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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세대는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하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다. 

 

 

민주당원의 57%와 젊은 국민의 5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갤럽은 보도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이다. 사실 이것은 끔찍한 결과이다. 소비에트 연방과 마오쩌둥의 중국에서부터 오늘날

의 베네수엘라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끝은 좋지 않았다. 미비한 경제성장, 빈곤, 굶주림, 

독재 정부 등이 그들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2016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머니 게임에 신물이 난 새로운 유형의 민주당 사람들

이 유입됐는데, 저명한 민주당 의원에게 역전승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이송-코르테즈가 대

표적인 예이다. 미국 민주당 사회주의자들은 오카시오-코르테즈의 6월 우승 이후 지지자

가 급증했다고 말한다. 

 

사회주의는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 보였으나 최근 다양

한 이유로 되돌아왔다. 젊은 세대는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동유럽 국가들의 실체

에 대해 알지 못하고, 기성 세대는 그 실체를 잊어버렸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명성에 흠을 남겼다. 월스트리트의 긴급 구제, 저조한 경제 회복, 그리고 끝없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정치적 대안에 눈 돌리게 하였다. 그 대안은 터프한 억만장

자 대통령이었지만 이민자들과 다른 그룹들의 대한 거친 발언으로 인해 많은 다른 유권

자들에게 전형적인 냉소적인 자본주의자로 낙인 찍혀 있다. 

 

현재 미국인 18-29세 중 절반이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는지에 대해 혼란은 있다. 컨사이스 경제 백과사전에 요



약된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정의는 “정부가 모든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중앙 계획 경제”

이다.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 소련과 중국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것은 영국 노동당의 목표

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철과 강철, 철도, 전력회사, 국제 전기통신의 국유화는 수

십 년간의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아마도 정부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지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칭 사회주의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호하

고 그럴듯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즈는 “현대적이고 도덕적이며 부유한 

미국 사회에서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샌더스는 종종 덴마크를 민주적 사회주의의 예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그 발언은 덴마크

인들이 들으면 불쾌해할 이야기다. 2015년 덴마크 총리는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북유럽 

모델을 사회주의와 연관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덴마크는 시장경제로 운영된다.”라고 말했다. 

 

사회주의는 정부에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에 대

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금과 지출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는 이미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은 자유 기업을 좋아하고 극소수만이 

더 강력한 정부를 원한다. 좋은 징조이다. 

 

번역 :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young-people-socialism-do-they- 

know-what-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