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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톰슨의

국 노동 계급의 형성』에 대한 연구

김  남  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한 욱)         

본 논문은 신사회사라는 새로운 역사 연구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

여를 한 에드워드 파머 톰슨(Edward Palmer Thompson)의 『 국 노동 계급

의 형성,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이하, 『형성』)이 오늘날 

역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신문화사가 분명 아날학파나 마

르크스주의의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이들의 기초적 작업 없이

는 신문화사라는 패러다임이 자체만으로는 존립이 어렵다고 볼 때, 마르크스주

의자 음에도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톰슨과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형

성』을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톰슨은 『형성』을 통해 경제결정론과 인간 주체성 부정으로 특징지어지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학자들에 대한 지적 투쟁을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 톰슨은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즉 토대와 상부 구조의 비유와 이에 내재한 경제

결정론적 성향이 지니는 정태적이고 기계적인 성격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계급을 구조나 범주로 정의하는 대신 주체적 능동성과 의식을 수반하는 ‘역사

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톰슨의 독특성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고 또한 동시에 부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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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역사가들의 접근 방식을 부정하면서 문화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점에 

있다. 다른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노동 계급 운동의 일차적인 원인으로서 ‘계

급 투쟁의 논리’나 ‘생산력의 논리’를 강조하는 반면, 톰슨은 이러한 설명을 거

부하고 일상적인 삶을 규정하는 ‘문화’의 역에 인과적인 우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강조는 민중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역사

적 행위자라는 민중에 대한 강조에서 나온 것이었다. 

톰슨은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경직되어 가던 역사학의 서술에 역사적 상상

력과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역사 서술을 섬세하고 흥미롭게 만들었다. 톰슨

은 또한 엄청난 분량의 사료를 통해 당시 노동자들의 의식과 가치 체계, 문화

를 복원한다. 그들은 결코 수동적이고 나약한,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아니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방대한 자료의 활용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면 그 어떤 것이든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봄으로

써 텍스트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다른 학문과도 연계되어질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형성』은 인과 분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의미를 뛰어나게 밝히

는 ‘해석적 논의’의 중요한 보기를 제공한다. 『형성』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잃어버린 역사적 가능성을 다시 

포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톰슨의 국 사회에 대한 논의는 기어츠가 ‘두

꺼운 묘사(thick discription)’라고 부른 해석적 논의인 것이다. 그의 해석적 논

의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제시하 으며, 오늘날까지도 민중사, 노동사, 노예

사, 여성사 등을 이해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성』이 출판된 지 이제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오늘날, 탈노동, 탈이데올

로기의 담론을 내세우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적 역사 읽기에 비추어 볼 때 톰

슨의 계급 이론은 유행에 뒤져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대안적 

분석틀로 등장한 성, 인종(ethnicity), 시민성(citizenship) 따위의 개념 역시 계

급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계급적 시각과 서로 



- vii -

보충적으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풍요로운 이해에 도

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톰슨은 사회사, 마르크스주의 

이론, 역사 분석의 방법에서 자신의 저작이 지닌 강점뿐만 아니라 한계에도 모

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톰슨의 『형성』이 고전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다면 그것은 책의 갈피 갈피에서 엿볼 수 있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

한 그의 따뜻한 시선에 우리가 공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평가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역사교

육)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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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군의 국 역사가들이 기존의 사회경제사, 특히 스탈린 시대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대답을 찾아내려고 노력

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대중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치적 실천

을 이론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아래에서, 역사 연구 

내에서도 엘리트가 아닌 대중의 정치적 동원을 좌우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갔다. 그와 더불어 경제결정론에 짓눌려 있던 역사 연구에서 

문화적 관계와 갈등 그리고 계급적 행동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기 시작하

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회경제적인 힘에 못지 않게, 인간 행위자와 그들 집

단 간의 상호 관계 및 투쟁 역시 역사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국 사회사에서는 이론적 논의가 노동 과정보다는 문화와 의식에 집중

되는 양상이 나타났고,1) 에드워드 팔머 톰슨의 『 국 노동 계급의 형성,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2)은 이러한 역사 연구의 대표적인 저작

이었다.

톰슨은 에릭 홉스봄, 크리스토퍼 힐과 함께 국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학

파를 이루었던 사람이다. 그에게서 이른바 ‘밑으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below)’라는 잘 알려진 용어가 유래하 다.3) 바꾸어 말하면, 한 역사 이론가가 

1) Geoff Eley and Keith Nield, “Why Does Social History Ignore Politics?,“ Social 

History 5(1980), pp.249-271. ; 서구에서의 정교해진 사회 복지 제도와 실질적인 민주주

의의 확산은 노동 운동의 핵심적 이슈 던 빈곤과 착취 문제의 비중을 약화시켰다. 그 

대신에 사적인 세계나 비제도적인 정치 역에서 작용하는 거대한 지배 메커니즘과 그

로 인한 인간 소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사회 과학 분야

에서 기호학, 인류학 그리고 포스트 구조주의 등의 발전이 문화를 ‘객관적으로 포착 가

능한 역’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정현백, “역사 연구에서 문화

의 역할,“ 『역사 교육』, 제56집(1996), pp.123-124. 참고.

2) E. P. Thompson, 『 국 노동 계급의 형성,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New York: Vintage Books, 1966)』, 나종일 외 역(창작과비평사, 2000). 이하 『형

성』으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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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듯 ‘약자의 역사(underdog history)'4)라고 부를 수 있는 최근 역사학의 

한 경향의 단초를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며, 『형성』은 이러한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작이었다. 라이오넬 고스만이 역사 서술에 있어 현대의 고

전이 되리라고 밝힌 바 있는 몇 안 되는 저작으로 꼽히는5) 이 책은 발간된 이

후 열렬한 찬사와 함께 많은 논쟁 거리를 제공했다. 본고의 목적은 그러한 논

쟁에 다시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작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톰슨과 

관련된 논쟁은 물론 그와 그의 저작이 오늘날의 역사학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

치에 대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톰슨은 『형성』을 쓰면서 매우 특징적인 이론적 입장과 사회사의 접합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톰슨은 무엇보다도 계급의 개념

을 ‘구조(structure)’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형성 과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계급은 모아진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얻어진다.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계급 형성은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조직되고 공동의 연대가 

형성되는 ‘문화’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급을 사회적․문화적 형

성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6) 따라서 인간들이 특정한 역사

적 상황에서 공통된 경험을 통하여 그들간에 이해 관계가 일치함을 느끼고 또

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그들의 이익과는 상이함을 분명히 깨달을 때 비로소 

사회 계급이 생겨나 존재하게 된다. 

노동 계급의 능동적인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제목 붙여진 

『 국 노동 계급의 형성』은 1790년에서 1832년까지의 국 노동 계급의 형

3) E. P. Thompson, “History from Below,“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7 April(1966), 

pp.279-80. 다음에서 재인용. Anna Green & Kathleen Troup, The Houses of History: A 

Critical Reader in Twentieth-Century History and Theory(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p.33.

4) Mary Fulbrook, Historical Theory(Routledge, 2002), PP.64-65.

5) Ewa Domańska, Encounters: Philosophy of History after Postmodernism(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8), p.208.

6) E. P. Thompson, 앞의 책,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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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출현에 관한 것이다. 톰슨에게 있어 노동 계급은 정해진 어느 시간에 태

양이 떠오르듯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계급의 능동성에 의해 형성되었

던 것이다.7)

톰슨에 관해서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

어져 왔다. 이들 중 국내에 소개되어 톰슨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참고가 되었

던 것은 하비 J. 케이의 『 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 The British Marxist 

Historions』의 제6장 “E. P. 톰슨: 국 노동 계급의 형성“8)이다. 하비 J. 케이

는 『형성』이 산업 혁명의 사회사를 재구성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의 토대/상부 구조 비유에 대한 대안을 의식적

으로 추구하 다고 보았다. 톰슨은 토대/상부 구조 비유의 정태적인 성격과 경

제결정론적인 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계급 투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역동적인 것으로 재개념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톰슨이 수행했던 것은 이론적 전통으로서의 국 마르크스주

의 역사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을 밝히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톰슨에 관한 몇몇의 연구가 있다. 먼저, 배 수는 “사회사

의 이론적 함의: 에드워드 톰슨에 있어서 계급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유물론“9)

에서 톰슨을 신사회사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로 꼽고 있다. 톰슨은 

1950년대 중엽의 사회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하여, 기계적 결정론과 

구조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사조들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인

간의 능동성’이라는 관념, 다시 말해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부각시켰다. 그럼으

로써 톰슨은 국의 사회사 연구를 선도하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상

당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7) E. P. Thompson, 앞의 책, p.6.

8) 하비 J. 케이, “E. P. 톰슨: 국 노동 계급의 형성,“ 양효식 역, 『 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 The British Marxist Historions(Polity Press, 1984)』(역사비평사, 1988), 

pp.78-147.

9) 배 수, “사회사의 이론적 함의: 에드워드 톰슨에 있어서 계급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유

물론,“ 『역사와 현실』(1993),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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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 은 “E. P. 톰슨과 사회사“10)에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톰슨

의 기여를 평가하고, 『형성』을 포함한 톰슨의 역사 연구를 통하여 그가 강조

해 왔던 ‘문화’의 개념을 다룬다. 그리고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부정

이 그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핵심적인 제약으로 주어지는 국가․정치․경제

의 역학을 이해할 수 없게 했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 가운데 매우 중대

한 개념적 모호성과 이론적 제약이 있다고 비판하 다. 그러므로 톰슨의 ‘밑으

로부터’의 마르크스주의 역사는 정치 이론이나 국가 이론에 기초한 ‘위로부터

의’ 역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경일의 “E. P. 톰슨의 사회사와 계급 이론“11)은 계급이 있기 때문에 계

급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급 투쟁이 있기 때문에 계급은 실재하는 

것이라는 계급 이론에서의 핵심적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톰슨의 

연구들은 민중이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

킴으로써 이른바 민중적 전통의 형성에 크나큰 향을 미쳤고, 노예나 흑인 혹

은 여성이나 빈민․노동자 등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기층 민중에 대한 민중

사․여성사․口傳史, 지역사, 혹은 노동사 등에서의 많은 관심과 연구들을 자극

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크게 보아 서구 마르크스주의에 속하면서도 그것과 

화해될 수 없었던 톰슨의 삶과 사상이 지니는 일정한 특성들을 살피면서 그가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산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유재건은 “E. P. 톰슨의 역사방법론“12)에서 톰슨은 통상적인 사회과학적 

계급 개념에 반대해서 계급을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현상으로 파악하 으며, 

속류 마르크스주의든 혹은 경험적 경제사학 전통이든 간에 경제환원론적 모델

을 배격하 다. 그리고 계급 형성 과정을 사람들의 정치․문화적 전통과 삶의 

10) 신광 , “E. P. 톰슨과 사회사,“ 『노동 계급 형성 이론과 한국 사회』, 한국사회사연구

회 논문집, 제19집(문학과지성사, 1990), pp.11-27.

11) 김경일, “E. P. 톰슨의 사회사와 계급 이론,“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사회

사연구회 논문집, 제10집(문학과지성사, 1988), pp.77-148.

12) 유재건, “E. P. 톰슨의 역사방법론,“ 『역사교육』, 제39집(역사교육연구회, 1986),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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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투쟁, 의식 등 주체적 측면과 결부시킨다든가, 더 나아가 계급 자체를 경

제적․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등의 톰슨의 시각이 사회사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톰슨은 흔히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

의 대표자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확실히 그의 문제 의식과 방법론은 마르크스

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톰슨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톰슨을 사회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로, 혹은 신사회사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사회사 혹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톰슨이 극복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밝히려는 것들이다. 

본고는 톰슨의 위와 같은 극복 노력들을 『형성』을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

려고 한다. 그리하여 계급과 문화에 대한 톰슨의 새로운 인식이 오늘날 역사학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문화사’에 대해 갖는 의미를 규명하

고자 하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톰슨은 역사의 

여러 측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존의 사

회경제사가들이 소홀히 하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려 하 고, 마르크스주의자

음에도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신문화사의 연구 경향과도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Ⅱ. 톰슨의 생애

톰슨은 1924년 자유주의자로서 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국

인 아버지 에드워드 존 톰슨과 미국인 어머니 테오도시아 제서 사이에서 태어

났다. 톰슨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처음에는 문학을 전공하 으며, 역사가보다

는 시인이 되고자 하 다. 그로 인해 역사가 던 톰슨은 그의 생애와 저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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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형성』을 비롯한 그의 역사적 연구의 

대부분에서 당시의 민요나 시, 발라드나 문학 작품의 인용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톰슨은 자신에게 커다란 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마르크스 및 낭만주의 시

인인 윌리엄 블레이크와 윌리엄 모리스를 들고 있다.13) 낭만주의는 18세기 계

몽사상의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면서 ‘계몽’되지 

않은 민중의 원시적 창조력과 사회의 유기적 화합을 중시하고 그것을 찾기 위

해서 ‘전통’에 크게 의존하던 사조 다. 낭만주의에서 톰슨이 배운 것은, 무엇

보다도 민중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민중의 고통과 희망을 심정적으로 이해하

는데서 출발하는 맹렬한 분노, 다시 말해서 억압적 현실에 대한 도덕적 분노

다고 생각된다. 특히 톰슨은 모리스에게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즉 스탈린주의

와 구별되는 사상적 경향을 발견하 다. 개인의 도덕적 용기와 낭만적 정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스탈린주의에서 강조되던 공산당 내의 엄격한 규율과 법칙적

인 경제결정론, 그리고 기계론적 계급 갈등론과 양립하기 어려웠던 것이다.14)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던 톰슨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학업을 중단

하고 육군 장교로 임관되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다. 군

복무를 수행하기 전 톰슨은 국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전쟁 직후에는 유고슬

라비아와 불가리아의 산업 시설 복구 사업에 자원하여 한 두 해를 보냈다. 톰

슨은 이때의 경험이 민중의 집단적 노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15)

13) 톰슨은 『윌리엄 모리스』를 1955년에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21년 후에 재판을 내놓으

면서 덧붙인 후기에서 이 책을 쓴 의도가 국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낭만주의에서 

얼마나 큰 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 P. Thompson, William 

Morris: Romantic to Revolutionary(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2.

14) Michael D. Bess, “E. P. Thompson: The Historian as Activist,“ American Historical 

Review, February(1993), pp.19-38. 배 수, “에드워드 톰슨의 전쟁,“ 『이론』, 9호(1994), 

p.92에서 재인용.

15) Henry Abelove, Betsy Blackmar, Peter Dimock, and Jonathan Schneer (ed.), “E. P. 

Thompson,“ Visions of History: Interviews(Pantheon, 1984), pp.5-25. ; E. P. Thompson, 

“The Nehru Tradition,“ Writing by Candlelight(Merlin, 1980), pp.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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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돌아온 톰슨은 1948년에 도로시 타워스와 결혼하고 같은 해에 리

즈 대학의 사회 교육부에서 성인 교육 강사로 임명된다. 그는 계속해서 공산당

의 활동가 고, 무엇보다도 국 공산당 내에 구성된 ‘역사가 그룹(Historians’ 

Group)’의 활발한 참여자 다. 그 그룹에는 톰슨과 더불어 20세기 후반 국 

역사학계에 지대한 향을 미쳤던 모리스 돕, 크리스토퍼 힐, 로드니 힐튼, 에

릭 홉스봄, 존 세빌, 빅터 키어넌, 조르주 뤼데, 라파엘 새뮤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6) 이들은 부르주아적 실증적 역사학의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여 마르크

스주의 이론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들은 민중

의 생활 경험과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명하여 민중사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

으며, 그에 따라 사적 유물론을 도식적인 해석에서 해방시켜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을 넘어서

서 그 요인들이 규정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변모시켜 나아간 하층 민중의 경

험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주체적인 역량과 의지를 중시함으로써 계급 문제를 

역사 서술의 전면에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17)

국 공산당의 적극적인 활동가 던 톰슨은 1956년 소련의 헝가리 봉기 진

압을 계기로 공산당과 결별하 다. 그러나  로드니 힐튼이나 크리스토퍼 힐 등 

당대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처럼 톰슨의 탈당 역시 사회주의나 마르

크스주의 자체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톰슨은 소비에트 체제의 공

식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그 속류 격인 스탈린주의를 통렬하

게 비난했지만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로 활동하 으며, 당을 떠난 이후에도 줄

곧 ‘사회주의적 휴머니즘(socialist humanism)’18)의 대변자임을 자처하 다.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은 스탈린주의에서 드러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16) 조용욱, “에드워드 톰슨: 그의 역사학과 사회 운동,“ 『역사 비평』, 봄호(1994), p.325.

17) 이 석, “어느 역사가의 초상: 에드워드 톰슨의 죽음을 보며,“ 『광주대신문』, 1993년 

10월 16일.

18) 리처드 존슨은 지노비스와 함께 톰슨을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의 역사가라고 지칭했다. 

Richard Johnson, “Edward Thompson, Eugene Genovese, and Socialist-Humanist 

History,“ History Workshop 5(1978), pp.78-100. 신광 , 앞의 , p.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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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과 통제를 거부하고 혁명기의 러시아에서 나타난 민중에 의한 민주적 

자치로 되돌아가려는 이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복귀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문화적 창조력을 강조하며 민중의 능동적 역할에 의지함으로써 사회

주의를 실현해야 했다.19)

탈당 후에도 톰슨은 잠시도 정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 『형성』은 

그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초기 신좌파(New Left)의 활동20), 반핵 운동 등

에 깊이 몰두하고 있던“21)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형성』이 산업 혁명기를 

다룬 역사학 분야의 여러 명저들 중에서도 뚜렷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20

세기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았던 한 작가의 생애와 경륜이 작품의 밑그림을 

이루면서 당시 노동 계급의 삶과 행동에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톰슨은 1965년에 워릭 대학의 사회사연구소에서 교수직을 맡았으나 

얼마 후 교수직을 사임하고 대학을 떠나 일단 연구 활동에 전념하 다. 그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국 노동 계급의 역사를 『형성』에서 다룬 시기의 다

음 단계인 1840년대 이후로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형성』에서 처음부터 해

결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여러 문제들을 찾아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18세기로의 '선회'는 『휘그파와 사냥꾼들』22)로 결실을 맺었다. 여기서 톰

슨은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민중들의 투쟁을 부각시킴으로써 흔히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의 시기로 알려진 18세기 국사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 으며, 이를 통해 『형성』에서 싹튼 문제들, 특히 계급, 계급 의식 그

리고 계급 투쟁의 개념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그가 『이론의 

빈곤』23)에서 당시 국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상당한 향력을 발휘하던 프랑

19) 배 수, 앞의 , pp.92-94.

20) 1960년 젊은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신좌파평론, New Left Review』이 창간되었으며, 

잡지의 제목이 그렇듯이 그들은 ‘신좌파’로 불리게 되었다. 배 수, 위의 , p.94. 참고.

21) E. P. Thompson, 앞의 책, p.15.

22) E. P. Thompson, Whigs and Hunters: The Origines of the Black Act(New York, 1975)

23) E. P. Thompson,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London: Merlin Pres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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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철학자 알튀세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강한 비판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

이었다. 이어 18세기 민중사에 대한 그의 연구는 『평민의 관습』24)에 의해 집

대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톰슨이 가장 열정을 쏟은 것은 핵 파멸의 위협에 직면해

서 국과 유럽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한 반핵 평화 운동이었다. 그는 수많

은 집회와 연설을 통해서 미소 냉전의 논리에 맞서 싸웠으며, 이 때에 발표한 

들은 『항거와 생존』25)이나 『제로 옵션』26)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지적 

삶과 정치적 삶이 하나 던 톰슨이기에 그가 생전에 계획했던 역사 연구를 마

무리지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못내 아쉬

움을 남긴다. 다행히 그의 마지막 연구들은 유고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낭만파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에 대한 연구인 『야수에 맞선 증언자』27), 그리고 1790

년대의 사회개혁가들에 대한 연구인 『낭만주의자들』28)이 바로 그것이다.29)

자유 기고 역사가로서, 현장에서 노동자 교육을 이끄는 활동가로서, 신좌파

의 대표적 논객으로서, 반전 반핵 운동가로서 톰슨의 생애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적 지성의 전형이었으며, 그의 막대한 향력과 그의 저작들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30) 

24)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Studies in Traditional Popular Culture(London: 

Merlin Press, 1991)

25) E. P. Tompson, Protest and Survive(Monthly Review Press, 1980)

26) E. P. Thompson, Zero Option(London: Merlin Press, 1982)

27) E. P. Thompson, Witness Against the Beast: William Blake and the Mor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8) E. P. Thompson, The Romantics: England in a Revolutionary Age(New Press, 1997)

29) 이용재, “계급은 스스로를 '형성'한다,“ 『진보평론』, 제4호(2000)

30) Harvey J. Kaye와 Keith McClelland는 E. P. Thompson: Critical Perspective(Temple 

University Press, 1990)에서 톰슨의 주요 저작들을 폭넓게 정리해 놓았으며. 그의 업적

과 한계, 그리고 그의 저작들에 대한 논의들도 추가시켜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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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 노동 계급의 형성』의 이해

1. 민중적 전통

톰슨은 국 노동 계급의 형성에 기여한 주체적 향을 첫 페이지부터 취

급한다. 그것은 경제적․기술적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그 시대의 정치적․문화

적 제발전을 그러한 변화에 의해 ‘미리’ 예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 혁명의 경제

사와 사회사, 그리고 노동사에 대한 틀에 박힌 접근 방식을 극복하려는 시도이

다. 그는 ‘노동 계급의 형성이 경제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적․문화

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민중적 제전통과 정치 조직들

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형성』의 제1부 ‘자유의 나무(the liberty tree)’에서 톰슨은 1790년의 

국 자꼬뱅 운동에 두드러진 향을 준 세 가지 민중적 전통을 검토한다. 이 시

기 노동자들의 급진적 성향에 미친 세 가지 전통이란 17세기 이후 내려온 반

국교도(Dissenter)31)의 전통 및 감리교의 부흥에 따른 이 전통의 수정, 18세기 

‘폭도’의 성격 불분명한 전통, 그리고 잉 랜드인으로서의 생득권과 자유를 추

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는(the free-born English) 전통이다.32)

먼저 퀘이커교도(Quakers)나 침례교도(Baptists) 등의 ‘반국교도 전통’에 대

해 살펴보자. 

31) 국 국교에 대한 반대하는 자를 지칭하며, 원래는 로마 카톨릭교도도 포함되어 있었

으나, 실제로는 프로테스탄트에 한정해서 사용된다. 한편 Non-conformitymist는 비국교

도로 국 국교회의 교리, 체제, 규율에 대해 거부하는 자를 지칭한다. 처음에는 국교회

의 교리를 따르되 그 규율이나 의식에 대해 반대했으나, 통일법(Act of Uniformity) 시

행 이후 국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모든 Dissenter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장로교파, 조합교회파, 감리교도, 퀘이커교도, 침례교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2) E. P. Thompson, 앞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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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혼, 창조적인 정신은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져 있다. 그 하나는 자

기 밖의 왕국을 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로 하여금 자기 안의 왕국을 구하고 

기다리도록 끌어당기고 있나니, 이 자기 안의 왕국은 좀벌레나 녹도 갉아먹을 수 

없고 도적들도 부수어 버리거나 훔쳐갈 수 없다. 이는 멸망치 않고 오래 지속될 

왕국이나, 바깥의 왕국은 그대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33)

이 같은 '밖의 왕국'으로부터 '내면의 왕국'으로 선회해 가는 움직임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는 18세기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그 후의 노동 계급의 정치 활동에서 지속되고 있는 요소를 이해하는 데 결정

적으로 중요하다고 톰슨은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변화는 우리가 청교주의

의 적극적 활력과 반국교도의 자기보존적 후퇴라는 두 개의 낱말을 들을 때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되는 상이한 연상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톰슨은 

스스로의 '지배와 통치'를 획득할 희망을 단념하면서 '참을성 있게 세상의 고통

을 당하기로' 하겠다는 교파들의 결의가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은둔주의와 설

교와 소책자들 중의 비유적 표현들 및 민주적 조직 형태 등에 보존되어 있는 

일종의 잠재적 급진주의를, 그러니까 한층 희망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불

길로 타오를 수도 있는 급진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게 해주었음도 간파해야한

다고 보았다.34) 또한 반국교도 전통의 어떤 요소들은 비록 변형된 형태이지만 

감리교로 침투되었고, 감리교 교파에 특유한 조직 형태들이 노동 계급 단체들

에 전파되었다고 톰슨은 지적한다.35) 

톰슨은 역사적 변화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소수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소수는 ‘잠재

적인 정치(sub-political)' 의식을 지녔다 할 자기 표현이 덜 분명한 다수 속에서 

형성된다.36) 따라서 독일의 극작가인 브레히트적 가치, 즉 숙명론, 기성 체제 

측의 설교에 대한 빈정거림, 끈질긴 자기 보존력 등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사

33) E. P. Thompson, 앞의 책, pp.42-43.

34) E. P. Thompson, 위의 책, p.43.

35) E. P. Thompson, 위의 책, p.62.

36) E. P. Thompson, 위의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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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보아야 한다고 톰슨은 말한다. 왜냐하면 ’자기 표현이 불분명한 사람들

‘은 이런 방식들을 통해 치안관들, 공장주들, 감리교도들로부터 가해지는 이것

저것 금지가 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가치들, 다시 말해 자발성, 즐길 

줄 알고 상호간의 신의를 지켜갈 줄 아는 능력 등을 보존해왔기 때문이다. 톰

슨은 이들 ‘잠재적인 정치적’ 전통이 초기 노동 계급 운동에 향을 미쳤던 방

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그 하나는 폭동 및 폭도 현상이며, 또 하나는 

잉 랜드인의 ‘생득권’에 대한 민중적 견해 다.37)

‘민중 폭동’은 특정한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형태를 의미한다. 

톰슨은 18세기 국에서의 폭동적 행위들을 조르주 뤼데의 접근 방식으로 설

명해 나간다.38) 이에 따르면 한편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폭동이 있었다. 

이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실례는 1840년대까지 거의 모든 도시며 주에서 되풀

이하여 발생했던 빵 폭동 혹은 식량 폭동이다. 이는 민중의 생활 필수품을 가

지고 폭리를 취함으로써 식료품 가격을 앙등시키는 불공정한 방법은 전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도덕 경제에 의해 민중이 정당

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침범될 때 발생하 다. 식량 폭동은 자유 시장 경

제에 맞서 근래의 도덕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민중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서 노동 계급의 의식 형성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 다.39)

다른 한편에는 민중들의 위에 있는, 또는 떨어져 있는 인물들에 의해 사주

되고 조종되는 민중 행동이 있었다. 이 수법은 권력 당국에 의해 오랫동안 사

37) E. P. Thompson, 앞의 책, pp.85-86.

38) 조르주 뤼데 박사는 The Crowd in the French Revolution(Oxford University Press, 

1967)에서 “외부의 이익 집단을 위해 움직이는 고용 부대란 의미에서의 ‘폭도(mod)’란 

용어는 신중하게, 특정한 경우로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

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역사가들은 더 이상의 분석을 피하기 위해 혹은 편견의 표시로

서 이 말을 안일하게 너무 자주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기의 프랑스 뿐 아

니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의 잉 랜드에서의 폭동을 논의하는 데에도 ‘혁명적 군

중(revolutionary crowd)’이란 용어가 더 유용할 것 같다고 제안하고 있다.

39) E. P. Thompson, 위의 책, pp.90-9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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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왔는데, 이는 폭동에 대해 일반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보았

다. 런던 폭동의 예를 보면, 그들의 행동은 ‘폭도와 혁명적 군중의 혼합’으로 

가장 잘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그것에서 보인 폭도들은 자의식을 가진 급진적 

군중이 되어 가고 있던 이행기적 폭도 다고 말한다.40)  

잉 랜드인의 ‘생득권’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 또한 국 혁명이래 노동자

들이 지닌 중요한 전통이었다. 그것은 당시에 언론, 집회, 정치 조직 및 선거의 

자유가 대폭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주의로부터의 자유, 자의적 체

포로부터의 자유, 배심 재판, 법 앞에서의 평등, 자의적인 가택 침입 및 수색으

로부터의 자유, 사상․연설․양심의 제한적 자유 다. 그밖에도 의회 내 야당 

세력 형성의 권리라든가 선거 및 선거 소란 행위 등에 의해 제공되는 자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및 여행․ 업의 자유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팔 자

유 등이었다. 이 자유들은 국인에게 이를 넘어서서까지 함부로 취급당할 수

는 없다는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던 테두리(limit)들, 그리고 권력 당국 또한 

감히 넘어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던 ‘도덕적 합의’를 반 하고 있었다.41)

1790년대 국에서 일어난 자꼬뱅 운동은 너무나 흔히, 바스띠유 감옥의 

습격으로부터 반사된 불빛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라는 본보기에 의해 촉진된 요소들 즉, 반국교적 전통들 및 자유 지향적 전

통들은 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국 역사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비록 프랑스

에서의 사건들이 이를 고취하기도 하고 또한 그 기세를 꺽기도 한 것이 사실

이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잉 랜드의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광범한 차원

의 잉 랜드적 운동이었던 것이다.42)

이는 오래된 급진적 전통과 관습을 18세기 말의 새로운 상황에서 민중들이 

이용하고 재해석함으로써 1790년대의 강력한 저항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중은 수동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끌려 들

40) E. P. Thompson, 앞의 책, pp.98-99.

41) E. P. Thompson, 위의 책, p.114.

42) E. P. Thompson, 위의 책, pp.145-146.



- 14 -

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 가치관에 의해 그것에 

저항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계급 투쟁이며 이러한 계급 투쟁의 과정을 거

쳐 계급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형성』에서는 자신의 굳건한 

전통을 기초로 하여 역사 과정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민중의 모습이 생생하

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 책의 전편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이다.

2. 노동 계급의 형성 과정

제2부 ‘아담의 저주(the curse of Adam)’에서 톰슨은 노동 계급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이었던 1790년에서 1830년 시기의 변화하는 생산 및 사회적 제관

계를 검토해 나간다. 먼저 첫 번째 장인 ‘착취(exploitation)’에서 톰슨은 마르크

스주의 역사가들이 마치 증기 동력과 면방직 공장이 결합하여 새로운 노동 계

급을 탄생시킨 것처럼 서술해 왔다고 지적한다.43) 다시 말해 톰슨은 노동 계급

의 형성을 산업 혁명이 가져온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따른 예정된 결과로 간

주하는 기왕의 틀에 박힌 접근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다. 

확실히 면방직 공업은 산업 혁명의 선도 공업이었고44) 공장 제도의 탁월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톰슨은 1780년경의 면방직 공장의 ‘비약적인 발전’ 이후의 

반세기 동안에도 공장 노동자는 그것에 종사하는 성인 노동자 중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1830년대에도 성인 남자 면방직공은 그 실체가 도무지 잡히

지 않는 이른바 전형적인 ‘평균 노동자(average working man)’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면방직 공장의 새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노동 계급 공

동체(working-class community)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문화

적 전통의 연속성을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장 일꾼은 ‘산업 혁명

43) E. P. Thompson, 앞의 책, p.268.

44) 산업 혁명기에 면직 공업이 공업을 주도한 원인들에 관한 경탄할 만한 설명에 대해서

는 E. J.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1962)를 보라. E. P. Thompson, 위의 책, 

p.2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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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뒤늦게 출현한 ‘막내아들’이었다는 것이다.45) 

노동 계급의 형성은 이처럼 경제사적 사실 못지 않게 정치․문화사적인 사

실이었다. 그것은 공장 제도의 자동 생산물이 아니었다. 산업 혁명의 변화하는 

생산 관계와 노동 조건들은 원료에 작용한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잉

랜드인’에게 작용하 다. 공장 일꾼이나 양말 제조공은 또한 번연의 후계자

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촌락 공동체의 여러 권리,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개념, 

수공업 전통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대적인 종교적 교화의 대상이

었으며 또한 정치적 전통의 창출자 다. 노동 계급은 만들어진 만큼이나 그 스

스로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46)

또한 톰슨이 밝히고 있는 것은 산업 혁명의 공통 경험은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탄압'이었으며, 이는 피착취자들을 사회적․문화적으로 뭉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47) 농업과 재래식 가내 공업에서 착취는 지독했으

며, 새로운 공장 그리고 광산에서 더욱 노골적이었다. 농업에서 1760년부터 

1820년은 전반적인 인클로우저의 시기로서 촌락마다 공동권이 상실되고, 토지

를 잃은 자들과 곤궁해진 노동자들이 농장주(farmer)48)와 지주를 부양하고 교

회의 십일조를 부담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가내 공업에서는 1800년 이

후부터 소마스터들이 대고용주들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다수의 직조공․양말 

제조공․못 제조공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임금을 버는 선대제 노동자

(outworker)49)로 전락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한편 이 시기는 공장과 여러 

광산 지대에서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고용한 시기이며, 대규모 기업․새로운 규

율을 갖춘 공장 제도․공장 공동체들, 이 모든 것들이 착취 과정을 선명하게 

45) E. P. Thompson, 앞의 책, pp.270-271.

46) E. P. Thompson, 위의 책, p.273.

47) E. P. Thompson, 위의 책, p.283.

48) 원래 정액지대(firma)를 지불하고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임차한 차지농을 지칭한 말인

데, 자기 소유지나 임차지를 불문하고 농경과 목축 등 농장을 독립적으로 경 하는 농

업 경 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 단순한 농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49) ‘outworker’의 out는 puting-out의 out를 말하므로, 이 용어는 생산 도구와 원료를 제

공받고 공임을 대가로 물품을 제조하는 선대제 하의 노동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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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있었다.50)

정치적 탄압과 관련하여 톰슨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노동자에게 이전보다 

큰 자유를 허용한 것 같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노동자로 하여금 자유의 상실감

을 더욱 많이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권위나 의무감

이 결여된 마스터(master)51) 계급의 등장, 마스터와 노동자간에 멀어져 가는 거

리, 그들의 새로운 재산과 권력의 원천인 노골적인 착취, 노동자의 지위 상실과 

무엇보다도 그가 마스터의 생산 도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버린 사실, 법

의 편파성, 전통적인 가족 경제의 파괴, 작업 규율․작업의 단조로움․작업 시

간과 조건, 여가와 생활의 즐거움의 상실, 인간의 ‘도구’의 지위로의 전락 등이 

그것이다.52)

생활 수준 논쟁과 관련하여 톰슨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1790에서 

1840년 시기에 노동자들은 선조들보다 ‘물질적으로 나아졌으나’, 이러한 약간의 

물질적 향상을 그들은 하나의 파국적인 재난으로 체험하 다. 이러한 체험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노동 계급 의식의 정치적․문화적 표현을 탐구하기 위하여 

톰슨은 농업 노동자(field labourers), 도시의 장인(artisans),53) 수직공(weavers)

의 생활 체험의 변화, 민중의 생활 수준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소

들, 산업적인 생활 방식의 내면적인 억압들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리교의 

향, 그리고 새로운 노동계급 공동체들 내의 몇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다.54)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톰슨은 당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가장 수가 많은 노동자 집단, 즉 농업 노동자들의 1790년과 

50) E. P. Thompson, 앞의 책, p.277.

51) 일반적으로 고용주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특히 독립된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서 그 밑에 직인이나 도제(apprentice)를 거느린 사업주를 말한다.

52) E. P. Thompson, 위의 책, pp.277-278.

53)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숙련 기술자를 가르킨다. 이들이 하는 일, 즉 art(기예)는 일반 

노동자(labourer)들이 하는 막노동과는 달리 부르주아지 바로 밑의 신분의 사람들이 행

하는 지체 높은(honourable) 일이다. 이들은 산업 혁명을 겪지 않은 오랜 전통을 지닌 

수작업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보통 자기 자신도 일을 하는 소마스터와 직인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도제도 포함된다.

54) E. P. Thompson, 위의 책,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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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사이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시작한다. 톰슨은 이때 경험주의자가 허구

적인 ‘평균’에 대한 추구를 제외한 일반화를 기피했다고 비판하면서, ‘생활 수

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인들, 즉 물질적인 것은 물론 문화적인 것

을 가치 판단의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55)

농촌 공업의 전반적인 쇠퇴, 특히 방적업에서의 쇠퇴는 이론의 여지가 없

었다. 그리고 가내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농업 노동자로서 값싼 부녀자 노동

이 증가하 다. 높은 지대 혹은 하락하는 곡가, 戰債와 통화 위기, 麥芽와 창문

과 말에 대한 과세, 사냥터 관리인․용수철 총․사람을 잡기 위한 함정 및 위

반자에 대한 유배형 선고 따위의 자질구레한 규정을 담고 있는 수렵법, 이 모

든 것은 직접 간접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짰다.56)

톰슨은 농업에서의 평균이 정체 불명의 것이라면, 도시의 공업 노동자를 

다룰 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하 다. 그런데 1830년대의 대표적인 공업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숙련 직인(mechanic)57) 혹은 장

인으로서 가두, 건축 공사장, 부두에서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장인’

이란 용어 속에는 자기 돈으로 노동을 고용하고 다른 마스터들에게 얽매여 있

지 않은 유복한 수공업 기술자(craftsman)58) 마스터로부터, 다락방에 기거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등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갖가지 직종(trade)59)에 속해 있는 장인의 숫자와 지위에 관해 정

확한 추정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60)

55) E. P. Thompson, 앞의 책, p.297.

56) E. P. Thompson, 위의 책, pp.310-311.

57) 보통의 직종과는 다른 특정한 종류의 직종에 종사하는 숙련된 직인을 가르킨다. 이들

은 대개 직종 단체에 속해 있었으며 높은 임금을 받아 비교적 유복하 다. 기계를 제작

하고 조작하고 수리하는 숙련공들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됨에 따라 주로 이들을 숙련 기

계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58) ‘craftsman’에서 craft는 기예(art)나 기술(skill)을 가르키므로 수공업 기술자는 사실상 

장인(artisan)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장인이 그의 지체 높은 신분을 강조하는 

용어라면 수공업 기술자는 그가 지닌 기술의 의미를 강조한 용어라 할 수 있다.

59) ‘trade'란 수공업(craft)과 상업(commerce)을 합쳐 놓은 것으로 이를 행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신분과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로서 비천한 노동자들과 구별된다. 

60) E. P. Thompson, 위의 책,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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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에 의하면 지체가 낮은 직종에서의 저임금이 가져온 것은 과도한 노동

만이 아니라, 일거리의 부족이었다. 이들은 점차 ‘그때그때 벌어먹고 사는 사람

(casualty)’, 즉 임시 노동자(casual labourer)들로 변화되어 갔다. 그리고 완전히 

실직 상태에 놓인 도시 이주민이 있는데, 이들은 “몇주 동안을 계속해서 하루

에 1페니짜리 빵과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펌프 물을 마시며 버티는“ 상태

로 전락하는 것이 보통이었다.61) 

한편 수직공의 산업 혁명기의 생활 수준은 산업 혁명의 첫 단계에서 ‘낙관

적인 견해’ 입장에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듯이 보이며, 방적 공장은 수천명

의 선대제 노동자들을 끌어 모으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 주는 증폭 요인

(multiplier)이었다. 그러나 톰슨은 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신분과 방어 수단은 낮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1800년에서 1840년 사이의 기

록은 거의 한결같이 ‘비관주의적’이다. 이 시기의 생활 수준을 ‘미래지향적’ 시

각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한 당대인의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직조공들을 경제적 

진보의 ‘혜택을 나누어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격히 쇠퇴한 집단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것이었다.62) 

따라서 톰슨은 산업 혁명기의 생활 수준에 관한 논쟁은 가설적인 평균 노

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따지는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연구로부터 식품․의복․

주택 등 노동자들이 소비한 물품들로,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건강과 사망률

로까지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 다.63)

이어 톰슨은 1780년과 1830년 사이에 우리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 다고 말하고 있는, 어린이 노동에 대한 착취의 강도가 크게 증가하

음을 지적하 다. 그는 이 시기에 어린이 노동이 강화된 첫번째 원인을 전문

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경제적 역할의 점진적인 분화, 가족 경제의 붕괴 등

으로 보았으며, 두번째 원인으로 18세기 후반의 인도주의(humanitarianism)의 

61) E. P. Thompson, 앞의 책, p.366. 

62) E. P. Thompson, 위의 책, pp.432-433.

63) E. P. Thompson, 위의 책,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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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및 전쟁으로 인한 반혁명적 분위기를 들었다.64)

톰슨은 어린이 고한 노동이 대부분의 선대제 공업과 집 엮기, 레이스 짜

기 등의 농촌 공업과 지체가 낮은 직종에서 19세기 초 수십년에 걸쳐 여하간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 다. 그리고 공장제가 저지른 범죄

는, 그나마 집안에서 베풀 수 있는 몇 가지 보상적 이점65)을 빼버린 상태로 가

내 수공업의 최악의 형태를 이어받은 것이었다고 하 다. 공장제는 피구호민 

및 무임금 어린이 노동을 체계화했고, 어린이 노동을 끊임없이 혹독하게 착취

했다. 공장에서는 몸이 약한 아이, 강한 아이를 가리지 않고 기계가 작업 환경, 

규율, 속도, 규칙 그리고 작업 시간을 지배했다.66)

이렇듯 톰슨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생활 수준의 수치에만 관심을 두는 경

제사가들은 그러한 수치에 못지 않게 ‘객관적’인 착취와 강화를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톰슨은 경제적 제관계라는 제한된 의미에서조차 착

취가 객관적․주관적 두 계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착취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고안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착취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진정으로 ‘느껴진’ 것이었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제2부에서 톰슨은 새로운 산업상의 작업 규율의 성격, 그리고 이것과 감리

교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톰슨은 감리교가 작업 규율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에도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혼 착취, 

감리교에 기꺼이 복종하 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64) E. P. Thompson, 앞의 책, pp.459-463.

65) 집에서의 일은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었는데, 단조로움은 어린이에게는 특히 잔인한 

일이다. 평상시 노동은 간헐적이었다. 노동은 여러 가지 일을 번갈아 하는 것이었고, 특

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온종일이 걸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어린이의 능력과 나이에 

따라 일을 등급별로 시켰으며, 일하는 도중에 심부름을 간다든지 나무딸기를 딴다든지 

땔감을 줍는다든지 놀이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노동은 가족 경제 안에서 

그리고 부모의 보살핌 아래서 행해졌다. 어떤 경우를 보아도 전반적으로 가학적이었다

든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E. P. Thompson, 위의 책, 

p.462. 참고.

66) E. P. Thompson, 위의 책, pp.46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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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교리의 주입, 감리교의 공동체적 감각, 그리

고 반혁명이 낳은 심리적 결과 등이었다.67)

심리적 잔학 행위라고 부른 ‘직접적 교리 주입’과 관련하여 톰슨은 복음파 

일요학교에서 말하여진 내용을 인용한다.  

 

늦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 놓아라. 이 일은 아이들이 혼자 달려나가기 

전에, 또렷이 말할 수 있기 전에, 어쩌면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기 전에 시작

해야 한다. 아이가 한살이면 벌써 매를 무서워하고 조용히 울도록 하라.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열 번이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그 나이 때부터 명령받는 대로 

행하게 하라. …지금 그의 의지를 꺾어 놓아라. 그러면 그의 혼은 구원받을 것

이며 아마도 평생토록 당신을 축복하리라.68)

다음으로 ‘감리교의 공동체적 감각’은 중요한 것이었다. 요컨대 교회는 하

나의 건물 이상의 것이었고,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감리교가 늘 교회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산업 혁명기에 뿌리뽑히

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라져 가고 있던 예전의 공동체적 생활 방식을 대신

할 만한 어떤 종류의 공동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교회는 비록 비민주적이

기는 하지만 아직은 기성의 교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 인민이 이를 자신들

의 교회로 만들 수 있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렇지 않으면 적대적이기만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

낌을 받았다.69)

톰슨은 ‘반혁명이 낳은 심리적인 결과’라는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법

으로 감리교와 침례교 및 그보다 작은 다른 분파들의 히스테리적 부흥회를 돌

아보았다. 산업 혁명의 최악의 시기에는 제조업(manufacture)70) 지역에서 진짜 

67) E. P. Thompson, 앞의 책, pp.515-516.

68) R. Southey, Life of Wesley and Rise and Progress of Methodism(1890), p.561. E. P. 

Thompson, 위의 책, p.516에서 재인용.

69) E. P. Thompson, 위의 책, pp.521-522.

70) 수공업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작업하던 중세 길드제 하에서의 선대제 수공업과는 달리 

다수의 수공업자들이 하나의 공장에 모여 작업하되 여전히 재래의 도구를 사용한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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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이 상당히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성직자이자 소설가, 크리스트교 사회주의 

운동의 제창자 던 찰즈 킹즐리가 붙인 ‘대중의 아편’이라는 명칭은, 비록 감리

교 교리에 의해 고취된 꿈들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었어도, 많은 노동

자들의 ‘위안’을 찾아 종교에 기울 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준다. 톰슨

의 주장은 종교적 부활 운동이 일어난 것은 정치적 또는 세속적 열망이 좌절

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1790년과 1830년 사이 감리

교의 대규모 교도 모집은 ‘절망의 천년 왕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71) 

제2부의 마지막 장인 ‘공동체(community)’에서 톰슨은 낡은 생산 양식과 

새로운 생산 양식 사이의 대결을 검토한다. 결국 산업 자본주의가 승리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 속에서 노동 계급 공동체들에서는 ‘상호 

부조의 에토스’와 ‘노동 계급 의식’이 또한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 19세기 초의 노동 계급의 공동체는 온정주의나 감리교의 산물

이 아니라 노동 계급의 고도로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다양한 여러 공동

체에서 발견되는 공제 조합들은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문화적 향력이

었다. 비록 재정적이고 법적인 이유로 공제 조합 자체의 연맹 결성은 지체되었

어도 공제 조합들은 지역적 노동 조합 연맹과 전국적인 노동 조합 연맹의 설

립을 촉진시켰다. 그들이 사용한 ‘사회적 인간(social man)’의 언어는 또한 노동 

계급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크리스도교적 자비의 언

어와 감리교의 전통에 희미하게 들어 있는 ‘형제애’의 이미지를 오웬주의적 사

회주의의 주장과 결합시켰던 것이다. 톰슨은 공제 조합들이 가정과 노동 장소

에서 근로 인민의 개별적 인간 관계 안에 훨씬 더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던 상

호 부조 윤리의 結晶이었으며, 실업, 파업, 질병, 출산 등 비상시에 처했을 때 

이웃을 도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 다.72)

업 공장제를 말하며, 기계와 동력을 사용한 공장(factory)에 선행한다.

71) E. P. Thompson, 앞의 책, pp.522-523.

72) E. P. Thompson, 위의 책, pp.57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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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 계급의 등장

『형성』의 마지막 제3부 ‘노동 계급의 등장(the working-class presence)’

에서 톰슨은 1800년에서 1832년 사이에 어떻게 국의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

질감을 공유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의 사회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분

석하고 있다. 특히 여러 형태의 투쟁과 저항 즉, 정치 토론회, 노동 조합 운동, 

피털루73), 기계 파괴 운동, 오웬주의 운동, 선거법 개정을 위한 투쟁, 노동자들

의 문화적 활동―민중 신문과 잡지의 발간, 민중 극장과 노동자를 위한 독서

회, 독서실, 일요 학교의 운 ―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의식화에 기여하게 되었

던가를 특유의 재치와 풍자로 이야기하고 있다. 

톰슨은 급진주의가 웨스트민스터 의회 선거구를 정치적으로 석권하는 지점

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중산 계급 개혁 운동가들과 노동 계급 개혁 운동가들 

사이의 교류가 수도에서는 결코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74)

이어 톰슨은 기계 파괴 운동이 비합법적이고 지하 운동적인 형태로 전개된 

산업 부분에서의 집단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산업에서의 비  결사 

전통’과 ‘정치에서의 비  결사 전통’의 연결 고리 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

의 역사에서 기계 파괴 운동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로 

인한 경제적 원인들, 즉 전쟁과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기근’의 수

준까지 상승한 것에 대한 맹목적 저항이나 식량 폭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든

지 혹은 그것을 노동 조합 운동의 ‘원초적’ 형태로서 서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운동의 조직이나 리더십, 궁극적인 정치적 혹은 혁명적 목표도 지니지 못

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톰슨에 따르면 기계 파괴 운동은 18세기에 독립성과 복합성이 가장 

73) 1819년 맨체스터의 쎄인트 피터즈 빌즈에서 노동자들이 회합을 갖자 요우먼리가 기마

병으로 나서서 무자비하게 진압한 결과 수명이 사망한 일을 말한다. ‘Waterloo'에서 

'loo'를 따서 ’Peterloo'라고 명명하 다.

74) E. P. Thompson, 앞의 책, 하권,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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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노동 계급 문화의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제 조합의 세계, 비  의

식과 선서, 의회에 대한 의사 합법적 청원, 여인숙에서의 장인들의 집회로부터 

성장하 기 때문이었다.75) 기계 파괴 운동 참가자들은 미래의 대안을 구상하기 

위해 문화적 전통을 활용하 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법정 최

저 임금, 여성 내지 어린이들의 ‘고한 노동(sweating)'에 대한 통제, 중재, 기계

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마스터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

무, 싸구려 모조품의 금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노동 조합을 조직할 권리 등이었

다. 톰슨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들은 과거를 회고하는 만큼 미래를 내다보았으

며, 그 안에는 온정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 공동체에 관한 희미한 이미지가 들

어 있었다.76)

‘민중 선동가와 순교자들(demagogues and martyrs)’이란 장에서 톰슨은 

1816년에서 1820년까지의 급진적 민중 봉기의 시기에 있었던 햄프든 클럽, 펜

트리지 봉기, 피털루 학살, 그리고 케이토우 스트리트 음모 사건 등과 같은 문

제들을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1780년대의 자꼬뱅 운동과 이 시기의 민중 봉기 

사이에는 지속적인 지하 운동의 전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815년 이후의 이

른바 의회 개혁 운동 시기에 진전된 인권의 향상과 정치적 자유의 증대, 사상

과 언론의 자유 등은 흔히 자유주의적 개혁론자들 혹은 기껏해야 중간 계급의 

급진주의자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톰슨은 대중과 

직접적 교류가 있었던 후자의 대중 선동가들을 “나쁜 지도자이거나 무능한 지

도자“77)라고 하 으며, 조직이나 리더십, 규율과 퍼스낼리티 등의 측면에서 이

들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 다. 이는 운동의 기저에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성

과 창의성의 전통에 주목하 던 것이며, 이 시기 인권과 자유의 진보에 대한 

진정한 웅들은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단연코 노동 계급이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75) E. P. Thompson, 앞의 책, p.219.

76) E. P. Thompson, 위의 책, p.155.

77) E. P. Thompson, 위의 책,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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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은 당시 전국적으로 조직된 저항의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는, 따라서 

중간 계급의 개혁 운동만이 부각되는 통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직과 물리력

을 갖춘 노동 계급에 의한 ‘반란의 기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

가 1817년 브랜드레드에 의한 펜트리지 봉기와 1819년 피털루에서의 대중 시

위 다. 이 사건들은 톰슨에 의하여 새롭게 재해석되고 그 의미가 부여되었으

며, 이를 통하여 톰슨은 노동 계급이 스스로를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

던 것이다. 

마지막 장인 ‘계급 의식(class consciousness)’에서 톰슨은 잠잠하고 평화적

이었던 시절로 보여지는 1820년대가 사실은 출판의 자유를 외쳐 댄 리처드 칼

라일의 시대이며, 동직 조합(trade union)78)의 세력이 성장하고 결사 금지법이 

폐지된 시대이며, 자유 사상과 협동 조합 실험 그리고 오웬주의 이론이 성장한 

시대 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개인 및 집단이 산업 혁명의 경험과 반

란을 일으켰다가 패배해버린 민중적 급진주의의 경험을 이론화하고자 한 시대

다.79) 

이어 톰슨은 문자 해독률이 아주 높은 직인(journeyman)80)들의 급진적 문

화에 대해 서술하며, 또 출판의 자유81) 등과 같은 이슈를 둘러싼 투쟁에서 직

인들과 노동자들이 자유 의지의 전통과 ‘자유인으로 태어난 잉 랜드인’이라는 

전통을 바로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한다.82) 나아가 그

는 윌리엄 코벳에 의해 시작되고 이어 칼라일, 존 웨이드, 존 가스트와 그리고 

78) 직종(trade)을 조직의 단위 내지 기반으로 삼은 직종인들(tradesmen)의 조합을 말한다. 

그러나 점차 이 조합에 직종인이 아닌 막노동자들이 가입함에 따라 노동자들(labourers)

의 조합(labour union, 노동 조합)으로 변모해 갔다.

79) E. P. Thompson, 앞의 책, pp.365-366.

80) 도제 수업을 통해 기술을 배운 전문화된, 그리고 대개는 오래된 직종의 구성원으로서 

일한 대가로 마스터로부터 약간의 임금을 받았으며, 상당한 기간의 수련을 쌓은 후에 

master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면 독립적인 가게(shop)를 가질 수 있었다.

81) 피털루가 대중 시위의 권리를 확립하 다면, ‘출판의 자유’의 권리는 유례 없이 끈질기

고 살벌하고 굴하지 않는 대담성으로 15년 이상 투쟁함으로써 획득되었다. E. P. 

Thompson, 위의 책, pp.377-378. 참고.

82) E. P. Thompson, 위의 책,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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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웬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 사상에 있어서의 발전을 논의한다.

톰슨은 1820년대 이후 오웬주의의 급속한 전파와 향력의 확대와 관련하

여 노동자들은 오웬의 이론을 이데올로기적인 1차 사료로 삼아 여기에서 그들 

자신의 처지나 곤경과 관련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뽑아 내어 토론과 실천을 통

해 이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오웬의 사상과는 다른 생산물을 낳게 

되었다고 보았다.83) 톰슨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오웬의 저작들을 바탕으

로 대안적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노동 계급의 지적인 능력과 창조적 역

량이며,84) 이것이 이 시기에 형성된 노동 계급의 주요한 특성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 계급은 집단적 자아 의식과 집단주의적 이념들

을 발전시켰다. 19세기의 ‘노동 계급’이 18세기의 어중이떠중이 ‘군중’과 구분되

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집단주의적 이념이며, 정치적 급진주의와 오웬주의 등과

의 상호 혁명을 통한 이러한 이념의 발전이야말로 산업 혁명의 진정한 수확물

들 중의 하나라고 톰슨은 주장한다. 당시 오웬주의가 그 이전의 천년 왕국적인 

열망과 다른 점은 그것이 자연히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

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점에 있었다.85) 이러한 신념과 의

지가 노동 계급의 성숙을 반 하는, 그로써 계급으로서의 자신들의 이해와 열

망을 의식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톰슨은 국 노동자들의 새로운 계급 의식과 조직이 산업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동 계급은 경제적 변혁과 정치적 

사건을 해석하고 대처하는데 문화적 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을 형성하

다. 1780년부터 1832년 사이에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탄압을 경험하고 또 이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 노동자들은 자신들 사이에서는 이해 관계가 

동일한 반면에 지배자 및 사용자들과는 대립된다고 느끼게 되었다.

83) E. P. Thompson, 앞의 책, p.472.

84) E. P. Thompson, 위의 책, pp.459-460.

85) E. P. Thompson, 위의 책,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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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이해 관계는 가능한 한 적은 노동으로 많은 대가를 얻는 것이며, 

중간 계급의 이해 관계는 노동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얻는 대신 적은 

대가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마리의 투우처럼 서로 정면으로 부딪

치는 그들 각자의 이해 관계가 있을 뿐이다.86)

그 결과 노동 계급은 더 이상 형성 중에 있지 않고 마침내 노동 계급의 형

성이 완료되었던 것이다.87)

 

Ⅳ. 톰슨의 계급과 문화에 대한 인식

1. 톰슨의 계급 정의

톰슨은 『형성』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견해와는 다르게 계급을 규정하고 있

다. 그의 새로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홉스봄이 지적했던 계급에 대한 

두 가지 파악 방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는 ‘분석적 범주’

로서의 계급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개념은 주로 이에 입각한다. 둘째는 ‘역

사적 형성물’로서의 계급인데, 전자의 계급에 대한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톰

슨이 강조했던 것이 이 두 번째 개념이다.88) 톰슨에 의하면 이러한 계급의 두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생산 수단과의 관계 내에서의 구조적 위치가 계급을 결

정한다는 분석적 측면에서의 계급 정의는 반쪽의 사실에 해당할 뿐이다. 왜냐

하면 계급은 생산 관계 내에서 동일한 위치에 처해 있는 집단들이 스스로를 

같은 계급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86) Twopenny Despatch, 1836년 9월 10일자. E. P. Thompson, 앞의 책, p.516에서 재인용.

87) E. P. Thompson, 위의 책, p.496.

88) E. Hobsbawm, “Notes on Class Consciousness,“ Workers(Pantheon Books, 198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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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의 국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 마르크스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즉자적 계급(class-in-itself)’과 그에 대한 의식을 갖는 단계에서 성립

하는 ‘대자적 계급(class-for-itself)’을 구별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적 파악은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계급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한다.89) 톰슨이 보기에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해명해야 하는 것은 

계급 형성의 역사, 곧 사람들이 시간을 재료로 해서 계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톰슨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일어났던 착취자와 비착취자 사이의 갈등

을 이해하기 위하여 ‘계급 없는 계급 투쟁’90)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톰슨

의 주장에 의하면 18세기 국 사회에는 계급 투쟁은 존재했지만 계급은 존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급은 마치 독립적인 실체(separate entities)로서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주위를 둘러보고서 적대 계급(enemy class)을 발견하면 그 

때 투쟁을 시작한다는 그런 따위의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규정

지어진 방식으로, 결정적으로 생산 관계에서 구조화된 사회 속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착취를 경험한다. 또한 그들이 착취자라면 자신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

들에 대하여 권력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경험한다. 그들은 대립되는 이해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투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계급으로서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

는 이러한 발견을 계급 의식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계급과 계급 의식은 항상 

역사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이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다.91)

이와 같이 톰슨은 계급을 어떤 ‘구조’나 ‘범주(category)'로 보지 않고, 하나

의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경험상으로나 의식상으로 서로 분리

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 사건들을 하나로 통

89) 김기봉, “역사서술의 문화사적 전환과 신문화사,“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한겨

레문화사, 1998), p.138.

90) E. P. Thompson의 “Eighteenth-Century English Society: Class Struggle without 

Class?,“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3(1978), pp.133-165.

91) E. P. Thompson, 앞의 ,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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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현상이다. 또한 톰슨은 계급에는 ’역사적 관계‘라는 개념이 뒤따른다고 

보았다. ’역사적 관계‘란 어떤 순간에 죽은 것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분석하기가 

어려워지는 하나의 ’흐름(fluency)'인 것이다.92)

이것은 계급이 ‘관계’이자 ‘과정’이라는 정의를 통해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

한 것으로, 톰슨에게 있어서 계급은 정태적인 것도, 구조도, 범주도 아니었으

며, 그것은 노동 계급 자신이 만들어 내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계급 없는 계급 투쟁’, 즉 계급은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라

는 그의 주장은 국 노동 계급의 형성 과정에서 18세기 국 민중이 차지하

는 몫을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서술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 던 것이다.93)

2. 토대/상부 구조의 극복 - ‘경험’의 도입

톰슨은 이처럼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노동 계급을 산업 혁명에 따른 새

로운 생산 도구에 의해 단순히 ‘창출된’ 것인양 서술하여 왔다고 보았다. 따라

서 톰슨에게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

한 것은 역사유물론에 대해 경험적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주의적 해석이

었다.94) 이 점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95)들이 역사유물론을 토대/상부 구

조의 비유에 의해 해석하는데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비유에 따르면 물질적 

92) E. P. 톰슨, 앞의 책, 상권, pp.6-7.

93) 김기봉, “독일 일상 생활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양사론』, 제50집(1996), 

pp.137-139.

94) E. P. Thompson, “An Open Letter to Leszek Kolakowski,“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London: Merlin Press, 1978), pp.303-402. 참고.

95) 『신좌파평론』이라는 잡지가 발간되면서, 잡지의 기본 방향을 둘러싸고 심각한 이견

이 노출되어 톰슨과 몇몇 주요 책임자들이 잡지와 결별하는 상황에 이르 다. 이러한 

결별은 국 좌파 내에서 이른바 페리 앤더슨과 톰 네언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톰슨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논쟁으로 발

전되어 역사적 유물론의 의미, 계급의 정의와 계급 형성의 과정, 국 근대사의 전개 과

정 등의 문제를 놓고 열띤 이론적 공방이 전개되었다. 조용욱, 앞의 , p.3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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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인 토대의 변화는 정치, 사상, 도덕, 문화 등 상부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

다. 인류 역사 속의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며, 외적

으로 다양하게 보이는 모든 행동은 ‘계급 투쟁’이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톰슨은 알튀세와 같이 역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구조주

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토대/상부 구조 비유에 입각하여 역사에서 되풀이해

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고서 자연 과학의 법칙과 혼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

서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구조에 묶여 있는 수동적 ‘담지자’에 불과하며, 역

사는 인간의 능동성이 배제된 기계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96) 더욱이 

이들은 역사적 인과 관계를 경제적인 것으로 돌리는 환원론에 빠짐으로써, 인

간이 전반적인 역사적 과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주장한다고 비판하

다.97)

톰슨에 의하면 토대/상부 구조의 비유는 존재와 의식간의 상호 작용을 담

아 내기 어렵고, “갈등의 유동, 변화하는 사회적 과정을 기술하기에 부적합“하

다.98) 또한 그와 같은 개념으로는 생산 양식과 구체적인 역사 과정 사이의 조

응 메커니즘을 설명해 낼 수 없다.99) “구조는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 속에서 찾

아야지, 사회적 제관계로부터 분리된 특정 양식이나 형식 속에서 찾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100)

이에 톰슨은 토대/상부 구조 비유를 버리고, 계급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계급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경험’이란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데는 필수적이지만 정치경제학이나 마르크

스에게는 없는 것으로,101)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 관계에 의해 결정

96) E. P. Thompson, “The Poverty of Theory or An Orrery of Errors,“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London: Merlin Press, 1978), pp.1-210. 참고.

97) E. P. Thompson, “An Open Letter to Leszek Kolakowski,“ pp.331-332.

98) E. P. Thompson, “The Peculiarities of the English,“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London: Merlin Press, 1978), p.289.

99) E. P. Thompson, “The Poverty of Theory or An Orrery of Errors,“ p.164.

100) E. P. Thompson. “Forklore, anthropology, and social history,“ The Indian Historical 

Review(1976),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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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계급에서 계급 의식을 지닌 계급으로의 이행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톰슨은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다. 톰슨이 말하는 ‘경험’은 구조와 과정 사이의 접속 개

념이며, “서로 연관된 사건이나 여러 번 되풀이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

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 보여주는 정신적․정서적 반응“이다.102)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사이의 상호 작용은 경험을 낳고, 이것이 

사회적 의식에 대해서 일정한 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급은, 특히 생

산 관계는 새로운 계급 경험을 낳지만 그것이 곧바로 계급 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톰슨은 ‘계급적 경험’과 ‘계급 의식’을 구별해서 보았다. ‘계급적 경

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맺게 되는 생산 관계에 의해 주로 결

정된다. 이에 비해 ’계급 의식‘은 이러한 경험들이 문화적 맥락에서 조정되는 

방식, 즉 전통, 가치 체계, 관념 그리고 여러 제도적 형태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계급적 경험은 결정된 모습을 띠지만 계급 의식은 그렇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된다. 계급 의식은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방

식으로 일어나지만 결코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103) 톰슨의 

이러한 해석은 노동 계급의 형성이 경제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

사적․문화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3. 톰슨의 문화 인식

톰슨은 이처럼 토대/상부 구조라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방식을 포

101) 앤더슨은 톰슨이 장기적인 역사적 변화의 근원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있다

는 역사적 유물론의 신조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Perry Anderson, Arguments 

within English Marxism(Schocken Books, 1980), p.81. ; 그렇지만 톰슨이 이에 관해서 언

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앤더슨의 주장처럼 곧 그가 이 신조를 무시한다는 점을 의미하

는지 의심스럽고, 또 앤더슨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전거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배 수, 앞의 (1993), p.150. 참고.

102) 배 수, 위의 , p.133.

103) E. P. Thompson, 앞의 책,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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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민중의 집단적 행동과 삶의 방식을 문화적으로 해명할 것을 역설하

다. 톰슨이 보기에 종래의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분석 이론이 빈 공간으로 남겨 

놓았던 것은 계급 투쟁과 민중 문화 사이의 연관 관계 다. 이 이론이 물질적 

삶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인간의 방식이 문화적인 의미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104) 따라서 톰슨에 의하면 계급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려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톰슨

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의지할 수도 없었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기술적 결정론에 빠져서 독자적인 문화 이론을 개발하는 데 무관심했

기 때문이다. 

톰슨은 문화를 전통, 가치, 신념, 이념 및 그 제도를 포괄하는 인류학적 의

미로, 혹은 인류학자들이 일컫는 가치 체계와 같은 뜻으로 파악한다. 그 가치 

체계는 사람들이 규정된 생산 관계를 겪어 나가는 방식, 물질적 삶의 경험이 

문화적으로 대응되는 방식이기에 생산 관계를 가치 체계 없이 상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사회와 경제에서 생활 경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문화 속에서 다룬다고 상정하고, 그 사이에 ‘능동적인 과정과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역설한다.105)

톰슨은 문화의 외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

니오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 개념에 의존한다.106)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지배자의 패권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끊임없이 쟁

의와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혁명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으며, 또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물리력 사용을 끌어들이지도 않는, 그러한 ‘투쟁의 질서’

를 가리키는 것이다.107)

104) 김기봉, 앞의 (1998), p.139.

105) E. P. Thompson, “The Long Revolution,“ New Left Review, Vol. 9(1961), pp.24-33.

106) 이에 대해 배 수는 톰슨의 개념이 공허한 듯 보인다고 하 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

화에 내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오직 그 외연을 통해서만 규정하려 했

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정치는 권력을, 경제는 가치를, 그리고 사회는 지위를 각각 

중심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듯이, 문화라는 역에 내포되는 핵심을 제시할 때야 비로

소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수, 앞의 (1994), p.98. 참고.



- 32 -

톰슨은 18세기 국에서 평민들이 전통적인 관행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나, 시장 경제의 발전에 저항하는 반란적 경향을 보

여주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성향 아래엔 ‘도덕 경제’, 즉 식량 폭동에서 드러

나는 바와 같이 재화는 그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당한 가격’에 따

라 거래해야 한다는 관습적인 신념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귀족들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시장 경제(marketed economy)와 평민들의 관습적인 도덕 경제(moral 

economy) 사이에 지속적인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귀족의 문화와 평민들의 문

화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배 계급은 경제력이나 물리력보

다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의지하 다.108) 다시 말해서 지배 계급이 압도적인 세

력과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평민들은 ‘기존의 권위 구조와 착취 

양식을 자연 질서의 일부로 보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다.109)

그렇지만 톰슨은 문화적 헤게모니의 개념은 따르되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

하려 하지 않는다.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이 귀족에 대해

서 분노하고 저항했다는 사실은 평민이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귀족이 바라는 

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해 평민은 귀족에게 경의를 표시함으

로써 오히려 상당한 양보를 강요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헤게모니는 지

배와 종속 관계의 윤곽을 제공했을 뿐이고 그 내용까지 규정하지는 못했던 것

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톰슨은 ‘연극/반연극’이라는 관념, 즉 사회 체제란 

일단 수립되고 나면 매일 힘을 과시함으로써 인정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중요

한 것은 계속해서 연극으로 꾸미는 것이며, 그에 반해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위협과 선동의 연극’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젠트리

107) 하비 J. 케이, 앞의 , p.228.

108) E. P. Thompson, “Patrician Society, Plebeian Culture,“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7(1974), p.387.

109)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pp.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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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y)110)는 하층민의 노동을 착취하는 활동을 소작, 매매, 과세와 같은 방법

을 매개로 해서 쉽게 파악되지 않게끔 수행하지만, 치안과 사법, 예배 참석 등

의 활동은 복장과 언행과 표정을 통해서 하층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들로

부터 경외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행한다는 것이다. 톰슨은 후자를 ‘연극’

이라는 관념으로써 이해한다. 그에 반해서 ‘반연극’은 평민들이 허수아비 불태

우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배 계급에 대해서 행하는 ‘위험과 선동의 연극’을 의

미한다.111) 이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톰슨은 문화적 위계 질서 안에서도 계급에 

토대를 두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있

다. 

이것은 평민 문화가 귀족 문화로부터 독립된 자체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평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과 인생관을 지켜 나갔다는 것을 의

미한다.112) 이처럼 톰슨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능동성을 무시하는 마르크스주의

자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문화 이론에 대한 중요한 공헌

이었다.

Ⅴ. 톰슨과 『 국 노동 계급의 형성』의 의의

1. 톰슨의 견해에 대한 평가

110) gentleman의 원어는 gentilis homo(고귀한 사람), 즉 손으로 하는 미천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봉건시대에는 knight(기사)나 esquire(기사의 종자) 이상의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므로 작위 귀족(peer)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나, 근대에 들어와 신분제가 무

너지면서 귀족과 요우먼층 사이의 사회층 즉 구체적으로는 지주․대상인․법률가 등을 

가르키는 말이 되었다. 'gentry'는 이렇게 변화된 사회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다.

111) E. P. Thompson, 앞의 책, pp.46-47.

112) E. P. Thompson, 위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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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관해서는 상당한 이론적 비판이 있다. 특히 페리 앤더슨은 톰

슨의 계급 개념이 지나치게 주지주의(voluntarism)와 주관주의(subjectivism)에 

빠져 있다고 비난한다. 톰슨을 따를 경우에는 집단적인 이해 관계가 대립적으

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생산 양식을 분석하지 않고도 계급이 존재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13) 그리고 톰슨이 서문에서 강조한 

계급 형성 과정의 특성, 즉 구조와 주체 사이의 상호 작용이 실제 서술에서는 

주체만이 부각된 편향된 모습을 낳았다고 말한다. 톰슨은 노동 계급의 형성을 

논의하면서도 노동자의 수효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과 같은 기초적 사실조

차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대항하 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중간 계급과 지주 계급의 존재 등의 구조적 제약에 대한 언급을 거

의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구조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톰슨

의 논의는 1832년 이후에 국 노동 계급이 보인 무력함을 거의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114) 이는 톰슨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역사를 만들지 못하도록 저

해하는 요인들 곧 행위의 구조적 조건, 행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동기의 무

의식적 요소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15) 

리처드 존슨은 톰슨이 계급을 생산 양식과 연관지어 파악하지 않고 문화 

및 경험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문화주의(culturalism)라

고 규정한다. 그는 톰슨의 계급 개념이 경제적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정의되거나 혹은 경제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주로 경험의 범주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양식과 같은 개념은 부재하며 착취와 같

은 개념도 객관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평가로서 느끼는 단순한 인간주

의적 개념으로 환원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유사한 맥락에서 

113) Perry Anderson, 앞의 책, p.27.

114) Perry Anderson은 위의 책의 2장에서 비슷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Craig J. 

Calhoun도 The Question of Class Struggle: Tradition and Community in English Popular 

Radicalism 1790-1830(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에서 『형성』에 구체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15) Anthony Giddens,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New York: Basic Books, 

1976),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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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과 사회 구성을 인간 집단들 사이의 관계로 환원해 버렸다든지, 사건을 통

한 실제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경험의 지식을 구분하지 못했다든지, 혹은 계

급을 계급 의식으로, 착취를 착취의 경험으로 환원시켜 버렸다든지 하는 형태

로 전개된다.116)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앤더슨과 존슨은 모두 구조

주의자이기 때문에 계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산에 대한 객관적인 관계와 

그것을 포함하는 생산 양식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계급이란 객관적으

로 이미 주어져 있는 사회적 관계이므로 계급의 형성 과정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톰슨이 이룩한 업적의 취약점은 객관적인 경제적․정치적 차원들을 

설명에서 간과하기보다는 포함시킴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앤더슨의 지적처럼, ‘밑으로부터의’ 마르크스주의 역사들은 ‘위로부

터의’ 역사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117)

그밖에도 톰슨이 언급한 노동 계급은 모든 주요 노동자들이 포함된 것이라

기보다는 소수의 수공업자와 장인들이라는 비판이 있다. 『형성』의 제2부에서 

언급된 노동자는 농업 노동자와 일부 비숙련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1

부와 제3부에서 정치적 선동과 문화적 활동을 담당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장

인들이었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여러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

멸감을 톰슨이 의도적으로 경시함으로써 장인들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유대

감을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118)

또한 계급 경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이고 문화적인 대응과 조정을 강

조하는 톰슨의 계급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계급 모델인 즉자적 계

급과 대자적 계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러다이트 운동

도 전국적 차원의 운동이라기보다는 단기간에 걸쳐 고립된 지역에서 나타난 

116) Richard Johnson, 앞의 , pp.79-100.

117) Perry Anderson,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Schocken Books, 1979), p.11.

118) 조용욱, 앞의 ,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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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소요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 으며, 그가 부정확한 

통계를 사용하 고 사료 인용 또한 너무 선별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119)

그러나 톰슨의 문제 의식은 바로 계급의 형성 과정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정치학자 엘렌 우드가 적절하게 지적하 듯이, 톰슨은 

계급의 객관적 조건과 계급 자체를 구분하고 어떻게 해서 전자에서 후자가 발

전하여 계급이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톰슨은 이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형성』에서 객관적 생산 관계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기초한 갈등을 통해서 계급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치중한

다. 그럼으로써 그는 계급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과정이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고,120) 이것이 노동사 연구에 남긴 『형성』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톰슨의 역사 연구 방법의 의의

그렇다면 톰슨의 역사 연구 방법이 오늘날의 역사학의 주요한 패러다임으

로 등장한 ‘신문화사’와는 어떻게 연계되어질 수 있겠는가? 우선 신문화사와 관

련된 역사 서술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그들에게는 공통점보다는 오히려 차

이점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역사를 ‘현재의 문화와 과거의 

문화 사이의 대화’로 이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문화를 통하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21) 

물론 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다양한 문화사들이 존재해 왔었다. 하지만, 그

것들에서 취급되었던 문화는 단지 ‘고급’의 문화 을 뿐이었다. 반면 신문화사

에서의 문화는 자체의 생성력을 지닌다. 평민들 역시 자신 나름의 사고방식을 

119) 이 석, “포스트모던 시대의 ‘톰슨’ 읽기,“ 『당대비평』, 제10호(삼인, 2000), p.458.

120) E. M. Wood, “The Politics of Theory and the Concept of class: E. P. Thompson 

and His Critics,“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No. 9(1982), p.52.

121) 김기봉, 앞의 ,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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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고, 문화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위’

로 올라가기도 한다고 생각한다.122) 

그렇다고 신문화사가 기존의 사회사나 경제사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이라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성물로 출현하 다. 신문화사는 분명 아날학파나 

마르크스주의의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이들의 기초적 작업 없

이는 신문화사라는 패러다임이 자체만으로는 존립이 어렵다고 볼 때, 지금껏 

살펴 본 톰슨의 인식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여겨도 좋을 것이다.

먼저 톰슨은『형성』을 통해 계급을 이해하는 기존의 두 가지 방식을 비판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것은 보수적이며 아카데믹한 경제사

학파들의 실증주의적 정통 학설과 마르크스주의의 정통 학설에 대한 것이었다. 

톰슨은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즉 토대와 상부 구조의 비유와 이에 내재

한 경제결정론적 성향이 지니는 정태적이고 기계적인 성격을 거부한다.

그렇다고 톰슨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모든 것을 대체하려던 것은 아니다. 

톰슨은 사회경제사에서 출발하는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며,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발전적 전환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톰슨에게 있어 마르크스주의 또한 지적 자양분을 통해 항상 

새롭게 변모하고 재해석되어야 할 열려진 지적 체계일 따름이었던 것이다.123)

톰슨이 부각시켰던 것은 문화는 계급 경험이 발생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매개로 해서 계급 의식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톰슨

은 국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 형성 과정을 산업 혁명을 통해서 이룩된 새로

운 생산 양식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산업 혁명을 통해 변화한 생산 조

건과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주체적 반응으로 서술했다. 이때, 노동자의 주

체적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은 전통적인 민중 문화, 곧 공동체 전체가 오랫동안 

동의했던 시장의 정당한 관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덕 경제’에 있었다. 민중 문

122) 조한욱, “왜 문화를 통하여 역사를 보아야 하는가?,“ 『이화사학연구』, 제23․24합집

(1997), pp.15-16.

123) 이 석, 앞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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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관점에서 보면,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은 기존의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란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 경제’라는 전통적 가치 체계가 오랫동안 옹호

해 왔던 ‘공동체적 정의’의 수호자들이었다.

이렇듯 톰슨은 18세기에 일어났던 민중의 집단적 행동을 추동 시켰던 힘의 

원천은 근대적 계급 의식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공동체적 관념

이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민중의 공통된 경험이 하나의 집단적 형태의 운

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를 민중 문화에서 발견했다. 이러한 민중적 삶의 

재발견을 통해서 톰슨은 거대한 역사의 과정에서 패배자로 전락했던 사람들, 

예컨대 19세기 초 국의 기계 파괴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역사적 몫을 되찾아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톰슨의 역사 서술을 통하여 역사와 문학의 관계, 더 나아가 

역사적 상상력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와 문학의 

관계가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역사의 문학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태의

연한 정치사나 웅주의적 역사 서술에서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서술은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에게 읽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동일

한 독서의 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124)

톰슨의 언어는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색채를 띈다. 또

한 평이하고 명쾌하며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들로 풍부하다. 톰슨은 엄청난 분

량의 비  회합 기록, 스파이의 보고서, 우송 과정에서 가로챈 편지, 신문 등의 

사료를 통해 당시 노동자들의 의식과 가치 체계, 문화를 복원한다. 그들은 결코 

수동적이고 나약한,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사실들에 대한 관심, 적절한 은유의 사용, 생생한 표현 등은 독

자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환기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

다.125)

124) 이 석, 앞의 . 

125) 김경일, 앞의 ,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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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형성』의 매력은 1800년을 전후한 국 노동 계급의 상황을 

너무도 생생하게 복원했다는 데 있다. 톰슨은 산업 사회의 위협 앞에 있는 약

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인간애가 깃들어 있는 그의 사회 분석과 활

달한 문장력은 이 책을 딱딱한 사회 과학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함

으로써 그 시기의 약자들을 ‘지나친 멸시’에서 구해 내려 했던 것이다.

『형성』은 또한 인과 분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의미를 뛰어나게 

밝히는 ‘해석적 논의’의 중요한 보기를 제공한다. 『형성』은 실제로 일어난 역

사적 사건이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잃어버린 역사적 가능성을 

다시 포착하려고 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는 열려 있고 우연적이라는 전제, 곧 

결정 요인이 다른 것이었을지도 모르며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톰슨은 국 노동자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역사를 만들지 못했으

므로, 우리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모든 생

각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믿는다.126) 따라서 톰슨은 국에서 의식화된 노

동 계급이 형성된, 그리고 다른 곳에서 형성될 수도 있었던 과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톰슨의 18세기와 19세기 국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민중․귀족․

러다이트 등의 역사적 행위자들의 문화와 의식에 대한 분석이다. 트림버거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톰슨의 국 사회에 대한 논의는 기어츠가 ‘두꺼운 

묘사’(thick discription)라고 부른 해석적 논의인 것이다.127) 기어츠는 이러한 

종류의 이론화가 특히 문화 분석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본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상적인 규칙성을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묘사’를 하는 것이며, 사

례를 가로질러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들 안에서 일반화하는 것이다. …문화 

126) E. Hobsbawm, “Organized Orphans,“ New Statesman, No. 66(1963), p.7.

127) 톰슨과 기어츠와의 관계에 대한 흥미있는 논의는 Trimberger, “E. P. Thompso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History,“ Theda Skocpol (ed.),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226-2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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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적어도 용어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예측적인 것이 아니다. …해석의 바

탕이 되는 이론적 틀은 새로운 사회 현상의 출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해석을 

계속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128)

톰슨은 이미 주어진 이론을 적용하거나 확고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이어지는 생

각들을 활용하기 위해 역사를 들여다보았던 것이다.129)

역사학의 과제는 그 대상인 진정한 역사를 재발견하여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130)

여기서 『형성』에서 톰슨이 제시하는 해석적 논의의 한 예를 살펴보자. 

톰슨은 기계 파괴 운동 참가자들이 다른 대중 운동이나 역사적 행위자들과 마

찬가지로 자신의 동기와 행위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와 다른 역사가들은 매우 부적당한 자료 더미에서 필요한 자료를 걸러내야만 

한다고 말한다. 직접적인 역사적 증거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톰슨은 기계 파

괴 운동 참가자들을 낳은 집단의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가치, 전통,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산업화 경험에 반응해 왔는가에 

관해 추론을 통해 설명한다.131) 이러한 방법 때문에 톰슨은 기계 파괴주의를 

기계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로 보는 통상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곧 기계 파괴주의는 새롭게 출현한 산업 자본주의의 사회 조직

과 가치를 거부하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톰슨의 역사 연구 방법은 오늘날에도 역사학의 다양한 분야에 

128)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New york: Basic Books, 2000), 

pp.26-27.

129) 엘렌 트림버거, “역사과정의 이해: 톰슨의 역사 사회학,“ 테다 스카치폴, 박 신․이준

식․박희 역, 『역사사회학의 방법과 전망』(대 사, 1986), pp.276-279.

130) E. P. Thompson, “The Poverty of Theory or An Orrery of Errors,“ p.238.

131) E. P. Thompson, 앞의 책(2000), pp.68-83.



- 41 -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는 『형성』을 통해 민중의 역사를 바

라보는 시각은 물론 민중사 연구의 방법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톰슨의 18세기 국 민중사 연구는 실제로 당시 민중들이 시장 경제에 대해 

저항하는 데에는, 경제 체제에도 납득할 만한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계급의 형성은 역동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역사

적으로 노동 계급은 태양과 같이 약속된 시간에 떠오르지는 않으며, 노동 계급

은 스스로 자신의 형성 과정에 참여한다’와 같이, 현재는 자명한 것처럼 보이

는 이러한 관점은 사실상 『형성』이 노동사 연구에 미친 향의 척도이기도 

하다. 톰슨이 『형성』을 저술했을 때, 계급 형성에 대한 대부분의 마르크스주

의 이론가들의 주장은 고도로 결정론적이었다. 공장은 마치 옷과 철도를 기계

적으로 만들듯이 노동자를 생산한 것처럼 묘사되었다. 심지어 반스탈린주의적 

노동사가들 조차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말하며, 쓰고, 행위 

하는지에 대해 매우 적은 관심만을 보 다. 그리고 톰슨 이전에는 아무도 계급 

전체의 역사를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톰슨은 노동사에서 최초

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담화와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역사적 담화 안

에서 어떻게 집단적 행위자로 구성되는지를 보여 준 것이다.

『형성』에서 톰슨은 국 노동 계급이 정치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프랑스 혁명 기간 및 그 직후의 민중적 열망을 국 상층 계급이 정치

적으로 억압하여 반동적 성향을 나타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

급 의식에 관한 톰슨의 접근 방법을 제노비스는 미국 노예 제도의 분석에 응

용하여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결합시키고 있다.132) 그리고 카츠넬슨은 

132) Eugene Genovese는 Roll, Jordon, Roll: The World the Salves Made(New York: Vintage 

Books, 1976)에서 노예주와 노예 사이의 헤게모니 관계에 관한 자신의 논지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비판가들에 대해 “헤게모니는 그 자체 안에 계급 투쟁을 내포하고 있으

며 그것들과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그것은 ‘합의론적 역사학’과는 

아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같은 역사학에 대한 반명제, 즉 외관상 

사회적으로 잠잠해 보이는 시기 동안의 계급 투쟁의 역사적 내용을 규정짓는 방식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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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논의를 이용하여 미국 도시 지역에서의 노동 계급 의식의 발전에 

관해 연구하 다. 그것을 보면 노동자들이 국가적으로 특수한 계급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경험 형성 연구에 정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가가 

분명해진다.133)

톰슨의 『형성』을 비롯한 다른 역사적 저작들에서 여성이 반역사적 행위

자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gender)은 그의 저작에서 결코 이론적 범주가 되

지 않는다. 국의 초기 노동 계급 여성들이 노동 계급 남성들과 똑같은 경험

과 시야를 갖고 있었는가의 여부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톰슨은 

노동 계급 내부의 두 가지 성의 존재가 노동 계급의 문화, 의식, 투쟁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여성 해

방론적 관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톰슨은 국에서의 여성 해방 운동의 역

사와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향을 미쳤다. 로우보톰, 테일러, 데이빈, 알렉산

더, 왈코비츠 등은 모두 톰슨에게 진 빚을 인정하고 있다. 경험이 구심점이라고 

강조한 톰슨의 입장과 그의 해석적 논의는 실로 여성에 대한 연구에 특히 적

당했던 것이다.134)

이와 같이 톰슨의 역사 연구 방법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극복 과정에서, 문

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민중들의 주체적 능동성에 대한 주목 등에서 신문

화사의 연구 경향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또한 톰슨의 『형성』을 통해 

역사학의 문학성, 다양한 자료의 활용, 인접 학문과의 연계 가능성, 해석적 논

133) Ira Katznelson, City Trencees: Urban Politics and the Patterning of Class in the United 

States(New York: Pantheon Books, 1981). 참고.

134) Sheila Rowbothom은 Hidden from History(New York: Pantheon Books, 1974)의 머리

말에서 톰슨에게 진 빚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Judy Walkowitz와 Sally 

Alexander는 개인적인 면담에서 Barbara Taylor와 Anna Davin의 저작에 대한 톰슨의 

긍정적인 향을 강조하 다. Judy Walkowitz, Prostitution and Victorian Societ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Ally Alexander, “Woman's Work in 

Nineteenth―Century London,“ Tuliet Michell과 Ann Oakley 엮음, The Rights and 

Wrongs of Woman(New York: Penguin Press, 1980) ; Raphael Samuel 엮음, People's 

History and Socialist Theory(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에 실린 Anna 

Davin, “Feminism and Labour History,“ Barbara Taylor, “Socialist Feminism: Utopian 

or Scientific,“를 볼 것. 엘렌 트림버거, 앞의 , pp.292-2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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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신문화사가 갖는 유용성도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그가 비록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신문화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톰

슨의 역사 연구 방법과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Ⅵ. 맺음말

톰슨은 『형성』을 통해 경제결정론과 인간 주체성 부정으로 특징지어지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학자들에 대한 지적 투쟁을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 그는 

계급을 구조나 범주로 정의하는 대신 주체적 능동성과 의식을 수반하는 ‘역사

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에게 계급이란 대립되는 이해 관계에 대한 감정과 

인식이 나타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역사적 현상이다. 어떤 사람들이 전해 내려

오는 것이든 함께 얻은 것이든 간에 공동 경험의 결과로 그들의 이해 관계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같은 반면에 그들과 이해 관계가 다른, 그리고 보통 충돌하

는 사람들과는 대립된다는 점을 느끼고 표현할 때 계급은 발생한다.135)

톰슨의 독특성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고 또한 동시에 부르주

아 역사가들의 접근 방식을 부정하면서 문화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점에 

있다. 다른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노동 계급 운동의 일차적인 원인으로서 ‘계

급 투쟁의 논리’나 ‘생산력의 논리’를 강조하는 반면, 톰슨은 이러한 설명을 거

부하고 일상적인 삶을 규정하는 ‘문화’의 역에 인과적인 우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톰슨은 노동 계급의 형성이 경제적인 것을 넘어선 문화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하 고, 이러한 문화에 대한 강조는 민중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역사적 행위자라는 민중에 대한 강조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톰슨은 독특한 이야기 서술로서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경직되어 가던 

135) E. P. Thompson, 앞의 책,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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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서술에 역사적 상상력과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역사 서술을 섬세

하고 흥미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방대한 자료의 활용은 인간이 의미를 부

여한 것이면 그 어떤 것이든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봄으로써 텍스트

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다른 학문과도 연계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그리고 ‘두꺼운 묘사’라 불러진 그의 해석적 논의는 역사 해석의 다

양성을 제시하 으며, 오늘날까지도 민중사, 노동사, 노예사, 여성사 등을 이해

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6) 

『형성』이 출판된 지 이제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오늘날, 탈노동, 탈이데올

로기의 담론을 내세우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적 역사 읽기에 비추어 볼 때 톰

슨의 계급 이론은 유행에 뒤져 보이기도 한다.137) 노동의 종말이 새로운 화두

로 등장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체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계급 개념은 이제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대안적 분석틀로 등장한 성, 인종(ethnicity), 시민성

(citizenship) 따위의 개념 역시 계급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힘

들며, 오히려 계급적 시각과 서로 보충적으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풍요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138) 이 

점에서 톰슨의 계급 개념은 여전히 사회 분석의 중요한 준거틀로 남을 것이며, 

『형성』은 여전히 통찰과 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죽어 있

거나 갇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과거는 현재를 떠받치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창조적 자원의 징조와 증거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톰슨은 사회

사, 마르크스주의 이론, 역사 분석의 방법에서 자신의 저작이 지닌 강점뿐만 아

니라 한계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36) Mary Fulbrook, 앞의 책, pp.64-66.

137) Richard J. Evans, 『역사학을 위한 변론, In Defence of History』,이 석 역(소나무, 

1998), pp.133-134.

138) 이용재, 「계급은 스스로를 '형성'한다」, 『진보평론』, 제4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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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succeeding 

study on  the status of Edward Palmer Thompson's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New Social History' 

in 'New Culture History' referred to as a new paradigm of historical science. 

Now that 'New Culture History' definitely succeeded Annales School and the 

Marxians' 'Bottom-up History' without whose basic efforts the paradigm 

named 'New Culture History' couldn't have existed in itself,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look over The Making which is Thomson's representative book. 

Thomson persistently sought an intellectual struggle against 'Marxism' 

characterized as the theory of economic determinism and the negation of 

human independence. Thomson opposes the static and instru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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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xistence and awareness or the foundation, the 

metaphor of the upper class and the inclination of the inherent economical 

determinism. He regards the class as 'the historic phenomenon' accompanied 

by subjective activeness and consciousness instead of a structure and 

category.

Thomson's theory is unique in the sense that he turned down The 

Structural Marxism and united the culture and Marxism, denying the way of 

the approach made by the bourgeois historians. While other Marxian scholars 

emphasize 'the logic of class struggle or the logic of productivity' as the first 

reason for the labor class movement, Thomson disapproved such an 

explanation and gave the cause and effect preponderance to the 'cultural' 

area which defines everyday life. This emphasis on the culture resulted from 

the emphasis on the people as the historical doers, however worthless they 

might be. 

Thomson made the description of history subtle and interesting by calling 

forth the imagination and the interest to the delineation of history which was 

stiffening. He also restored the consciousness, the value system and the 

culture of the laborers at the time through the great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which shows they were never passive, feeble-minded and corrupt 

people. His extensive and practical use of materials expanded the range of 

the text for he thought every book is valuable as a text once it was given 

meanings by human beings, which showed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connected to other studies.

The Making provides an important example of 'the interpretative 

argument' that reveals the historical meaning excellently not in a cause and 

effect way, but  other way.

The Making rather tries to find the lost possibility than to explain the 

historical events and cause and effect relation. Thomson's discussion on 

British society was  the interpretative argument referred to as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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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y Geertz. His interpretative analysis has been assessed to 

provide the diversity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which have been 

appropriately used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people, labor, slaves and 

women. 

Nowadays, as much more than one generation have passed, in light of 

post-modernistic history reading which emphasizes the discussion on 'delabor 

and  deideology', Thomson's Class Theory seems be out of fashion.  

However, the concept of sex, ethnicity and citizenship which recently 

appeared as the new alternative analytic frame is not completely out of the 

category of Class Theory.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when used 

complementarily with the Class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reach a whole and rich understanding of society. More than anything else, if 

Thomson's The Making is still alive to us as a classic, it's because we may 

feel sympathetic to his warm eyes toward the poor and suppressed. He 

didn't forget to give an affectionate evaluation of the social weak.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History 

Education) in August,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