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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초 미국의 현대적 대기업 등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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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은 19세기말〜20세기초기간에 영국경제를 추월하면서 대기업체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성장은 

양질 이민의 지속적 유입과 교통수송기관의 혁신적 발전과 전국적 시장형성 및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과학기술의 

R&D가 이룩한 ‘미국식 생산양식’현출에 있었다. 1895년이후 10년동안 미국경제는 수직·수평적 통합의 거대합병현상

이 일어 30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합병에 참여했다. 대기업의 출현이 인식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미국내의 시민들은 

‘부와 기회의 땅’ 미국의 전통적 상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反)대기업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기업의 행위

를 규제할 정부기구가 설치되고 규제법안이 실행되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

는 대기업 등장이후 초래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 및 대기업운영이 이룬 경영관리체제의 효과에 연유된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대기업, R&D, 미국식 생산양식, 수직·수평적 통합, 경영관리체제 

Abstract In the U.S.A.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big business system emerged surpassing the 
British Empire economy. Such growth resulted from the realization of the "American-productive mode' being derived 
from the continuous immigrants inflow, renovativ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markets formation and 
R&D of the science·technology. During 10 years after 1895, American economy was prevalent with the combination 
trends by the vertical or horizontal integration and these both mixed systems. As such big business was recognized, 
the American domestic citizens expressed the strong doubt to the revolutionary change and its public benefits and 
inaugurated the anti-big business campaign with deep concern that the American traditional symbol 'land of the 
wealth and opportunity' would be threatened. Although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trolling big business were 
established and the control laws were enforced, the American society accepted the new economic order. This situation 
resulted from the American economic prosperity, material affluence and managerialism of the bi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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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1860〜1910년대기간미국은

‘트러스트의 시대’, ‘재벌기업의 시대’, ‘산업거인의 시대’

라 하여 미국자본주의 역사상 전례없던 획기적 시대를

체험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던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제일의 공업국으로 약진했다.

미국의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화는 1851〜1915년간

에 3천만 명에 달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지닌 이민1)의

유입과 지속적인 서부로의 팽창(westward movement),

전국적인 철도망부설과 그에 수반되는 시장형성 및 체

계적이고 실용적인 자연과학의 연구·개발의 결과였다.

이러한요소들은소위미국식생산양식2)을현출하여

미국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했다. 도시의 인구집중

과 전국적인 시장형성에 수반하여 원료의 확보, 상품생

산및시장판매의전과정을효율적으로통합해야할필

요성이대두되자대규모적인기업의수직통합이이루어

져산업과경제활동이몇몇유수한주식회사에의해지

배되는 대기업 시대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체제

가미국사회에익숙한경제질서로정착되기까지에는내

부적 저항과 법률제도적 제재를 받았다.

자본주의 경제발전 중 독점·금융자본주의 단계이던

이기간에미국내에는대기업에대한저항감이표출되고

현실정치에반영하기도하였으나, 1차세계대전후 1920년

대 “번영의시대”에는대기업성장으로초래된경제적번

영과 물질적 풍요로움에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용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이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최선

도국으로부상하는 20세기초반새로운경제실체인대기

업의출현과성장그리고그에대한미국내민심의동향

을살펴보고이들이준시사점들을재고(再考)해 보는데

있다.

2. 미국 대기업의 선구적 실체 : 철도회사

미국은 1860년대 남북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
업화에 돌입하여 이후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는 하나, 대기업등장이 즉각적으로 현출되
지는 않았다. 1860년대 미국의 경제분야중 ‘대기업’이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산업분야는 철도부문이 유일
하였다. 
1830년대 볼티모어와 오하이오에서 운영을 시작한

철도회사들은기존의회사운영과는다른새로운경영방

식과재무구조의도입및노사관계가형성되는분위기속

에서 1869년 5월 10일 유니언 퍼시픽철도회사와 센트럴

퍼시픽철도회사가 유타주(Utah State)의 프로몬트리포

인트(Promontory Point)에서 대륙횡단철도의 완공을 이

룬후 1880년대에는전국의주요간선철도를건설하였다.

철도회사들은 이후 미국 여타 대기업들의 설립과 운

영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하에서는 미국 철도산업의

경영혁신의 특징들을 규명3)하고자 한다.

2.1. 대자본의 재무구조
1830년대 미국의 철도회사들은 주(state)정부 및 지

방자치체정부로부터막대한재정적원조와 3천만에이

커가넘는철도건설토지를제공해준연방정부의기여로

철도건설을급속도로추진하였다. 1850년대에들어서는

철도부설자본동원에전례없는노력을기울여기존의 9

천마일에서 3만마일이상의 건설로 3배이상확대발전

을하였다. 이러한철도망확장재원의상당부분은개인

투자가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새로운철도부설자본의수요는미국화폐와투자시장

을 월스트리트 증권가로 집중시켰고, 미국과 유럽의 자

본투자가들이증권가로몰려듦에따라철도회사의주식

과채권이뉴욕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는동시에

증권판매를다루는근대적투자은행도나타났다. 이 결

과 1850년대 말쯤에는 다수의 철도회사 자본금은 각각

2천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었다.

이 시기 철도회사들은 회사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철

도요금책정에 도움을 주는 비용분석 혹은 원가계산을

했던 최초의 기업이었다. 단기적 필요자본과 장기적 필

요자본 및이들양자에따르는다양한문제해결을위해

서 관료적인 경영관리를 운용했다.

이후 여러 산업분야에 등장한 대규모 제조회사들은

철도회사들이 겪은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가이드라인으

로 삼았다. 선도적인 철도회사의 경영체계를 배우고 도

입한산업가중에는앤드류카네기(Andrew Carnegi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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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전 미국 대학들이 경영대학원

을 개설하였을 때, 철도회사의 경영원칙들은 대학원 교

육과정에 경영관리체제(managerialism)로 도입·원용되

었다.

2.2. 직능의 다양화와 노사관계 형성
미국의 철도회사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설정한 선구

적기업이었다. 비인간적이고관료적인작업환경속에서

노동을 한 최초의 사람들은 철도회사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전국적 규모로 철도노동단(railroad

brotherhoods)을 조직·결성하여 노동조건과 노동분규

및고충에대하여단체교섭을벌이면서, 공제조합형태로

출발하였으나, 1870년대쯤에는근대적형태의노동조합

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1880년대에 들어서서 직능노조

와 비직능노조가 구성되어 미국노동총연맹(America

Federation of Labor)과 전국노동연합(National Labor

Union)/노동기사단 (Knights of Labor)으로분리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철도형제단’이라하는 소수의 전문기

술인력노동자로구성되어대체기술인력이없고고가의

설비를 사용·관리함으로서 고용주에게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비(非)숙련 혹은 반

(半)숙련노동자로 구성되어 숫자면에서는 다수였지만

이들의 목적이 자신 사업장의 고용주가 되는 것이어서

결속력이 약하여,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철도형제

단’과같은소기의목적을이루지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미국대기업에 있어서 노사관계는 민주적으로 단체교섭

을 선택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고용주에게 이를 시

행케하는와그너법(Wagne Act)이법적효력을갖게되

는 1930년대 New Deal시대 이전까지 대기업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는 철도회사가 유일하였다.

2.3.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철도는기업운영초기부터많은고정비용이필요하였

다. 철도의각종설비와레일은수백만달러에달하는막

대한비용이소요되는것이어서대부분의철도회사들은

자본시장에 판매한 채권형태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1850년대 폭발적인 철도건설 붐(boom)기에 자본시장에

서 조달된 막대한 자본은 주식보다는 채권판매를 통해

서 이루어졌다. 채권은 사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

로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서 투자가들은 주식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 간주하여 선호되었고,

철도회사들은 채권판매를 통해서 정기이자를 지불하면

서 거액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갔다.

회사가 번창하고 고수익이 있는 시기에는 이자부담

은심각한문제가아니었지만회사가손해를보거나불

경기시대에는문제가달랐다. 2개이상의철도회사가동

일지역 혹은 동일지점간에 운행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

었을 때, 빈(空)열차운행을피하기 위한요금경쟁이발

생하였다. 결국 철도회사들은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한

수지타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철도운행을 강행할 수 밖

에 없었고, 회사 파산을 초래할 정도의 낮은 요금을 책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

황은 경쟁에서 승리한 회사가 단독으로 남아 독점화가

되었을 경우, 자의적인 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혼란

과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4. 카르텔의 결성과 규제
상기한 상황에서 철도회사들은 수송량의 할당 혹은

요금책정을 위해 풀(pool)혹은 카르텔(cartel)을 결성했

다. 카르텔이란 각각의 생산자가 독립적인 기업가로 남

아있는것을허용하면서과잉생산과가격하락의금지를

약속하는 독립업체들간의 콤비네이션으로 제조업분야

에 있어서 상품의 생산량·가격·마케팅(시장)을 조정하

거나 교통수단의 요금·수송량조정을 위하여 결성된단

체이다. 그러나이카르텔협정안들은법적구속력이없

고회사 자의로이행하는것으로서 참여회사들은 자사

의이익을올리기위해협정을어기고내면적으로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정안의 지속적

수행이 어려웠다.

결국 철도산업은 남북전쟁이후 정치적으로 혹독한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1860년대말 상인과 하주(荷主)

및 주(state)단위의 상업주의가 얽힌 그렌저법(Granger

laws)이 제정되어 단거리가 장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철도요금의 부과가 금지되고, 1887년 연방의회는 철

도회사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여 철도회사들의 풀(pool) 또는 카르텔결성을 불

법화하고 요금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주간통상법

(Interstate Commerce Act)을 통과시켰다.

이후 1906년과 1910년 및 1920년에는 각각 헵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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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burn Act)과 만·엘킨스법(Mann-Elkins Act) 및 철

도수송법(Transportation Act)을 통해서 철도를 완전정

부규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철도운임을 책정토톡 운영

체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신설된 주간통상위원회의 활

동은 정치성을 띄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고지

식한 혁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히려 미국의 철

도산업이 쇠퇴하는 큰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철도회사는 미국의 현대적 대기

업부문의 높은 고정비용과 파괴적인 경쟁의 난제 해결

을 위해 노력했던 최초의 대기업4)으로써, 국내시장을

확대시켜생산과분배의혁신을주도하고토목및건축,

철강업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미국기업의 대형화를 선도했다.

이같은철도산업 운영을롤모델삼아이시기의제조업

분야의 대기업들은 유사한 문제점들을 타결해 갔다.

3. 미국 대기업 출현의 전제요건들

상기한 철도산업의 등장과 성장을 필두로 1860년대

〜 1890년대중반까지는대기업이산발적으로등장하는

시기였으며, 이후 1910년경까지에는기업합병이폭발적

으로야기되면서현재에도존속하는유수의거대기업들

이자리를굳혀갔다. 제조업분야의현대적대기업이등

장하는 데에는 하기와 같은 전제요건이 뒷받침 되었다.

3.1. 교통혁명: 전국적인 교통망 구비
현대적거대기업등장과성장을위한가장중요한요

건은상품을널리보급할수있는교통수단이다. 1860년

전후, 미국은 국가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교통망 팽창과

개선에투입했다. 초기에는유로고속도로에서운하로최

종적으로는철도건설에중점전환함으로써믿을수있고

비싸지않은운임의교통수단을전국적으로연결하였다.

미국에있어서초기의운하건설에는주정부의역할이

매우 컸다. 1825년 뉴욕의 에리운하(Erie Canal)가 완공

이후 교통의 편리함과 경제적 잇점이 커짐에 따라 여타

주들도비약적경제성장을이루고자운하건설을추진하

여 1850년대 말경에는 3천 마일의 운하가 건설되었다.

운하보다 새로운교통수단인 철도가 메릴랜드주 볼

티모어지역의 사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볼티모어 ↔ 오

하이오간 철도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1850년대 말

3만마일의규모에서 1869년 대륙횡단철도완공에이어

1890년에는 16만 마일 1900년에는 20만 마일의 노선이

전미국내에 거미줄같이 확대 운행되었다. 이러한 교통

체계는제조상품에대한운반비용의저렴화와장거리운

송의 신속화를 이루어 전국적 판매망을 갖고자하는 대

규모제조업부문의기업왕국창립의실현은물론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2. 통신혁명: 전신산업과 전화의 발명
대기업등장의 또다른 촉발요인은 교통의 변화와 밀

접히 연관된 ‘통신혁명(communication revolution)이었

다. 1837년 전신(電信)부호의 특허를 받은 모스(S. F.

Morse)에 의해 시작된 전신업무는 1844년 워싱턴과 볼

티모어를이어주는전기통신시대를열면서정보와경제

의연계성이밀접해졌다. 전신산업은 1846년〜1866년간

미국동부의 해안선을 따라 몇개의 전선으로 시작하여

이후 전국을 연결하는 광범한 전신망으로 확장되었다.

전신산업은처음부터철도산업과협력하며미국대륙

횡단에 상호이익을 도모했다. 전선이 철도부지를 따라

설치됨으로서 전신회사들은 고비용의 토지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철도회사 또한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전신산업

은 1866년 민간독점체Western Union을설립케하였다.

전신을 통하여 수백, 수천마일이상의 먼 곳까지 정보교

환이 단 몇분으로 실행됨에 따라 기업가·은행가·주식중

개인·자본가들은 사업기반을 끊임없이 확장·운영할 수

있었고, 대기업 성장과 금융자본주의가 대두되는 주요

인이 되었다.

모스에 이어 1876년 벨(A. G. Bell)이 발명한 전화의

등장으로 통신은 더욱 간편해지고, 특허권을 지닌 미국

의인터내셔널벨회사와웨스턴유니온전신회사는 1877

년 영국과유럽에진출하여전화사업의국제독점권을행

사하면서 대기업 등장의 중요한 전제역할을 하였다.

4. 대기업의 출현과 성장

1895년이전까지 미국기업들은 대부분 수직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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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growth)과 수평성장(hirizontal growth)을 통

해서 형성되었다. 수직성장은 단일기업이 미래의 잠재

시장을인식하고시장상황에효과적으로적응하기위해

업무기능을확대함을의미한다. 이러한수직성장기업은

개개의 기업이 상품의 생산뿐 아니라 자체적인 원료조

달에서부터제품생산과소비시장까지의완제품운송및

도·소매판매활동을통한마케팅에이르는업무및기능

의 전진통합 또는 후진통합(backward integration or

forward integration)5)을 통해서 확대·성장했다.

이후 수직통합유형의 카르텔의 결점이 인식되고 그

의 운영이 실패로 끝나면서 생산 아니면 운송 중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합병을 시도하는 수평통

합유형(수평콤비내이션)이 등장하였다. 수평통합은 ‘트

러스트(trust)’ 또는지주회사가대표적인실체로언급되

며 1882년 록펠러(John Rockfeller)가 Standard Oil사를

결성하여 선구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성장을 이러한 이분법으로 일괄재

단하는 것은 대기업통합 실체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

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업은 상기 두가지 통합성장

유형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두 통합성

장유형 중 그 어느 쪽도 아닌 예외도 있었다.

4.2. 선구적인 산업콤비네이션의 실체
4.2.1. 수직성장형 대기업의 선도적 사례 
교통혁명과 통신혁명의 영향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마

케팅과원료구입측면에서전진또는후진통합적수직성장

으로대기업성장을가속화했다. 이하수직적통합을통해

서 등장한 대기업의 선구적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육가공산업과 청과산업

미국의 대기업이 수직통합을 통해서 등장한 전형적

사례가 정육업과 청과산업이었다. 1870년대 이전의 미

국의정육업은중서부지역시카고가중심지로중소회사

들이 난립하여 도살과 포장을 하고 있었다. 포장업자들

은 도살된 육고기가 돼지고기인 경우에는 염장하여 보

존하거나 염수에 절여서 장거리운송을 하였지만, 쇠고

기인경우신선도가오래유지되지못하였기때문에, ‘살

아있는 소’를 중서부지역의 가축수용소로부터 동부의

도심지까지 철도로 운반해 와서 도살 후, 각 지방의 정

육업자에게 판매되었다.

마사추세츠주이스템의정육업자구스타부스스위프

트(Gustabus Swift)는 중서부의 가축수용소에서 도살과

드레스드비프(dressed beef: 요리준비가되어있는고기)

로 처리·포장을 병행하여 장거리시장에까지 운송된다면

상당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러한 구상

의 성공을 위해서는 냉동기술향상이 전제되고 있었다.

1875년스위프트는엔지니어를고용하여냉동차설계

를추진하여, 1877년 자신이창안한냉동차량칸에신선

한 고기와 드레스드 비프 포장육을 싣고 동부도시까지

성공적으로 철도운송하였다. 그러나 운송된 포장육이

소비자에게안전하게유통되기위해서는도착된냉동포

장육을 저장할 냉동창고와 판매망이 절실했다. 1885년

스위프트는이사업의전국적확대를위해자본금 30만

달러로 스위프트사(Swift & Company)를 설립하였다.

먼 곳의 소비자들이 며칠전에 도살된 육고기를 방금

도살한 고기처럼신선하고도염가로 구매할수있게되

자 스위프트사의 포장육은 시장에서 인기가 급등했다.

중서부 생산지에서의가축구매→ 대규모의도살및정

육처리시설의 현지운영 → 냉동포장육의 소비지역까지

의운송등회사의모든업무는고기가소비되는도시지

역의 수요변동에 맞추기 위해 매우 세심하게 조정되었

다. 스위프트사는 사업초기부터 원거리 지역간의 업무

상황을 신속히전달해줄수있는 전신서비스를이용했

다. 합병물결이 일기이전인 1890년대 스위프트사는 이

미 수직통합된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1905년 연방정부

는스위프트사는동종의관련사업과의불법결탁이나흡

수통합없이 마케팅 통합을 통한 회사내부의 팽창을 통

해서 성장한 대기업이라 평가했다.

부패하고 깨지기 쉬운 상품을 시장판매하기 위한 전진

통합이 야기된 이후, 수직통합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영

향을 끼친 또 다른 회사가 유나이티드 청과사(United

Fruit Company)였다. 남북전쟁이전까지 미국시장에서

판매되지않던바나나는 1860년대말부터항구도시에서

소량판매되는 신상품으로 등장했다. 바나나는 빨리 변

질되는특성때문에내륙지역에까지배송될수가없었다.

1870〜1880년대에는 카리브해로부터 보다 빠른 과일수

송을위한증기선이도입되었음에도내륙의열악한마케

팅설비는 바나나 소비를 해안도시로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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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앤드루 프레스톤(Andrew W. Preston)은 유

나이티드 청과사 창업맴버·초대회장이 되어 냉·난방시

설을갖춘과일도매점을전국각지에신설하여기존시장

체계의단점을극복할수있는통합기업을설립했다. 회

사는 창립 2년만에 21개 주요도시에지점망을개설하고

10년만에 4천만달러이상의자산을축적하는대기업으

로 성장, ‘경제적 제국주의(economic imperialism)’의 상

징이 되어 정치·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미의바나나공화국(banana republic)' 지칭을받았다.

(2) 전기산업과 철강산업

제조업분야에서수직통합의성공은전기산업과철강

분야에서현출되었다. 특허권법에서비롯된생산설비에

대한 독점의 잇점과 합병이 어우러진 마케팅의 전진적

수직통합의 주도권을 잡아서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은 1892년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중공업 기계

류와빛을발하는전구를생산하는거대회사인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을창립했다. 이 시기전기부

문은 톰슨·휴스턴 일렉트릭사(Thomson·Huston

Electric Co.)와 웨스팅하우스사(Westinghouse Electric

Co.) 3대회사가경쟁을벌이는상황이었다. 이들신흥산

업은운영과정에서제품의판촉과전기기술특수성에서

파생되는 전문기술과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선전기제품은매우비싸고, 사용법과간수법을이

해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는고비용과위험이수반되는

것으로이문제의유일한해결책은마케팅의전진적통

합임을 체득했다. 전기제품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적절

한기구조작법을가르치고필요시수리도해주어야하는

전문부서의필요성때문에제조회사들이주도권을가지

고 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숙련공 대비가 필요했

다. 1880년대말 3개회사는전국적판매망을갖추고지역

판매사무소를 개설,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설치·조작하고

적절한수리서비스를해주는전문기술을지닌훈련된직

원들을양성하고있었다. 이들전기회사는초기부터수직

통합된 기업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원료공급쳬계에 대한 대비는

1890년대에 더욱 강화되었다. 카네기(Andrew

Carnegie)는 1870〜1880년대후진적수직통합으로철강

기업운영을 주도했다. 그는 최고최신 첨단기술의 생산

설비에 대한 자본투자와 배치에 중점을 두고 경쟁회사

들보다 저렴한비용으로철을생산할수있는능력달성

을 위해서 기업을 대규모적으로 경영하고 후진통합에

관여했다.

1870년대중반기카네기는원료공개시장에서구입하

는 선철은 물량·가격·품질면에서 변동이 심하다는 판단

하에선철공급량의상당부분을직접관리했다. 그리하여

카네기는 철광석, 석탄, 연료용 코크(coke) 등의 원산지

를소유함으로써저렴한비용으로항상일정하게조달하

는 자체적 원료공급으로 베세머전로(Bessemer

Converter)와압연기를통하여강철생산을하였다. 이후

그의기업은일층후진통합을추진, 현지의원료를수송

할 증기선과 철도까지도 소유하였다. 미국철강 생산의

1/4을 점유한 카네기 철강회사(Carnegie Steel Co.)는

1901년 업계의 65%를 지배하게 된 금융왕 모건

(J.P.Morgan)에게 2억5천만 달러에 매각되어 유나이티

드 스테이트 스틸(U.S. Steel)로 통합6)되었다.

상기한 수직통합된 기업들은 새롭고 보다 좋은 제품

들을지속적으로공급하면서성장하고발전을거듭하여

광범한 분야의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해 갔다. 1865〜

1895년사이미국내산업분야중이러한형태의카르텔에

참여한 회사는 직물, 철강, 비철금속, 철물, 정유, 설탕,

목재, 피혁제품, 면실유, 종이, 주류, 화약등으로확산되

었다.

4.2.2. 수평적 컴비네이션의 선도적 사례
각각의 생산자가 독립적인 기업가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는카르텔형태는일정한가격과생산할당량설정,

일정방식의 시장분할을 하는 동업조합 협정체로, 법률

적구속력이없어지속적이익을확실히하기위한생산

수준과 가격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격렬한 경쟁이 지속

되었다. 이 결과 1890년 ‘셔먼 트러스트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이입법화되어카르텔의합법성은끝나

고 수평 컴비네이션, 트러스트(trust)가 등장하였다.

(1) 석유산업

기업의수평컴비네이션, 트러스트는동일산업의생

산자들이최소한법률적의미에서단일회사를결성하여

시장지배를 위한 독점을 시도하는 것으로 록펠러(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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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ockfeller)의 스텐다드 오일사(Standard Oil Co.)가

선도하였다. 1867년 록펠러는 회계와 경영부문의 유능

한동료들을모아 Standard Oil Co.를창업한후, 전국의

1/10에 해당하는 크고 효율적인 정유소를 매입·보유하

더니, 1870년대 말 미국전역 석유정제능력 90%를 장악

했다. 매수를 통한 스텐다드 오일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매각행위는 비밀로 이루

어지고 여러 회사들은 예전의 자기회사명을 그대로 사

용하면서 운영을 계속해 갔다. 이러한 수평통합은 문제

가 있었는데 당시의 미 국내법은 타회사의 주식소유와

타주에서의 자산소유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록펠러와 그의 동료들은 법률망을 피해 스텐다드 오일

사의 통제를 받는 회사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했다.

1882년이후스텐다드오일사는국내외경쟁사들로부

터의도전에이미합병·소유한회사들에대한중앙통제

를 강화하여, 브로드웨이에 총본부를 개설하고 석유왕

국의 팽창과 통합을 지시했다. 미국국내의 새로운 유전

의 발견과 독립적인 정유회사들의 출현은 스텐다드 오

일사로 하여금 원유생산으로의 후진통합과 수송 및 마

케팅의 전진통합을 이끌게 했다. 비협조적인 사업가에

대한협박과정탐활동, 분쟁야기자에대한냉혹한복수

와연관된거친영업기술, 효율적인생산성, 막강한자금

동원등을 사용한동회사는 1890년대 초석유사업의모

든 부문과 관련된 수직적 통합의 거대회사를 완성했다.

중앙통제를 통한 트러스트의 공격적 기업합병이 강

화되면서 이의 제재를 위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었다. 대

기업에반대하는국내여론과정치권은 1890년셔먼트러

스트금지법을 제정하여 독점적 대기업의 확산 및 횡포

를 막고 중소기업들의 자유경쟁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

런취지에도불구하고이법은모호한법해석으로주식

회사통합 결성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11년

연방대법원은 스텐다드 오일사를 시장경쟁질서를 저해

하는 기업으로 판단, 34개의 기업으로 분할7)하라 판결

하였다.

(2) 제당산업과 담배산업

남북전쟁을 전후하는 몇 년동안 미국의 제당산업은

동부해안도시에 최신기술을 갖추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당회사를 세우고 동부 도심지역의 수요를 공급하는

호경기를 누렸다. 호경기는 새로운 회사의 신설을 끌어

들이고 기존 제당회사의 사업확장을 자극했다. 1870〜

1880년대 초 심각한 가격경쟁으로 제당소의 마진폭이

줄어들어 거액의 고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당산업은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887년 18개 제당회사 대표들이 비밀리 회동하여 그

들의 기업주식을 신탁증서로 교환한다는 트러스트협약

을 공표하였다. 1891년 이 실체는 뉴저지주의 회사설립

법 개정을 이용하여 아메리칸 제당사(American Sugar

Refining)로 개편하였으나, 새로운설탕원료인사탕무우

가 등장하여 사탕수수와 경쟁하면서 독점적 위치를 상

실하고 반(反)트러스트 소송결과 해체판결로 1900년대

초 제당업은 소수의 거대회사가 지배하게 되었다.

아메리칸 토바코사(American Tobacco)는 남북전쟁

이후 신흥사업으로 등장하여 1870년대〜1880년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1880년대 중반 제임스 듀크(James

Duke)의 담배제조기계 발명으로 생산공정의 기계화가

이루어져 공급능력의 극대화가 초래되었다. 수요가 안

정되고 과잉생산능력이 초래되자 담배회사들은 치열한

경쟁에 빠져들어 대량광고 경쟁이 판매를 좌우하는 상

황이 되었다. 일부 담배회사들은 카르텔을 구성하여 과

잉생산과 출혈경쟁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전의

철도·석유·설탕·기타산업에서의 카르텔 형성이 회사들

간의통제수단으로합당하지않았었다는결론에이르러

수평 콤비네이션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1890년에 창립된 아메리칸 토바코사는 뉴저지주의

회사설립개정법에 의거하여 지주회사로 형성된 최초의

콤비네이션으로맨하탄본부에서총관리를하고수직통

합에 관여하였다. 이후 10〜12년동안 아메리칸 토바코

사, 담배콤비네이션은 경쟁회사들을 파산으로 모는 도

태적 가격경쟁, 도매상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정탐행위,

도매상으로 하여금 자사의 상품만을 취급하게 하는 강

제협약, 대량광고 등 잔인한 경쟁방법들을 사용하여 생

산에대한통제를하였다. 1907년 연방정부는이회사를

셔먼트러스트금지법으로고소하였고, 1911년 연방대법

원은 담배시장의 95%를 장악한 아메리칸 토바코를 16

개회사로 분할·해체할 것을 판결하면서 독점기업에 제

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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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업 등장의 사회적 영향

5.1 대기업 등장과 기업환경적 변화
1860〜1910년기간동안미국의거대주식회사들의등

장은 주요 산업들이 고도로 집중화되는 경제구조가 구

축되어 새로운 유형의 기업활동을 제공했다. 대기업들

은 비개인적·관료적·자본 집약적이었으며, 기업경영에

직접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었다.

안정성·질서·지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은 하나

로 총합된 거대회사를 창업하여 같은 산업분야의 소수

의 타 회사와 산업집중 혹은 과점을 형성했다.

이 신흥기업들은 주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은 상품

가격을제공함으로써시장에서충분한몫을형성하고다

른경쟁사들의가격결정에영향을끼침으로서시장을통

제할수있다는것을터득했다. 이러한체계하에서다른

대규모제조업체들은가격을주도하는회사의지도를따

르게되고, 투자한자본은회수될것이라확신하고협정

을 지키는데 동의함으로서 산업표준가격을 형성했다.

동시에 대기업들은 가격경쟁 대신에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방법과 상품·서비스의 질을 차별화하면서

덜 위험한 방식의 경쟁을 채택했다. 이 새로운 경쟁은

회사의 비용절감과 이익증대를 위하여 가장 능률적인

내부조직과 생산체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트러스트금지법이 거대회사에 미칠 위협과 과점체계가

자유경쟁을가로막는것보다수월하다는점에서거대회

사들은독점적시장확보를위해서경쟁자들을무리하게

내몰려는 시도보다는 시장에서 일정 몫을 정해놓고 가

격경쟁을 피하면서 안정된 이익을 추구했다.

나아가 기업가들은 소비자 심리를 분석·파악하고 소

비성향에 대한 스타일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자기

몫을 보호하고 증대코자 했다. 실용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던기존의상품개념은신분·성적매력·감각추구를상

징하는 상품개념으로 대체되고, 인간의 욕망·자부심·편

견·공포 등 새로운 구매력이 절약·실용성·내구성을 주요

시했던 19세기소비자구매력을대체하였다. 이러한새로

운경쟁유형은이전과는근본적으로다른사회경제적환

경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매방식에 변화를 초래하고, 기

업조직에 대기업, 주식회사형태를확산시켰다. 만일이

대기업, 주식회사들이현출하지않았다면자본주의경쟁

시대는 이미 끝이 났을 것8)이라는 논평이 등장했다.

5.2. 대기업 등장에 대한 국민적 반응
5.2.1.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대기업의존재가인식되기시작한 1860년대〜1910년

까지 50여년 동안미국내다양한 계층의시민들은새로

운 경제질서가 ‘부와 기회의 땅’ 미국의 전통적 상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대기업 출현으로 인한

혁명적 변화를 경계하고 우려하였다. 나아가 대기업이

경제권(經濟圈)에 대한 지배를 확장해 가고 유통분야에

도 진출하여 시장판매에까지 손길을 뻗치자 점차 독립

적인자영기업의희망이포기되고대기업의고용직원으

로 일해야 할 것이라는 좌절감을 실감하게 되었다.

기존의 상품시장에서 영업을 해오던 도매업자·순회

소매업자(외판원)·소기업자들의반발과혁신주의자들의

혁신주의운동을 통해서 철도회사, 대규모 제조업체, 금

융가들을 집중비판하고 기업가들의 비윤리적 치부행위,

무절제한 기업합병, 인위적인 생산량 조절 및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공격하고 이에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

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이거나 비판적 상황은 근

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기업의 합병과 독점문제를 다루

기 위한 정부기구 산업위원회U.S. Industrial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대통령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들을

기소함으로써 ‘트러스트 파괴자’로 지칭되었고, 우드로

우 윌슨(Woodrow Wilson)은 자신을 ‘대기업의 반대자’

로 부각시켜 191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 연방의

회는 1890년의 셔먼 반트러스트법에 이어 1914년 클레

이튼반트러스트법(Clayton Anti-trust Act)을 제정하여

대기업 확산을 제한했다.

5.2.2.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
상기한 반(反)대기업 정서에서도 진정한 신분이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게 현출되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신케 했다. 아일랜드 출

신의가난한이민자의자손으로강철왕이된앤드루카

네기의생애는대표적사례였다. 근면·성실·절약의미덕

과 창의성 발휘로 방직공에서 전보 배달원과 전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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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미국 철강계를 지배한 앤드루 카네기의

전기는 일반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불평등분배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평을 누그러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1) 신분 및 생활수준의 향상

가장 중요한 현실은 대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발

전에힘입어대부분의임금노동자들의생활수준이향상

되었다는 점이다. 남북전쟁 이전부터 18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물가는 대체로 하락 또는 안정세를

유지하여노동자의생활수준은실질적으로향상되어왔

었다. 따라서대부분의미국인들은지난몇십년전보다

는 20세기초에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2) 불평등 소득분배 해소에 대한 국민감정

불평등소득분배 시정을 위한 가장 손쉬운 장치는 세

금부과다. 기업가들이 사회에 공헌한 것보다 사회가 이

들에게더많은물질적보답을주었다면이들소득의일

부를세금으로내는것은당연하다. 누진소득세혹은기

업이윤에대한세금부과는효과적인소득재분배방안이

다. 이시기미국의정치상황은이의실현이불가능하였

다. 1890년 연방의회가 낮은 세율의 소득세를 제정했으

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 판결했다. 1913년 제16

조 헌법수정조항이 채택되어서야 연방정부의 소득세부

과 권한이 행사되었을 정도였다.

미국인들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동일하

게취급하는경향이있었다. 따라서그리잘살지못하는

시민들도 자신도 중산층이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대기

업의엄청난이윤에무거운세금을부과해야한다는발

상에대해서도불쾌한느낌을가지고있었다. 비록이러

한 과세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기업가를 대상으로 하

고 있었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사회개혁가들이 과도한

이익에대한세금문제를계속제기했음에도조세부과를

통해서국가의 부와소득의패턴을바꾸는 것은쉽지가

않았다.

(3)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의 근본목적

미국연방정부는 대기업의 비합법적 행위나 조치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

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행정부는 기업들의 비합법적·비

윤리적 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이의 부당성을 공표하는

미국기업사무국(U.S. Bereau of Corporations)을설립하

였으나 성공을거두지못하였고, 1914년 기업활동에대

한 조사활동과 공표 및 법집행권한을 갖는 연방무역위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설립되어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

도사회적으로허용되는범위안에서기업행위를보장하

도록힘썼던것이지, 합병이나독점과같은기업의행위

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후 기업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통제하기위해

일련의 트러스트금지법(anti-trust acts)이 제정되었으

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트러스트 확산은 지속되었다.

특허권과연결하여생산을독점한대기업은해외진출을

꾀하면서 다국적기업의 길을 열었다. 재봉틀 생산업체

싱거(Singer)사를 선두로 에디슨 전기회사와 벨 전화회

사 등이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11년 스텐다드오일사의소송판결에서연방대법원

은 ‘합법적인근거’라는용어를사용하며용인될수있는

트러스트와 용인될 수 없는 트러스트를 구분하여, 합법

적으로운영하고불공정경쟁행위9)를하지않는대기업

은 트러스트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결하였다. 이

후미국공적기관들즉행정부의감독기관, 법무성, 법원

은그들의목적이기업의불공정경쟁행위방지에중점

을 둔 규제와 감시인 역할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6. 결론

미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불공정한 경쟁보다는 수

직적 혹은 수평적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갖춘 기업가들이 경쟁회사를 매입 혹은 합병하는 방법

으로 거대기업을 성장시켰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성공

은 고비용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생산이나 과학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에 있었다. 대기업들은 사회여론에 따

라 불공정 경쟁행위가 통제되었다 해서 이미 커져버린

기업의규모를줄일수는없었다. 정부역시도대기업이

파생한 여러 위험요소들을 규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

정적 요인들을 제거할 수는 있었어도 성장해버린 기업

의규모와영향력을무너뜨릴수는없었다. 더구나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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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의국내기업이외국기업과경쟁해야하는상황

에서, 국내산업체간의경쟁과외국기업체들과의경쟁은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력, 시장기능이 계속 발휘된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이시기반(反)대기업단체들이추구했던특정목

표들은 트러스트금지법, 규제위원회 설립, 누진소득세

채택등상당수가성취되어, 거대기업들이 ‘징계또는규

제’를 받았으나대기업의실제적인힘을파괴하거나, 기

업연합이나 통합을 통한 집중현상을 줄이는 데는 성공

하지못하였다. 기업의카르텔형성을사실상불가능하게

만든법률적조치에도대기업에대해기꺼이재정보증을

해주는 전국적인 자본시장이형성되면서, 나아가정치과

정이대기업확산을억제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지못한

상태10)에서 대기업은 경제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대기업의 등장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개인주의 사상

이나 자유경쟁의 가치관이 위협받게 된 것은 사실이었

다. 이에미국인들은한때대기업의사회적공익성에대

해강한의문을표명하였고, 대기업의행위를규제할정

부기구가설치되었지만결국대기업등장에서파생된새

로운 경제질서를 받아들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기업

등장이후초래된경제적번영과물질적풍요, 나아가대

기업의 새로운 경영방법이 전통적 체제에 비해서 생산

성이 보다 높고 비용절감적이며 보다 많은 이윤창출을

실현시킨 경영혁명(managerial revolution)11)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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