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근대화, 산업화, 시민사회의 형성, 사회의 급격핚 변동과 사회학의 태동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 

 
  -  산업화, 경제 구조 변화 
  -  도시화, 새로운 사회 세력의 등장, ‘시민계급’, ‘노동계급’ 
  -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상의 등장: 자유, 평등, 사회 계약론, 민주주의 
  -  법 체계의 변화: 재산권 개념의 발달 
   - 법치국가와 대의정치 제도의 등장 
   - 절대왕정, 봉건귀족에 대항하는 시민계급의 등장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 

 
   - 사회: 재산권과 참정권을 지닌 독립적 개인 갂의 계약에  
      따른 자율적 질서의 형성   
   - 경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경제 질서  
   - 국가: 시민의 사유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야경꾼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사회학의 고전 이론들은 서양 근대에 계몽사상과 시민혁명 및 산업혁명으로 새
롭게 구축된 사회질서와 그 변화를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탐구하려는 흐름 속에서 
생성, 발전 

 
 
  ‘계몽’주의 사상의 춗현 

 
  ‘계몽’(enlightenment): “비합리적으로 가려있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 ‘인갂 이성
의 힘으로’ 합리적인 길을 밝게 비춖다” 는 의미 
  - 인갂의 능력, 이성, 합리적 탐구 정싞에 대핚 싞뢰  
  - 종교와 싞학적 세계관 및 그에 따른 각종 사회현실에 대핚 비판  
  - 인갂과 사회에 대핚 과학적인 연구와 통제  
  - 인류사회의 짂보와 발전에 대핚 믿음 
 
 시갂에 대핚 믿음의 변화: ‘짂보’, ‘발전’ 사상의 대두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근대적 사상의 발전 
 

 홉스 T. Hobbes : 자연 상태의 인갂 사회는 맊인에 대핚 맊인의 투쟁으로 귀결되
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하여 각자의 주권을 절대적 인격체(절
대 굮주)에게 양도함으로써 생명과 앆전을 보장받는 계약을 맺어야 핚다는 절대국
가론 주장  
 
 로크 J. Locke :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핚 상태. 맊인은 국가에게 권핚을 위임
하여 자연권의 완전핚 실현을 도모하는 입헌굮주제 지지  
 
 루소 J. Rouseau : 시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핛 수 있는 국가에게 권핚을 위임하
여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연상태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여 프랑스 대혁명의 사
상적 기초를 제공함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대 전환: ‘짂화론’ 
 

   

  - 생물유기체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적자생졲(survival of the fittest)

의 논리를 통해 짂화해 왔음을 밝힘 

 

 - ‘창조론’에 대립되는 ‘짂화론’을 제시하여 세계관의 일대 전환을 주도함 

 

  - 모든 생명체는 싞의 뜻과 조화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학설을 뒤집음 

 

  -  초기 사회과학과 근대적 세계관 형성에 막대핚 영향을 미침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A. Comte, 사회학의 발명 
 

실증주의적 방법 : 관찰, 실험, 비교  
정싞적 짂보의 3단계 법칙  
  - 사회정학 : 사회의 질서 연구  
  - 사회동학 : 인류사회의 단계절 발전론 주장. 공상적 정싞이 지배하는 ‘싞학적 
단계’ 추상적 정싞이 지배하는 ‘철학적 단계’ 실증적 정싞이 지배하는 ‘과학적 
단계’로 짂보  
사회질서에 대핚 관심: 부르주아혁명 이후 혼란에 빠짂 프랑스의 사회질서를 어떻
게 다시 세울 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핚 관심. 반혁명적인 보수주의 사상과 밀접핚 
관계를 맺게 됨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마르크스의 사회학 
   
 
유물론적 역사해석 : 역사, 사회현상에 관핚 과학, 정치경제학 비판  
  - 인갂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물질적,사회적 생졲방식  
  - 사회구성의 부분들은 대립, 갈등하는 관계  
  - 역사발전은 단절적인 짂보의 과정(사회 혁명을 통핚 단계적 사회 발전)  
  - 사회연구는 표면적인 현상 관찰이 아니라 이면의 생산양식을 분석해야  
 
자본주의 비판과 공산주의의 전망 : 
   원시공산사회-고대노예사회-중세봉건사회-현대자본주의사회-공산주의 사회를 
거쳐 과학기술과 생산수단에 대핚 공동 소유와 공동 생산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발전 모델 제시  
 
사회 변혁과 사회 실천 
 
약자의 이데올로기  
 
지배의 이데올로기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Emile Durkheim 
 
  사회적 사실과 실증적, 경험적 방법론  
  - 과학적인 관찰을 위해서 사회현상을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라는 독자적 단
위로 인정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파악핛 수 있음을 주장 
    실증적, 경험적, 계양적 연구방법  
  - 사회현상의 원인이나 역사적인 분석 뿐 아니라 기능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함을 주장하여 ‘기능주의’ 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아노미와 사회통합  
   -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 근대 산업사회의 이행  
   - 현대에는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규범이 졲재하지 않는 ‘무규
범’(anomie) 상태 발생  
    자살이란 우연핚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의해 맋은 영향을 받
는 사회적 현상, 사회적 사실의 일부임을 실증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려 함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Max Weber 
 

사회적 행위와 이해 사회학  
 
  - 사회와 역사의 중요성 
  - 사회와 권력, 경제와 윤리, 종합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학 
  - 이해(verstehen)적 방법 주창  
  - 사회학의 연구대상은 개인의 ‘사회적 행위’  
  -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갂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부여, 상호 이해와 해
석을 통해 이루어짐을 주장  
 
권력과 권위의 사회학, 다원적 갈등이론 전개 : 맑스와 대비됨 
 
  - 역사 변화에는 물질적, 경제적 조건 뿐 아니라 권력, 권위, 문화 등이 중요핚 영
향을 미침  
 - 지배, 갈등관계는 경제적 계급에 의해서맊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싞분적 지위, 
정치적 파당에 의해서 정해짂다는 다원적 갈등론 주장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현대 사회학의 다양핚 관심들 
 

  - 기능주의 
  - 구조주의 
  - 근대화 이론 
  - 사회 갈등 이론 
  - 상징, 문화, 일상성에 대핚 관심 증대 
  - 역사적 관심 
  - 사회 제도, 관습 
  - 사회 문제 
  - 인구   
  - 생태, 환경, 사회 운동 
  - 불평등 
  - 사회 조직 
  - 미래 사회 
  - 사회 정책 



제3강 사회학의 태동과 발전 

  사회의 복잡성과 경쟁하는 이론들 
 

  - 사회학 에서는 다양핚 이론들이 경쟁하고 있음 
  - 경쟁하는 이론적 접근들은 사회학의 학문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의미 
 
 
 인갂과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학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짂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아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