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지난 2007년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새로운 미국 재단>의 시니어펠

로우이자 미국 전략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고 있는 ‘스티븐 클레몬스(Steven 

Clemons)’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스티븐 클레몬스는 재단의 수석 부대표로 6년간 일

해 왔으며, 재단에서 일하기 전에도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의 

수석 부대표,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 빙거만(Jeff Bingaman)’의 경제 및 외교 정책수석

자문위원, <닉슨센터> 수석 책임자 등을 역임하였다. 워싱턴 디씨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남캘리포니아의 ‘일본 미국 소사이어티(the Japan America Society)’의 책임자

로 7년간 일해 왔으며, 미국의 대표적 일본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찰머스 존스

(Chalmers Johnson)’과 <일본 정책 연구소(the Jap Policy Research Institute>)를 공

동 창립하였고, 현재까지도 디렉터를 맡고 있다. 

  한편 그는 ‘워싱턴 노트(the Washington Note, 

http://www.thewashingtonnote.com/)’라는 유명한 정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를 가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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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 재단(New America Foundation, http://www.newamerica.net)>은 1999

년에 출범하여 올해로 창립 8년째에 접어든, 비교적 신생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

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싱크탱크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

다. “미국에서 가장 명석한 40세 이하의 사상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The Economist), 

“크게 생각하고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글을 쓸 수 있는 똑똑하고 신랄한 학자들의 

안식처”(The Washington Post), “전통적인 진보(liberal)와 보수(conservative)의 카테고

리를 돌파할 수 있는 젊은 목소리”(The New York Times), “미국에서 가장 널리 대중

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가들을 가진 싱크탱크”(Atlantic Monthly>), “다음 세대를 위한 

싱크탱크”(The Washington Post)라는 등의 미국 유수 언론들의 평가는 <새로운 미국 재

단>의 현재 위상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미국 재단>은 ‘비영리’, ‘탈당파(post-partisan)’의 정책 연구소로, 대중 지

식인(public intellectuals)과 시민운동 지도자들, 기업가 등 다양한 영역과 세대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지난 1999년에 출범하였다. 재단 스스로 밝히는 자신의 임무와 목표는 ‘미국

의 공적 담론 지형에 최고로 뛰어난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놓는 것’이

며, 자신들은 ‘벤처 기업가의 자세로, 전통적인 정치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훌륭한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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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 해법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단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자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테드 할스태드(Ted Halsted)는 겨

우 29살의 나이에 이 재단을 창립해, 지금까지 대표로써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진보’와 ‘보수’, ‘중립’이라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새로운 싱

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 하나만을 가지고 플로렌스 앤드 존 슈만 재단(The Florence 

and John Schumann Foundation)1)으로부터 2,000만 달러의 출범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할스태드는 25세에 이미 ‘진보의 재정의(Redifining Progress)’라는 이름의 싱크탱크

를 설립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중요한 조직가이자 연구자로써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95년 10월 미국의 대표적 잡지 가운데 하나인 <Atlantic Monthly>에 권두논문을 

게재하면서 일약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가 만든 싱크탱크에 대한 대형 재단들의 

자금제공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급전직하로 추락하였

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진학해 새로운 싱크탱크의 설립을 준비

하였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매우 짧은 기간에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두 가지 성공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고 두 번째가 ‘경영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국 재단>을 설립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미국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싱크탱크의 

하나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새로운 미국 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가장 큰 자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젊은 세대의 연구원’들이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공적 

담론 지형이 빈곤해지는 이유로 열정과 역량을 갖춘 젊은 세대 연구원들이 경력을 쌓고 실

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은 버나드 슈봐르츠 

펠로우프로그램(Bernard L. Schwartz Fellow Program)을 만들어 매년 약 35명씩의 펠로

우들을 뽑고 있다. 

펠로우는 이미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시니어 펠로우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잠

재력을 갖춘 젊은 펠로우들로 구성된다. 재단에서는 이들 펠로우들에게 금전적 지원(시니어 

펠로우의 경우 1년 75,000달러 정도, 젊은 연구원의 경우 25,000～40,000달러 정도)은 물

론 안정적 연구공간, 건강보험, 연구 및 편집, 논문 기고에 대한 실무적 지원, 그리고 미국 

내 최고의 지적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접촉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재단에는 15명의 시니어 펠로우와 16명의 펠로우들이 속해 있다. 이외에도 각 프로

그램의 책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시니어 스탭이 17명, 재단의 실무를 지원하는 스탭이 17

명으로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어 있다(그리고 캘리포니아 지부에는 어바인 펠로우 프로그램

(Irvine Fellow Program)으로 현재 7명의 펠로우가 소속되어 있고 스탭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 펠로우와 스탭의 규모도 창립 당시에는 모두 20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빠

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50명을 넘어섰고, 2007년 현재 85명(스티븐 클레몬스와의 

인터뷰 결과 확인)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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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 재단>은 1999년부터 2006년 9월 1일 현재까지 총 30권의 책을 출판하였

고, 588회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156회, 엘에이타임즈 255회, 워싱

턴포스트 104회, 월스트리트저널 29회, 파이낸셜타임즈 39회 등의 많은 양의 기명 칼럼들

을 미국의 주요 신문에 기고하였으며, 주요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한 것만도 65회나 

되는 것으로 재단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재단의 예산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창립 당시 약 120만 달러 정도이

던 1년 예산이 다음해인 2000년엔 300만 달러로, 그리고 2004년에는 5백만 달러 가까이 

될 정도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다시 약 800만 달러, 그리고 2006년에는 1,000만 달러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창립 8년 만에 약 10배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음을 홈페이지에 게시

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채리티 네비게이터의 평가에 의하면  별4개를 받아 재정의 건전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채리티 네비게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년 수입

은 9,034,840달러, 지출은 6,276,937달러인데 지출 가운데 대부분인 5,752,327달러는 프로

그램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재원마련 비용은 비교적 작은 27,347달러가 지출되었다. 대표인 

핼스테드의 2005년 연봉은 178,500달러이며 이는 전체 지출의 2.84%로, 절대 액수로 볼 

때 작지 않은 연봉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말 현재 자산은 6,640,756달러, 부채는 

266,003달러로 순자산은 6.374,753달러이다3). <새로운 미국 재단>에는 1년에 25,000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리더쉽 평의회(Leadership Council)’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3Com 대표이사, 월마트 부회장 등 15명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재단에는 현재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되며 특정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프로그램들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은 미국 전략 프로

그램(American Strategy Program), 자산 형성 프로그램(Asset Building Program), 책임있

는 연방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경제 성장 프로그램

(Economic Growth Program), 교육 정책 프로그램(Education Policy Program), 재정 정

책 프로그램(Fiscal Policy Program), 세계 중산층 프로그램(Global Middle Class 

Program), 건강 정책 프로그램(Health Policy Program), 정치개혁 프로그램(Political 

Reform Program), 무선 미래 프로그램(Wireless Future Program), 노동력과 가족 프로그

램(Workforce and Family Program) 등이다. 

<새로운 미국 재단(이하 재단)>은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설명하는 여러 문건

에서 ‘새로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새롭다’고 하는 것인

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보통의 싱크탱크들이 ‘비당파(non partisan)’임

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재단에서는 ‘당파를 넘어(post-partisan)’선다고 스스로를 규정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당파’와 ‘당파를 넘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리고 스스로에 대해 ‘실용적 이상주의(pragmatic idealism)’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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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용주의’와 ‘이상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새로운 미국 재단이 만들어 진지 이제 8년째입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보의 혁명, 과학의 혁명, 생물학의 혁명, 컴퓨터 혁명 등등. 이러한 

놀라운 혁명들은 낙태, 빈곤, 사회보장, 국제정책 등 그동안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디씨의 정치는, 이런 혁명적 변화와

는 관계없이, 그저 과거의 이슈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다루는 것에 멈추어 버린 것처럼 보

였습니다.

좌와 우, 자유주의인 것(liberal)과 보수적인 것(conservative),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

어져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이들 두 집단 사이에 수많은 드라마틱한 말의 향연들이 벌어지

고 있으나 막상 실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벤처자본가(venture capitalistic)’와 같은 자세로 새

롭게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훌륭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춘 사람들을 뽑아, 어느 

한 쪽 편에 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최선두에서 논쟁을 이끄

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단순히 좌나 우, 민주당의 주장이나 공화당의 주장으로 나뉠 수 없는 

새롭고 섹시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집단은 아직 드물다고 봅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그 

어떤 집단보다도 더 ‘문제해결 지향’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념이나 당파를 넘어서는 

실용주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용적 이상주의’라는 슬로건

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슬

로건을 내걸었을 때 모두들 금방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미국 정당

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 고착되어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론을 

받아들일 개방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움을 실현해 보

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싱크탱크 산업은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마 현재 1,500개 이상의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박사나 전문가들을 싱크탱크 내에 두고 있지만, 실

제로 ‘실천적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싱크탱크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연구원을 뽑을 때 무엇보다 그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여 선발합니다. 보다 나은 ‘아이디어 가게’를 열기 

위해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급진적 중간(radical center)’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데요4). 이는 단순히 

‘진보적’이지 않다거나, ‘보수적’이지 않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

니라 그것은 단순히 그들 사이의 ‘중간(middle)’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정

쩡한 ‘절충’이나 ‘화해’를 시도한다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주장을 잘 절충하겠다는 식의 입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

라서 우리가 내걸고 있는 ‘당파를 넘어(post-partisan)’선다는 것은 브루킹스연구소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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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구소 등이 말하는 ‘비당파(non partisan)’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사진 1>‘새로운 미국 재단’의 로고와 재단 입주 건물5)

          

그러면 현재 재단이 내세우는 ‘당파를 넘어’선다는 입장과 비슷하게 자신을 규정하는 

다른 싱크탱크들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우리 재단의 위상이 매우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내에 우리의 모델을 따르려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싱크탱크들의 재정구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식의 입장을 쉽게 내세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단을 포함한 많은 후원자들은 ‘이념적으로 예측가능’한 곳에 재정지원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의 경우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다

른 어떤 곳보다 실용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따라

서 후원자들 또한 믿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엘에이타임즈와 같은 미국 내 가장 주류 언론들에 실리는 기명칼럼 횟수에 있어 가장 독보

적인 싱크탱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들의 기명 

칼럼이 주류 신문들에 많이 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뉴욕타임즈의 기명 

칼럼란에 글을 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건 무엇보다 우리 재단이 좋은 사람을 뽑는 훌륭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싱크탱크들에서도 좋은 연구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은 박사학위를 가졌는지, 어떤 경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박사학위의 유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

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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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며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감시기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에게 ‘큰 질문(big question)’을 던질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

으며 그 물음에 기반해서 글을 쓸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현재 다른 싱크탱크들이 일반적

으로 취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큰 질문을 던지고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조직으로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

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많은 싱크탱크들은 그러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위나 경력 

등을 중시하는 반면, 우리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 보다 창조적

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싱크탱크들과 우리 재단의 연구 환경은 크게 다

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창적이고 높은 수준의 글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연구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알려진 뉴욕타임즈 

기명칼럼 면에 46회나 기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

리는 끊임없이 최고 품질의 글을 쓰고 있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엘에이타임즈 등 주

류의 신문들 또한 이미 우리 연구원들의 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구원들에 대해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대신 그만큼의 책임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

고 있고 또 연구원들은 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사진 2>스티븐 클레몬스(좌)와 그의 연구실 일부(우)

          

그러면 재단에서 일하고자 지원하는 이는 많습니까? 그리고 박사학위(Ph.D)를 가졌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새로운 연구원을 뽑을 때 박사학위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각의 질, 아이디어의 질이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약간의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게으름’이라고 하

는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면서도 유용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합니다. 책을 쓰고, 언론에 기고하고,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의회에 나가 증언

하면서 바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연구원들의 일상입니다. 단, 이렇게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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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위험부담은 재단이 떠안는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림 1>연구원들의 ‘베스트 논문’과 재단의 ‘베스트 이벤트’

그렇다면 연구원들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펠로우쉽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1년의 계약기간입니다. 하지

만 그것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개별 펠로우들의 연구활동을 점검

하면서 그것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

고 판단될 경우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하

게 되고 해당 연구원은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펠로우와 프로그램 

책임자(director)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연구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은 미국 전략 프로그램(American Strategy Program)의 디렉터로 있습니다. 그

렇다면 당신이 그 프로그램에 속하는 모든 이들의 급여까지 다 책임진다는 뜻인가요? 재단

의 재정구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현재 

저희 재단의 재정은, 약 60% 정도가 재단으로부터, 30%가 개인, 그리고 10%가 기업으로

부터 후원되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구조를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재단으로부터의 후원비율을 낮추는 대신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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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의 후원 비율을 보다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1년 예산은 약 1,0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재단에는 재정개발부

서(development department)가 있고 여기엔 한명, 아니 최근에 한명이 더 늘어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 전체 규모로 보면 매우 작은 편인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각 프로그램 디렉터가 자기 프로그램의 재원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

다.

재단 차원에서 개별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 전략 프로

그램의 디렉터가 되기 전 6년 동안은, 재단 수석부대표로 있으면서 재단 전체의 재정 마련

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디렉터가 된 이후로는 오직 내가 맡고 있

는 프로그램 재정 모금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할 경우에는 인력을 줄여

야 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들 사이의 협력은 이루어지나요? 

 물론 이루어집니다. 특히 국내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정책들의 조율을 

포함하여 협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국제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특히 내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데요, 사이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문제 영

역이었던 경제 분야 프로그램과 미국 전략 프로그램 사이에 협력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

고 있습니다.

앞서 당신은 재단의 연구원들이 많은 기명 칼럼과 책을 쓰고, 컨퍼런스에 참여해 발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단이 정책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 정책들에 대해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지만 그것이 특정한 어떤 방법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

각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무선 미래 프로그램의 경우, 만화를 그려 정책논쟁

을 유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책 브로셔를 발간하여 그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건강보험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 ‘아놀드 슈왈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개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이 대중들에게 연설할 때 우리 재단이 만든 정책 브로셔를 손

에 들고 하기도 합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원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끔 아주 고급스러운 디너 살롱을 예약해서 관련 분야의 저널리스트

나 상원의원들을 모아 놓고 함께 애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

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비 스러운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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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결정자나 언론이, 우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혹하는 방법들은 적지 않

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은 매우 지루하고 지나치게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을 전

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 모임을 갖더라도 그저 식사를 위한 식사자리로 끝나는 경

우도 많구요. 저는 그렇게 지루하고 관료적인 방식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입니다. 또 그런 

자리에 갈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구요. 

<사진 3>‘Shut Down the Sun'(2006.10.6) 세미나6)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당신의 경력이나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washington note)에 실린 글들을 통해 당신이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로써의 글

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유럽이나 중동 문제를 다루는 글과 발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

게 그렇게 넓은 분야를 한 개인이 다루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은 그 보다 더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저의 관심은 안

보문제에 관한 거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문제를 다루

기 전에는 소련 연구, 무기 통제 등의 문제를 다뤄왔고 경제학, 특히 국제경제정책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에는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있는데 그것

은 바로 미국 방어를 위한 외교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결국 중국, 유럽, 나토, 아프가니스탄, 나아가 지구화된 경제발전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단에는, 당신처럼 이미 많은 경력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젊은 세대의 연구

원들 또한 많고 또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

램 같은 것이 있는가요?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들의 생

각을 팔고 외화시킬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이들과 충분히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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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매체들에 어떻게 자신들의 글을 기고할 것인가, 기명

칼럼은 어떤 식으로 써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많은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가 등에 대해 젊은 연구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들과 얘기하는 자리를 자주 갖고 있습니

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보다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비공식적 형태로 그러한 것들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뛰어난 편집자, 훌륭한 정치인 등 

많은 재능 있는 이들과의 훌륭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구원들이 

그들과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스스로의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돕고 있

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우리 재단에는 연구조교나 인턴들에 대한 공식 교육 프로그

램은 있지만, 젊은 펠로우들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

다.

재단에는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프로그램들과 재단 

전체 운영 등을 조정하는 회의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관리 위원회(management committtee)가 있어 각 프로그램 디렉터들과 대표가 참가

합니다. 이외에도 시니어 스탭 회의가 매주 열리고, 펠로우들의 2주 1회 회의가 따로 있습

니다. 하지만 재단이 점점 커 가면서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형태의 회의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재단 소속 연구원과 스탭이 8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동산, 사회계약 등 개별 프로그램 소속 연구원들끼리 자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 정례회의가 별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

은 관료제를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 위계적인 회의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하기란 어렵

지만 이처럼 많은 회의가 진행되며 사업과 조직운영을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연구소>나 <아스팬연구소> 등을 방문했을 당시 이들은 각 프로그램이 매우 자율적

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단 역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연방제적 모델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재단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우리 재단을 <아스팬연구소>와 비교해 본다면 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협력이 프

로그램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원들은, 설

령 다른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캘

리포니아 사무소의 경우에는 이곳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상호교류와 이해의 정도는 <아스팬연구소>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지부를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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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캘리포니아라는 지역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곳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겠

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수준에서 많은 정책적 실험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외교나 안보정책의 경우는 어렵지만 정치개혁, 선거 캠페인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은 모두 주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논쟁되고 실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

니아의 경우 민주주의의 거대한 실험실이라 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단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림 2>새로운미국재단 캘리포니아 지부(New America in California)

그러면 캘리포니아 이외 다른 주의 싱크탱크나 전국적 규모의 싱크탱크들과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싱크탱크들에 대해 신경 쓰려 하지 않습니다. 싱크

탱크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캘

리포니아 이외의 다른 주 싱크탱크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혀 고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주의 싱크탱크들과 서로 연계를 맺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책

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다소 유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커지면서 자칫 

조직의 운영 등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해버릴 가능성 또한 훨씬 커집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수화되느니 차라리 작은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클레몬스씨 당신은 재단에는 어떻게 결합하게 되셨나요?

 저는 재단 출범 3개월째 되던 시점부터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회 의장인 

‘제임스 팰로우스(James Fallows)’, 공동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린드(Michael 

Lind)’, 현재 대표 ‘테드 하스타드’ 등은, 재단 출범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서 워

싱턴 디씨의 싱크탱크들과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

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팰로우스가 제게 함께 일할 것

을 제안해 오면서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싱크탱크라는 것은 새로운 식당과도 같아서 좋은 브랜드가 있어야 하고, 또 좋은 

내용과 평판을 갖춰야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싱크탱크에 대해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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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선 좀 더 도발적인 성격의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바로 그

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제가 재단의 펠로우로 

참여하는 것을 생각했으나 결국 수석부대표를 맡게 되었고 그 일을 6년간 계속 하게 되었

던 것입니다.

재단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단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며 실제로 성공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와 같은 속도와 섹시함, 영향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장 곡선은 무척 가파르지만, 

일단 앞으로는 성장의 속도 자체는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민간의 독립적 싱크탱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운동적 성격이 강한 

시민단체(NGO)들은 많지만, 국책연구기관이나 재벌연구기관들과 비교할 때 민간 싱크탱크

의 역사는 거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

티지재단> 등의 경우 이미 자신들만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수많

은 스탭과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미국 정책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한국인 학자나 기자들이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을 방문

하고 그들을 소개하는 글은 써 왔지만, 막상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

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단과 같이 신생의, 또는 진보적 성

격의 싱크탱크들에 대한 소개나 이해가 좀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 시장은, 마치 일본의 케이레츠(系列)나 한국의 재벌과 같은 거

대한 기성 싱크탱크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싱크탱크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

다. 일부 특화된 분야의 싱크탱크들의 경우, 그들의 빈틈을 비집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것

은 말 그대로 ‘특정 영역’만의 제한된 연구를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 재단과 같이 종합적 이슈를 다루는 신진 싱크탱크가 살아남기란 참 어려운 것이 이

곳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만약 새로운 싱크탱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 일단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 ‘천사 기금(angel fund)’ 같은 것을 통해 훌륭한 지적 능력을 갖춘 이

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정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몇몇 정당과 대기업들이 공론 공간을 장악하고, 심지어 신문까지도 충분히 

자유로운 토론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싱크탱

크는 훌륭한 지적 능력을 갖춘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 연구원들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

도록 싱크탱크 조직 자체가 개인의 위험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안전한 안식처(safe haven)' 같은 역할을 싱크탱크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젊은 세대의 지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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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일에서건, 일본에서건, 그리고 한국에서건 새로운 싱크탱크들의 성장을 고민할 때 매

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미국진보센터>의 경우, 생긴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종합적인 

이슈를 다루는 진보적 성격의 싱크탱크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진보센터와 

재단은 서로 비슷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진보센터>와 우리는 서로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진보센터에는, 많은 정당 관련 인물들이 포진해 있고 변호사들 또한 우리 재단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미국진보센터는 오히려 헤리티지재단 스타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훨씬 

더 정치 지향적인 성격의 싱크탱크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일들을 

잘 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진보센터 소속의 여러 인물들과 우리 재단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국진보센터 내에서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시린시오네(Josep 

Sirincione)’의 큰 팬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들은 이미 1년 예산이 2,000만 달러 

가량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미국진보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기명칼럼 쓰기나 책의 출판 등은 그리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미국

진보센터가 자임하는 역할과 저희 재단의 그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으며 민주당 정

책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진보센터의 경우,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주요 인물들의 자리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

다면 미국진보센터 소속의 상당수 인물들이 정부로 자리를 옮겨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음 정권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자리를 옮겨간 이후에도 미국진보센터가 

그만큼의 큰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면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입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정권을 잃게 되면,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일하던 이들 가운데 미

국진보센터에 와서 연구를 수행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싱크탱크가 되

기 위해서는, 수준 높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새로운 연구자들의 충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미국진보센터의 경우 자신이 가진 정치적 포지션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제약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 대해 독립적이므로 거꾸로 그들 모두를 포괄하

여 우리의 사고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단은 ‘진보적’인 싱크탱크로 분류되

고 있고 우리 연구원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강조하는 이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열린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화당 행정부이건 민주당 행정부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미국진보센터는 성격과 모델은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

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미국진보센터는, 헤리티지재단이나 미국기업연구소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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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고 있는 영향력만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싱크탱크가 될 것임은 확실합니

다. 

1) <플로렌스 앤드 슈만 재단>은 현재 ‘(주)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한 슈만 센터(The Schuman Center for Media and 

Democracy, Inc.)’로 이름을 바꾸었다. <슈만 센터 주식회사>의 자산규모는 6천만 달러 정도이며, 1년 지출은 대략 5백만 

달러 정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이 재단의 특징은 흥미롭게도 ‘반

자본주의’, ‘반시장경제’, ‘반기업’의 기치를 높게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비엠(IBM) 설립자의 후손인 플로렌스 포

드와, 지엠(GM)의 성공적 경영자 중에 하나였던 존 슈만은, 1917년 결혼한 이후 1961년에 이 재단을 설립하였다. 자본가의 

돈을 이용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 우파적 성격의 웹사이트에서 이 재단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http://www.undueinfluence.com/schumann_foundation.htm)
2) 橫江公美.2004. 『第五の権力　アメリカのシンクタンク』. 文春新書 pp.179-181.
3)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search.summary/orgid/10341.htm
4) 『급진적 중간』(The Radica Center :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는 2001년에 나온 책으로 <새로운 미국 재단>의 

대표인 ‘테드 핼스타드(Ted Halstead)’와 시니어 펠로우 ‘마이클 린드(Michael Lind)’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출판된 직후, 특히 워싱턴 정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 책

이 발간된 지 한 달 후 공화당 ‘존 맥케인’ 의원이 이 책을 크게 추천하였으며 실제로 책 발간 한 달 후 열린 공화당의 

온건 성향 의원 학습모임에 ‘핼스타드’가 초청되어 강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존 브뤽스’ 상원의원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을 열고 저자 초청 강연을 듣기도 하였다(橫江公美.2004. 『第五の権力　

アメリカのシンクタンク』. 文春新書 pp.181-182).
5) 듀퐁 서클에 있는 <새로운 미국 재단>은 건물 7층 전부와 나머지 몇 개 층의 일부분씩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보

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같은 건물 내에서 공간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6) <새로운 미국 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 가운데 이처럼 간단한 음료나 쿠키 정도만 제공되며 자신이 직접 도시락을 지참해 

와서 참여하는, 소위 ‘브라운백 세미나(brown bag seminar)’는 특히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