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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임무는)	 ……	 필연적으로	 최근의	 봉기를	 낳았으며	 동시에	 그것을	 패배로	 이끈	 원인들을	 찾는	 
것,	 몇몇	 지도자들의	 우연적인	 노력,	 재능,	 개인적	 결점,	 과오,	 또는	 배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선동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	 각각의	 일반적인	 사회	 상황과	 존재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들을	 찾는	 
것이다.	 �	 엥겔스,	 �독일에서	 혁명과	 반혁명�	 

	 
	 
	 

1.	 첫	 번째	 접근	 
	 
미국	 노동	 운동의	 투쟁성과	 정치의	 관계가	 지니는	 전지구적	 의미에	 관한	 
논문(더욱이	 궁극적으로는	 IWW에서	 CIO로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논문)을,	 미국	 
역사에서	 종교가	 한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분명	 (약간	 문제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 선진	 자본주의	 
세계’ 에서	 가장	 이상하게도	 종교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종교는	 
(남부를	 제외하면)	 미국	 노동	 계급의	 역사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한	 적이	 없다.	 
실제로	 어떤	 이는,	 특히	 IWW를	 급진	 종교개혁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 미국	 
토박이의’ 	 급진적	 전통에	 위치	 지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글에서	 종교는	 미국	 
노동	 계급의	 역사에서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어떤	 것의	 징후로,	 다시	 말해	 
미국사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	 형성의	 징후로	 사용된다.	 현대	 산업	 
자본주의에서(나아가	 ‘ 포스트모던’ ,	 ‘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자본주의에서)	 미국	 
노동자	 운동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이	 전근대,	 전산업의	 역사가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난	 정황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사에서	 
산업	 자본주의(미국에서는	 1840년대	 이후)는	 계급	 정치가	 그로부터	 출현한(또는,	 
흔히,	 물속에	 가라앉은)	 ‘ 백지	 상태’ 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초기	 
‘ 근대화’ 의	 도식이	 그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전근대,	 전자본주의의	 
여러	 발전들이	 산업적	 정황에	 의해	 제거된	 만큼이나	 산업적	 정황을	 위해	 
‘ 개조되었다’ 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미국	 역사에서	 인종의	 역학과	 백인의	 
패권이	 관철된	 3백	 년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	 아메리카의	 국가	 형성은	 
16,	 17세기	 잉글랜드의	 발전에서	 깊이	 영향을	 받았다(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다).	 
17세기	 잉글랜드에서	 부르주아-자본주의	 사회의	 확립과	 더불어	 종교	 분쟁에	 휩쓸린	 



것이	 어쩌면	 잉글랜드	 자체에서보다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장기적인	 결과를	 낳았다.	 
잉글랜드에서	 또는,	 확대하면	 아메리카에서	 중상주의로부터	 자본주의가	 완전히	 
출현하기	 전에,	 튜더와	 그	 다음	 스튜어트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국교회에	 의해	 
부과된	 논점의	 해결이,	 미국에서	 중상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을	 완수하는	 데	 
절대주의와	 대결하는	 것도	 국가	 종교와	 대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반대이다.	 절대주의	 국가의	 작용을	 통한	 ‘ 시민사회’ 의	 구성(유럽	 대륙에서는	 
이런	 일이	 다양하게	 일어났다)과는	 대조되게,	 미국에서는	 시민	 사회가	 국가를	 
창조해야	 했다.	 전체적인	 결과는	 19세기를	 거쳐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자유주의적,	 급진적,	 사회주의적	 운동들�언제나	 엄격히	 계몽주의의	 틀	 안에서�에	 
활기를	 불어넣은	 깊은	 반	 성직권주의가	 아메리카에서는	 결코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아메리카	 식민지들에서	 그리고	 새로	 독립한	 미국에서도,	 세속적인	 
계몽주의	 세력이	 진지하게	 참여하기	 전에,	 급진-프로테스탄트적	 조류(재세례파,	 
메노파,	 퀘이커교도)가	 노예제	 반대	 선동을	 시작하고	 주도했다.	 1740년대의	 신앙	 
부흥	 운동에서,	 잭슨	 시대에,	 노예제	 폐지론에서,	 그리고	 인민주의에서,	 
프로테스탄트	 이데올로기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결코	 보수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현상은	 잉글랜드의	 노동	 계급	 감리교파와	 유사한데,	 유럽	 
대륙에는	 그와	 유사한	 것이	 없었다.	 비슷하게	 가톨릭의	 역할은	 1840년대부터	 도시	 
산업	 노동	 계급의	 점증하는	 비율을	 구성한	 수많은	 가톨릭(아일랜드인,	 슬라브인,	 
이탈리아인)	 이민들의	 노동자	 급진주의에	 대한	 간헐적인	 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같은	 시기에	 그들의	 출신	 국가에서는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반(反)	 
성직권주의가	 새롭게	 프롤레타리아화한	 농민들을	 사회주의	 정치와	 사회주의	 
정당으로	 가입시키고	 있었다.	 
영국	 자본주의가	 (아주	 제한된)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산업	 
헤게모니를	 행사했던	 19세기	 상반기에,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국	 시민	 사회의	 
아주	 독특한	 본성을	 입증하고서,	 연구는	 미국과	 독일이	 주도한	 산업	 경쟁자들이	 
영국의	 패권을	 처음으로	 손상시키기	 시작한	 1860년대와	 특히	 1873년의	 불황	 
이후에	 미국의	 변칙이	 낳은	 결과로	 전환한다.	 더욱이	 영국(그리고	 더	 적은	 범위에서	 
프랑스)을	 희생시키고	 미국과	 독일이	 떠오른	 것은	 초기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반복일	 
뿐	 아니라,	 영국의	 산업이	 그것으로	 건설된	 초기	 ‘ 외연적’ 	 시초축적의	 뒤를	 잇는,	 
자본	 축적의	 새로운	 ‘ 내포적’ (또는	 ‘ 테일러화된’ )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1860년대에	 각각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혁신한	 
다섯	 개	 주요	 국가,	 즉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가운데	 미국만이	 전(前)	 
그리고	 초기	 산업	 시기에	 확립된	 바로	 그	 ‘ 튜더	 정치체’ 를	 가지고	 그럭저럭	 그렇게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현하고	 있던	 노동계급	 운동은,	 자본주의를	 확립한	 초기	 
혁명처럼,	 중앙	 국가의	 권위와	 그리	 많이	 대면하지	 않고	 더욱	 분산되고	 흩어진	 
공적·사적인	 권력의	 형태에	 직면했다.	 그러한	 국가가	 없는	 가운데,	 미국의	 노동	 
계급은	 국가적	 수준에서(국제적	 수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정의하는	 데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여기서	 제시된	 기본	 논제는	 20세기	 미국에서는	 주요	 노동계급	 정당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는	 다른	 모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대조되게	 미국에서는	 
노동계급	 정당의	 국가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채	 내포적(‘ 테일러주의적’ 	 또는	 
‘ 포드주의적’ )	 축적	 국면으로	 자본주의가	 이행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시작된	 ‘ 새로운	 사회사’ 로	 알려진	 역사	 서술의	 혁신은	 노동	 운동에	 
대한	 초기의	 취급	 방식에	 대해	 진지하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다.	 초기	 역사	 서술은	 
정당과	 노동조합	 같은	 단체에,	 그리고	 그	 단체의	 걸출한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일대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연구는	 초기	 유형에서,	 
프랑스	 아날	 학파가	 ‘ 사건사’ 라고	 부른	 것에	 대한	 본능적	 불신을	 지닌	 채,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의	 일상생활의	 재생산을	 다루는	 세 한	 연구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은	 물방아가	 아니라는	 새로운	 사회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초점은	 사회,	 정치,	 경제의	 ‘ 거시’ 	 영역들에서	 
일어난	 예리한	 단절에	 대한	 인식에서	 완전히	 눈을	 돌리거나,	 그러한	 단절이	 
정치·사회	 제도에	 그리고	 자신들의	 열망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사상에	 
반영된	 것에서	 완전히	 눈을	 돌리는	 접근을	 거부한다.	 잉글랜드	 노동자들에게	 그	 
이후에는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이	 1848년	 차티즘의	 확산	 이전에는	 
가능하게	 보였는데,	 똑같이	 같은	 해	 파리의	 6월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닫아버리고	 다른	 것을	 열어놓았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	 즉	 
마르크스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제도와	 사상	 양쪽	 모두의	 영역으로	 이끄는데,	 
뉴욕	 주	 트로이에서	 질통꾼의	 역사를	 고찰하거나	 비슷한	 노동자	 집단에	 대한	 비슷한	 
연구들을	 단순히	 증식하는	 것만으로는	 대답되지	 않는다.	 그런	 연구가	 이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하는	 데에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말이다.	 	 
‘ 마르크스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노동계급	 정당’ 에	 주목하는	 것이	 제도사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사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초점은	 미국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	 노동	 운동사를	 그	 자체로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지금까지의)	 실패를	 
노동자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는	 사실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어떤	 종류의	 사회적	 실천의	 표현으로서	 
이데올로기가	 역사에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	 가지	 잘	 알려진	 예를	 
들면)	 1898년	 이래로	 독일	 SPD에서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는	 분명	 당	 안에서	 이미	 
확고한	 기반을	 가진	 실천을	 표현하는	 이데올로기였다.	 그	 실천은	 당	 대회에서	 
되풀이해서	 부결되었던	 1898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	 1914년	 8월이	 최후의	 
심판을	 가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더	 
높은	 사회	 관계의	 형태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철폐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아주	 
특수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르크스의	 분석을	 진지하게	 옹호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실천과	 강령을	 의미하는데,	 정치	 운동이나	 정당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겉치레로	 떨어뜨리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마르크스는	 아주	 분명하게	 
공산주의를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는)	 이러저러한	 자칭	 보편적	 개혁가에	 의해	 발명되거나	 발견된	 사상이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	 결코	 아니며	 ……	 현존하는	 계급투쟁에서,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운동에서	 
나오는	 실제	 관계들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운동의	 어떤	 형태는	 어떤	 제도와	 이데올로기들을	 통해서	 표출된다.	 또	 다른	 어떤	 운동	 
형태는	 다른	 어떤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표출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국가에서	 
노동계급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의	 출현	 또는	 미출현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제도나	 사상에	 역사적	 우선성을	 부여하지	 않는다(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와는	 아주	 반대다).	 그것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수준에서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표현,	 주어진	 사회	 안에서	 그	 실천의	 깊이와	 한계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는,	 영연방의	 노동당들과	 스칸디나비아와	 베네룩스	 
국가들의	 사회민주당들처럼,	 명백하게	 비	 마르크스주의적이거나	 반(反)	 
마르크스주의적인	 노동계급	 정당들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미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정계에서	 변두리에	 있었으며	 자칭	 노동계급	 정당은	 전혀	 없다.	 미국	 
노동	 계급의	 경험을	 노동계급	 정당이든	 마르크스주의든	 아니면	 둘	 다	 중요한	 나라들의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전지구적인	 동력의	 국민적	 특수성,	 다시	 말해	 제도의	 수준에서도	 
이념의	 수준에서도,	 아니면	 선험적으로	 그런	 전지구적	 동력의	 존재와	 관계없는	 지역의	 
사회사에	 의해서도	 포착될	 수	 없는,	 동력의	 국민적	 특수성에서	 특정	 계급의	 사회	 
운동의	 실천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	 동력은	 자본	 축적의	 
외연적	 국면과	 내포적	 국면으로,	 그리고	 1870-1945년	 기간	 동안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것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면	 미국의	 이런	 국민적	 특수성은	 무엇인가?	 토크빌(Tocqueville)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논평자들이	 아메리카의	 삶에서	 종교의	 별난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	 
현상의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은	 있다고	 해도	 얼마	 안	 되며,	 미국	 역사에서	 
사회주의의	 주변성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훨씬	 적다.	 여기서	 전개된	 
견해로는,	 노동계급	 정당의	 부재와	 관련하여,	 미국	 국가와	 미국	 정치의	 본성의	 첫	 
번째	 관건은	 이러하다.	 미국	 정치	 문화의	 기초는,	 부르주아-자본주의	 혁명이	 여전히	 
종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던	 역사	 시기�마지막�에,	 17세기	 앵글로	 
아메리칸(Anglo-American)	 세계의	 더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결정되었다.	 	 
이	 실재는	 1620년의	 퓨리턴에서	 1740년	 종교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1820년대부터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기독교	 우파의	 출현과	 통합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말에서	 현재까지	 미국	 역사에서	 지속되는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라자르(Lazare)와	 헌팅턴(Huntington)처럼	 상이한	 전망을	 지닌	 



작가들이,	 공식적·비공식적	 형태의	 상쇄하는	 권력들의	 얽히고설킴과	 단일한	 강력한	 
권위의	 부재를	 언급하면서,	 미국	 국가를	 ‘ 튜더	 정치체’ 로	 특징	 지우고,	 많은	 
저자들이	 17,	 18세기에	 아메리카	 문화를	 지배한	 ‘ 반체제	 프로테스탄티즘’ 에	 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렇게	 부여된	 특징들	 가운데	 아주	 소수만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관련하여	 미국	 정치체	 형성	 시기의	 의미를	 완벽하게	 포착한다.	 
물론,	 미국	 정치	 담론의	 뿌리는	 부르주아-자본주의	 혁명이	 여전히	 종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던	 기간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1640년과	 1688년의	 
잉글랜드	 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별히	 중요한	 것은,	 종교	 전쟁들의	 마지막	 
국면에서	 싸웠던	 유럽	 열강	 정치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1640년대	 말에	 그	 혁명이	 
급진화되었던	 국면의	 상황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으로	 끝난	 독일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은	 프랑스에서	 프롱드	 반란의	 실패	 이후	 부르봉	 국가의	 합병,	 
그리고	 수평파,	 디거스,	 랜터스	 같은	 흐름으로	 표현되는	 잉글랜드	 혁명에서	 
‘ 천년왕국설을	 신봉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국면의	 절정기	 마감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1648년은	 유럽에서	 르네상스-종교개혁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종말을	 
나타냈다.	 종교적	 기치	 아래	 벌어진	 100년	 이상의	 교전	 상태는	 어느	 한	 쪽의	 
절대적인	 권리를	 궁극적으로	 손상시켰으며,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대	 가톨릭교의	 
논쟁점은	 국가의	 실용적인	 용무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는데,	 앙리	 4세가	 1584년에	 
한	 유명한	 말	 “ 파리는	 미사를	 드릴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어쩌면	 가장	 잘	 
요약되었다.	 1648년은	 또한	 전체	 역사	 시대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최첨단에	 있는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고,	 과거	 중부	 독일과	 지중해	 
영역을	 북	 대서양	 경제체들에	 비교하여	 저발전	 상태로	 떨어뜨린	 시점이었다.	 
군주제를	 억제하려는	 잉글랜드	 혁명의	 시도와	 에스파냐에	 대한	 네덜란드의	 반란	 
양쪽	 모두에서	 절대주의적	 경향(프랑스와	 비교하면	 결코	 만개한	 절대주의가	 
아니었다)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	 때문에,	 프랑스에서	 강화된	 이후	 유럽을	 가로	 질러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파냐,	 포르투갈로	 뻗어나간	 절대주의-중상주의	 
국가는	 17세기에	 세계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	 그리고	 세기	 중반에	 
잉글랜드	 쪽으로	 기울어진	 싸움을	 치렀던	 두	 나라,	 즉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결코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정치	 영역에	 대한	 종교의	 총체적인	 권리	 
주장과	 경제	 영역에서	 중상주의-절대주의	 국가의	 권리	 주장,	 이	 둘의	 결합된	 소멸이	 
지니는	 의미는	 17세기	 중반	 과학혁명으로부터	 출현하고	 있던	 새로운	 계몽주의	 
이데올로기가,	 잉글랜드에서는	 절대주의	 국가와	 직접적인	 전투를	 치러야만	 하지는	 
않았는데,	 유럽	 대륙에서는	 합리주의	 철학과	 그	 다음	 계몽주의	 철학이	 이	 일종의	 
계몽된	 절대주의	 국가와	 직접적인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	 마르크스의	 �브뤼메르	 
18일�을	 읽은	 사람은	 잉글랜드	 혁명에	 대한	 마르크스	 다음과	 같은	 요약을	 기억할	 
것이다.	 
	 
	 
똑같이	 그러나	 상이한	 발전	 단계에서,	 크롬웰과	 잉글랜드	 인들은	 그들의	 부르주아	 혁명을	 위하여	 



구약성서의	 언어,	 열정,	 환상을	 빌려왔다.	 실제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잉글랜드	 사회가	 부르주아	 
사회로	 변형되었을	 때,	 로크는	 하박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개념	 일반의	 초감각적	 영역에	 대한	 깊은	 불신을	 지니는	 로크의	 인식론적	 경험론과	 그의	 
정치적	 다원론은	 막	 끝이	 난	 유럽	 종교	 전쟁들과	 잉글랜드	 혁명,	 그리고	 의회	 통제로	 
군주제의	 종속,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직접	 발전해	 나왔다.	 한	 세기	 후에	 프랑스	 혁명은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의	 연역-기하학적	 철학이	 로크의	 경험론이나	 다원론과	 거리가	 먼	 
것만큼이나	 “ 구약성서의	 언어,	 열정,	 환상” 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	 후의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사상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한	 것은	 분명	 로크였다.	 (더욱이	 
미국에서	 로크는	 하박국과	 융합되었다.)	 
비슷하게	 17세기	 말	 정치경제에	 관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발생기의)	 작가들을	 
비교할	 때,	 페티(Petty)	 같은	 사람이나	 먼(Mun)	 같은	 사람의	 중상주의와	 
쉴리(Sully)와	 콜베르(Golbert)	 같은	 프랑스	 인들의	 중상주의	 사이의	 차이로서	 눈에	 
띄는	 것은	 잉글랜드의	 중상주의는	 이미	 황금,	 무역,	 그리고	 수익성	 있는	 무역	 수지의	 
문제들,	 이를테면	 고전적	 중상주의의	 주제들에	 몰두한	 반면	 프랑스의	 사상은,	 이러한	 
문제들에	 덧	 붙여서,	 하부구조,	 조세,	 그리고	 오늘날	 ‘ 농업의	 자본화’ 라고	 불릴	 
만한	 것을	 국가가	 주도하여	 증진하는	 문제에	 철저하게	 몰입했다는	 점이다.	 17세기	 
말까지	 후자는	 잉글랜드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임무들은	 14세기	 이래로	 
잉글랜드의	 사회사의	 과정에서	 이미	 완수되었기	 때문이다.	 17세기	 말에	 아담	 
스미스는	 영국	 자본주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중상주의	 경제	 형태들의	 해체를	 
정책으로	 옹호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중상주의의	 파괴는	 전형적인	 절대주의	 
국가와	 그것의	 국가	 종교	 양쪽	 모두에	 반하는	 세계사적	 혁명을	 요구했다.	 
잉글랜드에서	 절대화하는(튜더와	 스튜어트)	 국가와	 국교회	 양자의	 사회적	 지배는	 
오래	 전에	 깨져	 있었다.	 잉글랜드에서는	 부르주아-자본주의	 혁명이	 ‘ 구약성서의	 
언어,	 열정,	 환상을	 빌리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고	 실로	 필요한	 시기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 로크가	 하박국을	 몰아냈을” 	 때	 잉글랜드의	 계몽주의는	 유럽	 
대륙의	 앙시앙	 레짐의	 오랜	 고통	 그리고	 절대주의	 국가와	 그	 국가	 교회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전투를	 모면했다.	 그런	 상황으로부터,	 미국에서	 국가	 종교의	 
부재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종교를	 사회	 생활에서	 (그리고	 더욱	 사적	 업무에서)	 
훨씬	 더	 중요한	 힘으로	 만들었다는	 토크빌의	 논평에	 이르기까지는	 한	 발짝의	 차이만	 
존재한다.	 	 
이러한	 실재가	 미국의	 발전을	 깊이	 특징	 지웠다.	 그것은	 사회적	 효소(급진적인	 
사회적	 효소를	 포함하여)가	 1740년대부터의	 종교부흥운동에서부터,	 잭슨	 식의	 
민주주의,	 노예제	 폐지	 선동의	 서두인	 1820년대를	 경유하여,	 도시	 자본주의와	 
월스트리트	 금융에	 반발하는	 인민주의적	 선동에	 이르기까지	 구약성서의	 언어를	 
채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그러한	 언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흑인	 민권	 운동과	 거의	 무관하지	 않았다.)	 할레비(Halevy:	 프랑스	 



역사가�옮긴이)와	 톰슨(Thompson)은	 비슷한	 현상,	 이를테면	 잉글랜드의	 초기	 
노동	 운동에서	 감리교의	 역할을	 지적했지만,	 19세기	 민주주의적	 사회	 효소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종교의	 역할은	 유럽	 대륙에서는	 그와	 상응하는	 것이	 없다.	 나중에,	 미국	 
북동부에서	 사실상의	 산업	 노동계급의	 형성과	 더불어	 미국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에서	 
반	 성직적	 전통의	 부재는	 가톨릭	 농민	 이주자들이,	 그들이	 떠나온	 나라의	 동년배	 
노동계급이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적,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적	 선동의	 반	 
성직주의로	 넘어가고	 있을	 때,	 교회와	 깊이	 관련된,	 지역	 가톨릭	 ‘ 섬	 공동체들’ 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절대주의	 국가와	 국가	 종교	 그리고	 이후	 노동계급	 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발흥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공산주의	 
정당들의	 존재(1945-89년	 동유럽의	 약간	 별개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음),	 그리고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서	 계몽된	 절대주의의	 뿌리	 
깊은	 전통,	 그리고	 절대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든	 (스웨덴에서처럼)	 비교적	 초기에	 
해체되었든	 간에	 모든	 북유럽	 국가들의	 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	 노동계급	 
정당들의	 존재,	 이들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거의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몽된	 절대주의가	 조만간	 해체되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는	 의미	 있는	 
공산주의	 정당도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삶에서	 종교의	 별난	 중요성이	 사회주의가	 부재한	 원인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일어난	 나라들과	 관련하여	 17·18세기에	 국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통치	 
제도의	 징후였다.	 그래서	 “ 봉건제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다” (17세기	 유럽과	 
관련해서	 ‘ 봉건제’ 는	 매우	 모호한	 용어이다)는	 루이스	 하츠(Louis	 Hartz)의	 
1950년대의	 정식화를,	 여러	 나라의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운동의	 발전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파악한다면,	 ‘ 절대주의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다’ 로	 
수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모든	 노동계급	 운동은	 그것의	 국민적	 영역에서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모반(母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종	 관찰되었지만	 
그것이	 왜	 흔히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하다.	 잉글랜드에서	 
러시아까지,	 모든	 유럽	 국가에서,	 특정	 국가의	 노동계급	 운동의	 결정적인	 특질은	 
노동계급	 운동이	 앙시앙	 레짐에	 반대하는	 부르주아-자유주의	 운동에서	 그	 자체를	 
분리시킨	 순간,	 즉	 ‘ 3신분’ 	 안에서	 계급	 적대가	 최고에	 이르렀던	 시점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노동	 계급이	 홀로	 서서	 오직	 자신의	 요구만을	 위해	 싸우는	 정확한	 
지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노동	 계급이	 국가	 그리고	 국가의	 무장력과	 직접	 대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은	 1848년에	 일어났다.	 잉글랜드	 차티스트	 운동,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파리	 노동	 계급	 봉기는	 부르주아-자유주의	 해방	 운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	 
계급이	 실천	 속에서,	 국민적	 규모에서,	 앙시앙	 레짐이	 유일한	 적이	 아님을	 발견한	 
시기였다.	 이것은	 1848년	 이후에	 노동	 계급이	 부르주아	 혁명의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	 결코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정	 반대이다.	 실제로	 ‘ 마르크스주의’ 	 정당들,	 특히	 제2인터내셔널의	 정당들이	 
전자본주의적	 앙시앙	 레짐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바로	 전투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힘을	 
끌어낸	 정도를	 이해하는	 데	 20세기	 (그리고	 이제	 21세기)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함으로써	 많은	 분석가들이	 상이한	 나라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를	 못	 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논제를	 더	 자세히	 제시하면	 이렇다.	 지금까지	 ‘ 마르크스주의’ 의	 
역사적	 역할은	 토착	 부르주아	 세력이	 너무	 약해서	 전자본주의적	 앙시앙	 레짐을	 뿌리	 
뽑지	 못하는	 나라에서	 ‘ 대리	 부르주아	 혁명’ 의	 역할이었으며	 전자본주의적	 앙시앙	 
레짐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 마르크스주의’ 는	 더욱	 강하다.	 
약간	 다르게	 다루면	 이렇다.	 종교	 전쟁의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아주	 특수한	 사례를	 제쳐	 놓으면,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에서는,	 더	 앞선	 시기에	 튜더	 국가가	 잉글랜드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몽된	 절대주의	 국가가	 시민(부르주아)	 사회의	 구성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시민	 사회가	 국가를	 구성해야	 했다.	 	 
시민	 사회를	 창조하는	 국가의	 원형적	 사례를	 보려면,	 계몽된	 공무원이	 토지의	 
자본화,	 조세	 개혁,	 프러시아	 군대에	 대한	 귀족	 통제의	 축소를	 강제한	 1808-13년	 
프러시아의	 개혁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미국에서,	 국가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	 이후의	 노력에서	 나온(그리고	 혁명	 전	 식민지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 튜더	 정치체’ 가	 유럽	 대륙에서보다	 중앙	 정치	 권력을	 훨씬	 더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자본-노동의	 적대가	 아메리카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폭발한	 내전	 이후에,	 
연방	 정부는,	 1848년과	 1871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듯이	 또는	 덜	 극적이지만	 
여전히	 아주	 적대적인	 방식으로	 독일에서	 1848년에	 아니면	 1878-90년	 반	 
사회주의	 법에서	 일어났듯이,	 전국적	 규모의	 ‘ 계급	 대립적’ 	 상황에서	 전체	 노동	 
인구와	 직접	 직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1848년	 이후	 유럽	 노동	 계급들은,	 
그들의	 의식적인	 의도와는	 아무리	 관련이	 없을지라도	 앙시앙	 레짐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혁명을	 더	 고	 나고	 완수하기	 위한	 부르주아-자유주의의	 흐름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노동	 계급은	 싸워야	 할	 앙시앙	 레짐이	 전혀	 
없고	 오직	 자본가들만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흡수되었다.	 	 
적어도	 1848년에	 실질적인	 힘으로서	 ‘ 공산주의’ 의	 존재를	 부르주아지에게	 
확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했던	 파리,	 베를린,	 비엔나에서	 일어난	 노동계급의	 
행동이었던,	 1848년	 직전	 “ 유럽을	 배회하는	 유령” 이	 실제로	 미국에	 나타난	 것은	 
1870년대인데,	 1877년에	 세인트	 루이스와	 피츠버그에서	 발생한	 대립은	 부르주아	 
언론에서	 아메리카의	 “ 파리	 코뮌” 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었다.	 이	 시기	 이전에	 
마르크스주의는	 배타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을지라도	 대체로	 중부	 유럽의	 1848년	 
혁명들이	 패배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	 온	 독일	 “ 48세대들” 	 가운데	 몇몇의	 
이데올로기였으며,	 1890년대까지는	 엥겔스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영어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의	 유리함에	 대해서	 독일계	 미국	 이주민	 사회주의자들과	 



논쟁해야	 했을	 정도로	 노동	 계급에서	 실질적인	 세력이라기보다는	 이민자의	 하위	 
문화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독일계	 미국인	 이주민들의	 사례에서	 보면,	 시카고와	 
워키	 같은	 북부	 도시들에서	 마르크스주의의(더	 정확하게는	 사회민주주의의)	 

영향력은	 1900-12년에	 사회주의	 시장의	 물결을	 낳고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	 
사회당의	 우익을	 위한	 사회적	 토대가	 된	 자치	 도시	 사회주의	 또는	 
‘ 하수도(sewer)’ 	 사회주의(다시	 한	 번	 중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을	 
빌려왔다)를	 위한	 토대를	 놓았다.	 비슷한	 현상이	 1917년	 이후에	 볼세비즘을	 
수용하였다가	 나중에	 마르크스주의	 이주민	 하위	 문화로부터	 사실상	 벗어난	 러시아계	 
유대인	 이주민들의	 무능에서	 재발했다.	 
	 
	 

2.	 미국	 노동계급	 운동에서	 절대주의	 국가와	 국가	 교회의	 
부재가	 낳은	 구체적인	 결과	 
	 

서유럽	 국가들에서,	 특정한	 국가의	 노동	 계급의	 형성은	 토지로부터	 농민의	 추방	 그리고	 
생산수단으로	 모든	 소생산자들의	 더욱	 일반적인	 분리와	 더불어	 일어났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사실이지만	 차이가	 있다.	 1840년대부터	 그리고	 특히	 1870년대	 이래로	 
미국	 공장에	 도착한	 토지를	 잃은	 농업	 인구의	 상당	 부분은	 토착	 시골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피폐해진	 유럽의	 시골에서	 왔다.	 서유럽,	 그	 다음에	 남부와	 동부	 유럽의	 가장	 
후진	 지역들(아일랜드,	 이탈리아	 남부,	 폴란드)의	 가톨릭	 농민들에서	 모집된	 이러한	 
인구의	 후손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백인	 노동계급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했다.	 미국	 
북동부의	 산업	 도시들(또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생존하는	 외피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이민의	 연속하는	 층위들의	 실제	 고고학을	 구성한다.	 다른	 시골	 인구들은	 
상이한	 발전	 단계에서	 미국	 산업에	 모집되었다.	 동부,	 중서부,	 그리고	 나중에	 남부의	 
토박이	 프로테스탄트	 농부;	 중서부에서	 숙련	 직종에	 들어간	 독일	 48세대들;	 
1860년대부터	 1924년까지	 동유럽에서	 온	 유대인	 노동자와	 장인들;	 1890년대에	 
시작된	 최남부	 지방	 출신의	 흑인	 노동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된	 북동부의	 
가톨릭	 노동	 계급은	 남부	 출신	 흑인	 노동자의	 더	 한	 층의	 유입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농업	 인구들과	 합류되었다.	 그러나	 1900년의	 산업	 노동	 계급을	 구성한	 
집단들을	 고려할	 때,	 인상적인	 점은	 투쟁적인	 조직가들,	 급진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배출한	 독일인,	 유대인,	 토박이	 프로테스탄트	 계층의	 대부분은	 20세기를	 겪으면서	 
노동	 계급	 전체로	 나아간	 반면에	 가톨릭	 노동	 계급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규모	 
기업	 혁신과	 인원	 감축이	 있을	 때까지	 산업	 부문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톨릭	 주민들을	 가장	 보수적이라고	 정의하는,	 미국	 노동	 계급에서	 사회주의	 의식의	 
형성에	 관한	 단지	 ‘ 문화적인’ 	 또는	 문화-종교적인	 이론은,	 가톨릭	 주민들이	 
기원을	 두고	 있는	 가톨릭	 지배	 국가들에서	 노동	 계급에	 의해	 추구되는	 아주	 상이한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다.	 1890-1914년의	 기간의	 아일랜드,	 



폴란드,	 이탈리아	 노동	 계급은	 1913년	 더블린	 총파업에서,	 1905년	 폴란드	 대중	 
파업에서,	 그리고	 1914년	 이탈리아의	 ‘ 붉은	 한	 주(Red	 Week)’ 에서,	 각각	 그	 
나름으로,	 그	 기간의	 국제	 노동계급	 운동의	 최첨단이었다.	 정말로	 1912년	 
로렌스(매사추세츠)	 파업과	 1919년	 미국	 철강사(US	 Steel)	 파업은	 이러한	 이민자	 
집단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그러나	 미국	 사회당이든	 IWW든	 
사회주의	 노동당이든,	 아니면	 공산당의	 역사를	 고려할	 때,	 가톨릭	 이민자	 집단이	 
일시적인	 것	 이상으로	 노동계급	 급진주의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분명해진다.	 SP,	 CP의	 내부	 역사,	 또는	 더	 작은	 (트로츠키주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형성한	 흐름(1934년	 미니애폴리스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한	 
흐름)의	 역사는	 우선	 (러시아	 혁명에	 대한	 존	 리드(John	 Reed)와	 SP	 온건파	 사이의	 
싸움에서	 절정에	 달했듯이)	 중서부	 지역의	 인민주의적	 급진주의와	 독일	 ‘ 하수도	 
사회주의’ 	 사이의,	 그	 다음에	 같은	 중서부	 급진주의와	 러시아-유대인	 노동계급	 
전통	 사이의	 중요한	 충돌이,	 처음에는	 1919-20년	 CPUSA(미국	 공산당)	 창설에서,	 
그리고	 좀	 더	 작은	 규모로	 1939-40년	 SWP의	 캐넌(Cannon)	 파와	 
샤흐트만(Shachtman)	 파	 사이의	 분열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된	 
정당들의	 내부	 싸움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톨릭	 노동	 계급의	 부재이다.	 
미국	 가톨릭	 노동계급	 인구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사회민주주의든	 
공산주의의	 변종이든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영향	 받지	 않은	 것의	 근원은	 (그들의	 
본국에서	 그런	 이념이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집단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의	 특수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적응에	 대한	 연구(이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는	 이민자를	 조직하는	 데에서	 가톨릭	 교회,	 (앞에서	 
논의했던)	 미국	 급진주의에서	 반	 성직주의	 전통의	 부재,	 그리고	 1840년대에	 생겨나	 
미국	 북동부에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유동할	 수	 있는	 사무행정직의	 
기반과	 길을	 닦은	 민주당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기	 전환기	 
뉴욕에서	 상층	 중간계급	 프로테스탄트	 진보파가	 착수한	 ‘ 좋은	 정부’ 	 캠페인들과	 
(충분히	 실질적이었던)	 이러한	 기구들의	 부패에	 맞선	 비슷한	 지형들	 그리고	 
1960년대	 말	 뉴저지	 북부의	 이탈리아	 기구를	 겨냥한	 반부패	 공세에	 이르는	 세월은	 
가톨릭	 노동계급의	 권력의	 요새에	 맞선	 암묵적인	 계급투쟁으로,	 그러나	 결코	 그	 
자체로	 싸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구조에	 명확히	 포섭된	 계급투쟁으로	 이해될	 법도	 
하다.	 연이은	 세대의	 가톨릭	 이민자들에	 의한	 미국	 생활에	 특별한	 민족-종교적	 적응	 
방식이	 이러저러한	 집단을	 위한	 ‘ 개별주의적(particularist)’ 이고,	 준	 
코포라티즘적(quasi-corporatist)	 해결책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악의에	 찬	 
교구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키웠는데,	 바로	 이	 교구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노동	 계급의	 이	 부분이	 급진주의에	 훨씬	 더	 열려	 있는	 
유대인	 노동계급	 계층뿐	 아니라	 백인과	 흑인	 프로테스탄트와	 진지하게	 단결하는	 
것을	 지금까지	 언제나	 방해해왔다(이를테면	 맥카시	 시대에	 가톨릭	 교회의	 역할).	 	 
미국	 북동부	 가톨릭	 노동	 계급의	 운명에서,	 우리는	 1절에서	 미국에	 특별한	 것으로	 



분석된	 두	 가지	 현상의	 장기적인	 결과를	 다소	 뚜렷하게	 본다.	 바로	 절대주의	 경험과	 
국가	 교회의	 부재에서	 비롯한	 종교의	 특별한	 역할이	 그것이다.	 전자의	 부재는	 
노동계급	 운동에서	 미국	 정치의	 조각	 이불에서	 그것의	 정치적	 에너지를	 위한	 예리한	 
초점을	 빼앗는	 일종의	 정치적	 해결책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	 
대부분에서	 후자의	 존재는	 급진주의나	 사회주의와	 연결된	 교권	 반대	 운동을	 낳았다.	 
이	 퍼즐에서	 그	 이상의	 조각은	 우리가	 미국	 이민의	 역사적	 ‘ 고고학’ 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데,	 이	 이민들이	 떠나온	 곳은	 유럽에서	 절대주의	 전통이	 약하거나	 주로	 
외국인의	 점령과	 연관된	 지역,	 즉	 아일랜드,	 폴란드,	 시칠리아였다.	 다른	 곳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낳은	 역사적	 경험에	 가장	 조금	 단련된	 유럽의	 인구들이,	 그와	 
동일한	 경험이	 없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전통인	 나라로	 오면서,	 이상한	 역사적	 대칭이	 
나타난다.	 	 
	 
	 

3.	 1860년대의	 국제적	 국면에서	 미국	 내전	 
	 
미국	 역사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기간들에	 대해서처럼,	 내전에	 관한	 대부분의	 저작은	 
내전을,	 관련이	 있지만	 엄격하게	 부차적인	 배경으로만	 이바지할	 뿐인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을	 지니고	 있는,	 다소	 엄격하게	 ‘ 아메리카의’ 	 현상으로	 여긴다.	 
세계사에서	 아메리카의	 역사를	 이와	 유사하게	 분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	 의해	 생산된	 국제	 상황에	 그	 젊은	 공화국을	 연결시키는	 정황을,	 
또는	 1830년	 프랑스	 혁명,	 1832년	 영국	 선거법	 개정,	 메테르니히의	 중유럽에서	 
1830년	 이후	 자유주의	 선동의	 재발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잭슨	 시대의	 위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적인	 누락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	 후	 미국	 노동	 
운동의	 발달에	 중요한	 결과를	 지니는,	 1860년대	 세계	 자본주의의	 더	 광범위한	 틀	 
안에서	 미국	 내전을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왜곡된	 것은	 아니다.	 	 
“ 마지막	 자본주의	 혁명” 이라는	 내전에	 대한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의	 
특징	 부여가	 지나친	 과장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의	 시작으로서	 내전의	 의미를	 확실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무어는,	 그의	 책의	 더	 
큰	 틀	 안에서,	 미국	 내전을	 독일의	 최종적인	 통일(1862~70),	 이탈리아의	 
통일(1860),	 러시아에서	 농노제	 폐지(1861),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1868)도	 
일어난	 10년의	 맥락	 안에	 위치	 지운다는	 점에서	 거의	 유례가	 없다.	 무어의	 틀에,	 
(그의	 관점의	 범위	 안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러	 
경제사가들이	 ‘ 대불황’ 이라고	 부른	 그	 4반세기,	 또는	 
콘트라티에프(Kondratiev)의	 용어로	 하면,	 그	 ‘ 기조’ 가	 1850~73년의	 세계적인	 
호황에	 대조를	 이루는	 침체와	 불황의	 하나였던	 기간(1873~96년)의	 막을	 여는	 
1873년	 세계	 불황.	 잠시	 열거될	 이유에서,	 1860년대의	 구조적	 개혁과	 1873년의	 
불황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기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기간을	 열었는데,	 미국	 



내전의	 완전한	 의미는	 이	 ‘ 국면	 변화’ 	 안에서	 밝혀져야	 한다.	 
미국에서	 이른바	 ‘ 배고픈	 40년대’ 를	 연,	 1837년의	 깊은	 경기	 침제에	 이어	 
1846~47년에	 또	 하나의	 국제적	 경기	 하강이	 뒤따랐는데,	 이것은	 1848년	 유럽	 
혁명의	 직접적인	 전조였다.	 1848년	 이전의	 산업	 세계는	 잉글랜드,	 프랑스	 북부,	 
벨기에,	 미국	 북동부	 정도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기억되어야	 한다.	 
1848년	 혁명들과	 뒤	 이은	 1850~73년	 동안의	 호황	 기간(1857~58년과	 
1866년에	 세계적인	 불황으로	 국제적으로	 중단된)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1860년대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에서	 일어난	 다섯	 가지	 주요	 구조적	 개혁은,	 점점	 통합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위하여	 사회	 조직이	 이	 ‘ 자본화’ 에	 대해	 직접	 응답한	 
것이었는데,	 1870년에	 이르면	 세계	 시장에서	 잉글랜드는	 이미	 독일과	 미국의	 
경쟁에	 의해	 경쟁	 상대가	 없는	 선두주자에서	 동료	 중	 1인자로	 떨어졌다.	 	 
여기에	 같은	 10년	 동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즉	 파리	 코뮌이	 프랑스	 부르주아지를	 
산업화가	 불러낸	 사회적	 유령으로부터	 꽁무니를	 빼게	 만들었던	 1870~71년	 이후에	 
중단된	 보나파르트주의적	 산업화를	 더하면,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잉글랜드의	 산업	 
헤게모니에	 대한	 국가주의적	 응답과	 산업화를	 위해	 농업	 부분에서	 노동력의	 
‘ 원시적	 축적’ 을	 가속화하기	 위한	 갖가지	 형태들이다.	 미국에서	 이	 응답의	 한	 가지	 
중요한	 국가주의적	 요소는	 영국의	 경쟁에	 대해	 미국	 산업체를	 보호하는	 북부	 지역	 
관세	 정책인데,	 1865년	 이후에	 남부에서	 노예	 제도를	 뿌리	 뽑는	 데에서	 국가가	 한	 
역할을	 이에	 첨가할	 수	 있다.	 
1873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양쪽은,	 다른	 이유로,	 산업	 열강의	 앞줄에서	 점차	 
뒤쳐졌다.	 영국에서는	 1870년	 이후에	 런던	 시티가	 자본을	 더욱	 수익성	 있는	 해외	 
직접	 투자로	 점차	 전환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언급했듯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파리	 
코뮌으로	 움찔하여	 분명하게	 맬서스주의적	 입장에서	 대규모	 산업화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것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산업화	 수준이	 비슷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860년대	 보나파르트주의적	 막간을	 제외하고는,	 1815년에서	 
1873년	 사이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공통으로,	 국가가	 축적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창출하더라도,	 초기	 중상주의	 시대의	 국가의	 역할이나	 20세기에	 국가가	 하는	 
직접적인	 간섭주의적	 역할과	 비교하면	 국가가	 뒤로	 물러나	 있는,	 자본주의의	 고전적	 
‘ 자유방임’ 	 국면을	 경험했다.	 1873년	 이후에,	 미국과	 독일이	 이끄는	 세계	 
자본주의는	 힐퍼딩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 조직된	 자본주의’ 라고	 특징을	 부여한	 
것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860년대	 다섯	 개	 주요	 국가의	 재구조화에서,	 
1930년대	 세계	 공황에서,	 더욱	 집요하게	 초기	 자유주의적	 자유방임	 장치들에	 
집착한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더	 한층	 대규모로	 국가를	 이용했던	 다섯	 개	 열강	 
국가의	 출현을	 보는	 것은	 거의	 놀랄	 일이	 아니다.	 	 
그와	 나란히,	 1860년대	 세계	 경제의	 재조직화는	 또한	 국제	 사회주의의	 진원지를,	 
파리	 꼬뮌의	 패배	 이후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또는	 프루동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근접한	 것(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살레주의)으로	 이동시켰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에서	 ‘ 조직된	 자본주의’ (이	 용어는	 
곧	 외연적	 자본주의	 축적과	 내포적	 자본주의	 축적	 국면들로	 그것들의	 정확한	 구조적	 
정의가	 부여될	 것이다)의	 출현으로	 이행에	 대한	 이	 개략적인	 상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퍼즐의	 그	 다음	 조각은	 1873년	 불황으로	 시작된	 세계	 농업	 위기이다.	 
1846년	 영국	 곡물법은	 국제	 자본주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지대로부터	 
소득을	 뽑아내는	 계급들에	 대한	 산업	 이윤에서	 소득을	 얻는	 계급들의	 승리일	 뿐	 
아니라,	 농업에서	 육체	 노동에	 크게	 의존하던	 것에서	 국가	 경제를	 이미	 해방시킨	 
산업화	 과정의	 승리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산업화	 
과정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는,	 완전한	 산업화	 자체처럼,	 1846년에는	 
잉글랜드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1870년대	 이후부터	 대규모	 
산업을	 지니게	 되는	 미국은	 1890년대까지	 여전히	 원재료	 수출자로서	 산업화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1873년	 불황은	 자본주의	 발전에서	 ‘ 영국-
프랑스’ 	 시기에	 막을	 내렸을	 뿐	 아니라,	 세계	 농업	 시장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870년대에	 이르면	 농업과	 운송	 양쪽의	 혁신으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의	 대규모	 수출업자들이	 서유럽의	 더	 
소규모이며	 덜	 생산적인	 농업을	 압도할	 수	 있었다.	 1890년에	 이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유럽의	 여러	 항구들로	 을	 가져오는	 것이	 내륙으로	 1백	 마일	 
운송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혔다.	 1873-96년	 인민주의의	 절정기에	 미국	 국내	 
정치에	 이러한	 발전이	 미친	 명백한	 충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	 노동	 계급의	 
형성에	 그것들이	 미친	 무엇보다	 중요한	 충격은	 강조할	 수	 있다.	 1)	 남부	 유럽과	 
동유럽의	 낙후된	 농업	 지역들에서	 난민화된	 농민들의	 이민에	 박차를	 가했다.	 2)	 
노동자의	 소비의	 일부로서	 식량을	 자본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임금에서	 차츰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산업	 노동	 계급의	 임금	 항목은	 장기적으로	 
저렴화되었다.	 이러한	 발전으로	 미국	 자본주의는	 1880년대	 이래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전체	 기간	 동안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가	 되었다.	 
1815~73년	 기간	 ‘ 영국-프랑스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1873년	 이후	 미국과	 
독일의	 패권	 시기로	 집중되는,	 자본주의	 발전의	 두	 국면의	 이러한	 대치는	 여기서	 
제시한	 전체	 주장의	 중추이다.	 1914년	 이전	 기간에	 영국과	 경쟁하는	 산업	 열강들로	 
나타나게	 되는	 다섯	 개	 국가,	 즉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의	 1860년대	 
10년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다섯	 국가가	 자본주의의	 파산한	 ‘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영국-프랑스	 국면의	 완전한	 권리	 포기로	 드러난	 1930년대	 공황	 
관리의	 세	 가지	 주요	 ‘ 모델들’ ,	 이를	 테면	 미국의	 뉴딜,	 파시즘,	 스탈린주의의	 
중심을	 구성했다는	 점도	 언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정당의	 출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서	 계몽된	 절대주의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연속성은	 
우선	 독일,	 러시아,	 일본의	 초기	 역사에서	 그러한	 철저한	 개혁이	 한	 두드러진	 역할에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동계급	 정치의	 운명	 문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33~45년에	 제도적으로	 수행되었지만	 ‘ 진보의	 시대’ (미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1890~1913년을	 뜻한다�옮긴이)와	 1차	 세계대전	 시기의	 국가의	 
경제	 관리의	 선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영국-프랑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완전한	 권리	 포기로	 이행하는	 것이,	 미국에서만,	 자본주의	 국가에	 노동계급	 정당이	 
별로	 참여	 없이	 그리고	 국가의	 정당화에	 ‘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1865년	 이후에	 팽창하는	 데	 어떠한	 
국내의	 장애물도	 마주치지	 않았던	 자본주의가	 독자적으로	 이	 이행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전	 자본주의적	 사회	 세력을	 제거하는	 데	 이바지하는	 ‘ 대체	 
부르주아	 혁명’ 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역할이라는	 우리의	 특징	 부여에서	 이미	 
함축했듯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그리고	 다른	 식으로,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특별한	 사례에서)	 이	 이행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 사회주의적’ 	 노동자	 
정당들의	 지지에	 의존해야	 했다.	 미국에서	 사회	 생활에서	 종교가	 한	 진귀한	 역할과	 
민주주의	 정치	 운동들(잭슨	 시대,	 노예제	 폐지)에서조차	 종교가	 한	 역할은	 17세기	 
아메리카	 정치체의	 아주	 특별한	 기원과	 절대주의	 국가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음을	 
나타냈던	 것과	 똑같이,	 미국	 노동계급	 역사에서	 사회주의의	 주변성은	 ‘ 조직된	 
자본주의’ 로	 1873년	 이후	 국제적인	 이행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특별한	 상황을	 
지적한다.	 	 
이제,	 피상적으로나마,	 구조-경제	 이론에	 이	 이행의	 근거를	 위치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1815~73년	 시기	 대부분	 동안에,	 자본주의	 축적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과	 원천은,	 ‘ 시초	 축적’ 의	 폭력적	 과정에서,	 그들의	 생산수단으로부터	 
다양한	 소생자	 계층(농민,	 장인)의	 분리와	 내포적	 산업	 시설로	 그들의	 등록이었다.	 
초기	 자본주의	 산업	 중심지인	 잉글랜드,	 프랑스	 북부,	 벨기에,	 미국	 북동부에서,	 이	 
시초	 축적의	 주요한	 사회적	 충격은	 농업	 인구의	 산업	 인구로	 최종적인	 변형이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과	 경제사가들이	 자본주의	 발전의	 외연적	 국면이라고	 부른	 시기의	 
높은	 단계였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1873년	 이후	 미국과	 독일	 자본주의의	 발흥은	 초기	 산업	 열강들,	 특히	 잉글랜드를	 
희생시키며	 나왔는데,	 산업화	 과정의	 지리적	 위치의	 변화였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과정에서	 생산된	 잉여(이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가	 
1880년대부터	 자본주의	 생산과정	 자체의	 질적	 기술적	 강화로부터	 나오는	 잉여와	 
비슷해지고	 끝내는	 후자가	 앞지르게	 된	 상이한	 축적	 형태,	 즉	 내포적인	 축적	 형태로	 
변화였다.	 이	 과정의	 가장	 직접적이고	 친숙한	 징후는	 테일러주의였는데,	 이것은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숙련	 기술을	 말살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었다.	 마르크스의	 용어로	 하면,	 그것은	 구체적	 노동을	 교환	 가능한	 
추상적	 노동의	 실질적인	 자본주의	 형태로	 환원시킨	 자본주의	 발전	 단계였다.	 
테일러주의의	 의미는	 1873~96년	 ‘ 대불황’ 에서	 출현한	 자본주의에서	 종종	 
주목받았다.	 그러나	 생산	 시점에서	 노동자의	 이러한	 재편성은,	 비록	 중심적이지만,	 



당시에	 출현한	 더	 깊은	 구조적	 변화,	 즉	 자본주의	 축적	 안에서	 전체	 노동계급의	 소비	 
목록의	 재편성의	 한	 가지	 측면일	 뿐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내포적	 단계를	 특성화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테일러주의뿐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	 계급을	 
위한	 대량	 소비	 내구재와	 전반적으로	 저렴화된	 소비	 품목들의	 출현이다.	 
소비에서처럼	 생산에서	 자동차는	 이	 단계의	 전형적인	 상품이다.	 1870년대	 농업	 
불황을	 시작시킨	 농업	 생산성의	 대규모	 증가와,	 경공업	 내구성	 소비재	 생산에서	 
테일러주의적	 방법과	 기술	 혁신을	 통한	 노동	 강화가	 결합하면서,	 노동계급	 소비의	 
물질적	 내용의	 증가는	 가능해졌지만	 한편으로	 생산에	 자본가의	 총	 지출의	 증가로	 
노동계급	 임금	 항목은	 불변이거나	 하락했다.	 생산과	 소비의	 이러한	 결합된	 변형은	 
간헐적이고	 돌발적으로만	 나타났는데	 1920년대에	 미국과	 독일에서	 처음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결국	 1945년	 이후	 미국의	 비호	 하에서	 세계	 축척의	 축이	 
되었다.	 농업	 생산물에서	 시작한	 값싼	 재화를	 통한	 노동	 계급의	 소비	 구성의	 이러한	 
변화는	 제국주의의	 초과	 이윤으로	 가능하게	 되는	 빵	 부스러기라는	 레닌의	 개념보다	 
서구	 노동계급의	 개량주의에	 대한	 더	 나은(그리고	 더	 마르크스주의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치에서	 노동	 계급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른	 모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절대주의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본	 축적의	 외연적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나중에,	 1873~1945년	 기간에	 미국은	 노동계급	 정당의	 국가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도	 축적의	 내포적	 국면을	 위해	 국내의	 사회·정치	 제도를	 재편성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미국에서	 외연적	 발전에서	 내포적	 발전으로	 이행이	 지니는	 
유사점과	 대조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처음	 수행한	 다른	 
주요	 나라,	 즉	 독일의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유익하다.	 독일은	 1870년에서	 
1933년까지,	 사회제도로	 볼	 때,	 미국보다	 이	 이행에서	 더	 선두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	 번	 미국의	 이행이	 지닌	 독특성을	 강조한다.	 독일에서는,	 절대주의와	 
노동계급당	 모두	 중요했다.	 독일은	 나폴레옹에	 맞선	 해방	 전쟁	 이래로,	 19세기	 초	 
자유방임	 경제학에	 대치되는,	 피히테에서	 리스트로	 이어지는,	 중상주의적	 발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것이	 17세기와	 18세기에	 유럽에서	 열강	 
지위로	 상승한	 프러시아	 국가의	 중상주의(또는	 관방학파)	 정책의	 위치	 전환에	 
지나지	 않았다.	 1789년	 이전	 중상주의	 국면과	 나폴레옹	 시기	 ‘ 워로부터	 시민	 
사회의	 창출’ 	 양쪽	 모두에서	 결정적이었던	 프러시아	 행정직의	 연속성을	 통해서,	 
1850년과	 그	 후에	 독일은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도	 알려지지	 않은	 기술	 혁신을	 
지향하는	 교육과	 연구	 제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1870~71년	 프랑스의	 
군사적	 굴욕으로	 대미를	 장식했던	 1864~70년에	 유럽	 지도에서	 독일의	 갑작스런	 
분출	 이후에	 발전도상에	 있는	 모든	 산업	 국가들이	 선망하는	 모델이	 되었다.	 (그	 
시기의	 전후	 ‘ 일본’ 과	 메이지	 일본은	 프러시아의	 행적	 기술을	 부지런히	 



모망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내포적	 국면은	 테일러주의적	 과학적	 관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초기	 산업	 발전의	 마구잡이식과는	 대조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과학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에	 의해서도	 특징	 지워진다.	 이	 영역에서	 
프러시아의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n)	 체계와	 국가	 연구	 단체는	 경쟁	 
상대가	 없었으며,	 1880년대에	 이르면	 독일의	 과학적	 농업과	 군사적	 응용에서뿐	 
아니라	 화학,	 전자공학,	 강철	 산업에서	 그	 결과물들을	 모두가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포적	 자본	 축적의	 국면	 동안	 이러한	 ‘ 독일(또는	 프러시아)의	 상태’ 가	 
지니는	 의미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독일의	 카르텔	 구조와	 그것의	 규제는	 
1890년대부터	 미국에서	 연구되고	 모방되었는데,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	 준비	 은행을	 
만드는	 1913년	 법을	 위한	 모델로	 독일	 제국은행(국립은행)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노동계급	 운동의	 역할과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미국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	 독일은	 노동계급	 정당과	 국가	 
기구에	 그	 당의	 등록이라는	 점에서	 선두주자였다.	 사회민주당원이며	 국가주의적	 
개혁가인	 라살레는	 1860년대에	 비스마르크에게	 제의했고(그리고	 비 리에	 만났을	 
것이다),	 1878년에서	 1890년까지	 사회민주당원이	 대부분의	 정치	 활동을	 금지	 
당했을	 때(의회선거에	 참여는	 금지당하지	 않았지만)조차	 비스마르크의	 국가는	 건강	 
보험과	 다른	 복지	 국가	 조치의	 혁신에서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했다.	 	 
SPD가	 1914년까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동안에,	 마르크스는	 
1875년	 �고타	 강령	 비판�에서	 ‘ 인민의	 국가’ 라는	 라살레주의적	 사상에서	 
자신의	 이론과는	 전적으로	 맞지	 않는	 위험한	 사상,	 더욱이	 이후	 파시스트적	 ‘ 노동	 
공동체’ 	 이데올로기의	 선조격인	 사상을	 보았다.	 1914년	 이후에	 사회민주당원들은	 
독일의	 전쟁	 노력에	 가담했으며	 1918~20년에는	 군대와(1917년	 그뢰너-샤이데만	 
조약)	 이후에는	 우익	 의회	 집단과	 협력하여	 1919년에	 갓	 생겨난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의	 독일	 공산당의	 목을	 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를	 관리하고	 변형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SPD	 쪽의	 ‘ 배반’ 이나	 ‘ 결탁’ 이	 아니다.	 
1920년대에	 주춤거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1945~75년)에,	 독일과	 선진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서,	 외연적	 축적으로부터	 내포적	 축적으로	 변화를	 수반한,	 
간략하게	 묘사한	 더	 큰	 혁신의	 맥락	 안에서	 일어난,	 주요한	 구조적	 혁신은	 (권력	 
내부나	 외부에	 있던	 SPD와	 더불어)	 ‘ 인민의	 국가’ 의	 복지	 
국가적·조합주의적(corporatist를	 이렇게	 옮겼다)	 이데올로기의,	 라살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	 연속이라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독일에서	 일어난	 것은	 같은	 이행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절대주의가	 근대	 산업을	 탄생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은	 1890~1914년	 기간과	 뉴딜	 정책	 착수기에	 독일의	 제도적	 
장치들을	 ‘ 빌려왔다’ .	 
	 



	 

4.	 미국에서	 산별	 노동조합주의로	 돌파:	 자기	 개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	 끌려가는	 과정	 	 
	 
미국의	 노동계급	 도시들은,	 토지에서	 이들	 집단들을	 내쫓은	 유럽	 사회사의	 리듬과	 
연결된,	 연속적인	 이민층의	 ‘ 고고학’ 일	 뿐만이	 아니다.	 앞에서	 논의한	 자본주의의	 
외연적	 발전과	 내포적	 발전의	 두	 단계가	 AFL-CIO의	 구조	 안에	 끼여	 있다.	 
근대	 복지	 국가의	 발전이	 가장	 앞섰던	 나라인	 독일에서	 1878-90년	 반	 사회주의	 
법률의	 기간과	 그	 후에	 SPD가	 발흥한	 데에	 뒤이어,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1890~1905년에	 근대적	 형태의	 사회주의	 정당들을	 발전시켰다.	 1898-1900년에	 
이르면,	 1889년에	 창설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독일	 수정주의	 논쟁과	 프랑스의	 
랑(Millerand)	 위기(둘	 다	 사회주의로	 이전하는	 데에서	 기존	 자본주의	 국가의	 이용	 

문제가	 중심이었다)로	 이미	 내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에,	 1896년	 
미국의	 중요한	 선거의	 뒤를	 이어,	 미국	 노동	 계급	 대다수는	 공화당	 지지	 쪽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각	 나라에서,	 정당과	 노동조합	 사이의	 상이한	 관계가	 나타났다.	 
1906년에	 창설된	 영국	 노동당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프랑스	 
SFIO(1905년	 창설)에서는	 노동조합	 연맹인	 CGT(노동총동맹)가	 1906년	 유명한	 
아미앙	 헌장(Amiens	 Charter)에서,	 정치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결정하고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직접	 행동과	 총파업	 이론으로	 방향을	 잡았다.	 독일에서는	 SPD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노동조합을	 지배했다.	 미국에서는	 1892~94년	 파업의	 압력	 
하에서	 AFL은	 그	 역사의	 한	 시기	 동안	 독립적인	 노동당이	 되려고	 시도하기	 직전까지	 
나아갔지만	 1895년에	 뒤로	 물러섰다.	 미국	 사회당은	 1900~12년에	 절정기였는데	 
노동조합	 운동과	 어느	 정도라도	 접한	 관계를	 확립하는	 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1905년에	 그러한	 조직을	 발진시키려는	 IWW와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공동	 노력은	 
1년을	 지속하지	 못했다.	 	 
미국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계급	 정당을	 만들려는	 연속적인(SP,	 SLP,	 CP)	 시도에	 
대해서	 많은	 ‘ 제도사’ 적	 접근이	 있었다.	 그리고	 AFL과	 CIO	 뒤에는	 각각	 외연적	 
자본	 축적과	 내포적	 자본	 축적에	 상응하는	 직능	 조합과	 그	 다음	 산별	 노동조합주의의	 
두	 국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된다(비록	 이	 두	 국면이	 일반적으로	 이	 
용어들로	 묘사되지는	 않을지라도).	 미국	 노동	 계급의	 정치적·노동조합적	 표현들에	 
대한	 역사	 서술에서	 일반적으로	 놓쳐온	 것은	 여기서	 전개한	 상이한	 가닥들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망이었다.	 여기서	 옹호한	 가장	 기본적인	 논제는	 다른	 모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계급의	 역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노동계급이	 국가에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	 없이	 내포적	 축적을	 위한	 제도적	 창치들이	 
발전하였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E.	 P.	 톰슨의	 �영국	 노동	 계급의	 형성�으로	 고무된	 
많은	 노동계급의	 역사는	 상이한	 지역의	 미국	 노동자의	 경험에서	 종교적,	 인종적,	 
직능적	 요소들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작업의	 주요	 부분은	 (처음에	 지적했듯이)	 미국	 



노동계급의	 경험에	 대한	 초기의	 취급이	 가지고	 있던	 예전의	 제도적(노동조합과	 
정당)	 치우침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1970년대의	 많은	 작업이	 테일러주의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작업장	 통제를	 위한	 초기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유럽과	 비교하는	 시각의	 결여로	 인하여,	 이	 작업은	 유럽	 노동계급	 정당들에서	 
(위에서	 분석한)	 ‘ 대체	 부르주아	 혁명’ 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에	 그러한	 당이	 없는	 것을	 그런	 대체	 부르주아	 혁명의	 필요성의	 
부재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좀	 더	 면 하게	 살펴보자.	 1863년에	 독일	 SPD의	 형성	 시기에,	 미국	 
북부의	 산업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기구와	 급진	 공화주의	 이데올로기의	 비호	 하에	 
동원되었다.	 1890년	 이후	 제2인터내셔널의	 다른	 정당들이	 형성되던	 시기에,	 미국	 
노동계급은,	 1890년대	 초	 철도와	 강철	 파업에서	 피를	 흘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96년	 ‘ 결정적	 재정렬(critical	 alignment:	 정치제도의	 결정적인	 변화를	 수반한	 
선거를	 일컫는	 정치학	 용어�옮긴이)’ 	 선거에서	 공화당	 후원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1860년의	 결정적인	 10년에	 혁신된	 다섯	 개	 나라에서	 민주주의적	 복지	 
국가,	 파시즘,	 스탈린주의가	 축적	 조건의	 개건을	 끝마치고	 있던	 1930년대에,	 미국	 
노동	 계급과	 1934~37년의	 미국	 노동	 계급의	 동원은	 뉴딜	 연합과	 민주당	 안에	 
비교적	 수월하게	 흡수되었는데,	 그때부터	 노동	 계급은	 대체로	 그곳에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	 접근은	 국가에	 대한	 노동조합	 운동의	 관계에	 있다.	 
노동계급	 정당이	 미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산별	 노동조합주의는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다.	 1840년대부터	 세기	 전환기까지	 노동조합의	 성공적인	 
조직화는	 직능별	 생산에서	 일어난	 반면	 대규모	 산업에서는	 1877년,	 1892~94년,	 
1912년	 또는	 1919년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주의는	 고용주들의	 후원	 
하에서	 성공적으로,	 사적인	 군대와	 핑커턴(Pinkerton)	 호위대를	 통해	 
최종적으로(1892년	 카네기	 철강회사의	 파업에서처럼),	 분쇄되었다.	 (지역	 
민병대와	 사적인	 준군사	 조직의	 이러한	 사용이	 노동계급의	 에너지를	 연방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것에서	 어떻게	 비껴나가게	 하는	 경향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독일에서,	 그리고	 더	 적은	 범위로	 프랑스에서,	 
대규모	 산업은	 1900년에	 이르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거나	 조합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나라들에서	 조합화의	 진행은,	 1914년에	 제2인터내셔널	 당들의	 몰락과	 
더불어	 ‘ 사회	 애국주의적’ 	 정부들의	 갑작스런	 형성이	 주요한	 모든	 교전국들의	 
노동조합	 임원들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	 안의	 전쟁	 부서로	 끌어들일	 정도였다.	 
사무엘	 곰퍼스(Samuel	 Gompers)의	 AFL이	 1917년	 이후	 그런	 식의	 참여에	 명부를	 
올렸지만,	 그	 해의	 IWW와	 좌익	 사회당원들에게	 쏟아진	 억압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아주	 사소한	 현상이	 지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러시한	 혁명,	 
독일과	 영국에서	 폭동에	 가까운	 상황,	 그리고	 1919~20년의	 파업의	 물결을	 통하여	 
프랑스	 산업에서	 노동조합화의	 거대한	 확장이	 일어났지만,	 1919년	 미국에서	 파업의	 
폭발은	 1920년	 새로운	 억압의	 물결로	 이어졌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장위원회들과	 



다른	 조합주의적	 형태들의	 물결이	 일어났지만,	 무솔리니의	 노동법(Carta	 del	 
Lavoro)	 같은	 문제	 있는	 영향력을	 지닌	 것을	 모델로	 한	 뉴딜의	 노동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미국	 노동	 계급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요소들이	 나오지	 않았다.	 1920년	 
이후에	 미국	 산업	 노동	 계급은	 1934~37년	 대중	 파업	 때까지	 초기	 혼란과	 분산	 
상태로	 돌아갔다.	 독일과	 미국의	 각각의	 산업체에서	 진행된	 1920년대	 합리화	 
운동에는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SPD가	 합리화를	 지지한	 반면에,	 미국에서는	 
1920년	 적색	 공포(Red	 Scare)와	 파머	 습격(Palmer	 Raids:	 러시아	 출신	 이민자	 
축출	 사건�옮긴이)	 그리고	 1920~21년	 불황의	 진정	 이후에,	 대규모	 산업에서	 
합리화를	 위해	 조합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유럽에는	 노동계급	 단체들이	 새로운	 대규모	 산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내포적	 축적	 국면의	 조합주의적이고	 복지	 국가적	 조절로	 자본주의를	 고	 나가는	 데	 
중심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1934년	 이후에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했지만	 
국가의	 정치	 영역에는	 그러한	 노동계급의	 존재가	 전혀	 필요	 없었다.	 마지막으로,	 
1890~1945년	 미국	 노동계급	 조직의	 발전에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구조적	 
동력은	 세계	 경제의	 변형과	 그	 변형에서	 미국이	 차지한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1870년에서	 1914년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대규모	 산업은	 
잉글랜드의	 국제적	 헤게모니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1900년쯤에는	 잉글랜드를	 
산업적으로	 능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앞선	 시기의	 헤게모니에	 기초해서,	 사실상의	 
준비	 통화인	 파운드화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잉글랜드는	 세계	 금융의	 역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받치는	 생산재의	 역할에서	 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1968~73년	 이래로	 미국은	 대략	 그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	 
1914~45년의	 30년의	 위기는	 미국이	 세계	 금융	 무대에서	 영국의	 위치를	 대신해서	 
차지하는	 이행의	 위기였는데,	 새로운	 축적	 국면을	 허가하는	 새로운	 평형	 상태를	 
창조하는	 데	 거의	 30년이	 걸렸다.	 이	 이행에서는,	 1945년	 이후	 호황의	 길이와	 
깊이가	 영국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	 ‘ 최후수단의	 대여자(貸與者)’ 의	 재확립에	 
기인할	 뿐	 아니라	 1944~48년에	 출현한	 제도적	 장치들(브레튼	 우즈,	 IMF,	 
세계은행,	 GATT	 같은	 것들)에서	 표현된	 세계	 경제의	 거대한	 국제화	 때문이기도	 
했다는,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2차	 
세계대전까지의	 국가	 관세와	 자본의	 구조	 안에	 한정되어	 있던	 미국과	 독일의	 대규모	 
산업의	 억압된	 힘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	 것이	 바로	 이	 국제화였다.	 1945년	 
이후	 ‘ 복지	 국가’ 의	 창출은	 이러한	 국제적	 장치들의	 창출과	 분리할	 수	 없는데,	 
이것은	 1973년	 이후	 이러한	 장치들의	 위기와	 동시에	 일어난	 복지	 국가의	 위기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미국	 국가의	 뉴딜	 식	 변형의	 성공은,	 1945년	 이후에는	 그것의	 연장이었던,	 국제	 
제도들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데,	 이는	 194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경제의	 팽창	 
국면을	 1945년에	 확립된	 달러의	 국제적	 역할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성취된	 세계	 경제의	 국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세계가	 1930년대	 국가	 독재적	 체제들의	 난국에서	 자신을	 평화적으로	 
탈출시켰으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런던	 시티에서	 시작하여,	 너무도	 많은	 
나라의	 너무나	 많은	 특유한	 집단들이,	 호황	 조건의	 복귀를	 허용한	 무역	 수준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전에,	 새로운	 국제	 구조로	 강제적으로	 통합되어야	 했다.	 더욱이	 
1945~73년	 호황에	 대한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1920년대에	 미국과	 독일의	 대규모	 
산업에	 의해	 정교화된	 생산과	 소비	 형태가	 선진	 자본주의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이야기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난	 후	 몇	 십	 
년	 동안에	 일어난,	 미국에서	 산별	 노동조합주의로	 돌파는,	 새로운	 축적	 국면과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위하여	 미국	 국가와	 경제의	 국내적	 재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1870년부터	 1920년대까지	 가차	 없이	 
투쟁한	 산별	 노조들은	 1930년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중요한	 자본가	 
집단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뉴딜	 노동	 법률의	 암묵적인	 고무와,	 
1934~37년의	 투쟁적인	 분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뉴딜	 정책에	 대한	 완강한	 
자본주의	 반대자들을	 패배시키기	 위한	 대중	 운동의	 정치적	 도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최악으로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사직으로	 수용되었다.	 서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다양한	 정도로	 수용을	 얻어낸	 산별	 노조가	 전시	 정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모든	 나라에서	 전쟁	 동안과	 그	 후에	 노동계급	 정당들이	 국가에	 명시적으로	 
참여하면서,	 ‘ 사회적	 화해(Bürgfrieden)’ 를	 시행했다.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산별	 
노동조합주의로	 최종적	 돌파가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위한	 미국	 국가의	 전반적인	 
개조의	 맥락	 안에서	 일어났다.	 CIO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인정된	 지	 4년	 후에,	 그와	 
동일한	 노동조합들이	 반항적인	 일반	 노동자들에	 맞서	 ‘ 무파업	 서약’ 을	 시행하고,	 
전시	 임금-가격	 위원회에서	 일하며,	 1930년대	 조직화의	 동력에서	 얻은	 광범위한	 
이익을	 포기하고	 있었다.	 서유럽에서는	 산별	 노조에	 대한	 응답으로	 조합주의적	 노동	 
통합	 형태들(혁명적	 대중	 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이	 발전되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산별	 노동조합주의의	 창출이	 뉴딜의	 조합주의적	 집단	 교섭	 입법에	 이어	 나왔다.	 
노동계급	 정당들이	 전간기와	 1945년	 이후에	 권력	 내부와	 외부로	 이동해야	 했던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합주의적	 형태들이	 정치적으로	 끌려가는	 
노동계급	 정당들과	 더불어	 정교화되었으며,	 결국	 그것을	 돌파하는	 데	 어떤	 독자적인	 
정당도	 필요하지	 않았다.	 	 
	 
	 

5.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주변성,	 1900~45년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세력으로서	 사회주의의	 부재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틀을	 
확립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경험,	 우선	 사회당	 그리고	 다음으로	 
공산당의	 구체적인	 경험을	 검토할	 위치에	 있다.	 



미국	 사회당은,	 트로츠키가	 1917년	 뉴욕에	 체류할	 때	 ‘ 치과의사들의	 
사회주의’ 라고	 불렀던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개량주의적	 중도파와	 우익의	 
지배로	 특징	 지워진다.	 1900-12년	 전성기	 동안에,	 미국	 사회주의의	 잠재적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는	 그들이	 드	 리온(De	 Leon)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에서,	 IWW에서,	 그리고	 뉴욕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유대인	 아나키스트들	 
같은	 이주민	 빈민가의	 흐름들에서,	 당의	 좌익으로	 흩어져	 있음을	 알았다.	 당의	 가장	 
강력한	 경험은,	 뎁스의	 1912년과	 192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제쳐놓으면,	 
1910년대에	 SP의	 자치	 도시	 사회주의자의	 선거	 승리들과	 인민주의가	 소멸한	 후에	 
중서부와	 남서부의	 농업	 급진주의자들	 사이에	 끼친	 당의	 영향력이었다.	 유럽	 대륙의	 
당들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사회당은	 노동조합	 연맹이나	 그와	 가까운	 어떤	 것도	 결코	 
설립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SP의	 지배적인	 어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뎁스나	 존	 
리드	 같은	 인물들보다	 워키	 시장	 빅터	 버거(Victor	 Berger)였다.	 어떤	 뜻에서,	 
SP는	 1870년대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	 같은	 미국	 노동계급	 조직들보다	 
오히려	 열등했는데,	 노동기사단은	 그	 자체로	 정당은	 아니었고,	 직능,	 민족	 집단,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를	 조직했다.	 SP는	 캘리포니아	 지부가	 
1908년에	 반(反)	 아시아	 이민법을	 지지했을	 때처럼	 구성원	 내의	 
인종주의적·쇼비니스트적	 요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SP는	 (그	 다음	 미국	 CP처럼)	 중요한	 이론	 단체를	 생산하지	 못했다.	 당의	 가장	 
인상적인	 좌익	 인물인	 뎁스는	 위대한	 토박이	 노동계급	 지도자였지만	 유럽의	 주요	 
제2인터내셔널	 당들의	 좌익이	 배출한	 정치	 지도부	 수준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없었다.	 그런	 수준의	 능력을	 지녔을	 만한(그리고	 때때로	 레닌	 같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한	 사람인,	 다니엘	 드	 리온은	 사회주의	 노동당에	 고립되어	 있었다(다른	 
견해에	 따르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미국에서	 SLP가	 분파의	 지위를	 넘어	 
승격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반면,	 드	 리온의	 저작은	 해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해외에서	 그것은	 1900~10년	 기간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의	 투쟁적	 
생디칼리슴	 운동과	 교차했다.	 그래서	 드	 리온은	 더	 좋은	 사회	 환경에서라면	 정말로	 
성공했을지	 모른다.	 1905~6년에,	 SLP와	 IWW가	 잠시	 동안	 유럽	 대륙의	 모델과	 
비슷한	 당-노동조합	 연맹	 관계를	 설립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와	 상호	 비방으로	 
끝나고,	 드	 리온의	 확고부동한	 정통과	 IWW의	 생디칼리스트들의	 기저에서	 흐르는	 반	 
정치적	 편향의	 양립	 불가능으로	 인해	 (적어도)	 비틀거렸다.	 그러나	 드	 리온은	 
제2인터내셔널의	 대회들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대회에서	 그는	 
베른슈타인주의와	 카우츠키주의	 중도파에	 맞선	 로자	 룩셈부르크의	 싸움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생애	 말에	 레닌은	 드	 리온을	 1914년	 이전	 
기간의	 독창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역사는	 드	 리온에게	 
그의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황을	 주지	 않았다.	 	 
미국	 SP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편으로는	 자체의	 모호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었다.	 이론적·정치적	 명료함이	 부족하여	 오른쪽에	 당과	 



인민주의와	 점진주의	 그리고	 왼쪽에	 IWW와	 SLP	 사이의	 노선에서	 우물쭈물했다.	 
어쨌든	 이때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깊이	 보루를	 구축하고	 있던	 
시대였다.	 ‘ 자유주의’ ,	 ‘ 사회주의’ ,	 ‘ 공산주의’ 가	 거의	 교환	 가능하게	 
사용되던	 1848년	 유럽에서처럼,	 미국	 SP는	 독점체와	 트러스트에	 반대하거나	 
깨끗한	 자치시	 정부와	 공익	 시설의	 공유제를	 지지하는	 폭로	 선동이	 
‘ 사회주의적’ 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1914년	 이전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강령의	 아주	 많은	 부분을	 
실현했거나	 실현할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소련	 경험의	 와해,	 두	 세계대전	 사이	 
기간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여러	 좌익	 정당들의	 실패	 이전에,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를	 자칭하는	 어떤	 정당도	 국가를	 통제하기	 이전에,	 자본주의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란	 오늘날보다	 더	 어려웠다.	 
점진주의자들과	 그	 다음	 뉴딜	 국가가	 자본주의의	 착취를	 크게	 합리화하기	 이전에,	 
이것	 중	 어떤	 것도	 그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앞	 절에서	 전개한	 주장에	 따라,	 미국	 사회주의의	 확산	 그리고	 다른	 여러	 개혁	 운동과	 
사회주의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움은,	 유럽의	 형재애적	 당들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의	 업무가	 국가	 기구의	 개혁을	 위해	 결코	 필요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SP	 그리고	 그	 다음에	 (뉴딜	 기간에)	 CP가	 
정직한	 자본주의	 개혁가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이	 정당들은	 
보루를	 구축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구조의	 저항에	 맞서	 곤란을	 겪어야만	 하지	 
않았는데,	 중유럽과	 동유럽의	 비틀거리는	 군주제	 체제들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구조에	 직면해야	 했다.	 전쟁	 전	 미국에는,	 그보다	 정도가	 덜하지만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처럼	 보루를	 구축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 점진주의적’ 	 자본주의	 세력이	 있었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처럼	 노동계급의	 급증에	 놀라	 그런	 보수주의자들과	 
배타적인	 동맹을	 결성한	 자본주의	 세력이	 없었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미국	 
사회주의는	 당면	 상황에	 따라	 뚜렷하게	 자신을	 정의하도록	 결코	 강요받지	 않았다.	 
미국	 사회주의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드	 리온의	 SLP처럼	 주변적인	 성격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1900~12년에	 미국	 SP에서	 오직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게	 남아	 있던	 현실이	 뉴딜	 
정책	 시대의	 CPUSA에서는	 완전히	 정교화되었다.	 여기에서는,	 SP의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사회주의	 정당이	 10년	 이상	 동안	 그	 나라의	 정치	 환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민전선	 시대에	 에스파냐나	 프랑스,	 또는	 
1944~7년에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에	 존재했던	 그에	 상응하는	 유럽	 세력과는	 
달리,	 CPUSA는	 결코	 국가의	 당에	 근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CP는	 CIO의	 
창설에서	 수행한	 역할을	 통해,	 동조하는	 예술인과	 지식인들에	 준	 영향을	 통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뉴딜	 관료제에서	 미국의	 전쟁	 노력과	 영향력에	 대한	 
그것의	 열렬한	 지원을	 통해(다시	 실제	 당원보다는	 동조자들을	 통해),	 그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향유하지	 못한	 영향력을	 미국	 정치에	 행사했다.	 
1935~9년의	 절정기에,	 CPUSA는	 어쩌면	 10만	 당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동조	 세력을	 통해	 그	 당원들과는	 아주	 비례하지	 않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집중해서	 다룰	 수	 없는	 뉴딜	 정책과	 2차	 세계대전	 동안에	 CP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이미	 작성되었다.	 SP,	 IWW,	 SLP의	 좌익에서	 CP가	 출현하는	 
역사,	 1920년	 적색	 공포	 시기	 동안	 그것의	 분산,	 또는	 CP가	 SP의	 잔여	 세력과	 AFL	 
관료들에게	 코민테른의	 ‘ 사회-파시즘’ 	 분석을	 적용한	 1928~34년	 ‘ 제3	 
시기’ 에서	 그것의	 역할은	 이	 논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앞선	 분석에	 따라	 나온,	 
남은	 문제는	 제3	 시기	 수사학을	 버리고	 1935년에	 뉴딜	 정책을	 수용한	 후에	 CP의	 
영향력이	 지닌	 출처와	 충격이다.	 	 
SP와	 CP의	 역사에	 대한	 대부분의	 저술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도·정치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CIO의	 형성에	 관한	 노동사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거나	 
파업들에	 대한	 연대기적	 설명을	 제공하는	 제도사들이다.	 그러나	 1890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에서	 사회주의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독자는	 1930년대에	 
좌파의	 지배적인	 담론이	 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	 1890~1930년	 기간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사이에	 존재하는	 불연속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앞	 
시기에는	 뎁스식의	 사회주의,	 드	 리온의	 정통과	 그것의	 가끔의	 섬광,	 IWW의	 
생디칼리즘,	 �대중�(The	 Masses)의	 초기(1908~17)	 국면에	 표현되었던	 것	 같은	 
그리니치	 빌리지(당시	 반체제	 예술가와	 작가들이	 모여	 살던	 곳�옮긴이)	 급진주의,	 
또는	 유대인	 아나키즘,	 이	 모두가	 빅터	 버거	 집단의	 더욱	 사무적인	 자치도시	 
‘ 치과의사	 사회주의’ 와	 경쟁했다.	 그와는	 반대로	 1930년대	 이데올로기	 논쟁을	 
고려하면,	 점진주의와	 초기	 뉴딜	 정책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의	 합리화가	 좌파	 내의	 
경쟁	 이데올로기들을	 ‘ 계층화하고’ 	 그	 범위를	 크게	 축소시킨	 것	 같다.	 가시적인	 
지도부의	 수준에서	 볼	 때(단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불연속은	 윤곽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거기에	 존재한다.	 CPUSA가	 되기	 위해	 
융합했던	 집단들의	 초기	 기간,	 다시	 말해	 구	 SP,	 와블리스(Wobblies:	 IWW,	 즉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을	 일컫는	 말�옮긴이),	 SLP에서	 제일	 나은	 부분의	 비교적	 
무정부주의적인	 융합에	 지나지	 않았던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이전	 드	 리온의	 
경우처럼,	 모호한	 몇몇	 일류	 마르크스	 지식인과	 노동계급	 지도자들을	 끌어들이고	 
배출했는데,	 이는	 그들의	 역사적	 정황이	 그들에게	 제공한	 것	 때문이었다.	 존	 리드,	 
제임스	 캐넌,	 막스	 샤흐트먼,	 막스	 이스트먼(Max	 Eastman),	 또는	 루이스	 
프레이너(Louis	 Fraina)	 같은	 인물들은	 그에	 상응하는	 유럽인들인	 
보르디가(Bordiga),	 루카치(Lukács),	 고르타(Gorter),	 판네쿡(Pannekoek),	 또는	 
코르쉬(Korsch)와	 비교할	 만한	 이론적	 저작을	 생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와	 스탈린주의	 반혁명의	 국제적인	 통합에	 완강히	 그리고	 
때로는	 탁월하게	 맞섰던	 지도자들이며	 투사들인데,	 1934년	 미니애폴리스의	 
‘ 원형적	 소비에트’ 에서	 그리고	 1934-7년	 파업	 물결이	 일어날	 때	 다른	 지역에서	 



‘ 공산주의는	 20세기	 아메리카니즘이다’ 	 같은	 슬로건이	 노동조합	 운동의	 대다수를	 
집결시키고	 좌파를	 한	 세대	 이상이나	 뉴딜	 국가로	 조직하던	 분위기에서	 혁명가답게	 
행동했다.	 
이러한	 발전에	 대한	 제도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는	 
1870년대	 이래로	 초기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 영국-프랑스’ 	 시대를	 미국과	 
독일이	 대신하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 외연적’ 	 축적	 국면에서	 ‘ 내포적’ 	 축적	 
국면으로	 자본주의의	 세계적	 규모의	 변형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제공하려	 한다.	 
그것이야말로	 미국	 SP와	 CP	 각각의	 역사를	 앞에서	 제시한	 포괄적인	 분석과	 구체적	 
연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틀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이론의	 피폐화,	 
1890-1920년	 대중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급진주의의	 ‘ 비타협적’ 	 흐름들의	 민간	 
전승적	 상태로	 추락,	 이를	 테면	 뎁스,	 최고의	 농업	 급진주의자들,	 IWW,	 드	 리온,	 
�대중�의	 문화적	 급진주의,	 또는	 뉴욕	 의류업의	 유대인	 아나키스트들의	 민간	 
전승적	 상태로	 추락은,	 점진주의에서	 처음	 겉으로	 드러나고	 1933년	 이후	 뉴딜	 
정책에서	 절정에	 달한	 사회	 생활의	 국가화(statification)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것이다.	 미국과는	 반대로,	 1930년대와	 1940년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	 
공산당원들의	 국가	 참여는	 강함이	 아니라	 나약함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만	 그러한	 
참여가	 그	 국가화를	 완수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국가와	 국가의	 이른바	 자율성에	 집착하는	 
당대의	 분위기에서)	 이	 분석은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변형을	 국가의	 작용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1934~45년	 외연적	 축적에서	 내포적	 축적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국면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복지	 국가들이	 그에	 
순응하여	 창조되었던	 변화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시각이	 지닌	 힘은	 사회주의의	 피폐화를	 (이	 글	 도입부의	 인용문에서	 
엥겔스가	 경고했듯이)	 지도자들,	 또는	 정당의	 ‘ 관료화’ ,	 또는	 ‘ 배반’ 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그러한	 
주의주의적,	 도덕주의적,	 또는	 관념론적	 설명(‘ 그들은	 잘못된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 )을	 탈피하고	 자본주의	 축적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형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1933~45년과	 비교하여	 1890~1920년에	 노동계급	 운동과	 그	 운동의	 
단체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념들	 사이의	 질적	 변화를	 ‘ 볼’ 	 수	 없다.	 이들	 분석들	 
가운데	 몇몇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쓴	 것으로,	 진행	 중인	 퇴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혼동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직접	 싸우려고	 하는	 조류들에	 의해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향한	 찬란한	 시기가	 거의	 없던	 기간이었을지라도,	 70년의	 시간이	 
가져다준	 지혜로	 인해,	 뉴딜	 시대의	 가장	 눈치	 빠른	 사람들조차	 놓쳤던	 관점이	 
가능해진다.	 1930년대	 세계	 공황,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발흥,	 반파시즘	 인민	 
전선의	 압박,	 2차	 세계대전,	 전후	 기간의	 저항	 운동과	 전투(유럽에서는	 ‘ 국가	 재건	 
정부들’ ,	 미국에서는	 매카시즘),	 이	 모든	 것	 때문에	 어떤	 타입의	 
사회주의자들일지라도	 세계적	 축적에서	 진행	 중인	 국면	 변화를	 느긋하게	 분석할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미국	 지배하의	 1945~73년	 호황을	 예견할	 여유는	 훨씬	 
적었다.	 1930년대	 공황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주의의	 죽음의	 고통처럼	 
보였으며,	 그것을	 발생시킨	 사회	 병리학은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의	 실질적인	 오랜	 
역사적	 경쟁자로	 간주한	 야만주의처럼	 보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을	 
위해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나	 심부름하는	 소년의	 역할에	 공산당이	 이름을	 올린	 
것을,	 최상의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배반으로,	 지도부와	 전술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는	 쉽다.	 뒤에	 생긴	 지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1890~1945년	 기간의	 구조적	 변형을	 그것을	 통해	 수행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국가들과	 정치체들에	 대한,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견해이다.	 이것은	 뉴딜,	 
파시즘,	 인민	 전선	 또는	 스탈린주의가,	 제임스	 버넘(James	 Burnham)이나	 부르노	 
리찌(Bruno	 Rizzi)	 같은	 인물들이	 1940년대에	 주장하려	 했던	 것처럼,	 정말로	 똑같은	 
정치	 구성체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앞에서	 논했듯이,	 1860년대	 
이래로	 진행	 중인	 단일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형에	 대한	 특정	 국가	 영역의	 
반응이었다.	 특정	 시간의	 전망은	 행위자들의	 ‘ 배후에서’ 	 작동하는	 어떤	 다른	 
세력들을,	 이데올로기나	 정치	 형태들의	 싸움	 뒤에서,	 눈에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회고적	 분석의	 목적은,	 득의양양하게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적당하게	 위치를	 바꾼	 현대적	 형태로,	 그러한	 대립의	 역사적	 
확장이	 준비되고	 있는	 당대의	 상황을	 조명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Agl ietta,	 Michel,	 1979,	 Theory	 of	 Capita l ist	 Regulat ion ,	 London:	 New	 Left	 
Books.	 
Al len,	 Theodore	 1994,	 The	 Invent ion	 of	 the	 White	 Race ,	 London:	 Verso.	 
Aston,	 T.H.	 and	 C.H.E.	 Phi lp in	 (eds.)	 1985,	 The	 Brenner	 Debate ,	 
Cambridge:	 Cambridge	 Univers ity	 Press.	 
Bernstein,	 Irv ing	 1972,	 Lean	 Years:	 History	 of	 the	 American	 Worker,	 
1920~1933 ,	 New	 York:	 Houghton	 Miff l in.	 
Burnham,	 W.	 D.	 1981,	 “ The	 1980	 Earthquake” 	 in	 Ferguson	 and	 Rogers	 
(eds.)	 1981.	 
Cash,	 W.	 J.	 1940,	 The	 Mind	 of	 the	 South ,	 New	 York:	 A.	 A.	 Knopf.	 
Croly,	 Herbert	 1965	 [1912],	 Marcus	 Alonso	 Hanna ,	 Hamden:	 Archon	 
Books.	 
Diggins,	 John	 P.	 1972,	 Mussol in i	 and	 Fascism:	 The	 View	 From	 America ,	 
Pr inceton:	 Pr inceton	 Univers ity	 Press.	 
Draper,	 Hal	 1977-90,	 Karl	 Marx's	 Theory	 of	 Revolut ion ,	 New	 York:	 



Monthly	 Review	 Books.	 
Draper,	 Theodore	 1957,	 The	 Roots	 of	 American	 Communism ,	 New	 York:	 
Vik ing	 Press.	 
Draper,	 Theodore	 1960,	 American	 Communism	 and	 Soviet	 Russia ,	 New	 
York:	 Octagon	 Books.	 
Engels,	 Freder ick	 1979,	 “ Revolut ion	 and	 Counter-Revolut ion	 in	 
Germany” ,	 in	 Marx	 and	 Engels	 1979.	 
Faye,	 Jean-Pierre	 1972,	 Langages	 total ita ires ,	 Par is:	 Hermann.	 
Ferguson,	 Thomas	 and	 Joel	 Rogers	 1981,	 Hidden	 Elect ion:	 Pol it ics	 and	 
Economics	 in	 the	 1980	 President ia l	 E lect ion ,	 New	 York:	 Pantheon	 Books.	 
Fingleton,	 Eamonn	 1999,	 In	 Praise	 of	 Hard	 Industr ies,	 Boston:	 Houghton	 
Miff l in.	 F lynn,	 John	 T.	 1972	 [1944],	 As	 We	 Go	 Marching ,	 New	 York:	 
Arno	 Press.	 
Hartz,	 Louis	 1955,	 The	 Liberal	 Tradit ion	 in	 America ,	 New	 York:	 Harcourt	 
Brace.	 
Herreshoff,	 David,	 1967,	 The	 Orig ins	 of	 American	 Marxism ,	 New	 York:	 
Monad	 Press.	 
Hudson,	 Michael	 1975.	 Economics	 and	 Technology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n	 Thought:	 The	 Neglected	 American	 Economists ,	 New	 York:	 
Garland.	 
Huntington,	 Samuel	 1968,	 Pol it ical	 Order	 in	 Changing	 Societ ies ,	 New	 
Haven:	 Yale	 Univers ity	 Press.	 
Ignat iev,	 Noel	 1995,	 How	 the	 Ir ish	 Became	 White ,	 London:	 Routledge.	 
Jacob,	 Margaret	 C.	 and	 James	 R.	 Jacob	 (eds.)	 1991,	 The	 Orig ins	 of	 
Anglo-American	 Radical ism ,	 At lant ic	 Highlands:	 Humanit ies	 Press.	 
James,	 C.L.R.	 1980	 [1948],	 Notes	 on	 Dia lect ics ,	 London:	 Al ison	 and	 
Busby.	 
Kele,	 Max	 1972,	 Nazis	 and	 Workers ,	 Chapel	 Hi l l:	 University	 of	 North	 
Carol ina	 Press.	 
Lazare,	 Danie l	 1996,	 The	 Frozen	 Republ ic ,	 New	 York:	 Harcourt	 Brace.	 
Luxemburg,	 Rose	 1963,	 The	 Accumulat ion	 of	 Capita l ,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Maier,	 Charles	 1975,	 Recast ing	 Bourgeois	 Europe ,	 Pr inceton:	 Pr inceton	 
University	 Press.	 
Marienstras,	 E.	 1976,	 Les	 mythes	 fondateurs	 de	 la	 nat ion	 americaine,	 
Paris:	 Maspero.	 
Marx,	 Karl	 1954,	 Theories	 of	 Surplus	 Value ,	 Volume	 1,	 London:	 



Lawrence	 and	 Wishart.	 
Marx,	 Karl	 1973,	 Capital,	 Volume	 I,	 London:	 Penguin	 Press.	 
Marx,	 Karl	 1973,	 Surveys	 from	 Exi le ,	 London:	 Penguin	 Books.	 
Marx,	 Karl	 and	 Freder ick	 Engels	 1967,	 Communist	 Manifesto ,	 New	 York:	 
Penguin	 Books.	 
Marx,	 Karl	 and	 Freder ick	 Engels	 1979,	 Col lected	 Works ,	 Volume	 11,	 
London:	 Lawrence	 and	 Wishart.	 
Mayer,	 Arno	 1981,	 The	 Persistence	 of	 the	 Ancien	 Régime ,	 New	 York:	 
Pantheon	 Books.	 
McConnel l , 	 Grant	 1966,	 Private	 Power	 and	 American	 Democracy ,	 New	 
York:	 Knopf.	 
Montgomery,	 David	 1967,	 Beyond	 Equal ity:	 Labor	 and	 the	 Radical	 
Republ icans,	 1862~1872 ,	 New	 York:	 Knopf.	 
Moore,	 Barr ington	 1966,	 Socia l	 Orig 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	 
New	 York:	 Penguin	 
Books	 
Na’ aman,	 Shlomo	 1970,	 Lassal le ,	 Hannover:	 Verlag	 für	 L iteratur	 und	 
Zeitgeschehen.	 	 
Perkins,	 Frances	 1946,	 The	 Roosevelt	 I	 Knew ,	 New	 York:	 Vik ing	 Press.	 
Predoehl,	 Andreas	 1949,	 Aussenwirtschaft:	 Weltwirtschaft,	 Handelspol it ik	 
und	 Währungspol it ik ,	 Gött ingen:	 Vandenhoeck	 &	 Ruprecht.	 
Preis,	 Art	 1964,	 Labor’ s	 Giant	 Step ,	 New	 York:	 Pioneer	 Publ ishers.	 
Radosh,	 Ronald	 1969,	 American	 Labor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 icy ,	 
New	 York:	 Random	 House.	 
Roberts,	 David	 D.	 1979,	 The	 Syndical ist	 Tradit ion	 and	 Ita l ian	 Fascism ,	 
Chapel	 Hi l l:	 Univers ity	 of	 North	 Carol ina	 Press.	 
Rosenberg,	 Hans	 1967,	 Grosse	 Depression	 und	 Bismarckzeit ,	 Berl in:	 de	 
Gruyter.	 
Rosenberg,	 Hans	 1974,	 Die	 Weltwirtschaftskr ise,	 1857~1859 ,	 
Goett ingen.	 
Slotk in,	 Richard,	 1985,	 The	 Fatal	 Environment ,	 New	 York:	 Atheneum	 
Press.	 
Todd,	 Emmanuel	 1990,	 L’ invent ion	 de	 l ’ Europe,	 Paris:	 Edit ions	 du	 
Seui l.	 
Trotsky,	 Leon	 1973,	 The	 Transit ional	 Program ,	 New	 York:	 Pathf inder	 
Press.	 
Veysey,	 Laurence	 1965,	 The	 Emergence	 of	 the	 American	 Univers ity ,	 



Chicago:	 Univers ity	 of	 Chicago	 Press.	 
Weinstein,	 James	 1967,	 The	 Decl ine	 of	 Socia l ism	 in	 America,	 
1912~1925 ,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Weinstein,	 James	 1968,	 The	 Corporate	 Ideal	 in	 the	 Liberal	 State ,	 Boston:	 
Beacon	 Press.	 
Wood,	 El len	 M.	 1991,	 The	 Pr ist ine	 Culture	 of	 Capita l ism ,	 London:	 Verso.	 
	 
(옮긴이:	 김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