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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들을 방문하다(1)

정책연구소 의 대표: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존 커배너 와의 인터뷰(John Cavanagh)

홍 일 표

희망제작소 연구기획위원 죠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

홍일표 이하 홍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책연구소 에( ) : . (IPS)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싱크탱크 전반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저.

는 지난 월 일 토요일의 이라크전 반대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1 27 .

모여 진행된 반전집회였는데 매우 흥겨우면서도 진지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

히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그리고 마치 년대 히, , 60

피를 연상시키는 젊은이들의 춤판 등으로 국회 의사당 앞 광장 이 가득 채워진 모습(Mall)

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 못내 아쉬웠을 정.

도였는데요 이런 식의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 그리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는 방식의 시. ,

위가 미국 시위 문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날의 집회가 좀 독특했,

던 것인가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ttp://www.ips-dc.org 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 커배너) (John Cavanagh,

와 지난 년 월 일과 월 일 이틀에 걸쳐 약 시간Director of IPS) 2007 2 1 2 8 , 2 분가량30 인

터뷰를 하였다 존 커배너는 년부터 지금까지 정책연구소의 대표를 맡아 오고 있으. 1998

며 정책연구소 전체의 운영 국제연대사업 재정문제 등을 총괄하고 있다 년부터, , . 1978

년까지 와 국제건강기구 에서 경제전문가로 일하였으며 년 정책연구1982 UN (WHO) , 1983

소에서의 활동을 시작한 이후 년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다 이1997 .

날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와 사회운동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연구소, .

에 이어 앞으로 미국진보센터(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enter for American

경제정책연구소 트랜스아프리카포럼Progress), (Economic Policy Institute), (TransAfrica

등 지금까지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Forum) ,

들을 직접 방문하여 소속 연구원들과 인터뷰 한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 2 -

존 커배너 존 물론 어떤 집회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 여 년간(John Cavanagh, ) : . 100

미국의 대중 집회와 행진의 양상은 변화해 왔습니다 년대 열렸던 시위. 1930

의 경우 매우 폭력적이었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남성 성인들이었습니다 하(demonstration) , .

지만 년대 마틴 루터 킹이 이끌었던 시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시위대의 전면에1960

등장을 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 아이를, .

데리고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베트남전 반대 운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유명한 켄. ,

트 주립대학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발포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경찰과의 폭

력적 대결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죠 지금의. .

이후 년부터 년 정도까지 약 년 동안에는 시위 양상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1975 1995 20 .

그러던 것이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세계화 시위들로부터1995 다시 한 번 변화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년의 시애틀에서 열렸던 반세계화 시위 당시에는 약. 1999 6

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었는데 이때부터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

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시위대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는 했.

습니다만 지난 월 일 반전 시위와 같은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의 양상은 년 월. 1 20 2003 2 ,

이라크 침공 직전 열렸던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

니다 이 당시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고 가족 단위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

저 역시 제 아들을 데리고 시위에 참여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위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라는 점도 시위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2/3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시위대 뿐 만 아니라 경찰들도 반대하고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분위

기였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홍 최근 한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시위대가 전투조와 본대로 나뉘어져 전투조가 우선적으로 진압경찰과.

대치하던 상황과 달리 요즘에는 경찰과 시위대 본대가 곧바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

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건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에선 이.

러한 과잉진압이나 폭력시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이나 비판 여론 고조 등의 일은 잘 벌어지

지 않는가요?

존 아시다시피 과거 마틴 루터 킹은 간디의 비폭력 시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

실제로 그들 또한 경찰과의 대치 국면에서 방어를 위해 일정 정도의 물리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술 수련을 한 사람들이 시위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

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년대 이후 본격화된 반세계화운동의 경우 폭력시위 자체가. 1990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기.

도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들이 이러한 폭력 시위 자체를 일부러 유발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죠 년과 년에 열렸던 대규모. . 1999 2000

의 반세계화 시위에서 시위 지도부였던 우리들은 방어적 목적의 무술 수련자들을 배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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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당시 폭력적이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우 대중들로부터 고립되었는데 우리는 대. ,

중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비폭력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고 지난 년간의 평화운동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5

같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유를 꼭 집어 말하기란 어렵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 지난 월 일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조직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단결: 1 27 ‘

이하 이라는 연대조직인데요 정책연구소는 이 연(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FPJ)’ .

대조직에서 관여하고 있는지요?

존 우리 정책연구소는: UFPJ1)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설 자

체를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운동진영에서 와 같은 연대 조직이 필요하다는. UPJ

논의가 시작되면서 명의 각 단체 대표 및 실무자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8 . 3

명이 저희 소속이었고요 몇 차례 회의를 거쳐 년 월에 전국 여개 단체들에게IPS . 2002 8 70

이러한 연대조직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직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

다 이후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 UFPJ ,

희 단체는 이 연대조직에 대해 필요한 연구 성과의 제공 대화꺼리 의 제공, (talking point)

등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년대 이후 미국의 평화운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2000

면 의 연구원인 필리스 베니스의 책IPS 2) 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매우2 . 생생한 평

화운동의 기록이 담긴 좋은 책입니다.

사진 년 월 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 1> 2007 1 27

1) 평화와 정의를 위한 단결(United for Peace and Justice, http://www.unitedforpeace.org/ 는 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최대) 1,300

규모의 반전연대조직이다 이 조직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위키피디아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for_Peace_and_Justice).

2) 과 중동문제 전문가인 필리스 베니스그녀의 경력과 관심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UN ( IPS .

http://www.ips-dc.org/bios.htm#Phyllis%20Bennis 가 쓴 이 책에는 년대 이후 평화 를 둘러 싼 미국 정부와 의회 평화운동) 2000 ‘ ’ , , UN

의 다양한 활동이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다(Phyllis Bennis, 2005, Challenging Empire : How People, Governments and the UN
Defy U.S. Power , Olive Branch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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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그렇다면 지난 여 년 간의 미국의 평화운동이 다른 사회운동부문에 비해 성공: 10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존 미국의 경우 년마다 중요한 사회운동의 등장과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년대: 10 . 1960

에는 시민권운동과 베트남 반전 운동이 년대 환경과 여성운동이 그리고 년대에, 1970 , 1980

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반대운동과 미국의 중앙아메리카 침공 반대운동이 중요한 사회운

동이었다 년대에는 반세계화 운동이 지금 년대에는 평화운동이 중요한 사회운동. 1990 , 2000

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어느 하나의 운동만이 그 시기.

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운동이 공존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년대에, 2000

는 라티노 들이 중심이 된 이민자 운동이 매우 큰 사회운동으로 성장하였다고 할 것(Latino)

입니다.

홍 지난 월 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회의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그곳: 1 13 ,

의 이민자 운동 그룹3)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그곳 담당자들에게 라티노와 흑인 공동체.

와의 관계 그리고 전국적 수준 또는 지역 수준의 싱크탱크들에 의한(black community) ,

이민자 운동 지원 여부 등을 질문했었는데요 제 질문에 대해 실제로 라티노 중심의 이민.

자 운동과 흑인 공동체 사이에 별다른 연계나 전국적 규모의 싱크탱크들로부터의 지적 지

원 등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존 현재의 미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 억 명3 을 넘은

가운데 그 중 가 블랙 가 라티노 아시아 퍼시픽 그리고 나머지 약 가14% , 14% , 2-3% , , 64%

유러피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라티노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러다보니 이들 라티노들과 흑인들 사이에 작지 않은 긴장이 존재하는 것 또.

한 사실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미국의 인종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흑인들은 이미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 왔고 계속 살아갈 집단

이며 그러다보니 그 공동체 내부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어. ,

리석은 사람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 게으른 사람 반면 라티노들은 대부분 최근, , .……

에 미국으로 건너 왔고 이들은 대체로 매우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기업가 정신, ,

을 갖춘 선별된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실제로, 5% . .

이곳 워싱턴디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

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들 라티노나 한국인들과 경쟁해서 이겨내.

기가 쉽지 않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

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몇 년 생활한 적이 있는데 이미 이곳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약. ,

만 명 가량의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나 간호사200 .

와 같이 전문직들이구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백인 인구가 소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

3) 그날 방문한 단체는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Immigrant and Refuge Rights,

http://www.nnir.org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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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인종문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관계로 인해 라티노가 주도하는.

이민자운동과 미국 내의 전통적 소수자라 할 수 있는 흑인 시민권 운동이 쉽게 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 그런데 지난 월 일 시위에서 어찌된 일인지 흑인 참여자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1 20 ,

않았는데요 시위 지도부에는 흑인들도 많았고 연사들 가운데는 흑인도 많았는데 막상 시위.

대에는 흑인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못 본 건인가요, ?

존 아닙니다 정확히 보신: .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아프. .

리칸 아메리칸들은 분명 전쟁을 싫어합니다 많은 흑인들은 가난 때문에 군에 입대하고 있.

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 생존 이고 많은 경우 토요일에도 일. ‘ ’ ,

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열렸던. 시위에 많이 참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

다 반대로 많은 백인 중산층들은 토요일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위. .

에 참가했던 서비스 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http://www.seiu.org/)

는 매우 중요한 흑인과 라티노 중심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들의 상징 색깔이 보라색. (purple)

인데 그날도 보라색 깃발을 들고 셔츠를 입고 참가했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우리와 많은.

일을 함께 하는 힙합 카커스(Hip-Hop Caucus, http://www.hiphopcaucus.org/ 도 참가했)

지만 규모가 매우 작고 약간 명의 흑인 참전용사들도 참가했습니다, .

홍 혹시 블랙 싱크탱크 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 (black think tank)’ ,

러한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추천해줄 만한 단체나 지인이 있는지요?

존 블랙 싱크탱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들 중에는 두 개 정도가 중요한데 그 중: .

하나는 트랜스 아프리카 포럼(transAfrica forum, http://www.transafricaforum.org/ 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와도 매우 친한데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아파. (

르테이트 반대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연구를 위한 합) . ,

동 센터 이하 조인트 센터(The Joint center for political economic studies, ,

http://www.jointcenter.org/ 입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편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

단체입니다 이념적으로 보자면 약간 중간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왼쪽부터 저희. .

IPS-transAfricaforum-joint center for political economic studies-center for american

정도의progress-brookings institution-american enterprise institute-heritage foundation

스팩트럼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약 스무 개 정도의 연구 관련 단체들과.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은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 어, ,

떤 싱크탱크는 여러 분야를 함께 다루는 종합형의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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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그러면 제가 트랜스아프리카포럼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블랙 싱크탱크에 대해 많:

은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존 물론입니다 가능하다면 조인트 센터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 . .

인트 센터는 약 명 정도의 스탭이 있고 트랜스아프리카포럼에는 약 명 정도가 일하고40 5

있으니 매우 작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홍 는 다른 사회운동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것 같은데 이는 다른 싱: IPS

크탱크들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일반적 의미에서의 싱크탱크 모델 로 보지: . ‘ ’

않습니다 흔히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처럼 연구원을 고용하고 이들이. ,

보고서를 쓰고 미디어를 접촉하거나 정관계 인물들을 만나는 방식이 일반적 싱크탱크 모델,

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모델을 깨려 합니다 우리 소속 연구원들 역시. IPS

일단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철학은 모. “

든 사회 변화는 사회운동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그러한.” .

사회운동에게 정보 아이디어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 .

물론 우리 역시 전통적 싱크탱크들과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반대와.

관련해서 우리 역시 의원들을 만나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

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요 청자는 역시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사회운동조직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미국 진보운동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의 진보. ,

운동 그룹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분야 노동 분야 커뮤니티 조직 등. , ,

많은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막상 별다른 정치적 영향력은 발.

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다른 운동그룹을 한데 모아 판을 크게 만.

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는 월마트의 폐해를 고발하고 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다른 종류의 그룹들을 참여시키려 노력하고 있습.

니다 함께 일하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중.

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홍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파편화되어 있다는데 대해 제가 만나봤던 많은 다른 전:

문가나 활동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존 현재 미국 진보운동의 파편화 정도는 심각합니다 실제로 자원의 총량 이라는: . ‘ ’

측면에서 보자면 보수적 그룹보다 진보적 그룹이 더 많은 자원을 가졌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하나 쪼개져 각자의 몫이 작을 뿐입니다 만약 미국 진보 그룹의 지도를.

그리려 한다면 아마 제가 일 동안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적 그룹은5 . 1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개의 주요 그룹이 중심이 되어 더 큰 규모 더 집중화된 운동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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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최근에는 다시 나눠지고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홍 말씀 중에 진보적 그룹이 더 많은 자원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재정 이나: , ‘ ’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말씀이십니까‘ ’ ?

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 으로 보자면 더 크지만 개별 단체로 그: . ‘ ’

것이 나뉠 때 더욱 작은 것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4) 현재 개 정도의 작은 운동그룹. 1,400

들이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모임으로써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UPJ . .

하지만 이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고 있습‘ ’

니다.

사진 존 커배너 대표좌와 필리스 베니스우< 2> IPS ( ) ( )

홍 그처럼 진보적 사회운동이 파편화된 것은 미국 사회운동의 전통적 특징입니까 아: ,

니면 최근의 경향입니까?

존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파편화된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 .

선 두 개 정당만이 존재하는 두 정당 시스템 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미(Two Party System) .

국에는 진보정당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운동 그룹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민주당의 그것

과 구분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는 인.

종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 역시 인종적으로 분절화 되어 있습니다. .

라티노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회운동 그룹 가운데 보수적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진보적 사회운동 그룹이나 싱크탱크라 하더라도 인종적으로 통합된 구성을 갖는 경우

가 별로 없습니다 의 경우 의 스탭이 블랙 라티노 아시안 인데 이러. IPS 40% , , 한 비율 자체

가 예외적이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진술은 앤드류 리치에 의해 이루어진 싱크탱크와 재단의 재정후원 규모 및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Andrew

Rich. 2005. "War of Ideas: Why mainstream and liberal foundations and the think tanks they support are losing in the war of

ideas in American Politics."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pring 2005(http://www.ssireview.org/articles/entry/war_of_ideas/ 미)).

국 싱크탱크들의 재정현황과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 준비 호 월 셋째 주에 게재된 미국 싱크탱크들의4 12 “

역사와 현황 아이디어 마케팅과 아이디어 전쟁(2) : ”(http://www.makehope.org/info/info_GBT_1203.php?menu=article5&leftmenu=5 을 참)

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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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두 정당 시스템과 미국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 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존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의 진보적 사회 운동들에 비해 미국 진보운동이 약해진 것은: ,

진보정당 부재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선 젊은이들을 두개의 정당이 아니라.

훨씬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 내부에 진보적 섹터가 있지만 그들은 당을 통제하. ,

지 못합니다 민주당 밖에서 일부 정치세력이 녹색당이나 노동당 건설을 시도하지만 민주. ,

당은 이러한 움직임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실.

험들은 대체로 매우 작고 주변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가장 최근의 진.

보적 민주당 후보로는 제시 잭슨 목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지개 연합. (Rainbow

을 건설하였고 아프리카 아메리칸 라티노 아시아Coalition) , , , , 백인 노동계급 등 다양한 이

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운동은 민주당 안팎에서 이루어졌던 민.

주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었으며 비록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비교적

성공적 작업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의해 크게.

이끌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약한 것은 최저임금이니 기. ,

후변화니 하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분절적으로만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입

니다 이러한 압박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교적 연대사업의 경험이 많은 편. .

입니다 제가 주로 무역 세계화 등의 분야에서 일해 왔기 때문입니다 년 당시 노동. , . 1999 ,

환경 농업 종교 학생 등 거의 모든 운동 그룹이 시애틀에 모이도록 운동을 조직한 바 있, , ,

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내거는 아젠다를 깨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의 이슈로,

모두를 모아내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적 성공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함께 할 상설조직을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

이 이런 다양한 진보적 그룹들을 품을 만큼 규모가 크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으로 인해 민주당이 진보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반, .

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월 미국 국민들은 전쟁을 종결시킬 것에 대한 정. 11

치적 요구를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러한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명확히 대변.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 유럽의 어느 국가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치. ,

적 의사를 분명히 대변해 줄 정당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몇 년을 지내보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는 유럽이나 필리핀 등.

에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작은 정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 내에서 표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직접적인 정치적 대변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많은.

진보적 인사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월 민. 11 ,

주당이 이겼을 때 나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나 역시 팰로시 의원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 ,

께 최저임금 이라크 전쟁 반대 등에 대해 함께 해 왔고 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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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부터 년까지의 년간은 최악의 정치적 조건이었습니다 도널드 레이건1980 2006 26 . ,

마가렛 테처 헬무트 콜이 이끄는 보수주의 정권이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존재했고 자유, ,

시장 경제만이 강조되었으며 무엇보다 이후 모든 상황은 더욱 심해 져 갔습니다 또, 9.11 .

한 지난 년간 미국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내걸었던 많은26 .

이념과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자유무역보다는 책임무역 선호하.

는데 이에 대해선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이.

외에 제대로 뭔가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민주당원이지만 선거 때 투표하.

는 것 이상의 정당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친구들이 자기가 속하거나 지지하는 정.

당의 승리에 대해 열광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민주당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겐 민주당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

주당 또한 엄청난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에 의존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홍 그렇다면 의회의 프로그래시브 코커스 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progressive caucus)

요?

존 그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현재 하원 명 의원 가운데 명이 민주당이: . 435 232

고 명이 공화당입니다 명 가운데 명이 프로그래시브 코커스203 . 435 71

(http://www.congressionalprogressivecaucus.org/ 에 속해 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의 약)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큰 규모의 코커스라 할 것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많은 일을 함1/3 .

께 합니다 물론 이들 모두는 민주당 소속이구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민주당 의원의 에. . 1/3

불과합니다 모든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철수를 위한 타임테이블. ,

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소수파이고 힘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을 통해 의회 내에서 많은 논.

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도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우리,

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므로 참 좋은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전쟁을 멈.

출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쟁 관련 예산에 대해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명71

의 의원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홍 그렇다면 과연 싱크탱크들은 어떻게 미국의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존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가 주로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 IPS .

한편으로는 의원들과의 대화라는 매우 직접적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

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간접적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번 대 국회 개원에 맞춰 우리. 110

는 미국의 대표적 진보적 주간지인 과 공동으로 미 의회가 다뤄야 하는<The Nation> 10

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이 이슈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5) 이에 대해선 희망제작소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 준비 호 월 둘째 주 글로벌브레인투데이 매거진에 그 내용8 2 이 번역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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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인 하원 법사위 위원장 반독점 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

이라 할 것 입니다 이런 방식과 더불어 우리는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간접적 방법 또한.

사용합니다 우리는 집회와 행진에 필요한 돈과 연사를 조직하는 것을 돕고 그들을 교육하. ,

여 의원들에게 로비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시 말해 자원동원을 지원하고 쟁점이 되는 각종.

보고서나 입법안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의회에 대.

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것이 결국 간접적 방식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 그런데 아까 두 정당 시스템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길게 설명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효과적 방법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구조적 제약을 넘‘ ’ ?

어설 수 있는 운동의 유효성 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ffectiveness)' .

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활동목표는 일반적 차원의 목표와 구체적 수준의 목표: .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저 모든 것을 테러리즘과 그것. ,

에 대한 전쟁 때문이라고 말해 버리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담론지형을 다른 세 가지 이슈,

환경 빈곤과 불평등 평화로 전환하는 것 다시 말해 전국적 차원의 담론지형 자체를 바꾸, , ,

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문의 면이 단지 테러리즘에 관한 기사로만 가득한 것이 아. 1

니라 환경이나 빈곤 평화와 같은 다른 이슈들 또한 다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그렇,

게 된다면 이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 2

전쟁에서 개별기업이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통

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헬리 버튼을 포함하여 일부 기업들이 전쟁을 이유로 엄청난 돈.

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여론화하고 이것이 의회에서 다뤄지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카트리나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

를 열렸고 더 많은 구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

유효성 이라는 것은 일반적 수준과 구체적 수준의 정책에 대해 달리 적용해 봐야 할 것‘ ’

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과 이라크 전쟁을 종식시.

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것과는 다른 외교정책의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 다른 차

원의 정책결정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 의 년 올해 사업계획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의 운동 레: IPS 2007 . IPS

퍼토리나 전술적 수단들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론 형성을 위.

한 언론 활용 계획들도 눈에 띠고요 그렇다면 혹시 는 보수적 싱크탱크들과 구분되는. IPS

독특한 언론 전략이 있는지요?

(http://www.makehope.org/info/info_GBT_0209.php?menu=article4&leftmen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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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헤리티지 재단이나 미국기업연구소 카토 연구소 등이 추: . ,

구하는 모델과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예산의 약 까지를 언론 홍보. 40% ,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약 정도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보8-10% .

수적 싱크탱크들의 공격적 언론 전략에 충격을 받아 미국의 진보적 성향의 부자들이 만든

것이 미국진보센터 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 또한 한해 예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의 를 언론관련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헤리티지 모델을 따르고 있는42% .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 비중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 .

생각으로는 기존 미디어라는 것은 여론 형성의 한쪽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쪽에 사회운동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과 접촉하는 것은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하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들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주류 언론 진보적 언론 등 각종. ,

미디어의 기명 칼럼 지면에 대한 기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op-ed)

등도 다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홍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은 엄청난 양의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책도 쓰고 언론: .

기고도 많이 하구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들이 쓰는 책들은 어느 정도 팔리는지요 단행본. ?

은 여전히 중요한 여론 형성의 기제인가요?

존 그것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년 전까지는 출판이 가장 중요한 소통방식이었지: . 20

만 지금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는 년에 보통 권정도 출판. IPS 1 5

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출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출판사와 계약해서 출판하는 방.

식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를 다룬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 ‘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A Better World is Possible 경우 약 권정도 팔렸다고)’ 30,000

합니다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세계 경제를 위한 현장 가이드. 10 . ‘ (Field Guide to the

Global Economy 는 권 앞서 소개해 드린 필리스의 책은 권정도 팔렸다고)’ 15,000 , 10,000

합니다 물론 적은 것은 권 정도가 팔리기도 하구요. 3,000-5,000 6) 그리고 이런 정식 단행본.

이외에도 다른 그룹들과 함께 작은 리포트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부나 언론을 상. 대로 해

서 만들지요 우리의 경우 나이가 비교적 많은 세대의 연구원들은 모두 책을 써 왔고. , IPS

또 쓰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연구원들은 별로 책을 쓰지 않는데 그것은 자기 주변 사람들.

이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책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년대로 돌아가 보면 몇몇 책들은 당시의 논의 지형 자, 1960

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책들이 년 출판된 랄프 네이더가 쓴. 1962 ‘Unsafe any

speed 레이첼 칼슨의', ‘Silent Spring 마이클 헤링턴의’, ‘The other america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책 한권이 세상을 바꾼 그런 식의 일은 이제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 .

실제로 년대까지만 해도 책은 그 자체로 중요한 소통수단이었고 별다른 경쟁상대도 없1960

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블로그. 한해 수백 만 권씩 출판되어 나오는 출판, TV,

시장 등으로 인해 경쟁 자체가 극심한 상황인 것이죠 물론 최근에도 중요한 사례는 있습.

6) 가 그동안 출판한 주요 서적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IPS (http://www.reiters.com/index.cgi?f=i&what=IPSp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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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사 중 한명인 바바라 에렌라이히 가 쓴. IPS (Barbara Ehrenreich) ‘Nickel and

Dimed: On (Not) Getting By in America 가 그것입니다 그녀는 년전 월마트에 위장' . 7-8

취업하여 이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생한

필치로 그려 낸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고 약 만 권. 30

이상 책이 팔렸으며 그녀는 전국을 돌며 책과 관련된 강연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긴 책을 쓰는. IPS

데 너문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보다 중간 정도 길이의 연구보고서와 언론기고가 더 낫다

고 조언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 하는 연구사업 가운데 척 콜린스와 사라 핸더슨. IPS , ,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기업 사장들의 임금실태와 이들과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매년 조사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http://www.faireconomy.org/reports/2006/ExecutiveExcess2006.pdf 매년 월 이 보고) 8

서가 발표되면 그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언론에 이 연구결과가 소개되는 매우 성공적인 사

례라 할 것입니다.

홍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 등에는 소위 회전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 ’ ,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많은데 의 경우는 어떻습니까IPS ?

존 저 역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 특히 권력집단에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 ,

리에게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창립자들인 라스킨과 바넷은 의원 보좌관 출신.

이고 저는 에서 약 년간 일했습니다 필리스 베니스는 개인 투자자였고 사라 핸더슨, UN 4 , ,

은 저널리스트 산호 트리는 군사사 연구자 데프니는 잡지 편집자 밥 엘버라는 의회 스탭. , ,

과 정부 모두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7) 저는 이런 경험이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 매우 도움

이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에서 일한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UN ,

얼마나 힘이 강한지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 대한 탈신화화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 .

험을 안 해 본 사람은 괜한 환상을 갖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같은 일을 하.

는 경우 기업에서 일, 한 사람 월드 뱅크에서 일한 사람 모두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사람,

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좀 더 크게 생각하고 보다 창의적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

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만을. 해 온 사람들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

라 종종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진보센터를 만든 존.

포데스타의 경우 클린턴의 수석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매우 잘 아는 사람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와 그가 만든 단체에 대해 관심.

을 갖는 것이기도 하구요.

7) 소속 연구원들의 경력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IPS IPS (http://www.ips-dc.org/bi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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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그렇다면 의 연구원들은 어떤 사회운동의 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지요: IPS ?

존 대체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진보적 운동에 관여하고 활동가와 연구자 작가로써의: , /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이들이 저희 단체에 결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만 잘 했다면 그.

냥 교수가 되었을 것이고 운동만 했다면 그린피스 활동가가 되었겠지요 문제는 이런 두, .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춘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겠지요.

홍 자연스레 연구원의 재생산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차세대 연구원들은 어떻게 키우고: .

충원되나요?

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연구원의 재생산을 위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 .

다 우선 살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접 교육 둘째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인턴제도의 활용. , .

대학에서 와서 우리 프로젝트를 돕고 우리는 그들을 멘토링하고 트레이닝 하는 것이죠 인, .

턴을 마치고 졸업을 한 후 다시 여기로 와 일을 하거나 다른 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NPO

다 마지막으로 젊은 연구원을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학생운동 지원 프로그램을 맞고. .

있는 새프 라만은 스무 살이지요.

홍 홈페이지에서 행정부문 디렉터와 연구원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지원자는 많은: IPS .

가요?8)

존 두 사람을 채용할 예정이고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행정부문 디렉터의 경우: , .

많은 경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 지원자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주로 연구원 채용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홍 한국의 경우 학생운동이 많이 약화되면서 사회운동의 재생산도 영향을 받고 있습:

니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 취업 경쟁과 생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그것이 사회. IMF

운동의 재생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나 민간 싱크탱.

크들의 경우 급여 수준도 낮은 편이구요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요. ?

존 경제적 호황기일 때 사회운동의 충원 문제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

년대 미국 경제가 활황이었을 때 많은 이들이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1960 .

취직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안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리 나쁘지.

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졸자들에게 인터넷 관련한. .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등 비교적 경기가 좋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나 싱크탱크에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계속.

8) 채용공고에는 어떤 일 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 시민단체들의 채용공고와 차이가 있다 그‘ ’ .

러나 급여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http://www.ips-dc.org/projects/job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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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미국의 싱크탱크 문제를 다룰 때 재단과의 관계를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존 다른 나라와 달리 여기 미국에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재단: .

역시 그 제도와 연계되어 있죠 만약 내가 부자인데 내 돈을 세금으로 내기는 싫고 다른데.

쓰고 싶다면 아예 스스로 재단을 만들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에 돈을 주는 식입

니다 포드나 락펠러 등과 같이 큰 기업이 만든 재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부자. ,

개인들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도 큰 재단에게서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IPS

특성화된 작은 재단들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외에도 개인 자산가에게서 직접 후원을 받기도 하고 살사 강의 수강료 자료판매. , ,

비용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홍 그럼 재단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진보적 싱크탱크들 사이에 경쟁도 벌어지는가요: ?

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른 단체들의 이사도 몇: .

개 맡고 있고 그들의 활동도 돕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조직을 많이 갖는 것이 진보운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이처럼 같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쟁도 있습니다 미국. .

진보센터의 경우 우리는 큰 진보적 싱크탱크이고 많은 자원을 가졌다 라고 스스로를 강, “ ”

조하곤 하는데 그러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들과 뭐가 다른 것이냐고 묻기도 하

지요 어차피 똑같은 것이면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그쪽에 지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투로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 사이에 약간의 경쟁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미. .

국진보센터와 우리는 안보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매년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로렌스 코브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경제정책연구소. (Economic

와도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고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가 선거Policy Institute) .

개혁 을 가지고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협력의 사례가 되겠지요(election reform) .9)

홍 최근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려는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싱크탱크와 또는 사회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의문. NGO,

도 제기되는데요.

존 세계에는 다양한 모델의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

싱크탱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조직과 연계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지

요 이들의 경우 싱크탱크와 사회운동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 .

가지일 것입니다 한국 사정에 맞는 싱크탱크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

사례는 미국의 정치지형에서 만들어진 어쩌면 예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하더라도, .

운동조직과의 연계를 중시하지만 그들의 선전도구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9) 이들은 활동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다(http://www.electionreform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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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싱크탱크와 정당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독립적 이라는 것 자‘ ’

체가 오히려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홍 의 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던데 그런 일들은 어: IPS 2007

떻게 배분되고 진행되는가요 각각의 사업계획과 연구원들의 역할배분 방식은? 어떻게 이루

어지는가요?

존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현재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 14 .10) 그래서 저는

우선 지난 월에 각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들을 따로 만나 그들의 년 사업계획에 대12 2007

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이 목표로 하는 연구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얘.

기하는 것이죠 고문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올해 연구 및 사업의 목표는.

고문의 종식 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웃음 그리고 월 중순에 모두가 함께 만나 전“ ” ( ). 1 IPS

체의 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각각의 연구 및 사업들 가운데 어떤 것은 여러 사람이 함1 .

께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사람만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 조직의 사업계, .

획을 정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명확히 설명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개의 카테고리 내에 개의 개별 프로젝트가 배치되는. 3 14

것인데요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 별로 별도의 펀드 레이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

이들은 그냥 저희 라는 조직 자체에 돈을 후원해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프로젝트 베이IPS

스로 지원이 이루어기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홍 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초국적 연구소: IPS (Transnational Institute,

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 그것을 만든 것은 아는데http://www.tni.org) ? IPS ,

현재는 별도 단체이죠?

존 우리가 년에 초국적 연구소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년 년 당시 대통: 1973 . 1969 -1972

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는 에너미 리스트 를 만들었는데IPS . ‘ ’ ,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닉슨 정부는 우리에게 를 보내 스파이 활동을 하는 등. FBI

감시와 탄압을 계속 했기 때문에 년 무렵에는 조직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구성원1972

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아예 단체를 해외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 .

론 해외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한 이유도 있었고요 당시 계획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 ,

조직을 하나씩 늘여 나가려 했었는데 이후 각 대륙의 주요 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단체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년 후 우리로. 15-16

10) 현재 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IPS . Break the Chain Campaign/Cities for Progress/Defining the Issues/Drug

Policy/Foreign Policy In Focus/Global Economy/Letelier-Moffitt Human Rights Awards/New Internationalism -- U.N. and the Middle

East/Nuclear Security/Paths to the 21st Century/Peace and Security/Pinochet Precedent/Social Action and Leadership

School/Sustainable Energy and Econom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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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독립을 했고요 독립한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인데요 는 정부 돈을 안 받는다는 것. . IPS

을 절대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국적 연구소의 경우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 , ,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 정부 돈을 받아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받으려 한다면 조직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초국적 연구소 측에서도 그렇

게 하자고 동의하여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11).

홍 제가 일했던 참여연대의 조직 분화 사례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직함을 쓰고 있던데요 비지팅 스칼라 펠로우 프로. IPS . , ,

그램 디렉터 등등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

존 우리 조직에는 미국 대학의 테뉴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펠로우 제도입: .

니다 년을 여기서 일하면 그들을 펠로우로 부르는데 이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4

조직의 장기 전망을 고민하는 이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프로그램 디렉터가 있습니.

다 이들은 아직 근무 경력이 년이 되지 않은 이들이지만 에 풀타임으로 상근하며 급. 4 IPS

여를 받는 이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경우 펠로우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내부 인력이라면. .

외부 인력도 두 종류의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결합하는 전문가들로 이들에.

게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협동 펠로우 라고 합니다 이들. (associate fellow) .

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조직 전반의 운영에 함께 하는 이들을 시니어 스

칼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과 별도로 젊은 연구 조교(senior scholar) . (research

들이 있습니다 에는 두 명의 재정담당자 가 있지만 프로그램associate) . IPS (development)

디렉터들이 자기 업무의 정도를 자기 프로그램의 펀드레이징에 투여해야 합니다 큰40% .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자기 연구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규모가 작아 자기 프로그램

에 대한 재정적 책임까지 디렉터나 펠로우가 져야 합니다 펠로우와 프로그램 디렉터는.

조직의 장기전망 을 다루는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따로 하는 경우‘ ’

가 있습니다.

홍 그러면 그러한 펠로우와 프로그램 디렉터의 관계는 위계적인 것입니까: ?

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는 가장 위계적이지 않은 조직 가운데 하나일 것입: . IPS

니다 각자는 매우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전체 디렉터인 제가 그들에게 사업을. ,

지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펠로. 우 각자가 자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

고 다른 조직과의 연대 사업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활동에 대한 토론은.

하지만요 이러한 조직문화는 가 년대에 만들어졌고 이 시기가 권위에 대한 저. IPS 1960 , ‘

항 위계에 대한 저항 이 가장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것과 관련된, ’

다고 할 것입니다.

11) 초국적 연구소의 약사에 대해선 초국적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http://www.tn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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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오늘 너무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미국: .

에 있는 동안 자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사례 연구도 수행해 보고 싶습니다 는IPS . IPS

미국의 다른 싱크탱크들과 달리 한국의 시민단체들과도 많은 유사점이 느껴집니다.

존 여기에 계시는 동안 언제든지 를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연: IPS 구를 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으시고요 앞으로 한국 상. .

황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