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 오늘날의 비슷한 
연령 집단들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았던 젊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낳은 자식 수는 훨씬 더 많
았지만 하층 계급들의 가족 규모는 어느 시점에서든 두세 명의 자식이 고작이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20살보
다 어렸고, 극소수만이 60살 이상이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일어난 이른바 ‘인구통계의 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은 대가족에서 소가족으
로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의 변화였다. ‘인구통계의 전환’은 주로 어린 연령 집단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방금 서술한 상황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평균 결혼 연령은 낮아
졌고 이번 세기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세기에 일어난 인구 팽창은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결과가 아니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살아남은 결과였다. 가족의 성격과 노동력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위치 모두에 영향
을 미치는 앞서 서술했던 변화는 노동자계급에게 그리고 대가족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경제 
활동에 기여했던 전통적 생산 형태에서는 앞서 지적했던 요인들이 실제로 가족 규모를 아무리 많이 제한했다 
하더라도 대가족은 흔히 적극적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일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임금을 받지 않
는 곳에서는 대가족이 경제적 짐이 된다. 개선된 피임법은 소가족에 적합한 ‘정감적 개인주의’ - 오늘날에도 지
속되고 있는 본질적인 패턴 - 에 중점을 둔, 더 오래 지속되는 결혼을 위한 수단을 제공했다. 대다수 여성들은 오
늘날 자식들이 다 자라서 가정을 떠난 후에 약 2,30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여성들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일반 언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도 결혼과 가족의 현재 위치에 관한 논의는 특히 결혼
의 해체와 성 행위라는 측면에서 종종 충분한 역사적 차원을 결여해 왔다. 이혼보다는 죽음으로 인한 결과이긴 
했지만, 유럽에서 결혼의 해체는 이전 수 세기 동안 매우 흔한 일이었다. 몇몇 논평가들은 ‘깨진 결혼’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상대적 비율이 과거에도 적어도 오늘날만큼 높았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최근의 유럽 역사에서 
몇몇 국가와 몇몇 시기에 혼전 성교는 양성 모두에게 흔한 일이었고, 이후에 결혼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
았다. 사생아 출생률도 오늘날만큼 높았거나 아니면 더 높았다. 물론 결혼, 가족, 성의 최근 추세는 매우 다른 맥
락 - 내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입증하려고 했듯이 - 에서 일어나지만, 몇몇 측면에서 보면 그 추세가 겉으로 드러나
는 것만큼 독특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여러 선택된 국가들에 대한 표 6.2가 입증하듯이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이혼율은 지난 2,30년 동안 
급격하게 치솟았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이혼율은 가장 낮게는 프랑스에서 40% 증가했고, 
가장 높게는 영국에서 400%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들은 모두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두고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 통계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람들이나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기혼자들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서구에서 일어난 가족과 결혼의 중요한 변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논박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통계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인 핵가족이 그것에 잇따르는 형태로 해체될 시기
가 임박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어떤 이들은 낙담하여 이러한 전망을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회의 쇠퇴에 대한 척도로 본다. 매우 상반된 견지에서 다른 이들은, 가족을 근본적
으로 억압적인 제도라고 보는 까닭에, 그러한 전망을 다른 사회 형태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표시로 보
고 환영한다. 

표 6. 2 결혼과 이혼 건수(단위 : 천), 그리고 결혼 100건 당 이혼 수, 1950~75
1950 1960 1970 1975

프랑스
결혼
이혼
결혼 100건 당 이혼

331
35
11

320
30
9

394
40
10

387
67
17

스웨덴
결혼
이혼
결혼 100건 당 이혼

54
8

15

50
9

18

43
13
30

44
26
59

영국
결혼
이혼
결혼 100건 당 이혼

408
30
7

394
23
6

471
62
13

429
129
30

미국
결혼
이혼
결혼 100건 당 이혼

1,675
387
23

1,523
393
26

2,159
708
33

2,127
1,026

48

출처 : Michael Anderson, ‘Quantitative indicators of family change’, in Anderson, Sociology of the Family, Harm
ondsworth, Penguin, 1980. 

기존 가족 제도에서 벗어난 사회적 관계의 실험적인 형태들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족의 해체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현대의 발전이 가정 생활의 주도적 원리로서의 ‘정감적 개인
주의’의 승리를 나타낸다는 점일 것이다. 이혼율의 상승이 결혼 상태나 가족에 대한 깊은 불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결심의 증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깊은 통
찰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혼율이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높아졌다면 재혼율 또한 무척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지
만 나는 이 장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던 이들처럼 이 현상이 단순히 현대 사회들에서 가족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서적 만족의 필수적인 원천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현실은 확실히 더 복잡하다. 가정 생활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 
흐름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기서 가족에 대한 논의를 앞 장들의 관심사들
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인구 대다수가 단조롭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사회적 관계들의 상품
화가 일련의 공허한 나날의 일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는 가정 영역의 개인적 관계들이 정말로 ‘무정한 세상’
으로부터의 피난처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광범위한 사회에서 매우 심대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에서 가족은 상반된 긴장들 - 해방과 억압, 희망과 절망 - 사이에 찢긴 채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정감적 개인주의’의 등장은 공식적인 결혼 유대 안팎에서 성과 개인적 성취의 결합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왔다. 몇몇 급진적 저자들은 자본주의의 기원과 지속은 심리적으로 성의 억압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고 주장
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산업 노동이 요구하는 엄격한 규율은 19세기 자본주의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시대
의 관습으로 집약되는, 개인적 욕망의 일반화된 제한을 통해 공고해졌다. 1960년대 말의 학생 운동에 연관되었
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널리 받아들였던 이 관점에 따르면 성의 해방은 자본주의하의 관례화된 노동과 
일상으로부터의 일반적 해방을 보장하는 열쇠이다. 내가 이 장에서 논의했던 자료들은 이러한 종류의 입장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감적 개인주의’는 빅토리아 시대의 고상한 태도로 대표되는 성에 대한 표현
으로의 제한되고 일시적인 진입보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보다 깊게 박힌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푸코는 최근에 
이러한 견해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확장했다(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London, Allen La
ne, 1978). 그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성적 억압이 생겨났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가 오
늘날 성을 자기성취를 위한 노력의 초점으로 삼으면서 성에 몰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요구되
는 것은 성을 통한 해방보다는 성으로부터의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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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앞에서 설정한 개념들에 비추어 보면, 가정 생활의 친밀함에서 전지구에 걸친 발전으로 곧장 옮겨
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의 일상 생활이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어느 정도 동시적인 전자 통신을 하고 도로, 철도, 공기를 통해 극도로 빠른 여행을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
는 우리는 이전 수 세기 동안 통신과 여행의 속도가 느렸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에서 분석한 많은 현상
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공간의 정복은 단지 18세기 중엽에 시작되었다. 18세기 초 유럽에서 수송 - 동시에 
유일한 통신 수단 - 은 발달한 도로 체계를 갖춘 제국들에서조차 거의 세계사의 이전 단계들에서 늘 그래왔던 것
만큼 느렸다. 나폴레옹이 로마에서 파리로 가는 데는 거의 카이사르가 갔던 것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1844년에 
볼티모어와 워싱턴 D. C. 사이에 모스의 전자기 전신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나서야 통신과 수송은 분
리되었다. 모스는 “신은 무엇을 만들었는가?”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 변혁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러한 발명 이전에는 장거리 통신이,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느렸던 인간의 공간 이
동성에 의존했다. 미국 인구의 거의 4분의 3이 사건이 일어난 지 30분 안에 존 F. 케네디의 암살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50년 전에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을 때 그 소식은 뉴욕에서 
7일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Allan R. Pred, Urban Growth and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Cam
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참조). 물론 공간 이동성 또한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지
리학자들은 이것을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공간 수렴’(time-space converg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두 도시가 시공간상에서 수렴하는 비율은 1780년에 에든버러과 런던 사이를 역마차로 여행하는 데 
걸렸던 평균 기기간과 1980년에 똑같은 여행을 비행기로 하는 데 걸렸던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그러한 계산에 따르면 두 도시는 2,000%의 비율로 수렴되었다. 이를테면 도쿄과 런던 사이의 시공간 수렴 비율
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실제 내용만큼이나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 즉 우리는 인구 대다수가 전례 없는 방식
으로 상호 의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세계 체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이 장에서 나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근대화 이론과 그 비판

2장에서 나는 산업사회 이론이 ‘개발된’(산업화된) 사회들과 나머지 세계 사이의 관계에 관한 특정한 견
해 - 현대 세계 체제의 동력에 관한 특정한 견해 - 와 밀접하게 엮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접근은 흔히 ‘근대
화’ 이론이라고 불린다. 근대화 이론은 그 지지자들이 다렌도르프와 그 밖의 사람들이 제시한 종류의 분석이 근
본적으로 옳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얼마간 직접적인 방식으로 산업사회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 즉 근대화 이론
은 산업주의가 본질적으로 자유화하는 힘이자 진보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따라서 서구 사회들은 ‘저
개발’ 사회들이 뒤따를 모델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제3세계의 
전통적 사회들은 단지 저개발된 것이 아니라 미개발된 것이다. 즉 그 사회들은 산업적 변혁의 충격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 그러므로 그 사회들은 ‘산업사회’가 달성한 것들을 재생산하면서 산업화된 국가의 사회들이 이미 따
랐던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야 한다.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근대화 이론은 비록 한때 누렸던 광범위한 지지를 더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러한 이론 유형이 세계 체제 그 
자체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요소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폭 넓게 말해서 근대화 이론의 
토대가 되는 가정들은 제3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서구의 정부들에 의해, 그리고 UN, 세계은행 등과 관련된 개발 
기구들에 의해 공유되기 때문이다. 풍족한 산업 질서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명된 특성들은 개발의 ‘지표’로 간주
되고 있으며,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및 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이른바 ‘B
randt Report’라 불리는 Willy Brandt et al., North-south : a Programme for Survival, London, Pan Books, 1980 
참조).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점점 더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추세들을 악화시키는 
곤경을 만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근대화 이론은 잘못된 전제들에 기초해 있고, 어느 정도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
에 대한 서구 자본주의의 지배의 이데올로기적 방어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앞 장들에서 지적했듯이, 산업사회 이론은 매우 명확한 한계, 즉 이미 근대화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산업 자본주의가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동떨어진 채 발전했다는 관
념이다. 즉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 가장 강하고 설득력 있게 공격 받아 온 것도 이 두 
번째 가정이다. 세계 체제의 형성과 그것의 현대적 특징들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저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
가 있어 왔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점들에서 그들은 일치한다. 하나는 근대사의 근저에 놓여 
있는 동력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끊임없이 팽창하는’ 성격이라고 묘사한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는 (특별히 마르크스 혼자 성취한 것은 아닌데) ‘저개발’ 사회들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최초 단계들에서부터 자
본주의 사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한 체계적 착취 관계를 통해 그들과 관련되어 왔다는 것이다. 월러
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근대 세계 체제(16세기와 17세기에 시작된)와 세계사의 이전 단계들 간의 근본
적인 차이를 묘사하면서 이러한 명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는 이전 시대들에는 가장 광범위한 사회 체제 



유형이 (거의 2천 년 동안 지속된 전통 중국 같은) 농경 제국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제국들은, 얼마나 성공적
이었던 간에, 세계의 일부분을 넘어서는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결코 얻지 못했다. 그러한 제국들의 ‘중심 - 정부
의 행정 기구 - 과 ‘주변’ 지역 사이의 주요한 연결은 정치군사적 권력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로
,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가속되었는데,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출현했다. 19세기 무렵 이미 실로 지구적 체제
가 되었던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넓은 영토에 걸친 주요한 관계는 경제적인 것이다. 정치군사적 권력은 사법
권이 미치는 영토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민족국가들의 수중에 있다. 월러스틴의 표현에 따르면 “경제적 양식으
로서의 자본주의는 경제적 요소들이 어떤 정치 사회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지역 내에서 작동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
4, p. 384). 

이런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팽창시키는 추동력이 서구 - 나중에 대표적으로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발
전한 국가들이 합류했다 - 에 집중되었다고 해서 ‘저개발’이 자본주의와 접촉하지 않은 사회들을 가리키는 용어
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팽창은 ‘저개발’을 낳았다. 프랑크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관
점을 정식화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오늘날 그 관점은 다른 학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오늘
날 20년 전처럼 순진하게 근대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적어도 몇몇 측면들에서는 현대 자본주
의 체제의 주요한 특징들에 관한 실질적인 일치가 이루어져 있다. 

대다수 분석가들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세 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 
대략 16세기 벽두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된 첫 번째 단계는 ‘상인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은 시기였다. 초반부
는 유럽이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을 획득하고 세계적 규모로 교역 활동을 확장하기 시작한 첫 번째 기간
이었다. ‘유럽’의 제국, 즉 로마 제국이 쇠퇴한 이래 수백 년 동안 유럽은 얼마간 만성적으로 외부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예를 들어 1241년에 결정적인 전략적 전투의 승자로 떠오른 몽골인들은 유럽을 자기들 마음대
로 좌우했다. 사실 그들은 몽고의 추장 오고타이(Ögödai)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리고 서양보다는 동양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진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유럽의 독립 - 끊임
없이 자기들끼리 다투었던 국가들 - 은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받았다. 1683년 빈으로 접근하는 터키인들을 격퇴
한 것은 세계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 경제적, 따라서 군사적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과 소련이
라는 ‘초강대국들’(super powers)이 출현한 20세기 첫 수십 년까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
었다. 국내의 안전은 해외 교역 활동의 팽창을 위한 도약대였다. 

상인 자본주의의 긴 기간 동안, 필요한 곳에서는 화력의 지원을 받은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 해안, 아시
아, 그리고 북남아메리카를 ‘열어 젖혔다’. 그들은 이 모든 지역들에 전초 기지를 세웠고, 그 뒤에 아메리카 대륙
을 모조리 바꾸어 버린, 유럽에서 아메리카로의 이주를 시작했다. 17, 18세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교역 행
위는 보통 상인들의 법인 단체들 - 동인도회사 같은 - 에 독점적 특권을 주는 것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단체들은 
겉모습만 순수하게 상인 조직이었다. 즉 그들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 그 단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후원을 받아 인가된, 흔히 약탈이나 마찬가지인 교환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에서 유럽으로 막대한 부가 이동했으며, 이러한 부 가운데 일부는 국가가 
가져갔고 일부는 유럽에서 제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으로 쓰였다. 물론 두 번째 목적으로 쓰인 자본은 유럽 
내부의 변동에도 의존하고 있었고, 따라서 나라마다 달랐다. 잉글랜드에서는 원료, 금, 은의 유입이 부상하는 국
내 산업에 불을 붙인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부의 유입이 국내 경제 생산의 쇠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
었다. 

상인 자본주의 단계 동안 진행된 ‘저개발의 개발’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수준
, 즉 서구 상업의 궤도로 끌려들어간 사회들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침식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파괴적 접촉의 
형태들 중 어느 것도 서구 자본주의의 팽창이나 근대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특히 ‘문명들’이 생겨난 이래로, 사
실상 어디에서나 군사력의 단계적 확대와 관련되어 왔던 인류 역사의 도처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들이 다른 사
회들에 의해 해체되고, 병합되고, 대량 학살되었다는 음울한 기록을 읽을 수 있다. 근대 서구 권력의 다른 점은 
이러한 과정들이 대규모적이고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회들의 문화적 특성의 파괴는 한편으로 서구의 생
활양식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대규모의 육체적 박멸을 수반하는 것이기
도 했다. 약 천오백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남북의 아메리카로 운송되었다. 그러나 떠난 이들 중 상당수가 가
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았다. 유럽인들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해 이 총계는 더욱 늘어났다. 북아메리카에서 토착 인구는 19세기 말 무렵에 거의 
완전히 일소되었다. 남아메리카의 토착 인구는 16세기 초에서 19세기 중엽 사이에 4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
어 왔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 안으로 끌려들어간 사회들의 경제적 쇠퇴는 잘 입증되어 왔다. 전통적 생산 형태들
은 환금작물에 대한 유럽의 요구 때문에 약화되었고, 기존의 교역 패턴은 무너졌다. 정치의 해체는 문화적.경제
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행정 메커니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의 결과였다. 

‘저개발의 개발’이라는 개념은 프랑크가 처음 말하였고(André Gunder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
opment in Latin America, Harmondsworth, Penguin, 1971), 그가 서술했듯이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프랑크는 ‘저
개발’을 토착 경제에 대한 지배를 통해 그것의 발전을 방해하는 서구 상인 자본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다. 다른 이들은 ‘저개발’이 창조된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정치적 통치의 다양한 형태들과 산업 생
산을 서구에서 하도록 고의적으로 한정한 것을 더 강조한다. 상인 자본주의 기간 동안 오로지 세계의 다른 지역
들에 대한 약탈만 행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확실히 중요하다. 이전의 다른 ‘문명들’처럼 서
구 자본주의에는 쇠퇴와 진짜 이익이 섞여 있었다. 즉 평화적 공존은 때때로 지난날의 호전적 이웃들 사이에서 
수립되었으며, 지방 지주들의 착취적 권력은 깨어졌다. 비슷한 것이 두 번째 단계, 즉 식민주의 단계에도 해당된



다. 지난 20년에 걸쳐 겨우 끝난 식민주의 기간 동안 초기에 유럽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관련되었던 주
요한 요소 중 하나, 즉 저항력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질병을 전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없어졌다. 근대 의학에 기초
한 건강 관리 계획은 특히 접종과 개선된 공중위생을 통해 그보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목격되었던 것에 비길 만
큼 식민화된 국가들에서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몇몇 질병들 - 천
연두, 결핵, 디프테리아 및 그 밖의 질병들 - 은 통제되거나 사실상 박멸되었다. 유럽에서 출생률을 제한하는 데 
기여한 요소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결과들 중 하나는 세계 인구의 어마어
마한 팽창이었다. 

서구 정부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보이는 식민주의는 흔히 처음에는 마지못해 착수되었다. 앞에서 
묘사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해체 과정들로 인해, 만약 서구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지역들을 직접 정치적으로 통치해야 하게 되었다. 식민주의는 식민화된 사회들에서 ‘이중’ 체제 
- 오늘날 탈식민주의의 배경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회 형태 - 를 낳았다. 이중성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하지만, 그것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이중성은 내가 언급했던 세 가지 차원 모두와 관
련하여 존재한다. 각각의 경우에 이중성은 식민화된 사회들 내부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두 
쌍의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이중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개발된’ 혹은 
산업화된 부문이 국가의 다른 부문들이나 지역들에서의 보다 전통적인 경제 활동과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부문 사이의 극단적인 부와 수입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빈곤한 
시골 지역들에서 이주민들에 대처할 경제적 혹은 행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들로의 대규모 이주를 
야기했다. 도시의 발전은 유럽에서 일어난 바와 같이 산업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다. 제3세계의 도시들은 ‘근
대적’ - 서구화된 - 중심지들을 갖는 경우가 많고, 상업과 산업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으며, 대다수 주민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판자촌 소도시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문화적.경제적 이중성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화적 이중성은 전통적 생활양식들이 서구화된 중심지들 곁에서 살아 남는다는 사실
을 말한다. 정치적 이중성은 서구화된 관료들과 식민 세력이 공급한 고위 행정관들로 충원된 정부의 정치적 기
구들의 수립을 말한다. 탈식민화와 함께 그 결과는 흔히 식민주의의 경제적 박탈에 의해 분열된 국가를 통할(統
轄)하는 정부의 제도들을 발전시켜 온, ‘윗부분이 무거운’(top-heavy) 사회로 나타났다. 

식민 기간 동안 ‘저개발의 개발’이 계속되고 가속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른 것들
에 더하여 식민적 착취는 서구 국가들과 그들의 식민화된 지역들 간의 조직화된 경제적 불평등 양식들을 수반
했다. 서구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식민지들의 천연자원 생산과 매매를 직접 실시
했으며, 흔히 대부분의 경작 가능한 땅을 특히 이익이 많은 한두 가지 환금작물을 경작하는 데 이용했다. 그러고 
나자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생산적 토지가 그들에게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
가 식민화된 국가가 환금작물들을 통해 얻은 이익 - 대부분은 식민 세력이 가져갔다 - 은 모두 그 작물들에 대한 
세계 시장의 동요로 인해 사라졌다. 고무, 코코아, 커피, 설탕, 그리고 그 밖의 환금작물들의 판매가 폭등한 기간
에는 이익이 식민화된 국가 밖으로 흘러나가곤 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국가는 생산물이 다양하지 않기 때
문에 의지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었다. 

세계 경제 발전의 현 단계는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는 모든 주요 지역들이 ‘신생 국가’로서 독립을 성취
한 탈식민주의 단계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앞서 서술한 상황의 결과인 착취의 부담을 여전히 지고 있다. ‘개
발된’ 국가들과 이제는 보통 ‘덜 개발’되었다고 불리는(‘저개발’보다는) 국가들 사이의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 정
도는 부유한 ‘북반구’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반구’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세계 지도 위에 그릴 수 있다. 대부분
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적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덜 개발된 국가들은 적도 지역이나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의 세계 불평등

지금까지 나는 ‘제2세계’ - 소련, 동유럽, 중국, 쿠바, 그리고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들 - 에 대한 언급 없이 
‘제1세계와 ‘제3세계’에 대해 말했다. ‘제2세계’라는 범주는 어떤 부분에서 남-북 구분을 가로지른다. 노골적으
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떤 부분에서 자신들을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떼어놓았
다. 다시 말해 사적 자본의 억제나 엄격한 제한에 기초한 계획 경제를 시행함으로써 이 국가들은 서구와 제3세
계 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착취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을 구해냈다. 우리는 ‘어느 정도’라고 말해야 하는데
, 그 이유는 사실 소련과 동유럽 사회들은 서구와 상당히 많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서구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부터 결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중심부’에
서의 경제 불황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7.1의 수치들은 세계 체제의 세 가지 주된 영역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상을 보여준
다. 자본주의 ‘중심부’는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총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포함하고 있지만, 총 생산량
의 5분의 3을 생산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체 생산량은 서구와 일본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량
의 절반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생산량의 두 배 이상이다.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진다. 제1세계는 제3세계 영토의 절반보다 작은 영토를 점유하고 있고 제3세계 인구의 절반
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1세계의 생산량은 제3세계 생산량의 다섯 배이다(독
자는 이러한 통계들과 ‘세 가지 세계’의 구분이 세계 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범주들 안에는 매우 두드러진 편차들이 있으며, 이것들이 전체적인 성격묘사
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세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분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



이 강조되어야 한다). 

표 7. 1 1970년의 세계 구분(백분율)
면적 인구 생산량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부 
혹은 대도시들

23 20 60

사회주의 국가들 26 27 28
제3세계 : 세계 자본주의
의 주변부

51 53 12

출처 : Ranjit Sau, Unequal Exchange, Imperialism and Underdevelopment, Calcutta, Oxford University Press, 19
78(수치 갱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 기간은 국제 자본주의의 성격의 아주 중요한 발전을 동반하였다. 즉 ‘초국
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내부의 추세들
에 대해 논하면서 나는 이미 대기업들의 수중으로 경제 생활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반적으
로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은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과 관여가 세계적으로 팽창한 것 위에서 이루어졌다. 서구 
국가들의 직접적인 식민 통치가 사라지자 초국적 기업들은, 특히 제3세계 국가들 안에서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이전 단계들에 활동했던 거대한 독점 교역 기업들이 그들의 선배였다. 그러나 전후(戰後) 
초국적 자본주의의 성장에는 몇 가지 매우 뚜렷한 특징들이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선배들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경제 활동을 전 세계에 걸쳐 펼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몇몇 산업화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에 필
적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수입을 얻고 있다. 

가장 큰 세 개의 초국적 기업인 엑손(Exon),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쉘(Shell)은 각각 490억 달러, 
470억 달러, 360억 달러의 매출(1976년)을 올리고 있다. 24개 OECD 국가들 중 11개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엑손
의 총생산보다 낮다. 초국적 기업은 공동 소유권에 의해 통합되어 있고, 따라서 조정된 종합적 전략을 가지고 있
는 여러 국가들에 위치한 기업들의 결합이라고 정의될 것이다. 모든 초국적 기업은 특정한 국가에 위치해 있는 ‘
모’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이 단연 우세하며 그 뒤를 영국과 서독이 따르고 있다(Robert Gilp
in, U. 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London, Macmillan, 1976 참조). 초국적 기업은 세계적 조직
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에게 가하려고 하는 몇 가지 제한들을 피해 자신들의 자원을 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금이 높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는 다른 곳에 있는 자회사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품을 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최종 
제품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조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모기업이 위치해 있는 국가는 사소한 문제가 아
니다. 왜냐하면 최고 정책 결정이 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윤의 흐름이 그리로 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기업들의 국가적 분포는 자본 축적의 세계 패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초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에 관여하여 생긴 전체적인 결과는 -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경
계가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 많이 논의되어 왔다. 어떤 이들은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을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유리한 덜 개발된 국가들에 대한 착취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라고 간주해왔다. 초국적 기업들이 가난한 국가들에게 매우 해로운 정책들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해 보인다. 초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자화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
가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값싼 원료와 노동에 가깝다는 이점을 취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국가들에 공장
을 세워 왔다. 한 가지 결과는 ‘탈구’(脫臼, disarticulation) - 이중성에 기여하는 한 요소 - 라 불려온 것이다. 아민
의 표현에 따르면, 탈구는 경제가 “자기들끼리는 병렬해 있고 고도로 통합되어 있지 않지만, 각각 그 자체로는, 
중력의 중심이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실재물들(entities)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부문들과 기
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존재한다(S. Amin,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
s, 1971, P. 289).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 안에 직접적인 생산 능력을 정착시키는 것은 적어도 그 
국가들이 좀더 나은 물질적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제공한다. 많은 것
이 ‘당사’국(‘host’ country)의 특수한 상황, 즉 자본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리고 국제 자본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다양화된 경제 부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장 일어날 법한 시나리오는,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극도로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다른 측면들에서는 서구의 경제력이 상당히 침식되리라는 것이다. 경제 카르텔(OPEC)을 형성하
면서 산유국들은 주요 자본주의의 심장부 밖에서 중요한 권력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광물들과 관련된 유사한 성공으로 되풀이될 법한 전략이 아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더욱 특정한 지역들에 집중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원료보다 서구 경제에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
중심부’ 밖에 서구의 생산품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생산 지역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구의 제조업이 쇠퇴하거나 완전히 침식되는, 서구의 ‘탈산업화’로 향하는 지속적인 추세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의 시작인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의 결과로서, 또 부분적으로는 토착 기업가의 확대 때
문에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남한, 홍콩, 대만 같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의 ‘
중심부’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만약 심장부에서 주변부로 제조업을 재배치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서구에 초래될 결과는 광범위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 높은 인플레이션과 결합된 저성장 - 은 이전에는 제
3세계에만 국한된 것으로 간주했던 실업률과 더불어 서구에서 통상적인 현상이 될지도 모른다. 

민족국가, 민족주의, 군사력

민족국가, 민족주의, 군사력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산업사회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 사이의 
차이점들을 서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상 전통 모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적절한 해
석 같은 것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야 했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도 무척 이상한 것 같다. 
왜냐하면 대략 지난 3세기 동안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출현한 기간은 전 세계에 걸쳐 민족국가가 우세한 정치
적 통일체의 형태가 된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팽창은 16세기 이후로 서구의 군사력 - 특
히 해군력 - 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왔기 때문이다. 파시즘에서 좌익 급진주의에 이르는 운동들과 연관된 민족주
의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하나가 되었다. 전쟁과 폭력은 20세기에 이제까지 유래가 없을 만큼 
거듭해서 확대되었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타 전쟁들에서 수백 만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파멸된 
것도 이때였다. 그런데도, 다른 측면들에 관해서는 얼마나 저자들의 생각이 다르든 간에,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공포가 일반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제시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4장에서 언급했던 ‘사회학’과 ‘
정치과학’의 학문적 차이로, 국가에 대한 분석은 정치과학의 특권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
주 아래에서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내적 구성이나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였
던 국가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앞 절에서 논의했던 ‘저개발의 개발’에 관한 문헌은 현
대 세계 체제의 형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러한 문헌은 마치 세계 체제
의 유일한 중요한 영향력이 상품의 생산과 교환인 것처럼 온통 경제적인 수준에서 쓰여졌다. 이러한 강조점들
이 어떻게 우세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면 18세기 말과 19세기로부터 사회학이 물려받은 지적 유산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산업사회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모두 근대 산업의 발전이 봉건제의 군국주의적 질서를 평화로운 
경제적 교환 관계로 대체했다는 관념에 의해 강하게 조건지워졌다. 갈등의 주된 형태는 경제적인 것이고, 각 경
우는 초월 - 첫 번째 경우는 산업주의의 성숙으로 인해, 두 번째 경우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을 통해 - 되게 되어 
있다. 두 사상 전통 중 어느 쪽에서도 근대 국가는 필수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폭력의 확대나 제한된 영토에 대한 
행정적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국가는 다른 민족국가들과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적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는 민족국가로 이해되지 않는다. 마르크스 또한 민족주의의 이상이 현 시
대 전체에 걸쳐 미친 엄청난 충격을 예견하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족주의적 정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정부들을 수립하려는 몇몇 주요한 20세기 혁명들을 고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대 민족국가의 등장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기원을 중세 이후 유럽의 기존 사회 조건과 연결지어야 
한다. 16세기에 유럽은 작은 국가들의 네트워크 - 유동적인 제휴, 동맹, 갈등을 포함하는 국가 체제 - 였다. 그것
이 자본주의의 출현의 필요조건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국가 체제의 존재는 자본주의 팽창의 배경이었다. 아직까
지 민족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족국가는 사회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폭력 수단(군대와 경찰)의 
통제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적 통치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그러한 통
제권은 정확하게 경계지어진 영토에 대한 그들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강제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 국가들은 16세기에 민족국가가 아니었다. 그들 대부분은 유동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었고, 훗날 단계적으
로 나타났던 중앙집권화된 국가 기구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던 수송과 통신의 변
혁은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앞서 서술했던 도시 발전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러한 것들은 이전에는 성취될 수 없었던 정부 행정의 통합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산업 생
산의 팽창이 전쟁 기술들과 결합하자 전례 없는 군사력의 증강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 유럽 국가 체제는 이처
럼 나중에 민족국가들이 굳건해질 토대였다. 전쟁과 외교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했다. 16세기에 유럽에는 약 5
00개 가량의 자치 국가들과 공국들이 있었지만, 20세기 들어설 무렵에는 25개로 줄어들었다(Charles Tilly, The 
Formation of Nation States i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은 민족주의적 정서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족주의는 어떤 인구 집단
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전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상징에 대한 공유된 애착 감정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성장은 어느 정도 민족국가의 형성과 수렴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매우 최
근의 현상이며, 유럽 국가 체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감정보다 더 선명하
게 정의된다. 유럽에서 민족주의적 정서가 선명하게 된 것은 민족국가의 출현과 관련된 중앙집중화 과정에 의
해 지방의 공동체성, 유대, 방언 등이 파괴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민족국가와 
민족주의를 같은 동전의 앞뒤 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예를 들어 현대 아프
리카의 탈식민 국가들은 확실히 민족국가들이지만, 몇몇 국가들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착 감정보다 강한 지
역 분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가 근대 세계 체제의 뚜렷한 특징이라면 민족국가 체제 또한 그러하다. 월러스틴은 
이 점을 지적하지만 관찰의 함의를 충분히 추적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민족국가의 전지구적 확산은 민족
국가들의 수중에 끊임없이 증가하는 전쟁 수행 수단의 축적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규모의 축적’이라는 
아민의 표현은 물질적 부의 성장만큼 군사력의 발전 - 그리하여 결국 우리 모두를 생존의 칼날 위에 올려 놓는 
오늘날의 핵무기 확산 시대에까지 이른 - 에도 적용된다. 



결론 : 비판적 이론으로서의 사회학

이 책에서 나는 오랫동안 이 학문에서 지배적이었던 사고 유형들과는 다른 사회학에 대한 개념을 독자들
에게 소개하려고 했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들을 발견하기를 희망하면서 사회학이 자연과학을 본
받기 원했던 이들은 사회학을 역사로부터 단절시키려 했다. 이러한 주장이 도발적으로 들릴지라도, 그러한 견
해를 깨부수면서 우리는 단순히 사회학과 역사(학) - 또는 더 정확하게 사회과학과 역사(학) – 이 구별될 수 없다
고 단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가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는
지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인간을 형성하고, 인간이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파악
해야 한다. 한편에는 특별한 기회,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세계적 파멸 사이에 걸려 있는 시대에 사회과학의 이론
적 배경으로서 이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정통적 견해를 포기하는 것은 또한 사회학이 서술과 설명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학은 사회과학 일반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것이 이해하고자 하는 ‘주제’의 
일부분이다. 비판적 학문으로서 사회학적 사상은 내가 구분했던 사회학적 상상력의 세 가지 차원 주위에 구축
되어야 한다. 과거 속으로 사라진 사회 형태들과, 요즘의 사회 변동 과정에 의해 촉진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관해 얼마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판적 이론으로서의 사회학의 과업 완수에 기여
할 수 있다. 비판적 이론으로서 사회학은 사회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유
형의 사회 변동이 일어날 것 같으며 또한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마르크스주의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
러므로 단순히 ‘사회학’을 ‘마르크스주의’로 대체하려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나의 견해가 아니
다. 하나는 이러한 관점이 전제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학 사이의 단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학
적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속으로 용해되지 않은 채 마르크스주의 전통으로부터 발산되는 공헌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나의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견해에 논리를 제공한다. 즉 마르크스주의 사상에는 사회학적 분
석을 위한 전체적인 토대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결점과 불충분한 점들이 있다. 

마르크스의 저작들은 내가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산업사회 이론 간의 차이점들을 논하면서 지적하고자 
했던 측면에서 사회학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자본주의 기업의 팽창은 뒤이어 서구에서 산업 생산이 발
전하는 데 자극을 주었다. 서구 사회들은 마르크스가 저술했던 시대 이래로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성
격상 여전히 자본주의적이다. 계급 투쟁은 이러한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왔으며, 여전히 산업 관계와 국
가의 성격 모두에서 중심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적인 성격은 지금껏 알려진 그 어떤 생산 체제 유형보다 
엄청나게 빠른 기술 혁신 속도를 낳는다. 마르크스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그는 자본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
이 아니었다. “그것(자본주의 기업)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수로, 고딕식 성당을 한참 능가하는 기적을 이
루었으며, 과거의 모든 민족 대이동과 십자군 원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원정을 수행하였다... 생산의 끊임없는 변
혁, 모든 사회 상태들의 부단한 교란, 영원한 불안정과 동요는 부르주아 시대를 앞선 모든 시대와 구별해준다.” 
더구나 마르크스가 자주 강조했듯이, 이러한 역동성은 자본주의적 경제 메커니즘을 전지구로 전파시킨다. 즉 
자본주의적 산업은 “더 이상 본토의 원료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원료를 가공하며, 그 제품은 자국에
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소비된다”(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in 
Selected Works in One Volume, London, Lawrence & Wishart, 1968, pp. 38 and 39). 

마르크스가 저술한 이래로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물론 마르크스
주의는 또한 이런저런 형태로 세계의 상당히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정부들이 추구하는 공식적인 이념 체계가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정치적 성공을 거둔 바로 그 시점에 그것의 이론과 실천의 본체로서의 한계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모두 알다시피 사회주의 혁명들은 산업적으로 앞선 서구의 심장부보다는 자본주의의 주변
부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일어났다. 사회주의 프로그램들 전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 문제의 중요성은 계속해
서 맹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
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사회주의의 이상인 인도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질서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대적인 자본주의 강국들에 의해 둘러싸인 환경에서 매우 빠른 산업화를 겪는 
사회로서 소련에서 전개된 특수한 상황은 그것이 나타내게 된 권위주의적 특징들 중 일부를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했다. 그 이후에 형성된 사회주의 사회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그곳에서 비슷한 요소들이 재생산되는 
데 기여했다. 소련 유형의 사회들에 관해 통찰력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내놓은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최
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비판 -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서구에 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한 - 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회주의 사회들의 몇몇 전체주의적 특징들이 어느 정도까지 원천에 있는 마르크스의 사상의 
한계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만약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현대 정치 
이론은 마르크스 자신의 교의들의 경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비판자들은 대부분 보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정치 학파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저자들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좌파 쪽에서 마르크스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 비판적 사회 이론에 있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전체주의적인 정치적 통치의 기원에 관한 근본적인 쟁점에 더하여, 마르크스의 저작들과 대부
분의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작들 모두에서 불충분하게 분석된 인간 해방과 관련된 네 묶음의 의문이 더 



있는 것 같다(이 책에는 이것들 모두를 논의할 공간이 없다). 
첫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인간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에 관한 의문이다. 마

르크스가 때때로 자연에 관해 약간의 흥미롭고 암시적인 논평을 하긴 했지만, 그의 저작의 주된 경향은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사회적 진보의 매개물로 다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진보는 산업의 발전, 즉 마르크스가 ‘
생산력’이라고 부른 것의 발전과 동일시된다. 자본주의가 다른 사회 형태 - 보다 경제적으로 침체된 - 을 침식한
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불균형을 만들어내든 간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진보적인 생산양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양식들을 물질적 번영의 추구에 종속시키는 것은 서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생활양식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의 대다수 다른 
문화들에게 있어 자연은 단순한 물질적 진보의 매개물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은 현대 도시 환경 안에서 행동하도록 배운 것만큼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골’(산
업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거나 상업적 농업에 의해 획일화되지 않은 곳)은 주말에 탈출하기 위한 어
떤 곳으로, 명상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화에서 그리고 사실상 인류 역사의 전기간 동안 인간은 미적 
경험과 종교적 경험을 뒤섞으면서, 자신들을 자연의 일부라고 느끼며 자연 ‘안에서’ 살아 왔다. 우리는 단지 이
따금씩 단편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한 경험의 깊이를 흘긋 볼 뿐이다. 엘리엇(T. S. Eliot)은 ‘타버
린 노튼’(Burnt Norton)에서 “장미 정원에 있을 때, 빗방울 두드리는 나무 그늘에 있을 때, 안개 자욱한 바람 부는 
교회에 있을 때...”에 생겨난 붙잡기 어렵지만 애수에 젖은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이러한 점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현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나 살아남아야 할 뿐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만
약 그렇다면 우리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와 인간 사회들의 다양한 생활양식들을 고대의 골동품 이상은 아닌 무
용지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오늘날 별난 반전이 일어나서 그 자체가 아주 야만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견해
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간의 산업에 의한 자연의 이용에는 생태학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
세기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모두 공통적으로 오늘날 경제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세계를 생태학적 재앙을 향해 기울이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게 생산적 부를 재분배하는 것도 긴급한 문제이
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이 단지 기술 혁신을 더 하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관심사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급진주의의 한 가지 형태는 자연에 대한 순전히 도구적인 태도에 저항하려 하는 생태학적 급진주의이다. 

둘째, 인종적 혹은 민족적 억압 문제이다. 마르크스의 저작들과 뒤이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작들은 그
것이 자본주의의 팽창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한 이러한 현상들의 여러 측면들을 확실히 조명하였다. 노예 
무역의 초창기 이래로, 제3세계 출신 사람들은 얼마간 강제적으로 ‘수입’되거나 혹은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대한 
약속에 이끌려 중심적인 자본주의 국가들로 왔다. 그러한 전개 중 가장 최근의 것은 서유럽의 부유한 사회들에
서 더 가난한 국가들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고용된 것이다. 그런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고 승진 기회
가 적고 직업 안전이 결여된 직업들로 모여들게 되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에서의 인종적 억압은 서구 식민
주의의 역사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태도의 맥락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서 흑인들과 다른 
‘유색’ 소수 인종들의 운명이 입증하듯이, 그러한 태도는 완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집단들의 경험과 19
세기와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거대한 물결을 타고 넘어온 백인 이민자들의 경험 사이에는 명백하고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많은 백인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억압적 조건에서 스스로 도망쳤으며, 도착한 나라
에서 무척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 대다수 - 결코 전부는 아니었다 - 에게 미국은 ‘용광로
’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었다. 반면 ‘유색’ 소수 인종들은 명백히 유럽 이
민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동화되지 않았다. 열악한 고용 조건과 도시 빈민가로의 격리는 분명히 그들의 생활 조
건의 영원한 특징이 되었다(Robert Blauner, Racial Oppression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2 참조). 

그러나 인종적 억압은 결코 자본주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가 전이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에 의해 인종적 억압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현존하는 사회주의 사회들은 확실히 인종적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일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었든 간에, 마
르크스주의 사상은 그러한 차별을 착취의 독립적인 원천 - 즉 계급 지배의 메커니즘들로부터 독립적인 - 으로 다
루는 방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적 억압이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계급 구분과 밀접하게 엮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를 다른 하나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회 이론의 목표들 중 하
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전통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계급 지배를 다시 한 번 확장할 인종적 차별 및 착취에 관
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성적 억압이라는 쟁점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인종 구분의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과 유
사하다.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은 자본주의의 출현과 관련된 여성 억압에 관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나는 
앞서 그러한 연구를 일부 논하였다. 가정과 작업장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활의 특수한 특징들과 결합된 자본
주의의 발전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가정 생활의 이상들을 조장했다. 인종적 소수자
들 - 여성들이 또한 그러한 소수 인종의 구성원인 경우 그 정도가 두드러졌다 - 처럼 유급 여성 노동은 열악한 노
동 조건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재구축되지 않는다면,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성적 착취의 기원과 본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마르크스 자신은 이 문제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친구이자 절친한 동료인 프
리드리히 엥겔스는 그의『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여성의 종속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
했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분석의 세부 내용에 얼마나 동의했을지 말할 수 없지만, 그가 엥겔스의 견해



의 일반적인 주제들을 논박했으리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어떤 19세기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서 
엥겔스는 인간 사회의 최초의 형태들은 모계 사회 - 여성들이 지배하는 - 였다고 주장했다. 남성 지배와 가부장
적 가족 제도들은 역사의 산물이다. 가부장제의 발전은 계급 및 국가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다. 가부장제는 남성
이 새로 획득한 재산 이익을 지킬 필요가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엥겔스가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두어야 하겠지만). 그러므로 엥겔스의 이론에서 남성 지배는 
직접적으로 계급으로 설명된다. 가부장제는 계급 지배의 결과이므로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초월 - 무계
급 사회의 도래에 의하여 - 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엥겔스는 추론한다. 

그의 시대 이후 사회과학이 발견한 것들에 비추어보면, 엥겔스의 설명 가운데 타당한 부분은 많지 않다. 
인류학적 증거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모계제 단계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가 6장에서 언급
했듯이, 일련의 상이한 사회 체제들에 걸쳐 상당한 편차가 있긴 하지만, 모든 알려진 문화는 몇 가지 뚜렷한 측면
에서 가부장적 - 현존하는 사회주의 사회들도 포함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 이다. 가부장제는 계급 지배의 
표현이라고 ‘둘러댈’ 수 없다. 인종적 억압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는 그것 자체의 언어로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 해방과 관련된 사회 변화의 실제적 프로그램들은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페미니즘은 사회 생활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급진적일 것이다. 

넷째, 폭력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국가 권력의 문제이다. 내가 이 책에서 앞서 보여주려고 했
듯이, 계급 지배에 집중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중의 실패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사회
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도 국가는 오로지 지배 계급의 지배를 유지시켜주는 매개물이라고만 
해석되는 까닭에 그것을 독립적인 권력의 원천이라고 인식할 여지는 전혀 없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강조의 
결과로서, 마르크스주의는 군사력과 관련된 근대 민족국가와 세계 체제에 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의 결과는 복잡하지만, 그것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는 어렵다. 근대 국가의 국내 조세에 
관한 한, 그것들은 전체주의 이론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의 초월을 기대했지만, 내가 앞 장에서 명확히 밝히려고 했던 이유들 때문에, 국가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생
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회주의 사회들에서 사라지기는커녕, 국가는 자본
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들에서보다 사회주의 사회들에서 개개 시민들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 대단한 사회학적 교양은 필요하지 않다. 사회주의 사회들은 국가사회주의 사회들인 것
이다. 소련의 발전을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과 뒤이은 사회주의 운동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확실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
는 것은 정말로 근시안적일 것이다. 

이런 ‘국내’ 정치 문제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민족국가 및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희미해진다. 자본주의에 대해 마르크스가 가한 비판의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그가 자본주의적 생
산의 ‘무정부 상태’(anarchy)라고 부른 것을 향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기업의 추동력은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이다. 시장 메커니즘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 생산과 인간의 필요를 연결시키는 직
접적인 작용은 없다. ‘무정부적’ 요소들 몇몇이 특정한 국가들의 경제 안에 위치하기보다는 세계 경제 안에 위치
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것은 근대의 경제 관계들에서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무정부 상태’가 있다. 바로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의 ‘무정부 상태’
이다. 오늘날 유례없는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무기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민족국가 체제에는 
전체를 조정하는 어떠한 정치 기구도 없다. EEC와 같은 국제적 공동체가 출현했기 때문에, 혹은 UN,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완전히 터
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핵 보유국들 -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 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초강대국’은 민족국가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취해 온 형태를 보면 사회주의는 평화적인 
국가 연방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소련의 상태를 볼 때 사회주의는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바로 그 
적대감의 심장부에 갇혀 있다. 소련과 중국 혹은 베트남과 그 사회주의 이웃들 간의 씁쓸한 관계가 보여주는 것
처럼 현대 사회주의 국가는 민족국가이며, 빈틈없이 영토를 지키려 하고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 받
는다고 감지할 때 군사적인 폭력을 동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국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급진적 사회 이론은 재구축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서 연구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것보다 더 적
절한 세계 민족국가 체제에 관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실천적 관심은 
반드시 ‘전쟁 억제’를 민족국가 체제의 ‘무정부 상태’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의존을 견
제하고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사회 운동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해야 한다. 세계사의 이 중대한 시점
에 우리는 마르크스가 19세기 중엽에 스케치했던 시나리오로부터 실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르
크스는 “인간은 오직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업만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로 요약되는 
인류의 진보적 발전을 확신했다. 확실히 우리는 더 이상 그 확신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체념하는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우리는 여전히 그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바
꿀 수 있다는 - 또는 적어도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라는 확실을 갖게 해줄 -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