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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노동은 같은 사회정책의 영역안에서 때로는 보완적이면서도 때
로는 긴장과 갈등을 낳는다. 복지병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유인이 강조되
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복지제도의 강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복지와 노동의 제도적 변화를 보면 동시적 발
전과 한계가 노정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여준다. 복지제도는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데 한
계가 있다.
노동시장도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이라는 평균적 성취 이면에 양극화
와 근로빈곤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성과와 한계가 복지체
제와 노동체제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단지 우연한 동조화 결과라
기보다는 발전국가적 성장노선에서 파생된 생산주의적 관점이 일관되게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근 10년 동안 외양은 선진국 형태로 갖추었지만
복지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매우 뒤처져 있고, 내용적으로
는 최소한의 복지를 전달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된 기본 구조를 보완하
기보다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
망, 낮은 조세분담률과 낮은 복지지출은 바로 그 대표적인 양태들이다. 아
울러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수준도 이런 특징이 반영된 사례들이다.
노동시장은 높은 저임금 근로비중, 비정규직 일자리, 분절화된 고용서
비스 혜택 등으로 복지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거나 선제적으로 시장배분

을 통해 복지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
의 기업별 노사관계, 임금 위주의 노동운동 등 노사관계의 발전 경로도
복지와 노동의 생산주의적 노선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경제사회의 민주화에 노동운동이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도 하다.
본 연구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진영 서강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많은 거시적․국제적 비교자료
를 동원해서 생산주의적 노선을 규명하려고 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돋보
였다. 본 연구가 더 이상 천착하지 못한 중위적․미시적 수준에서 복지와
노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들을 도와 연구지원을 위해 수고한 류경순 주임연구조원과 꼼꼼
하게 교정과 편집을 담당한 출판팀의 정철 전문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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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잔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보편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제도, 사
회서비스의 발전과 복지예산의 대폭 증가는 지난 10여년간 복지국가의
보편적 틀이 정립되었다는 평가를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선진국
에 비해 낮은 복지예산 비중, 실제 복지수혜자의 비중은 저조하다는 점,
복지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급액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잔여적 성
격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지극히 노동시
장 연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원리가
공공부조나 일반적인 전국민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점,
사회보험 안에서도 노동시장의 열패자들보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상
대적 우량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더 크다는 점에서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서 복지국가의 발전궤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의 노동시장과 복지국가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게 된 것
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성과라고 보아야 하는지도 중요하
다. 일부 그런 개연성도 있지만 분절적 노동운동, 분절적 노동시장, 잔여
적 또는 분절적인 복지제도가 상호 동조성을 가지게 된 것은 더 큰 패러
다임으로서 생산주의적, 발전주의적 경제사회 정책노선과의 연계를 가지
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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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출현은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부
터의 혁명에 의한 것인가? 많은 경우에 복지국가를 어느 하나의 추동세
력에 의한 혁명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역사적 타협의 산물로 본다. 그러나
그 타협은 국가와 노동의 타협, 자본과 노동의 타협, 국가와 자본의 타협
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와 노동의 타협은 현재의 북유럽
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자본과 노동의 타협은
대륙유럽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미약한 영미형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와 자본의 타
협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 국가, 자본, 노동은 복지국가에 대해 어느 정
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은 흔히 사민주의, 자유주의 모델이 아닌 조
합주의 복지국가 모델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주의적 속성이 아
직도 강해 조합주의와 자유주의 모델 간에 논쟁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차이는 유럽처럼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은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이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중요하고 이를 매개로 자본과 노동의
타협질서가 마련되었다면, 우리는 노동시장은 복지국가 형성에 매우 중
요한 요인이었지만 노동운동의 힘은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반면에 국가의
힘은 발전국가적 개입에 의해 매우 강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조합주
의 모델도, 자유주의 모델도 아닌 변형이 나타났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출발을 이해하는 데는 대개 3가지 설명방식이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압축된다.
첫째는, 산업화에 따른 결과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산업화는
공동체 해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필요로 하고 대량실업과 빈부
격차에 대한 교정장치로서도 복지국가를 필요로 한다.
둘째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는 축적 혹은 재생산의 위기에
몰린 자본계급이 생산의 집단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국가활동
으로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기제이다.
셋째는,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정치적 동원에 의한 노동력의 탈상품화
요구가 복지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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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유럽의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근거는 세
번째인 노동운동의 정치적 동력에 의한 탈상품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유럽-중부유럽-영미형 국가들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노동운동 및
노동자정당의 성격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적절한 설명이라
고 볼 수 있다(고세훈, 2006).
노동운동이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복지국가 출현을 설명하
는 강력한 변수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상대적인 복지미비도 한국의 낮
은 노조조직률, 분절적인 기업별 노조, 노동자정당의 취약성이 중요한 원
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운동의 성격과 이에
관련된 노동체제가 복지국가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부분적
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분절화는 단지 노동운동의 분열만으로 설명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촉진되기도 하고, 재벌체제와 재벌부문의 존재는 시장에서 분절적인 구
조를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균질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분열된 노동운동과 분절적 노동시장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복지체제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
난 20년간 한국의 복지체제는 형식적 측면에서 제법 보편적 체계를 잡아
왔다는 것이 중론이고, 같은 기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오랜 침묵과 압제를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에 요구해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성화된 복지체제와 노동체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가? 이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를 단선적으로 답습해 가는 과정
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앞으로 시간이 지
나도 서구 모델에 수렴되기 어려운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경로를 걷고 있
는가?
하나의 가설적 추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체제의 발전은
1987년 민주화 체제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복지체제의 발전은 1997년 경
제위기 체제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10년간 구조화된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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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운동과 분절적 노동시장이 1997년 이후 복지국가의 본격적인 발
전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체제가 영향을 준 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한다면, 형식적
보편성을 가지고 1997년 이후 급격하게 골격을 갖춘 복지체제이지만 그
내용은 분절적이면서 생산주의적, 시장연계적 지향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는 점에서 노동체제의 분절성이 복지체제의 분절성을 강화시켜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국가의 발전국가적 지향성이 노동체
제의 분절성보다 복지국가의 모습을 특징짓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국가는 산업화 사회의 계급관계나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산물로 보
는 것이 서구의 경험이라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국가의 주도적인 개
입이 작용한 후발효과(late developer effect)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경제
개발 단계에서만 작동된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서도 작용했
다. 노동운동의 위축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나 연대의 원리에 의
한 보편적인 제도들이 설계된 데는 국가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내용적으
로 이를 추동할 노동운동 세력이 약했기에 국가는 자율성을 가지고 노동
시장을 통한 타협적 복지제도를 추구했다. 그 결과 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복지제도들이 보편적 제도로 나타났지만,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는 노동시장의 위험을 보편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국가 노선의 연장선상에
서 나온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발전국가의 일반적 경로가 주로 복지국가의 보편적 제도
발전을 왜곡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복지체제와 노동체제가 분
열성을 공유한 상태에서 결합되었는지, 아니면 노동운동과 노동시장의
특징이 이른바 생산주의적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
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연구목적이다. 아울러, 이와
연계해서 분열된 노동이 왜곡된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고, 반대로 생산주의적 복지국가 발전경로가 분열된 노동체제를 어
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었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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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과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고찰한 다음, 복지
체제의 제도적 발전의 특징과 양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
의하고, 이어서 노동체제 발전과의 관련성을 상술한다. 노동체제는 노동
시장체제와 노사관계체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를
통해 국가와 노동의 복지노선 선택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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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과제

제1절 경제 발전과 복지국가 발전

1960년대 중반 이후 국민총동원적 압축적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한
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신흥독립국 중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가장 성공
적인 근대화 모델이 되었다(Macmullen, 1982; Holiday and Wilding, 2003).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였던 1960년대 중반 이후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는 외국원조에 의존하던 전형적인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IT산업을 선
도하는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이렇듯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간 임금격
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Croissant, 2004), 그 결과 적어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의 정도도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형평성 있는 분배구조를 가진, 이른바 ‘동아시아 자본주의 경
제개발 모델(Wade, 1990; Woo-Cummings, 1999)’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표 2-1 참조).
아울러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제3세계 국가로서는 매우 드물게 민주화
에 성공하여 이제는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관으
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근대화의 양대 기둥(twin pillars)인 산업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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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경제발전과 소득분배의 지역적 비교

한국
대만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남미
멕시코
신흥공업국
아르헨티나
서구선진국

연간 GDP 성장률
(1975～2000)

GDP 증감률
(1980～2000)

지니계수
(계측연도)

6.2% (3/156)*

N/A

33.5% (’96)

N/A

210% (2/110)

32.6% (’00)

N/A

105% (11/110)

N/A

5.2% (7/156)

169% (3/110)

N/A

0.8% (78/156)

5% (68/110)

60.7% (’98)

0.9% (72/156)

11% (64/110)

53.1% (’98)

0.4% (86/156)

7% (67/110)

N/A

독일

1.9% (50/156)

N/A

30.0% (’94)

영국

2.0% (42/156)

55% (27/110)

36.8% (’95)

주 : * 국가별 순위.
자료 : http://www.nationmaster.com.

제성장)와 민주화(시민적 권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선진복지국가로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압축적 근대화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준 것으로 그간 잠재되어 있었던 한국 경제의 모순이 집약적으로 표출되
어, 경제성장 일변도의 근대화전략에 일대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렇
듯 근대화전략의 수정을 통한 IMF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주목할 만
한 특징이 바로 복지부문의 급성장이다.
IMF 경제위기 이전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정책을 생산하고 운영하였다. 즉 빈곤과 소득불평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궁극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
제라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능력 위주로 발전해 왔으며, 이
외에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도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이고 최소한도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한
국경제의 발전정도에 비추어볼 때, 복지제도는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매
우 낙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고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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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부도사태에 직
면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IMF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대외개방’과 ‘노동의 유연화’가 불가피하게 되었
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고용불안층과 근로빈곤층을 양산시켰는데 이
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비록 당시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방향과 일치한다. 유연안정성이란 생산부문
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연관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사회복지제도가 보호해 줌으로써, 생산과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화와 사회적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경제구조에 따라 경제적 조정과 기업들의 고용조정도 유연하
게 하면서 사회적 보호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정무권, 2006: 63～64). 즉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정책환경의 변화는 복지부문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었다.
<표 2-2>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투자 추이
(단위 : 억 원, %)
1997
□ 사회복지․보건
분야
- 예산
- 기금
기초생활보장
1)
취약계층지원 등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국가보훈
노동
주택
보건의료
건강보험지원

2000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210,001 352,112 379,428 416,588 440,758 518,604

12.0

52,942 84,209 120,185 136,022
158,059 267,903 259,243 280,566
9,624 24,710 34,303 35,402
4,349 6,210 9,400 10,508
78,279 104,535 110,170 123,323
1,337 1,466 2,461 3,606
11,885 13,881 18,572 22,258
29,174 48,913 57,690 62,692
58,816 129,849 107,378 113,443
5,834 5,011 7,697 8,514
10,703 17,537 31,757 36,842

14.8
10.9
21.7
13.5
9.4
23.2
9.8
13.8
10.9
6.8
18.1

148,191
292,567
39,283
12,940
137,991
4,625
23,721
65,262
109,899
9,195
37,842

156,892
361,712
46,261
11,940
160,796
7,094
25,116
82,122
134,994
9,905
40,376

주 : 1) 취약계층 지원 등 : 취약계층 지원+노인․청소년+사회복지 일반.
자료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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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사회복지ㆍ보
건 분야의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1997년 21조 원에서 2005년에는
51.9조 원으로 연평균 12.0%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GDP나 재정지출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경상
GDP 대비 비중은 1997년에는 4.3%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 이르러
6.1%의 수준에 이르렀다(김종면, 2007: 2).
한편 이 시기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도 아
울러 이루어졌다. 특히 ‘생산적 복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사회복지제
도의 형식적 틀을 거의 갖추어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도 기존의 전근대적인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모든 국민들
에게 최저한도의 인간적인 생활을 법률적으로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민연금의 경우 도시지역가입자에게로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전체 사
업장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이 밖에도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루하게 끌어 왔던 조합주의 대 통합주의의 논쟁에서 통합주의가
승리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근대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서 건설되었다. 즉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성숙한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된 사회의 가치를 합리적
으로 나눌 수 있는 규칙을 합의에 따라서 정하는 ‘민주화’라는 근대사회
의 두 기둥 위에 복지국가는 건설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 기둥의 역사적 전개양식에 따라서, 그 위에 세워진 복
지국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는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IMF 경제위기를 기점
으로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복지부문에 상당한 발전을 이
룩하여 이제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이나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에 비하여,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
실이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달리 복지의 발전은 선진국을 모방하여 이들
을 따라잡는 전략(catch-up strategy)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복지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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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적인 성숙을 가져
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되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한국
경제의 성격과, 그리고 복지제도의 특징과 수준에 따라서 발전전략을 구
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 복지
국가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절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
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절에서는
한국 복지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적 변화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즉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① 국민국가에서 세계화 시스템으로, ② 전통 산업경제에서 지식
기반경제로, ③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
로, ④ 안정적 인구피라미드에서 저출산ㆍ고령화로, ⑤ 정상가족에서 비정
형 가족으로 변화하는 양상, 그리고 ⑥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서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를 ① 구호행정
기(1945～60), ②1960～70 형성기(1961～86) ③공고화기(1987～97), ④ 제
도 발전기(1998～현재)로 나누어 각각의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 복지국가
의 성격을 분석한다.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고찰

최근 들어서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학문적, 실천적 시도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즉 당시 정권교체
에 성공한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천명한 이후로 한국
의 복지국가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학문
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1) 김연명 편(2002),『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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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은 각각 ‘신자유
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국가개입의 확대’(정무권), ‘명백한 신자유주의적
성격’(조영훈), ‘국가의 복지책임의 확대ㆍ강화’(김연명), 그리고 ‘보수주의
적 복지제도의 성격’(남찬섭)으로 나뉘어 서로의 논지에 대한 반론과 재
반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본
격적으로 복지논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무권은 국민의 정부가
사회보험적용의 확대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등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나
아가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의 차별성이
부각되지만, 기존의 한국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노동의 상품화와 근
로복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소위 ‘신자유주의 미극복’이라는 정무권의 논리에 비하여 조영훈
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 주창한 ‘생산적 복지’는 명백하게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투영된
정책적 지향이며, 따라서 국민의 정부를 계기로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으로 이동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관철론’
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 논쟁을 기획하였던 김연명은 국민의 정부의 복지
개혁은 명백한 국가복지의 확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의 결과 한국
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 체제나 보수적 조합주의 체제가 아닌 각 체제의
특징이 혼합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국가책임 강화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남찬섭은 위의 세 논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국민의 정부 시
절 복지개혁의 결과는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국의 복지체제 역시 근대화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로 귀결될 것이라는 보수주의론‘을 주장하였다(김연명 편, 2002: 16～17).
이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복지논쟁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수
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는데, 이들의 논지는 결국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유형의 복지자본주의(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논쟁에 참여하
였던 정무권은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복지개혁에는 신자유주의적

12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표 2-3>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복지개혁성격논쟁

복지체제성격논쟁

혼합형론(자유주의적 성격과 보수주의적
국가책임강화론(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으
성격이 혼합되어 있음. 내부자-외부자
로 인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됨). 김연명(2001)
김연명(2001; 2002)
보수주의론(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은 제 미성숙론(자유주의적 성격과 보수주의적
도 자체로는 보수주의적이지만 결과에 있 성격이 혼합된데다 아직 제도 자체가 미
어서는 보수주의적 결과와 자유주의적 성숙하여 체제성격을 논하기에 이름). 김
결과가 혼합되어 있음). 김영범(2001)
영범(2001; 2002)
보수주의론(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은 의 보수주의 유형론(미성숙한 특징을 가지
도에 있어서는 국가책임강화를 지향하였 고 있고 자유주의적인 속성도 다소 갖고
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계층차별적인 결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유형에
과를 초래). 남찬섭(2001a)
속함). 남찬섭(2001b; 2002a)
신자유주의 미극복론(김대중 정부 복지 발전국가 유형론(한국 복지체제는 발전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反하는 것 국가적 유산을 극복치 못하고 있음). 정
이라고는 할 수 없음). 정무권(2000)
무권(2002)
신자유주의관철론(김대중 정부 복지개혁 자유주의 유형론(현 정부 복지개혁으로
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의 정 한국 복지체제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더
책임). 조영훈(2000; 2001b)
욱 강화될 것임). 조영훈(2000; 2001a)
자료 : 남찬섭(2005) <표 1> 참조.

요소와 타협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한 후발
산업화 국가에서 나타나는 ‘발전주의적 복지제도’의 특징을 극복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한국을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 유형과
구분되는 제4의 유형, 즉 발전주의적 복지체제라는 새로운 유형구분을 도
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정무권, 2002: 385～448).2)
하지만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갖춘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고찰
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IMF 경제위기가 닥쳐서 서민들의 생
활이 어려워졌고, 마침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집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998년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
2)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주의적 혹은 생산주의적 성격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하
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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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탄생된 것
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복지국가가 진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 따라서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성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에 맞추어
서 발전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복지국가가 태생부터 어떠
한 궤적을 밟아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격규명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 해방 직후와 1950년대
의 구호행정기, ② 1960～70년대의 제도 형성기, ③ 1987년 체제 이후 공
고기, 그리고 ④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 발전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
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구호 행정기
먼저 구호행정기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은 외원기관에 의해서 사회복지 활동이 주
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과 노동단체는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소득보장제도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행정체계의 수준이나 산업부문
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었고, 정부는 군경원호와 관련한 제
도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당시 사회복지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복지서비스 부문은 외원기관이 사실상 정부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
였다. 즉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재정적ㆍ행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던 한국 정부는 체제정
통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경원호사업에 치중하였고, 대부분의 사
회복지서비스는 외원기관에 의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남찬섭, 2007a).

2. 1960～70년대 제도 형성기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파
괴하였다는 정통성의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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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특히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지향 산업화전
략(export-oriented industrialisation strategy)을 채택하여 국민 총동원적
압축성장을 추진하였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산업화 전략
하에 자조, 근로 유인의 강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과
같은 발전주의 아이디어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에 깊이 스며들
게 된다(강욱모, 2005: 357).
이렇듯 한국 복지체제가 형성되어 가는 이 시기에 사회복지제도는 경
제개발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 김영범(2002)은 한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그 자체가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한국 사회의 독특한 상부상조의 가족문
화와 기업복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
로 이 시기에 파이 이론(Pie theory)으로 대표되는 ‘선 성장, 후 분배’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관철하게 되며, 이후 한국 복지국가
의 발전과정에서도 제도의 원형질(prototype)로 성격을 규명하게 된다.
이 시기는 경제개발에 대한 사회복지의 종속적 위치가 확실하게 자리
매김되는 한편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민간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구호행정기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본질상 다르지 않다.
다만, 구호행정기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의 외원기관에 의해 수행된 반면에, 1960년대 체제기(특
히 1970년대부터)에는 외원기관이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 형식이 바뀌었
을 뿐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하는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
는 구도는 변함이 없었다.

3. 1987년 체제 이후 제도 공고기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하여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한국에서도 절
차적인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다.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고질화된 노동배제적 질서를
개혁하는 것이었는데,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는 이러한 개혁의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당시 집권하였던 노태우 정부는 1987년 체제로의 이행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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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상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성격을 보여서(Lee, 1999),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많은 제도적 성과를 가져왔다.
먼저 사회보험제도를 살펴보자.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한
의료보험제도는 이후 농어촌 주민(1988)과 도시 자영자(1989)까지 확대되
어, 제도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개보험(皆保險)화를 달성하였고, 1988년
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으며, 1995년에는 고용보
험제도3)가 시행되어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법이 입법되었는데, 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모자보호법의 개정(1987)과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그리고 근로자복지기금법이 제정
(1991)되었다.
물론 이 시기는 ‘복지국가의 태동기’(김태성․성경륭, 1991)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역할은 여전히 경제개발에 종속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경제적 자유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세
계화가 시대적 담론이 되었는데, 1992년 출범한 문민정부도 이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에서 세계화 현상이란 전후 세계 시장경제의 견인
차였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에서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4)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규제의 철폐, 엄격한
재정운영, 금융시장의 개방 등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을 골자로 하
는 시장 자유주의적 정책구도(policy formula)가 전세계적 규모로 확산되
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문민정
부는, 사회복지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1960～70년대의
발전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문민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

3)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구직급여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으로
나뉘는데, 제도 시행 당시에 구직급여사업은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직업능력개
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었다.
4)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란 1990년대 초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의 주도하에 작성된 일종의 시장 자유주의적 정책구도
(policy formula)를 말하는데, 특히 아시아 경제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
로 작동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Ghosh(2000)를 참조.

16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앞세워 국민연금의 농어촌 지역 확대와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과 같은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기득권 세력에
업혀서 정권을 창출하였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4. 생산적 복지기5)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는 절차적 민주
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를 안고 출범하였다. 1997년 초부터 문제가 감지된 우리 경제의 외환상황
은 그 해 말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국가부도 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하였으나, 이
들이 구제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과 부
실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시장개방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제는 기업도산의 확대와 실업급증이라는 불황
심화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장상환, 1998: 36).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
을 수 있으나, 결국 탐욕스러운 재벌과 이에 편승한 일부 부유층의 천박
한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빚은 고비용구조와 자본자유화, 그리고 이를 제
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곧바로 실행성 있는 해
결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가 출범시 표방하였
던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기본 구도하에서 사유재산 절대주의는 결코 수
그러들지 않을 것이며,6) 자본의 자유화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
5)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지표는 국민의 정부에서 설정되었지만, 그 정책기조가 참
여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시기를 국민의 정부뿐만 아니라 참여
정부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6)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재벌총수와의 면담에서(1998. 1. 13)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소유분산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을 명백히 하였고, 이어 TV 토론회(1998. 1. 18)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오너냐 전문경영인체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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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지표가 되었으며,7)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능
력이 단시일 내에 제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적 시장경제
론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방한 것으로,8)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과 실업 등과 같
은 사회적 문제를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질서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초적 생활의 보장과 재
분배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서 경제만 시장경제의 활성화만을 추구
한다면, 민주적 시장경제는 “가공을 기다리는 보석과 같은 어떤 것”(최장
집, 1998: 43)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사회의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은 못 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과 더불어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하나의 국정지표로 천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노선으로부터의 궤도이탈’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
장경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
는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이라는 국정지표가 각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동하고 지도하는 운영원리로 작동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국민의 정
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이전 시기와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커다란 틀
안에서 보았을 때, 사실상 사회정책 개혁의 내용과 성과는 신자유주의의
가치와 배치되지 않는 수준”(정무권, 2000: 354)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각 사회복지 제도별로 개혁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발휘하느냐 못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여, 경쟁력 우선원칙을 천명하
였다(장상환, 1998 참조).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유재산 절대주의의 원
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사학재단의 문제), 보건의료(병원의 문제),
환경(그린벨트 해제) 분야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7) 현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선거공약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자본
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IMF 관리체제를 1년 반 안에 극복”하겠다고 약
속한 바 있다.
8)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민주적’ 시장경제의 차이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치발
전의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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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자유주의적 가치정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
의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극도의 ‘선별주의적 원리’에서 적어도 외형상으
로는 ‘보편주의적 원리’로 발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의 첨병
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민
영화는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의 의미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보
장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토착성을 지닌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가능성
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제도를 입안할 때에, 주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던 제도를 기본골격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가미하여
제도를 구성하였던 정책적 종속성에서 벗어나 한국형 브랜드를 가진 독
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집권세력 이외의 국가기구, 특히 경제관료들로 대표되
는 기득권층 국가기구가 집권세력이 말하는 경제발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민사회 역시 생산
적 복지로 대표되는 복지정책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
만 이 기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힘의 공백이 원인이든 정권 자체
의 성격이 원인이든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표현되는 복지제도가 그 이전
시기와는 확실히 다른 발전양상을 보였다. 즉 반공국가 내지 경제발전에
종속된 상태에서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정비가 실제로 시도되었
고 일부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남찬섭, 2007a).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국민의 정부시절에 이루어진
사회복지 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역시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법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시장과 가족의 의무를
줄이고 국가의 의무를 크게 확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의 의
무가 크게 남아 있고, 소득과 재산 이외에 덧붙여진 여러 가지 수급자격
요건 때문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김연명 외, 2003). 한편, 국
민의 정부하에서 소득보장 관련 제도는 비교적 체제를 갖추어 발전한 반
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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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간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참여정부는 집권초기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대책(2003년 5월, 7월), 빈곤대물림 방지차원
에서 빈곤아동대책(2004년 7월),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방안으로 EITC제도의 도입을 검토(2004년 11월)하
는 등 빈민을 중심으로 한 확대된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대책을 수립하
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결국 국민의 정부 당시에 수립되었던
생산적 복지의 기조 위에서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 주목할 만한 성
과들이 있었는데, 2005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하고, 그 해 9월에는 ‘희망한국 21’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주민행정체계 개편방안이 보건복
지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
리와 각종 주민생활서비스를 연계시킨 접근과 사회복지서비스에 자원연
계 개념을 도입하려는 노력 등이 추진되면서 주민행정체계 개편작업은
향후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찬섭, 2006).
이와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서 중요한 성과는 사회보험제도
의 적용․징수의 일원화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통합
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선거공약이기도 하였는데, 이후 국
민의 정부시절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이 조직되어 운영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처간 영역다툼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무산되어 거의 폐
기되었던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
무를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 부과ㆍ징수의 통합이 제대
로 안착하게 되면 첫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해소, 둘째, 복지정책 확
대를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인프라 구축, 그리고 셋째, 보험행정의 효율
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 시기에 생산적 복지의 성격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제도가 EITC(저소득층 소득감면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소득 수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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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의 형태로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일
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계층은 빈곤의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들에게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EITC의 도입으로 인하여 한국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근로복지(workfare)로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기는 그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공식적‧
형식적인 법령개정을 통해서 급격한 양적 발전을 가져왔으며, 참여정부
시기에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서 질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
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할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경제발전과
연동시키려는 생산주의적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
민의 정부시기에는 국정지표로 ‘생산적 복지’를 천명하고 이를 제도에서
꾸준히 실천하였고,9) 참여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탈출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도 사회복지에서 실질적인 질적 전환을 가져
오기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지개혁의 성과가 빛을 바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경제관료와 재계, 그리
고 이들에 편승한 일부 언론이 이 시기의 복지개혁을 공격하고 방해하였
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시기에 보여준 민주화 정권의 한계는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시기상
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9) 예를 들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제도와 자활제도, 그리고 고용
보험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2장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과제

21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환경변화10)

1. 국민국가 체제에서 세계화 시스템으로
지구화 현상이란 전후 세계 시장경제의 견인차였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에서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규제의 철폐, 엄격한 재정운영, 금융시장의 개방 등
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을 골자로 하는 시장 자유주의적 정책구도
(policy formula)가 전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경
제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
ence)을 심화시키면서, 국민국가 형성 이후 계속 국내정치의 관장하에 놓
여져 있던 국내 정책을 구상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실현가능성마저도 국제적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심대하게 영향
을 받게 되었다(O'Connor, 1998: 50).
<표 2-4>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외개방성과 지역경제협정 추이
지역경제협정

대외개방성
(GDP 대비
수출의 비중)

관세동맹
(CU)

1949～59

9.03

2

2

4

1.00

1960～69

9.73

5

7

12

1.40

1970～79

16.7

2

3

5

1.50

1980～89

15.5

3

4

7

1.33

1990～99

18.8

8

76

84

9.50

자유무역협정 지역통합협정 FTA/CU
(FTA)
(RIA)

주 : CU : Custom Union, FTA : Free Trade Agreement, RIA : 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
자료 : Schiff(2000), <Table 1> 참조.
10) 한국 복지국가가 처해있는 환경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이 절의 기본 아이디어 및
구성은 문진영․이상은(200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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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관세동맹과 자유무역
협정(FTA)과 지역통합협정(RIA)이 급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구화
된 자본의 운동은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식하게 되어, 정
부가 자국 시장의 통화정책, 고용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을 실시하는데 세
계 시장(global market)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Mishra,
1997).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생활공간의 대부분이 지
구화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거리가 좁혀지
고(distanceless), 국경의 구분이 희미해지고(borderless), 인간이 점차로
하나의 세계(single place)에서 활동”(Scholte, 1997: 14)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 정책의 지구화(globalisation of domestic policies)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구화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부문 중의 하나가 사
회정책일 것이다. 생산체제의 지구화란 결국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에 기초한 지구적 시장경제화를 의미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신장되어 온 사회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한편으로, 사회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국민국가의 정책형성 능력을 상당히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Andrews, 1994; Cerny, 1995; Simmons
1999).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자본유입
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제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점차로 증대되는 과정
에서, 이제 국민국가의 정부는 자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의 투자가들
의 구미에도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다시 말
해서,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국가기능의 확대와 예산의 증대를 가져오는
사민주의적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게는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셈이다(Simmons, 1999: 68～69).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기
능과 정책영역을 축소하면서, 사회복지 급여를 축소하고, 조세부담률을
하향적으로 조정하며,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낮은 노조 가입률을 유도
하는 정책으로 비슷하게 수렴된다는 것이다(Mosley, 2000: 738).
특히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국가규제의 철폐, 엄격
한 재정운영, 금융시장의 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구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구화에 따른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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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
과 이들의 고용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통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위의 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속화된
지구화는 국민경제, 기업, 가계, 그리고 개인 등 각 경제주체에게 행위양
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즉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체제하
에서 자기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
한 주체는 소멸하게 되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
한경쟁의 원리는 전통적인 산업중심의 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되면서 더욱 근본적으로 관철된다.
지식기반 경제는 산업사회의 경제와는 달리, ‘지식’을 주된 생산요소로
해서 성립하는 경제이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경제학 모델에서는 전통적
인 생산요소인 자본(K)과 노동(L)의 투입량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결정
된다고 보았으나[f(K, L)], 1980년대 이후 발전한 신성장론에서는 인적자
본(H)과 지식스톡(I)을 경제성장의 내생변수로 간주함으로써[f(K, L, H,
I)],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기반경제란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유, 확산,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가는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기반경제는 첨단산업 또는 지
식집약적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식의 창의적 개발과 생산적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
한다(장석인, 1999: 314). 따라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수준이 경쟁력
의 척도가 되며,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 서비스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성립된다. 이러한 21세기형
지식기반경제는 자본기반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으
로 인식되고 있다(황인성, 2002).
한편 경제의 지식기반화 이행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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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R & D),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등교육 지출 등 지식투자라고 할 수 있
는데, 1998년 OECD 국가별 지식투자는 스웨덴이 GDP 대비 지식투자 비
중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5.2%로 OECD 평균인 4.7%를 웃돌
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이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의 하나는 GDP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생산비중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은 1996년 기준
24.3%로 캐나다나 스웨덴과 비슷하며, 특히 1985년부터 1996년 사이 지
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가
장 빠르게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표 2-5>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지식투자 비율
(단위 : %)
스웨덴

미국

한국

핀란드

스위스

OECD 평균

전체비중

6.5

6.0

5.2

5.2

4.8

4.7

R&D

3.8

2.6

2.6

2.9

2.8

2.2

1.9

1.5

0.4

1.2

1.5

1.2

0.8

1.9

2.2

1.1

0.5

1.2

소프트웨어
1)

교육지출

주 : 1) 교육지출은 공공 및 민간 고등교육 지출을 포함.
자료 : OECD(2001), 황인성(2002)에서 재인용.
<표 2-6> GDP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및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1985～96)

GDP 대비 비중
(1996년 기준, %)

지식기반산업(%)

GDP(%)

캐나다

22.8

3.2

2.1

미국

34.0

3.1

2.6

호주

29.4

4.3

2.8

일본

32.5

4.0

3.2

한국

24.3

12.5

8.6

핀란드

21.6

4.0

1.6

스웨덴

25.3

2.4

0.7

영국

27.4

4.1

2.9

자료 : OECD(1999b), p.18; 황인성(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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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의 급속한 이행은 노동시장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양한 분할선(fracture line)이 존재하는 ‘파편적’이
고 ‘분절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즉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무직과 생산직>, <숙련근로
자와 미숙련근로자> 등과 같은 다양한 분할선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발 산업국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이러한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노동시장은 서구, 특히 북구 사민주의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flexibility)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차별받
는 광범위한 ‘제2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제2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존재이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구도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시 유휴인력을 쉽게 정리해고할 수 있으
며,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낮은 노조 가입률로 인하여 인력관
리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면서, 지식이라는 생산요소 혹은 제품은
생산, 저장 및 유통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장이나 작업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노동 역시
정형, 정규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작업속성의 근
본적인 변화와 기업조직의 혁신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표 2-7> 2000년 이후 비정규직 규모 추이
2001. 8 2002. 8 2003. 8 2004. 8 2005. 8 2006. 8
비정규직(천명)

3,635

3,839

4,606

5,394

5,483

5,457

임금근로자 중 비중(%)

(26.8)

(27.4)

(32.6)

(37.0)

(36.6)

(35.5)

자료 : 통계청(2006),「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2006년 8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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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단위 : 천 명, %)
2005. 8

2006. 8

증 감

임금근로자

14,968 (100.0)

15,351 (100.0)

◦정규직

9,486 ( 63.4)

9,894 ( 64.5)

409 ( 1.1p)

◦ 비정규직

5,483 ( 36.6)

5,457 ( 35.5)

-26 (-1.1p)

- 한시적

3,615 ( 24.1)

3,626 ( 23.6)

12 (-0.5p)

2,728 ( 18.2)

2,722 ( 17.7)

-6 (-0.5p)

- 시간제

1,044 ( 7.0)

1,135 ( 7.4)

91 ( 0.4p)

- 비전형

1,907 ( 12.7)

1,933 ( 12.6)

26 (-0.1p)

․파견

118 ( 0.8)

131 ( 0.9)

13 ( 0.1p)

․용역

431 ( 2.9)

499 ( 3.2)

68 ( 0.3p)

․특수고용

633 ( 4.2)

617 ( 4.0)

-16 (-0.2p)

․가정내

141 ( 0.9)

175 ( 1.1)

34 ( 0.2p)

․일일

718 ( 4.8)

667 ( 4.3)

-51 (-0.5p)

․기간제

383

자료 : 통계청(2006),「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2006년 8월 실시.

유연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래영, 2002: 40). 그 결과로 2000
년 이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편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및 정의
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문에 따르면,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
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
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근로형태별로 근로자의 규모
를 살펴보면 앞의 <표 2-8>과 같다.
물론 후기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비정규직
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가
인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주의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도
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서구 선
진국의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의 권리를 향유
하고 있으며, 산별교섭체계의 틀 속에서 노사가 균등한 교섭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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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정규직(A)

비정규직(B)

비율(B/A)

2005년 6월～8월 평균

1,846,000원

1,156,000원

62.6%

2006년 6월～8월 평균

1,908,000원

1,198,000원

62.8%

자료 : 통계청(2006),「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2006년 8월 실시.
<표 2-1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비율
(단위 : %)
정규직 수혜비율(A) 비정규직 수혜비율(B) 비율(B/A)

1)

사회보험

근로복지2)

고용보험

63.8

34.5

54.1

국민연금

75.7

36.6

45.3

건강보험

75.9

37.7

49.7

퇴직금

68.8

28.8

41.9

퇴직금

67.9

30.3

44.6

상여금

67.5

27.7

40.3

시간외 수당

53.9

21.5

39.9

유급휴가

55.0

23.1

42.0

자료 : 1) 통계청(2005),「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 통계청(2006),「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하고 있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관행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보호를 받
고 있다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신분상의 차별
로 인하여 비정규직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다.

4. 안정적인 인구구조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1960년대에는 전형적인 다산(多産)국가이자 젊은 국가로 분류되던 한
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
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전형적인 역 피라미드의 인구구
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는 삶의 질의 향상과 의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
해 평균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한편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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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많게는 115년(프랑스) 짧게는
24년(일본) 걸렸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우리나라
에서는 19년에 불과한 것으로, 특히 현재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고려하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2-1] 한국 인구 피라미드의 추이(1960～2050년)

<표 2-11> 한국의 평균수명과 합계출산율
평균수명(세)
합계출산율(명)

1975～80
68.5
2.9

자료 : United Nations(2001).

2002
79.0
1.17

2003
79.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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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인구 고령화속도의 국제 비교
도달연도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

증가 소요연수

7%

14%

20%

1864
1885
1887
1939
1942
1945
1927
1929
1932
1970
1993
2000

1979
1977
1972
2012
2014
2010
1988
1976
1972
1994
2018
2019

2019
2021
2011
2030
2030
2024
2008
2020
2010
2006
2026
2026

2002년 65세 이상
7%→14% 14%→20% 인구구성비(%)
115
92
85
73
72
65
61
47
40
24
25
19

40
44
39
18
16
14
20
44
38
12
8
7

16.3
14.9
17.2
12.7
12.3
12.7
18.6
15.9
17.3
18.4
9.0
7.9

자료 : 통계청(2004),「2004 고령자 통계」; United Nations,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each year;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
구소(2003),「인구통계자료집」; OECD(2004), “OECD Health Data;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2004),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ROC,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2004.

이와 같은 고령화는 더 이상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만은 결코 아
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고령화는 경제성장, 저축, 투자와 소비, 노동시
장, 연금, 조세제도, 그리고 세대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령화는 보건제도, 가족구성, 생활기반, 주
택과 이민 등과 같은 사회적 영역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으로
는 투표행위와 선거유형,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United Nations, 2001)는 등 미래한국 사회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5. 정형가족에서 비정형가족으로
사회의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개념 역시 시대에 따
라서 변화하여 왔다. 물론 가족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 예를 들자면 George
Murdock(1949)의 가족에 대한 개념규정11)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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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부모
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정형(typical)이고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
제도는 이러한 정형가족의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후기 산
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정형가족의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
면에 비정형(atypical) 가족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표 2-13>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1975～2000년)
(단위 : %)
가족구조
1세대

부부가족
기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4.8

6.3

7.1

8.3

10.8

12.3

1.9

2.3

2.5

2.4

1.8

1.9

51.7

53.0

52.8

51.9

50.4

48.2

11.2

9.3

8.9

7.8

1.3

1.5

6.1

6.3

부부+양친

0.1

0.2

0.2

0.2

0.2

0.2

부부+편부모

0.4

0.4

0.5

0.6

0.7

0.8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1

2.3

2.3

1.7

1.0

0.6

조부모+손자녀

3.4

3.2

2.3

4.0

0.3

0.3

기타

n.a.

n.a.

n.a.

n.a.

3.3

2.8

부부+자녀+양친

1.9

1.9

1.9

1.7

1.3

1.1

8.5

7.9

7.2

6.7

5.5

4.5

기타

8.8

6.7

5.3

3.8

3.0

2.6

4세대 이상

0.9

0.5

0.4

0.3

0.2

0.2

1인가구

4.2

4.8

6.9

9.0

12.7

15.5

n.a.

1.5

1.7

1.5

1.4

1.1

14.6

12.5

11.1

12.0

7.7

8.1

18.8

18.8

19.7

22.5

21.4

24.7

부부+자녀
한부모
가구
2세대

기타

편부가구
편모가구

3세대 부부+자녀+편부모

비혈연가구
*

비정형 가족 비율(A)

**

비정형 가족 비율 (B)

주 : * 편부모가구+조부모와 손자녀가구.
** 편부모가구+조부모와 손자녀가구+1인가구+비혈연가구.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각년도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11) Murdock은 가족을 “주거를 공유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집단에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성관계를 갖는 최소
한 2인 남녀를 포함한 성인들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들이 포함된다
고 하였다. Murdock(1949), 김미숙(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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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2-13>은 지난 4반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
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75년과 2000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큰 가족
구조의 변화는 보편적인 가족구조(정형가족)의 쇠퇴와 1인 가구 등 비정
형 가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비정형 가구에 포함되는 1인 가구의 경
우, 1975년 4.2%에서 2000년에는 15.5%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에, 보편
적인 정형 가족구조인 2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1975년 약 70%에 육박하였
으나 2000년 현재 60%로 지난 25년간 약 10%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비정형 가족 비율(표 2-13의 A)은 재혼율의 증가로 인하
여 낮아지고 있으나,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를 비정형 가족에 포함시킬
경우(표 2-13의 B) 1975년 18.8%에서 2000년 24.7%로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즉 사회적 변
화의 흐름은 가정을 기본단위로 출발하여 사회의 구성을 바꾸고 결국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다양한 비정형 가족의 출현을 배태시키고 있
다. 이렇게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바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의 변화에 맞서서 어떠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가는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가
늠할 수 있는 가늠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미래 한국 복지국가의 건강
성과 문명성은 바로 현재의 가족지원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6.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로 이행되어,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의 신화로 사회통합의 구심점을 삼
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의
수급을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다가, 이들이 국내에 정
착하게 되면서 내국인과의 차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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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추이
(단위 : 명, %)

1995. 12
2000. 12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4

전체

취업비자

128,906
(100.0)
285,506
(100.0)
329,555
(100.0)
357,460
(100.0)
388,816
(100.0)
414,864
(100.0)

8,228
(6.4)
19,063
(6.7)
27,614
(8.4)
28,560
(9.2)
200,039
(51.5)
227,576
(54.9)

연수비자
해외투자기
산업연수생
업연수생
15,238
23,574
(11.8)
(18.3)
18,504
58,944
(6.5)
(20.6)
13,505
33,230
(4.1)
(10.1)
14,035
25,626
(3.9)
(7.1)
11,826
38,895
(3.0)
(10.0)
10,917
26,090
(2.6)
(6.1)

불법체류자
81,866
(63.5)
188,995
(66.2)
255,206
(77.4)
289,239
(79.8)
138,056
(35.5)
150,281
(36.2)

자료 : 유길상 외(2004), <표 3-1> 참조.

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
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1991년 한국 정부가 편법적인 저임금근로자 활용대책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외국 인력은 증가일로에 있다. 앞의 <표 2-14>에
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4월말 현재 한국에는 414,864명의 외국 인력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전체 임금근로자의
2.8%, 그리고 전체 취업자의 1.9%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다(유길상 외, 2004: 1). 이들 외국인력 중 2004년 4월 현재 약
36.2%인 150,281명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해
를 거듭할수록 수가 증가하여 외국인력 중 비중이 2002년 말 79.8%까지
치솟았다가, 2003년 합법화 조치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로는 한국인과 혼인을 목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는
결혼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아래의 <표 2-15>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도 전체 결혼 건수 중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200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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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로 증가하여,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결혼의 비율은 농림어업종사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2005년 현재 농림어업종사자의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율이 35.9%로
나타났다(표 2-16 참조).
일반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드러났
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
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미만의 아
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는 57.5%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10).
<표 2-15>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의 비율 추이
(단위 : 건수, %)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100)

4,710( 1.2)

619(0.2)

4,091(1.0)

1995

398,484(100)

13,494( 3.4)

10,365(2.6)

3,129(0.8)

2000

334,030(100)

12,319( 3.7)

7,304(2.2)

5,015(1.5)

2001

320,063(100)

15,234( 4.8)

10,006(3.1)

5,228(1.6)

2002

306,573(100)

15,913( 5.2)

11,017(3.6)

4,896(1.6)

2003

304,932(100)

25,658( 8.4)

19,214(6.3)

6,444(2.1)

2004

310,944(100)

35,447(11.4)

25,594(8.2)

9,853(3.2)

2005

316,375(100)

43,121(13.6)

31,180(9.9)

11,941(3.8)

자료 : 통계청(2006),『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표 2-16>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 건수, %)
총 결혼건수

농림어업종사자 결혼건수

국제결혼건수

2004

310,944

6,629(100)

1,814(27.4)

2005

316,375

8,027(100)

2,885(35.9)

자료 : 통계청(2006),『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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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적인 궁핍은 가정불화로 이어져서 부부폭력의 경우, 지난 1
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에
서 언어폭력 경험자는 70～80%이고 신체적 폭력은 50%, 그리고 남편으
로부터의 성행위 강요는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6).
하지만 이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귀화 전까지
의 외국인 신분 등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이들
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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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복지국가의 내용분석

제3장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내용을 Therborn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으로, 즉 ① 복지노력, ② 복지제도, ③ 복지결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현대
판 고전(modern classic)으로 자리잡고 있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
짐(welfare regime) 유형론과 이에 기초한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통
해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주의적 성격을 도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각국에서 복지국가체제가 도입되고, 특히 전
후 세계자본주의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확장적으로 정착되자, 이에 발맞
추어 복지국가의 역사적 운동, 즉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Therborn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간략
하게 요약하고 있다(Therborn, 1986: 137).
첫째,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 주요한 복지국가의 기관(welfare-state
institutions)이 성립하고, 발전하며, 위축되고(stagnate), 삭감되거나 소멸
하리라 기대하는가?(복지노력)
둘째,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 이런 저런 종류의(this or that kind) 복지국
가 조직(welfare-state organisation)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는가?(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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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 복지국가가 사회적 관계와 분배관계에
이런 저런 영향(this or that effect)을 미치리라 기대하는가?(복지결과)
Therborn이 제기한 이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를
각각 독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3-1] Therborn의 사회복지 시스템
Input
복지노력
(Welfare Efforts)

Process

⇨

복지제도
(Welfare Institutions)

Output

⇨

복지결과
(Welfare Outcomes)

사회보험제도

↘

↗
사회복지비 지출

→

공공부조제도

→

빈곤율 및 소득분배율

↗

↘
사회복지서비스제도

1. 복지노력(welfare efforts) 분석
Therborn의 첫 번째 질문은 복지제도의 성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위축
과 삭감 그리고 소멸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전후 복지국가체제가 정착된 이후 복지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1980년대 초 신우익이라는 정치적 조류가 서구의 주요국에서 확
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의 확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도전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신우익이
집권하여 그 권력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바꾼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정도로 복지제도가 해체(dismantle)되거나,
소멸(abolish)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프로
그램 중심(programmatic)의 실용주의(pragmatic)적 성격 때문에 사회의 주
도적 이데올로기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급격한 복지변화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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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들고(Atherton, 1989: 178), 오히려 불가역성의 명제(irreversibility
thesis)에서 나타나듯이 1980년대 이후에도 주요 선진국의 복지지출은 꾸
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보더라도 명확하다(Mishra, 1990:
103～119). 따라서 이 장에서는 Therborn이 제기한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주로 복지국가의 발전,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확대를 대
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주를 명확하
게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비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총 복지비 지출로
규정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업의 법정 복지비와 비법정복지비 등
기업복지비용, 그리고 종교단체, 자선기관, 그리고 개인 등이 부담하는 민
간복지비용의 총합이 되어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지출로 분류할 수 있
는 정부의 지출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세, 지방세 등 조세를
재원으로 각종 복지관련 지출을 하는데 그 통로는 첫째, 일반회계 지출,
둘째, 특별회계 지출, 셋째, 각종 사회복지관련 기금에서의 지출이 있다.
이 중 사회복지관련 기금에서 지출되는 복지비는 재원이 사용자와 근로
자의 기여금을 주재원으로 하며 정부가 조세수입에서 지출하는 부담금
(예 : 공무원연금 부담금 혹은 지역의료보험 급여비 지원 등) 등으로 구성
되므로 기금의 경우는 정부와 기업․개인의 지출이 혼합된 성격을 갖는
다. 한편, 기업은 기업 이윤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기업복지에 대한 비용
을 지출한다. 기업복지비용은 퇴직금, 유급출산휴가비 등 법에 의해 지급
이 강제되는 ‘법정복지비’12) 지출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기업주가 부담하
는 ‘비법정복지비’ 지출로 나뉘어진다. 이 중 법정복지비 지출의 경우는 법
에 의해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지만 재원 부담의 사적 성
격 때문에 민간부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출은 ‘공공+민간’13) 지
12) 여기서 사용한 ‘법정 복지비’란 용어는 노동부의 노동비용 분류기준과 상이하다.
노동부 자료(1998: 7～8)에서는 법정 복지비가 사회보험의 고용주부담금, 장애인
고용촉진부담금 등의 지출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용주 사회보험부담
금이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금을 통해 지출되므로, 공공부문지출로 분류하며, 퇴직
금과 유급출산휴가비용 등을 법정 복지비로 분류한다. 비법정복지비는 노동부 기
준과 동일하다. 관련된 내용으로 본고의 2. 3절 참조.
13)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은 공공부문 지출만을 의미하였으나 강제 기업연금
의 보편화 등 제도의 변화로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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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회복지비의 기본 구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
↘

↓

↓

일반회계
특별회
중
계중
→
복지비
복지비
지출
지출
↓

↙

↓

사회보험 기여금
․피보험자․사용
자․정부

조세수입

종교단체 및
개인

기업

↓
기업 이윤

민간 기부금

↓

↓

↓

↓

복지관련 기금
→ 지출․공공기금
․민간기금

법정
기업복
지비
지출

비법정
기업복지
비 지출

민간복지비
지출

↓

↓

↓

↓

↓

공공부문 지출
↓

공공+
민간

민간부문 지출

↓

↓

사회복지비
자료 : 문진영 외(1999), [그림 3-1] 참조.

출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지출하는 비법정복지비는 순수한 민간부문 지출
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의 후원금 등
이 사회복지재정으로 포괄되며 이 부분은 비법정복지비와 함께 민간부문
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재정의 기본 구조를 그
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2]와 같다.
가.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앞의 제2장 2절의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고찰에서는 한국 복지국가
의 발전을 네 단계[구호행정기, 체제형성기, 공고기(혹은 전환기), 생산적
복지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 [그림 3-3]은 한국 복지국가 발
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OECD나 EUROSTAT 등은 회색지대에 속하는 제도를
‘법정 민간제도(mandatory private scheme)’로 분류하여 사회복지재정 지출 범주
에 포함시키고 통계생산을 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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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이와 같은 네 단계에 따라 복지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
부 예산의 비중(총 정부지출 대비)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호행정기인 1950년대의 보건복지부의 예
산 비중은 약 4～5%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발전주의 사
고가 전 사회를 관철하게 되면서 복지가 경제개발의 가치에 종속되어 가
던 1960년대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의 비중은 서서히 떨어지다가 급기야
1973～74년 기간에는 1.1%대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19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세계화
를 주창한 문민정부 기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1995년에는 3.8%
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보건복지 예산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생산적
복지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급상승해서
2004년에는 7.7%까지 올라갔으나, 약간 감소하여 2006년 현재 6.7%로 안
정되어 있다.
[그림 3-3] 정부 총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2006),「주요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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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국 정부의 부문별 예산비중 추이

주 : 통합재정 결산자료, 사회는 사회개발지출로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오락․문화․종교의 합.
자료 :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한편 위의 [그림 3-4]는 통합재정 중 사회개발지출과 경제지출, 교육지
출, 국방지출의 네 가지 부문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14) 이러한 비
중의 추이에 대해서 남찬섭(2007b)은 네 번의 사회개발지출 증가기와 네
번의 전환점을 찾아볼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네 번의 사회
개발지출 증가기 중 첫 번째는 1980년대 초인데 1978년에 3,490억 원으로
통합재정 총규모 4조 4,080억 원의 7.9%였던 사회개발지출은 1981년 1조
4,200억 원, 13.9%로 크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 증가기는 1980년대 후반으
로 1986년에 12.5%(1조 9,830억 원)였던 사회개발지출은 1990년에 20.4%
(6조 8,040억 원)로 증가하였다. 세 번째 증가기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0
년대 말인데 1996년 17.9%(17조 7,640억 원)였던 사회개발지출은 1999년
14) 여기서 사회개발지출은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보
건, 오락․문화․종교의 네 가지 부문에 대한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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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2.2%(26조 2,470억 원)로 증가하였다. 네 번째 증가기는 2003년 이후
기간으로 2003년 20.2%(31조 6,670억 원)였던 사회개발지출은 2005년
26.7%(48조 9,08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네 번의 사회개발지출 증가
기는 또 다른 네 번의 전환점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전환점은 1988～89년으로서 이 때 사회개발지출이 교육지출보
다 많아지게 된다. 그 이전까지 사회개발지출은 교육지출보다 늘 뒤쳐져
있었다. 1981년에 사회개발지출이 상당히 늘어나 교육지출에 근접했으나
다시 하락하였다. 두 번째 전환점은 1990년으로서 이 때 경제지출이 국방
지출보다 많아지게 된다. 1970년대에 경제지출 비중과 국방지출 비중의
순위는 약간씩 뒤바뀌지만 대체로 국방지출 비중이 더 높았고 1980년대
에는 국방지출 비중이 확실히 더 높았다. 그러다가 1987년 이후 국방지출
비중은 줄기 시작해서 1989년에 23.1%까지 내려갔고 1990년에는 20.0%
로 떨어졌다. 반면에 경제지출 비중은 1980년대 내내 하락하다가 198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서 1989년 18.9%에 이르렀고 1990년에 20.4%(6조
7,890억 원)로 국방지출 비중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1992년에 경제지출
비중이 약간 하락하지만 이 때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경
제지출은 국방지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세 번째 전환점은 1993～94년인데, 이때 교육지출과 사회개발지출의
비중이 모두 국방지출의 비중을 앞지르게 되었다. 1993년에 18.4%에 달
했던 국방지출은 1994년에 16.7%(10조 560억 원)로 하락한 반면 1993년
에 15.4%였던 교육지출은 1994년에 18.2%(10조 9,720억 원)로 늘었고,
1993년에 17.0%였던 사회개발지출은 1994년에 18.3%(11조 150억 원)로
늘어 둘 모두 국방지출 비중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네 번째 전환점은 2003
～04년으로 이 때 사회개발지출이 경제지출 비중을 앞지르게 되었다. 2004
년에 경제지출은 23.2%(39조 1,340억 원)였고 사회개발지출은 24.5%(41조
3,940억 원)를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양자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아마도 사회개발지출이 경제지출을 초과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일 것
이다(1990년에 사회개발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지출과 비중이
거의 같았고(둘 다 20.4%) 금액으로는 사회개발지출이 6조 8,040억 원, 경
제지출이 6조 7,890억 원으로 사회개발지출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 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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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되었다). 이와 같이 [그림 3-4]에 나타난 재정지출구조의 변화를 통
해 우리는 1980년대 말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갖는 정치적 성격(경제지
출이 국방지출을 앞서게 된 점)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1990년
대 중반 이후 제기된 사회민주화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나. 총 사회복지비 지출
최근 사회복지재정의 총 규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
한 관심의 증가는,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사회복지 부
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문의 재정지출 규
모를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국내
외 학계에서는 한국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타의 다른 정책(예
를 들자면, 사회복지)을 유보시키는 전형적인 발전주의 국가로 인식하였
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발전수준에 비해서, 그리고 유사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재정 규모가 취약한 상태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얼마만한 괴
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서 특히 OECD가 매년 산출하는 사회지출자료
(SOCX)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SOCX에
서는 사회보장보다는 ‘사회지출비(social expenditure)’라는 용어를 공식
화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지출이란 “가구나 개인이 그들의 복
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공
적인 기관 혹은 사적 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
는 총비용을 말한다“(OECD, 1999: 10). 사회지출비에서는 급여와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개인적 계약이나 사적인 이전지출은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7.5조 원(GDP 대비 4.04%)
에서 2003년 57조 원(7.87%)으로 급증하였다. 이 기간(1990～200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6.8%로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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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ECD 기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3년)

지출액(십억원)
GDP 대비 비중

1990

1995

7,547

18,995

4.04

1)

4.76(5.05)

2000

2001

2002

2003

47,694

48,052

49,781

57,049

8.24(9.14) 7.72(8.71) 7.28(8.35) 7.87(9.26)

연평균 증가율

16.8

주 : 1) 구계정.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고경환(2007)에서 재인용.

다. 즉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상대적인 규모에서도 압도
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저열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3-2>는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총사회지출(net
total social expenditure)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 현재 한국은
9.1%로서 OECD 평균인 23.2%의 약 39% 수준, 그리고 복지 후진국이라
고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하여서도 41%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복지국가는 최근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은 매우 낮고, 특히 공적
사회복지비 지출에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할 수 있
<표 3-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교(2003년)
(단위 : %)
공공부문 사회지출 비율
(public social expenditure)

총 사회지출 비율
(total social expenditure)

프랑스

29.4

32.2

독일

28.8

30.8

스웨덴

28.8

30.9

영국

22.1

28.2

미국

18.6

27.0

일본

19.0

22.2

한국

6.8

9.1

20.6

23.2

OECD 평균

자료 : 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 검색일 200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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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적 사회복지비의 국가간 비교
35

30
스웨덴

GDP대비 사회지출의 비율

25

독일

프랑스
독일

20

일본

프랑스

한국

영국
15

스웨덴
영국

미국

미국
10
일본
5
한국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연도

자료 : 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 검색일 2007
년 10월 25일.

다. 특히 1980년 이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공공부문 사회지출비의 추이
를 국가간 비교해 보면 한국 복지국가의 저열성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으므로 사회지출의 비중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
거 주요 선진국들이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 정도였을 때 사회지출의 비중
을 비교해 보는 것이 보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2007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인 19,000달러 수준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한
국의 사회지출 정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3-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2003년에 1인당 GDP(PPP 기준)가 19,000달러 수준
인데,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1990년대 초중반 시기에 이 수준이어서 약
15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1인당 GDP 19,000달러 수준에서의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은 한국이 5.69%(2007년)인데, 이는 OECD 회
원국의 평균(1996년)인 19.95%의 1/3에도 못 미친다. 스웨덴의 경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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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동일 소득대의 공공 사회지출의 국가간 비교
한국
도달연도

OECD
스웨덴 프랑스 독일
평균

영국

미국

일본

2003

1996

1995

1992

1990

1995

1987

1991

공공사회지출 비율 5.69

19.95

35.04

26.64

22.48

20.35

13.03

11.36

자료 : 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 검색일 2007
년 10월 25일; 고경환(2007)에서 기본 아이디어를 채용하였음.

35%,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들은 약 20% 중반 내외, 그리고 심
지어 일본의 경우에도 11%로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
은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가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지출비의 수준은,
비록 급격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상대적 규모에서 선
진 복지국가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다. 둘째, 선진 복지국가들 사이
에서도 사회지출비의 수준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
으로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과 미국은 유럽대륙 국가인 독일, 프
랑스, 그리고 스웨덴에 비하여 사회지출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셋째, 비록 복지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신보수주의의
물결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전세계를 풍미하였지만, 결코 선
진 복지국가의 사회지출비의 수준을 낮추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1980년
이후 사회지출비의 수준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복지제도(welfare institutions) 분석
<표 3-4>는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사를 정리한 것으
로서, 제2장에서의 시기구분(구호행정기, 형성기, 공고화기, 생산적 복지
기)에 따라 각 시대마다 중요한 제도적 발전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
15)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신중을 요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
의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커서 총 사회지출의 수준은 대륙국가와 큰 차이가 없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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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독립된 소절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역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기타

- 민간전문가들의 실업보 - 일제시기의 조선구호령 - 복지서비스는 외원기관
험도입 주장이 있었으 과 미군정기의 처무준 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
나 실제 제도화는 되 칙 그대로 적용
․주로 고아, 과부 등에

구호
행정기

지 않음
- 원조물자 배분에 의존
대한 복지서비스
- 구호행정기 말기에 공 한 임시적 구호
- 상이군경 등에 대한 원
무원연금 도입(’60)
호 행정에 치중(효과성

(해방 후
～50년대)

은 낮음)
- 공무원연금 개정, 군인 - 생활보호법 제정(’61), - 아동복리법, 고아입양
연금 도입(’63)
조선구호령 폐지
특례법, 윤락행위등방지
- 산재보험 및 임의의료 - 재해구호법 제정(’62)
법, 직업안정법 제정(’61)
보험 도입(’63)
․의료보험은 시범사업
만 하고 미실시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조선감화령 폐지
- 외원기관에 의존한 복
지서비스 구조는 지속
- 원호행정의 신속한 정
비

60년대
60년대
체제기

․군사원호청 설치(’61)
및 군사원호법 등 원
호관련 법률 제정(’61)

(60년대
초반
～97년)

․이후 원호제도는 별
도체계로 발전
- 1970년대 초기 의료보 - 생활보호급여 확대
험 개정은 실패
- 의료보호 도입(’77)
- 의료보험법 전부 개정
70년대 (’76), 강제적용제 도입
- 공교의보 도입(’79)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73), 시행 무산

- 외원기관 철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70), 사회복지법인제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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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의 계속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기타

-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 - 생활보호법 대폭개정
목표로 제시
(’83)
- 지역의보 시범사업 실
80년대 시(1982～84)
초반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
대

- 심신장애자복지법(’81),
노인복지법(’81) 제정
- 아동복리법 전부 개정
(’81),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
정(’81)
- 새마을유아원 시행

- 국민연금법 제정(’86) 및 - 생활보호법 개정(’97)
시행(’88)
․차등급여제 도입
- 전국민의보 달성(’89)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
재보험의 사업장 적용
범위를 ’92년에 5인 이
상 사업장까지 확대
- 고용보험법 제정(’93) 및
시행(’95.7)

-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
인복지법 전부 개정(’89)
․심신장애자복지법→

60년대
체제기
(60년대
초반
～97년)
8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
정
- 모자복지법(’89), 영유아
보육법(’91) 제정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
원법제정(’93)
- 성폭력범죄처벌법(’94),
정신보건법(’95) 제정
- 가정폭력방지법, 편의
증진보장법, 공동모금법,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
정(’97)
- ’90년대 중반 이후 사
회복지사업의 범위 확
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는 ’70년 3개→’83년 5
개→’92년 7개→’97년
13개→’99년 14개로
증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92), 사회복지전담사무
소 설치근거 마련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
업(’90년대 중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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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의 계속
사회보험

생산적
복지기
(98년
이후)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기타

- 국민연금법 개정(’9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 - 공동모금법 전부 개정
․전국민연금(’99)
입(’99) 및 시행(’00.10) (’99), 공동모금회법으로
․급여율 인하(60→55%) ․법정최저생계비 도입, 개정
․연금재정재계산제
최초 계측(’99, 5년 - 장애범주 확대
국민의
도입
주기)
․1차 확대: ’01. 1
정부 - 고용보험(’98) 및 산재 ․생활보호법 폐지
․2차 확대: ’03. 7
보험(’00) 전사업장 확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
대
법으로 개정(’01)
- 의료보험 통합, 국민건
강보험으로 개편(’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07)
정(’04)으로 최저생계비 (’03)으로 지역복지 중
-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 계측 주기를 5년→3년 심의 서비스 신청주의
무 국세청 일원화 추진 으로 단축
도입
․부양의무자기준 축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도입(’05. 7부터 본격
(’05)
출범)
- EITC도입을 위한 조세 - 건강가정기본법, 성매매
특례법 개정(’06. 12)
방지법 제정(’04)
- 의료급여제도의 자기부 - 사회복지 지방이양 실
담금제도 도입(‘07)
시(’05)
참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
정부
원(’05)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
업실시(’05～’07)
- 보육비 지원 전면 개편
(’06)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
계구축(’07)
- 장애인대상 활동보조서
비스 본격 도입(’07)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07)

자료 : 남찬섭(2007b), 부록 <표 1>에서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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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
로서, 20세기 후반기 복지국가의 발전은 곧 사회보험의 발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 인구를 복지정책 대상으로 포섭한
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외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국가가 시혜적으로
구제하던 종래의 구빈제도를 넘어서는 근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
회보험제도는 사회복지를 노동시장의 생산관계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사
회복지의 보편주의적 접근이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사회적 혁신이었다
(이혜경, 2005: 11).
따라서 사회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근대 산
업사회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에 일부 전문가와 식자층에
의해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사회보
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1960년 직업공무원제도의 정
착을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과 산
업재해보상보험법(1964년 시행), 그리고 의료보험법(1977년 시행)이 제정
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사회보험법의 성격은 이후 한국 사회보험제도
의 원형질(prototype)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계
층부터 적용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에 아래 계층으로 확대되
는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원리로 보면, 사회적 위험에 더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수혜를 하고, 이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으
로 발전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역진적으로 범위
를 넓혀 가게 되며, 이는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특질로 자리 잡게 된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서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 전략에 한계를 느낀
한국 정부는 중화학 육성정책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초기 투자자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1973년 국민
연금법의 제정은 정부의 내자동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통과 직후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위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는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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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당
연 적용한 이후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와 제도 도입 12년만인 1989년 전국
민을 모두 포괄하는 개보험(皆保險)을 완성하였다. 이후 1988년에는 국민
연금제도, 그리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복지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를 완성하여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하지만 국민
의 정부 출범 이후인 생산적 복지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사회보험제도가
원래의 기능을 갖춘 제도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내용을 간
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제도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을 포괄하는16) 소득비례 단일연금체제
를 구축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소득대체율이 60%(40년 가입 기준)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며, 공적인 기관이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 책임’을 제도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
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와 세대
간 재분배효과, 즉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제도
임을 알 수 있다(김연명, 2001). 특히 세계은행(1994)에서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부과방식)와 소득비례연금제도(완전적립방식과
확정기여방식)의 이원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를
고수하였으며,17) 이러한 제도적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1999년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을 하나의 제도로 포괄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
민연금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

16) 물론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비하여 포괄하는
가입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럽대륙의 조합주의 국가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른 사회보험의 계층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17) 사실 문민정부에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에서는 기초연금과 소
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제도개선의 제1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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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후가 되더라도 연금
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02년 현재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
1,645만 명 중에서 약 1/3에 해당되는 546만 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각지대의
존재는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부익부ㆍ빈익빈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직장가입
자․공무원․교직원․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뉘어진 다(多)보험자 방식으
로 운영되어 온 의료보험제도는 계층간,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 및
보험자간 구조적 재정불균형 심화 등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
난 20년간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통합방식 vs 조합방식)에 대한 논쟁이
지루하게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직장조합을 포함한 의료보험
전체통합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신정부 100대 국
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의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이 설치 운영되어, 여기에서 연구된 내용을 기초로 국민
건강보험법(1999. 2. 8)이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새로 출범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출범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하
나의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됨으로써 직역별 의료보험제도에서 파생되는
지위의 차별화 현상이 없어졌으며, 각 조합별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의
연대에서 전국민의 연대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합자치주
의 원칙에 입각한 조합별 독립채산형 재정과 조합별 보험료 결정방식에
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책정이나 재정을 공공기관인
단일보험자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이 훨씬 강
화되었다(김연명, 2001). 즉 통합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국민보험법은 보
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증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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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현황(2005년 1월 기준)
(단위 : 천 세대, 억 원)

지역

2000. 12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12

세대수

1,901

1,616

1,361

1,563

1,915

체납금액

7,312

7,640

7,237

9,060

12,006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내부자료.

투명성 향상, 그리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역시 매우 광범위한 실정이다. 현재 한
국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체납 세대의 대부분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소득세대로서 급여제한 규정에 따라서 이들 중 상
당수가 의료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저소
득 체납가구를 위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지원과 질병발생시 진료를 받
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가 바로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였다. 즉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파악능력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전통적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사회보험제도
를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제도가 바로 산업
재해보상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였다. 그러나 IMF 이후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용보험제도는 제도 시행 5년 만인 1999년 4월,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도 적용이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적용확대 이외에도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이 확대되었으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구직급여의 경우 급여조건의 완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가 좀 더 관대한 형
태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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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비율
(단위 : %)
정규직 수혜비율(A) 비정규직 수혜비율(B) 비율(B/A)
사회보험1)

근로복지2)

고용보험

63.8

34.5

54.1

퇴직금

68.8

28.8

41.9

퇴직금

67.9

30.3

44.6

상여금

67.5

27.7

40.3

시간외 수당

53.9

21.5

39.9

유급휴가

55.0

23.1

42.0

자료 : 1) 통계청(2005),「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 통계청(2006),「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표 3-6>은 근로형태별로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제도의 수혜비율을 나
타내고 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사각지대의 비율이 높지만 특히 비정
규직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심각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나. 공공부조제도
1999년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
면에서 생활보호법보다 한 차원 발전한 매우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
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
장기관 등으로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
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서 제도를 합리화함으로
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사였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
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7조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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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으로써,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최
저선(national minimum)이 확보되었다. 둘째,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
리나라 공공부조제도가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에게만 극소한도의 급여만
을 제공하는 구빈법적 전통을 벗어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 발
전하였다. 즉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민에 대한 국가의 자선적‧시혜적
차원에서 운영되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시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
적 권리의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적 성격과 더불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고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 수급자는 어떠한 형태이든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
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제도
와 근로를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는 소득평가액에서 일정액
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보다 그 일정액
에 해당하는 양의 급여를 부가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가지고
있다(문진영, 2001).
하지만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공부
조의 경우에도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표
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또한 국민들은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숭고한 법 목적에도 불구
하고, 현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진
빈곤한 사람들의 절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식상의 제도가 되었
다. <표 3-7>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현재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자는 전국민의 2.83%에 불과한 135만 명에 불과한데, 이는 2002년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자 307만 명(추정 빈곤율 6.34% 적용)의 44.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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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유자격자 수혜율이 50% 미만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
을지 의문이다. [그림 3-6]은 어떠한 집단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A 집단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집단이고, C 집단은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로서 8
종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B 집단과 D 집단이 차상위계층으
로서 기초생활의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유자격자 수혜율(take-up rate)
수급자 비율 추정 빈곤율
(A)
(B)

유자격자 수혜율
(A/B)

인구수

수급자수

2001

47,343천명

1,345천명

2.84%

6.59%

43.1%

2002

47,640천명

1,350천명

2.83%

6.34%

44.6%

[그림 3-6]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소득
A
사회보험의 실질적
적용계층
최저생계비
120

B
- 근로빈곤,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
- 상대적 빈곤층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층

C
기초보장 수급자

D
기초보장 비수급자
재산,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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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서비스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복지국가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즉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전쟁미망인, 전
쟁고아나 상이군경과 같은 장애인 등을 사회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게 관
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 당시 정부는 이러한 사
회복지서비스마저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재정적ㆍ행정적 능력을 결
여하였기 때문에 주로 외원기관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서비스는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로
비교적 확연하게 드러난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집단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참여정부 이후에는 사회복
지서비스의 확대적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에 비하
여 매우 낙후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인구학적 기준과 소
득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사후적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양자 없는 아동, 부양자 없는
저소득 노인, 저소득장애인 등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으로 한
정된다. 즉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대부분이 소득조
사를 기초로 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급여로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
지 않고 욕구를 갖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대상의 한정은 저소득층 이상의 집단이 갖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책원리
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사회복
지서비스를 구매할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중산층의 경우
도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가 미약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사회서비스의 생산자, 제공자,
재정부담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미미한 반면에 규제자로서의 역할만을 강
화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현주 외, 200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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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착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
추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너무나도 부
실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7]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음영
처리 되지 않은 부분이 소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
근 빈곤율의 증가와 빈부의 양극화로 인하여 이러한 사각지대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7]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1982년
노동자

도시

1992년
농어민

노동자

도시

2004년
농어민

①②③④ ①② ①② ①②③④ ①② ①②

노동자

도시

농어민

①②③④ ①② ①②

100인

16인
5인

능력
빈민

⑤

무능력
빈민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주 : ① 국민연금, ②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③ 산재보상보험, ④ 고용보험, ⑤ 국
민기초생활보장(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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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결과 분석
근년에 이르러서 각국의 복지프로그램 발전의 상이성에 대한 비교국가
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가 복지투입 또
는 복지노력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산출 또는 복지결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복지노력이 계량화된 표준화 지표
를 개발하기 쉬운 반면에, 복지산출의 경우에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개발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에 기인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
산출의 지표가 개발된다고 하여도, 그 지표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포착하기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서, 소득불평등을 복지산출의 지표로 연구를 하는 경우, 실제 소득불평등
의 수준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복지요인을 포착하여 이를 계
량화하여 분석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복지산출을 다루는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서로 다르게, 때로는 서로 모순되게 나타나기도 한
다(Uusitalo, 1984: 408). 하지만 한 사회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그 사
회의 총체적인 ‘사회적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비교국가론
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8> 한국의 빈곤율 변화 추이
경상소득
절대빈곤율
1996
2000
2003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3.1
8.2
10.4

4.6
8.1
10.7

9.0
13.3
15.9

14.6
19.4
21.9

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1996
2000
2003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3.5
9.2
11.6

4.8
7.9
10.5

8.7
43.0
15.5

14.4
19.1
21.5

자료 : 김미곤(2006), <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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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국의 소득갭 비율 변화 추이
경상소득
절대빈곤율

1996
2000
2003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21.4
26.0
28.0

30.3
32.8
37.1

27.1
31.9
36.7

26.9
32.2
36.6

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1996
2000
2003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29.2
26.9
29.9

32.2
33.2
37.5

29.3
32.0
36.9

28.1
32.0
36.6

자료 : 김미곤(2006), <표 3-3> 참조.

한국은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1990년 중반
들어서면서 빈곤의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다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당시 3.1%에 지나지 않던 절대적 개념의 빈곤율18)이 외환
위기 이후인 2003년에는 10.4%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상대빈곤
율 역시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8 참조).
한편, <표 3-9>는 한국의 소득갭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국의 빈곤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한편, <표 3-10>은 IMF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계층별 비중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8년 이후 중간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4년 중간층의 비중이 55%였으나, 2001년 50.5%로 무려 5%
가까이 떨어진 반면에, 빈곤층은 1994년 8.8%에서 2001년 12%로 급증하
였다. 소득의 양극화를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정의한다면, IMF 경
제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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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소득계층별1) 비중의 추이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류층

21.0

22.1

22.8

21.8

22.9

23.3

22.0

22.7

중간층

55.0

54.8

53.6

54.8

51.6

50.6

51.7

50.5

중하층

15.2

14.1

13.9

13.7

13.8

14.1

14.5

14.7

빈곤층

8.8

8.9

9.7

9.7

11.7

11.9

11.9

12.0

주 : 1) 소득분포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150% 이상 해당 계층은 상류층, 50%
이하 해당 계층은 빈곤층, 70～150% 및 50～70% 해당 계층은 각각 중간층
과 중하층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 유경준․김대일(2002).
<표 3-11>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지수의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니계수

0.284 0.291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0.310
1)

5분위 배율

4.42 4.63 4.49 5.41 5.49 5.32 5.36 5.18 5.22 5.41 5.43

ER 지수

0.018 0.018 0.019 0.021 0.021 0.021 0.021 0.020 0.021 0.021 0.021

Wolfson 지수 0.257 0.266 0.257 0.282 0.291 0.284 0.291 0.285 0.274 0.280 0.280
주 : 1)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상위
20%/하위 20%).
자료 : 민승규 외(2006: 95).

<표 3-11>은 각각 소득양극화19) 지수와 소득불평등 지수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는데,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악화된 지수들이 IMF 이전 수
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건강성을 나타내
는 빈곤율과 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고, 다른 경제지표들의 회복에도 불
구하고 유독 이러한 사회지표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제도
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실제 사회지출이 소득분포를 어
느 정도 완화시켰는가를 살펴보면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크게 미흡
19) Wolfson 소득양극화 지수와 ER 소득양극화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승규
외(2006: 91～9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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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소득분포 개선율 비교
시장소득 Gini 계수(A)

가처분소득 Gini
계수(B)

소득분포 개선율(%)
(A-B)/B×100

2000

0.4031

0.3859

4.5

2004

0.3111

0.3016

3.1

스웨덴(‘94)

0.439

0.230

90.9

프랑스(‘94)

0.417

0.278

50.0

독일(‘94)

0.395

0.282

40.1

영국(‘95)

0.428

0.312

37.2

미국(‘95)

0.411

0.344

19.5

한국

자료 : 고경환(2007), <표 3-1>에서 수정 후 인용.

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공공) 사회지출(조세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의 개선율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스웨덴 90.9%, 프랑스 50,0%, 독일
40,1%인 데 반하여 한국은 고작 3.1%(2004년)～4.5%(2000년)를 보이고
있다(표 3-12 참조).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1.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론20)
가. 복지레짐론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하나의 공동관심사로 묶을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마다 이에 대처하는 대응양식이 다른가 하는
점이다(Esping-Andersen, 1999: 170). 즉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어
가는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20)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론에 대한 기본 구성은 문진영(2005)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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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사실 이 질문은 사회정책
학의 가장 고전적인 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멀리는 19세기 말 구빈법 체제의 영국과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비교
국가적 해석21)에서부터, 최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맹렬한 기세로 전개
되고 있는 세계화의 압력22)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양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까지, 대응양식의 차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유형화 작업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사회과학에서 유형화 작업(typologizing)이란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는 낮은 수준의 지적 작업(intellectual endeavour)임에는 틀림없다(Baldwin,
1996: 29). 우리가 경험하는 복잡다단하고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몇 가지의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리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과도단순화와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과학이 요구하는 것
은 이론의 구축(construction of theory)이지 유형의 구성(formulation of
typologies)은 결코 아닌 것이다(Art and Gelissen, 2002: 139). 그러나 탄
탄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거친 유형화 작업은 복지국가
를 둘러싸고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구조적인 틀에 맞추어 정리함
으로써, 복지국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론의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시기별로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H. Wilensky and Lebeaux(1965)는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에 이론적 기초를 두어, 복지국가를 잔여적(residual) 복지체제와 제도적
(institutional) 복지체제로 유형화하였으며, Titmuss(1974)는 복지의 기본
가치정향(value orientation)인 보편주의/선별주의 논의에 기초하여 복지
국가의 유형을 잔여적(residual) 모델, 산업적 업적성취(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모델, 그리고 제도적 재분배(institutional redistributive) 모
델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21) 자세한 논의는 Mommsen(1981) 참조.
22) 예를 들자면, 국제통화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와 세계은행
(World Bank)이 유럽을 포함하여 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칠레
식 민영연금의 도입을 권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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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ss and Tilton(1977)은 복지국가를 적극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
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 그리고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 state)
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데올로기 분석에 기초한 George and Wilding
(1985)의 복지국가의 이념적 유형화23) 이후에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적
분석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현대판 고전(modern classic)으로 자리잡은 EspingAndersen(1990)의「세 가지 복지자본주의」(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는 그의 독창성의 산물이라기보다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회정책학의 비교국가적 전통의 맥락에 충실한 복지국가 분
류화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Marshall(1950, 1963,
1965, 1981)과 Titmuss(1958, 1974)에 영향을 받았고, 방법론적으로 Wilensky
(1975), Flora and Heidenheimer(1981), Mommsen(1981), 그리고 Flora
(1983, 1986) 등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Arts and Gelissen, 2002). 보
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 모
형은 위에서 살펴본 Titmuss(1974)의 세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념적 유형에 따라서 개명(rename)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Abrahamson, 1999: 399～400). 특히
복지국가의 기본 방향, 대표적 사례 국가, 주요 사회정책의 성격 및 내용
등 모든 점에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레짐론은 Titmuss가 정리
한 사회정책 유형화와 일치하는데, Titmuss의 잔여적 모델은 EspingAndersen의 분석에서는 자유주의 레짐과 합치되고, 산업 업적성취 모델
(Titmuss)은 보수적 조합주의 모델(Esping-Andersen), 그리고 제도적 재
분배 모델(Titmuss)은 사회민주주의 레짐(Esping-Andersen)과 일치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兩者)가 분석에 사용한 분류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Titmuss가 사용한 분류기준은 사회정책의 ‘보편주의(universality) 대 선별
주의(selectivity)’ 기준으로서, 잔여주의 모델에서 사회정책은 높은 선별적
23) George and Wilding(1985)은 복지국가를 이념적 편차에 따라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국가,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국가, 페이비언 사회
주의(Fabian Socialism) 국가, 그리고 마르크시스(Marxist) 국가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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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제도적 재분배 모델에서 사회정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비하여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탈상품화란 노동자가
시장의 상품화(commodification)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Esping-Andersen은 이 지표를 개발하고 점수화하는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
하였다.24) 또한 계층화 분석은 복지국가의 여러 기관과 제도(arrangements)
가 그 사회의 계급적 위치(신분이나 지위 포함)를 지속(자유주의 국가),
또는 강화(보수주의 국가)시키는지 아니면 계층화로 초래되는 사회적 불
리함을 보상(사회민주주의 국가)시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sping-Andersen은 이 두 가지 차원의 분석틀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복지국가 레짐으
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에서 레짐이란 “한 사회에서 생산된 복지가 국가,
시장, 그리고 가구에게 할당(공급)되는 양식”(Esping-Andersen, 1999:
73)으로, 근대국가의 세 체제인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학관계에 따
라서 한 사회의 탈상품화 수준이 결정되고 계층화 전략이 수립되는데, 이
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몇 개의 국가군(國家群)으로 나뉘는데 그는
이를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복지국가 레짐의 유형화 작업은 사회
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복지국가 연구를 사회학화(sociologize)하려는 그
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0: 3).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레짐론(1990)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차원(예를
들면 탈상품화, 계층화, 권력관계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
째, 이러한 복지국가의 다양성은 이념적 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

24) 저자 자신이 밝혔듯이, 탈상품화의 개념은 Karl Polanyi의 노동력의 시장 상품화
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즉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시
장 면역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탈상품화를 사용하였다(Esping-Andersen, 199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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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Esping-Andersen의 레짐 유형화

자유주의 레짐

보수주의 레짐

탈상품화 낮음
계층화

계급 이중구조
(class dualism)유지

사민주의 레짐
높음

신분/지위 차별구조
(status differentials) 강화

계급사회에 대한
보상, 평등추구

주주의)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세 개의 군집(cluster)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유형, 보수주의 유형,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의 복지국가 레짐
은 “같은 집단끼리는 동질성을 그리고 다른 집단과는 이질성을 보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적인 가치정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25) 즉 복
지레짐이란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 사회에서 복
지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복지레짐론을 준거로 한
비교국가 연구는 첫째,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
에서 분석적(analytic)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로,
복지제도 혹은 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레짐론 연구는 단순한 비교국가 연구를 넘어서서, 우
리가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도움을 준다. 즉 우리는 그의 복지국가 레짐론
연구를 통해서 복지의 생산과 분배의 과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계급
갈등과 계급연합은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복지국가의 기관과 형태는 그 사회의 불평등, 계층화, 그리고 계
급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Brush, 2002: 163).

25) 물론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복지국가 레짐의
유형화에 관한 것(Arts and Gelissen, 2002 : 142～147)과 성 차이(gender difference)
에 대한 무시(Adams and Padamsee, 2001; Christopher, 2002; Brush, 2002), 그리
고 가구(household)나 가족(family)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공급에 관한 미숙한
설명(Wincott, 2001: 41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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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레짐론 비판
이렇듯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연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레짐론
연구(1990)는 뛰어난 학문적 업적만큼, 또한 많은 비판을 감수하여야 했
다. 저자 자신도 밝힌 바 있듯이(1999: 12, 73), 비판의 초점은 복지국가
레짐의 유형화에 관련된 것으로, 복지국가 레짐을 반드시 세 개(triad)로
유형화하여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세 개의 복지국가
레짐으로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를 잘못 배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Esping-Andersen(1990)은 지중해 연안 국가(the
Mediterranean)인 이탈리아를 조합주의 국가군에 넣었으며, 스페인, 그리
스, 포르투갈 등 다른 지중해 연안 국가는 그의 유형화 작업에서 아예 다
루지도 않았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자유주의 국가군에 편입되었
으나 실상 이들 국가의 사회보호 수준을 보면 표준적인 자유주의 국가군
에 비하여 훨씬 포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유주의 국가군에 넣는 것은
오류라는 주장이 있다(Arts and Gelissen, 2002: 142～147). 또 다른 중요
한 비판의 논지는 저자가 가족구조에 대해서 미숙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 차이(gender difference)에 입각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각 복지국가 레짐의 차이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26)
이외에도 무수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회에서 생산되고 분배되는 복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소득유지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복지의 상을 그리지 못
한 상태에서 국가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그의 복지레짐 유형은
본질적으로 정태적이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를 담아내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는 시장과 국가라는 이중구도
(duality)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가계(household)나 가족(family)으로부
터의 복지공급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Wincott, 2001:
411).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그는 이후의 저작(Esping2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로부터의 비판은 Adams
and Padamsee(2001); Christopher(2002); Brush(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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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 1999)에서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
이라는 표현 대신에 ‘복지 레짐(welfare regime)’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
념으로 바꾸었지만,27) 자신의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의 논지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복지레짐론의 발전적 분화
위의 소절에서 살펴본 복지레짐론의 비판의 핵심은 두 개로 나누어진
다. 첫째는 복지레짐과 하위 레짐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복지
레짐의 수에 관한 것으로 서구 중심의 세 개의 레짐(triad)만을 유형화하
는 것이 필연적이냐는 것이다.
첫째, 복지레짐과 하위 레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복지레짐이란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 사회에서 복지가 생산되
고 공급되는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복지레짐론을 준거로 한 비교국가 연
구는 첫째,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에서 분석적
(analytic)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로, 복지제도 혹
은 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레짐의 분석틀이 한 사회
의 총량적 수준의 복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
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 Esping-Andersen(1999: 73～74) 자신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저자가) 살펴보려는 유형화 구조는 복지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별
적인 사회정책도 아닌 바로 복지레짐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서 ‘레짐’이
란 생산된 복지가 국가, 시장, 그리고 가구 사이에 할당되는 방법을 말하는
데, 종종 레짐이라는 단어가 모든 종류의 현상, 예를 들자면 ‘빈곤 레짐’,
‘연금 레짐’ 그리고 ‘남성 가장 레짐’ 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

27)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레짐(1990)이라는 용어가 복지의 생산 및 분배에서 국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에, 복지 레짐(1999)이라는
용어는 복지공급의 주체가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이나 가족, 그리고 비공식 부문
까지 포괄된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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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따라서 복지레짐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 가지 복
지자본주의(1990)를 비판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sping-Andersen, 1999: 73～74).”

두 번째 질문은 Esping-Andersen이 상정한 레짐의 수에 관한 것이다.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그의 유형
론이 현실세계의 복잡성, 특히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부 유럽 유형’(Leibfried,
1993; Ferrera, 1996)이나 ‘제4모형’(Castles and Mitchell, 1992), 그리고 아
시아형 ‘유교 복지국가모형’(Jones, 1993; Goodman, Gordon, and Kwon,
1998; Rieger and Leibfried, 2003)과 같은 시도가 있었다.
사실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 유형론은 기본적으로 전후 케인지
안 베버리지의 정통성(The Keynesian-Beveridge Orthodoxy)이 사회제
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기 산업사회
로 이행되어 새로운 사회위험에 노출되어 새로운 복지체제를 구상하는
21세기에는 유용성이 매우 약해졌거나 혹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ierson, 1998: 178; 이혜경, 2002: 471). 그러나 Esping-Andersen
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는 개념을 가
지고 방어하고 있다. 즉 그는 구 사회위험이 신 사회위험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의 질의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복지가 나오는
대신에 복지국가의 반응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9: 172).
하지만 기존의 복지국가가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
도, 본격적으로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
국가의 성격변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복지국가의
복지국가 개혁을 레짐별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명
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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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개혁에 대한 분석28)
한국은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틀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
태에서 급격하게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다종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전후 유럽에서 건설되
었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핵심은 소득이전 정책을 통해서 국민최저수준
의 생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이러한 국민최저선마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21세기형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고,
현재는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위험의 출현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
해 있는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사례 연구에서는 반드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보편성의 측면을 보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후세계를 건설하면서 출현한 복지국가는 몇 가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궤적을 밟아서 발전하였다는 점
을 주목한다. 전후 유럽의 국가는 ‘국민국가의 배타적 권위체계’, ‘안정적
인 경제성장’,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사회세력화’, ‘안정적인 인구 피라미
드’, 그리고 ‘정상가족의 기능’을 전제로 전국민에게 최저생활의 수준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복
지국가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특수성의 입장으로 보자면 복지국가는 그 탄생에서
부터 ‘교구주의적(parochial)’ 성격 혹은 ‘자민족 중심적(ethnocentric)’ 성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복지제도가 보편적
으로 발전하기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나라마다 독특성을 유
지하며 발전하고 있는 일국 특수주의적(nation-specific) 경향성을 일컫는
다.29) 역사적으로 복지국가 체제는 사회구성원의 첨예한 사회‧경제적 이
28) 이 소절의 기본 아이디어와 구성은 문진영․이상은(2006)을 참고하였다.
29) 이러한 이유로 Carrier and Kendall(1973, 1977)은 사회정책학(The Study of
Social Policy)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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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ique)뿐만 아니라, 실
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실현능력(administrative feasibility)
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제도의 방
향과 내용을 달리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복지국가에 대한 해석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 복지국가는 21세기
신사회 위험에 직면해서 기존의 복지국가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각 복지국가마다 이루어지는 개혁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 복지국가마다 특유의 복지국가 원형질(prototype)에 따라
서 개혁의 노선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가. 자유주의 복지레짐의 변화 : 영국과 미국
1997년 신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영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
지고 이에 따라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한 복지전
략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출산율이 회복되
면서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을 일부분 상쇄시켜 주고 있으며,
안정적 성장으로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감소해 정부의 복지지출 부
담을 한층 경감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신노동당의 빈곤 정책 강화 등으
로 인해 하위 소득 집단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소득
집단과의 소득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
에 대한 압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는 1997년 집권 이후부터 노동연계 복지전략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혁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고용협정은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상
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서, 각 대상자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
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신고용협정은 각각 한 부모, 청년(25세 미
만), 25세 이상 실직자, 장애인, 중고령자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청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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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신고용협정’과 ‘25세 이상 신고용협정’만 참여가 의무적(compulsory)
이며, 나머지 대상자를 위한 신고용협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자발적(voluntary)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는 참여가 의무
적인 청년 신고용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30)
위의 [그림 3-8]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여기초형 구직급여(Contributionbased Job Seeker‘s Allowance)31)를 소진한 실직자나 소득기초형 구직급
여(Income-based Job Seeker’s Allowance) 신청자 중 25세 미만의 근로
[그림 3-8] 청년 신고용협정의 구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직장
(Subsidised Job)
↗

↘
자영업
(self-employment)

→

진입
(Gateway)

→

→

환경태스크포스
(Environment Task Force)

→

→

자원봉사부문
(Voluntary Sector)

→

↘

직장(Work)
혹은
사후관리
(Follow-through)

↗
교육과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 4개월 ⇥

⇤

6개월

⇥

30) 25세 이상의 장기실직자 신고용협정은 진입단계와 사후관리단계는 청년 신고용
협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나, 신고용협정 선택의 단계에서 환경태스크포스와 자원
봉사 대신에 직장알선(work placements)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31) 1996년 10월 당시 보수당 정권은 별개로 운영되던 사회보험 성격의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와 저소득 실업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지원(Income Support)을 통합하여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로 일
원화하고, 구직급여를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여부에 따라서 다시 기여기초형 구직
급여(Contribution-based Job Seeker’s Allowance)와 소득기초형 구직급여(Incomebased Job Seeker’s Allowance)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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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는 의무적으로 진입단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직업탐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직업상담사(personal advisor)의 지도하에 최장 4개
월까지 진행되는데, 4개월이 지나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신고용협정 선택(New Deal Option)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신청
자 개개인의 적성과 경험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직장 등 5개의 프
로그램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이 단계를 지나고도 직업
을 구하지 못하면 사후단계(follow-through)로 넘어가서 구직급여가 재
개되는 동시에, 진입단계의 직업상담사의 지도하에 다른 고용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근로급여 보장이 고용연계 복지전략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는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급여 형태인
세금 공제(Tax Credit) 제도와 신노동당 정부에서 도입된 최저임금제, 그
리고 기타 성별 임금 격차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또한 영국 정
부는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위하여 정부는 각종 법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고용주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화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례 없이 가족에 대한 서비스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상대적 배제 위험이 높은 집단의 소
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강
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복지수급자들의 근로의욕저하 문제 등에 대응하여 1990년
대 이래 AFDC제도를 TANF Block Grant 체계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수행해 왔다. 연방정부는 TANF Block Grant를 주정부들에
제공함에 있어서 2002년까지 수급자의 50%가 근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과 TANF Block Grant를 통한 보호는 개인당 평생 5년으로 제한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고, 주정부들은 TANF 체계하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
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복지개혁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주요한 개혁경
향들은 근로소득공제제도 이용, 취업지원강화, 조건부 수급제 불이행시
급여감소 또는 제거, 생애수급기간 제한, 그리고 초기진입억제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수급자에게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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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 생활자와 부정수급자를 줄여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이 방식은 기존의 복지수급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에 진입하게 강제함으로써, 전체 노동시장의 유입량을 증가시켜 결과적
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게 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수급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
훈련, 의료보험, 탁아 프로그램 등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최소한도에 그치
게 된다(Kern, 1998: 431; 양재진, 2002: 23～24).32)
나. 보수주의 복지레짐의 복지개혁 : 독일33)과 프랑스34)
독일에 있어서 현재 무엇보다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은 여전히 1990년
독일 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통일 이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인 감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32) 하지만 클린턴 정부가 집권 초기에 작성한 복지개혁안(original proposal)에서는
지금의 PRWORA와는 사뭇 다르게, 근로강제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20세 미만
의 아동양육 여성 복지수급자(teenage welfare mothers)에게만 적용되었고, 따라
서 전반적으로 복지수급권(entitlement)은 크게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복지수급자의 근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양육과 근로지원
(work support)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담겨져 있었다. 사실 이 원안(原案)의
작성에 자문을 한 Mary Jo Bane과 David Elwood는 ‘근로강제’와 ‘생애 수급기간
의 제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보험이 개혁되어 근로빈곤
층도 의료보장을 받아야 하고,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하며, 직업훈련,
아동양육과 아동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원안은 수급자에 대해서 비교적
온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아동양육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McCrate and Smith, 1998: 61～62). 그러나 이
원안(原案)은 1994년 이후 하원이 공화당 지배로 넘어가면서 자동폐기되고, 공화
당의 의도대로 근로강제와 생애 수급기간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엄벌주의적
(draconian)인 근로복지형태의 법안으로 1996년 1월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Teles,
1997: 22).
33) 이하 Germany,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34) 이하 Franc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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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공공지출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 간의 격차는 독일 사회에 또 다른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동
독지역의 실업률은 서독지역의 두 배 수준이며 두 지역간 소득격차는 계
속 유지되고 있어 독일 연방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은 증가하는 실업률과 소득격차, 특히 구 동서독
지역간 격차를 경험함과 동시에 경제 침체와 공공지출 부담을 안고 있어 복
지개혁의 핵심에는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전략에
있어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Hartz Commission)가 제
안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 등을 더불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노동참여 촉진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한 청년실업과 구 동독지역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를 위해 시간
제 고용 확대 등을 통한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
일 정부는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혁 역시 동시에 추진하
고 있다(문진영․이상은, 2006: 119～120).
한편,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이후 경제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고용 지원 정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개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다시 ‘구
직자를 위한 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리고 ‘근로소득 보장 정
책‘으로 나뉜다. 우선 구직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새 출발을 위한 개인화
된 행동 계획(PAP-ND)’, ‘개별 사회적 지원(ASI)’, ‘트레이스 프로그램
(TRACE programme)’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전략적인 프로그램 이외
에 프랑스 정부는 전반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크게 고용주 지
원을 통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기할 만한 제도는 심각한 청년실업
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한 기업내 청년 계약(The Youth-in-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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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contrat jeune en entreprise)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입자격 시험
(baccalauréat)을 통과하지 않은 만 16세에서 22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2년 8월 29일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
상자는 개방형 고용계약(open-ended employment contract)으로 고용되
고, 고용주는 기여금을 3년간 지원(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1.3배로 2년간,
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절반 규모로 마지막 1년)받고, 그 후 고용자는 평
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6개월 동안 65천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
난 2001년 5월 30일 근로소득 세금공제(Prime pour I'Emploi : PPE)에 관
한 법률을 입법했다. 이는 과세 가구 중에서 최소 가구원 중 한 명이 일하
고 한정소득 집단(determined thresholds,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소득의
1.4배, 최대 2.13배) 이하로 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2001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가구는 모두 8,672,000가구로 총 과세
가구의 26.3%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피고용자(92.5%)이며 1/3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 2/3의 수급자가 40세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근로소득 보장 정책으로 꼽히는 최소 근로 임금제
(Le revenu minimum d'activité : RMA)는 최소 통합 소득(RMI)의 지방
화에 따라 도지역정부 수준에서 시행되어 지역 의회(Conseils Généraux)
로 위임된 것으로, 고용주에 제공되는 고용수당을 통하여 지급되는 임금
과 함께 복지 급여가 결합되어 수급자의 고용 통합을 촉진하였다. 최대
18개월, 최소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조건으로 하며 각 개인의 상황을 정
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주는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
한 개별화된 지속관리, 모니터, 훈련 활동 등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 각
도지역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 지방정부 및 단체들과 함께 직업으로의
통합을 위해 협력하며, 유럽사회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도지역 통합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다. 사민주의 복지개혁 : 스웨덴
스웨덴은 1990년대 초중반기의 경제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의해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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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체계가 큰 도전을 받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회복과 실업률
감소로 인해 현재는 기존의 포괄적인 사회보장체계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한편 스웨덴 사회복지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공적연금체계의 개편에서 나타났다. 스웨덴은 전체 노인
에 대한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일정 수준 이하의 연금급여를 받
는 노인들에게 최저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충해 주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여기에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스웨덴은 최저보증연금제도와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연금개혁의 특징은 NDC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즉 기존의 확정
급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한 명목확정기여연금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Pension)체계를 구축하여, 이제 소득비례
연금은 자신의 과거 보험료 납입액과 그 세대의 기대수명에 의해 연금급
여가 결정되게 되었다. 또한 개인구좌방식의 연금으로서 Premium pension
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가입자가 연금운용기관을 선택하고 연금급여는
개인 기여금과 기금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1990년대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아동보
육 등 가족정책의 확대를 경험해 왔다. 공적 아동보육이 확대되어 공적아
동보육의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고,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의무교육
이 실시되게 되었다. 또한 아동양육에 있어서 새로운 양성관계(gender
relation)의 형성을 위하여 아버지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조정
이 됨으로써 부모휴가 기간이 길어지고 그 중 아버지에 대한 할당기간이
설정되었다.
또한 스웨덴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사적부분의 개입이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 서비스나 아동보육서비스 부
문에서 민간기관들이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기관들의 참
여증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있다(문진영․이상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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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 한국에의 함의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5개국 모두 후기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를 개
혁하는 일정한 커다란 흐름(mega-trend)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진영․이상은, 2006: 121).
① 기존의 공적소득이전 정책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개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제도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과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지도록 변화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④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표적화
(targeting)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선별주의적 접근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메가 트렌드(mega trend) 이외에 다양성 역시 나타나는
데, 이를 정리하면 <표 3-14>와 같다.

3.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레짐
가.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세 가지 설명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NICs(Newly Industrialising Countries)는 경
제발전의 수준에 못 미치는 복지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미 학계에서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를 처음으로 연구
한 학자는 Midgley인데, 그는 한국을 포함한 ‘네 마리의 작은 호랑이(four
little tigers)’의 사회정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로 이들 국가의 정치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발전주의적 사고방식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
으로 “자유기업 정신, 자활의욕과 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때때로 복
지에 대한 혐오감(aversion to welfarism)을 드러내기도 한다.”(Midg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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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해외 사례국가 복지개혁의 흐름
자유주의 레짐

보수주의 레짐

사민주의 레짐

탈상품화 낮음
계층화

높음

계급 이중구조

신분/지위 차별구조

계급사회에 대한

(class dualism) 유지

(status differentials) 강화

보상, 평등추구

사례국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 소득이전 프로그램 중심에서 개인의 책임과 주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
복 지 개 혁 로 전환
의 공통적 △ 사회보장제도와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특징
△ NGO와 시장 등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강화
소득이전성 현금급여를 대
사회통합적 복지정치와 보
체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
복지개혁
대적으로 낮기 때문
편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있
비스가 미발달했기 때문
의 용이성
에 복지개혁이 용이
기 때문에 복지개혁이 상
에 복지개혁이 용이하지
정도
함
대적으로 용이함
않음
복지규모 자체가 상

△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 포괄적 사회보장제도 유
사 례 국 가 △ 조세복지 개혁
시장 통합전략
지
별 복지개 △ 근로강제형 제도
△ 실업률 저하를 위한 전 △ NDC 체제로 연금 개혁
혁의 차이
도입
략
△ 복지전달 민간부문 참여
선별주의 원칙에 따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복지개혁
라서 투자효과가 극 노동시장에의 통합이 가
전 인구집단에 대한 포괄
의 주요
대화되는 대상을 우 능한 집단을 최대한 지원
적인 지원
대상
선적으로 지원
중심 제도 공공부조+조세복지

사회보험

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

자료 : 문진영․이상은(2006), <표 3-12> 참조.

1986: 234). 이러한 Midgley의 선구적인 연구에 뒤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복지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들 학자들의 논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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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러한 세 가지 접근법은 상호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오
히려 한 국가의 복지국가 체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
하여 전체적으로 설명력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들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유산, 특히 국가의 책임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유교주의(Confucianism)의 전통을 강조한다
(Jones, 1993; Goodman, Gordon, and Kwon, 1998; Rieger and Leibfried,
2003). 이들 중에서 존스(Jones, 1993)는 동아시아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
은 유교주의의 유산 때문에 경제발전에 걸맞는 복지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교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족중심의 전통
가치는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성격과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적 민주주의(Confucian democracy)는 그 자체로서
모순적 용어이듯이(Huntington, 1991: 24), 유교적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 역시 모순적인 용어로서, 기껏해야 “노동자의 참여 없는 보
수적 조합주의(conservative corporatism), 교회 없는 보조금제도(subsidiarity
without the Church), 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연대성(solidarity), 자유
주의 없는 방임주의(laissez-faire)(Jones, 1993: 214)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한국을 포함하여 역동적인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White and Goodman, 1998: 12).
둘째로,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제도의 시녀
적 성격(handmaiden)에 주목하여, 생산주의적 복지자본주의(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Holliday, 2000))나 발전주의적 복지시스템(Develop
mental Welfare Systems(White and Goodman, 1998))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은 국가주도형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전략적 수단으
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들은 동아시아의 산업화의 과정에
서 나타나는 사회정책의 성격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민의 권리에 기초하
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 가치인 경제성장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
서 기능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기
능인 빈곤예방이나 사회 불평등의 완화보다는,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인
적자원개발 정책이 우선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최근에는 한국의 국
민의 정부시기(1998～2002) 국정지표였던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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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기능적으로 도움이 된다
는 조건하에서만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들 국가에서 복지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매우 독특한 정치적
인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레짐 정통성 접근법(Regime Legitimacy
Approach(Moon, 1994; Kwon, 1998; Tang, 2000))을 강조한다. 이 설명은
주로 한국과 대만의 경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들 국가의 복지발
전을 유심히 살펴보면,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에 복지제도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규칙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러한 현상을 해석하자면, 이들 국가의 정치 엘리트는 국가 정통성의 위기
가 닥쳤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서 복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Moon, 1994; Kwon, 1998).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레짐 성격을 규명하려는 세 가지의 설명
의 흐름에서 첫 번째 유교주의적 접근법은 동아시아 복지국가가 바탕하
고 있는 문화적 유산(cultural legacy)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레짐 정통성(regime legitimacy) 이론은 한국과 대만
의 권위주의적 시기에 적용되던 접근법으로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현재에도 이론적 설명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 접근법인 생산주의적 혹은 발전주의적 복지레짐에 기초하여 한
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성격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는 사뭇 다른
과정을 거쳐서 복지체제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
직까지 강한 가족 부양의무의 전통과 친족간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3-9]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의 정도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들 동아시아 3개국의 복지체제는 생산주의적(productivist)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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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주의(minimalist)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는 공
통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하는 분절적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복지체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 보건, 그리고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에는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Reiger and Leibfried, 2003: 255). 이외에도 이들 동아시아
3개국은 공통적으로 유교문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주도 경제성장 전
략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시민사회가 역사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치체
제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가부장적 권위주
의와 맞물려 사회전체의 위계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
고, 이러한 사회성격이 복지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White and Goodman, 1998; Kwon, 1998; 권순미, 2004). 이러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성격을 정무권(2006)은 Esping-Andersen의 복지레
짐론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형’이라고 유유형화 하는 비교
분석 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림 3-9]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지출의 비교

자료 : Yasuhiro(2002),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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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복지레짐별 비교
영미자유주의
국가형
(앵글로색슨형)
․다수대표제/소선거
정치제 구제
도의 ․단순다수선거제도/
양당제적 성격이
특징
강함

스칸디나비아형
유럽대륙국가형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형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독/프/네덜란드/오스트리아)
(한국/일본)
핀란드)
․합의주의적/비례대표제 ․합의주의/비례대표선거제 ․한국-대통령제/소선거구
․다당제/의원내각제/조합주 도
제,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부
의
․다당제/조합주의
분 비례대표제 도입
․프랑스는 약간 예외적(이
․일본-의원내각제/단순다
원집정제, 약한 조합주의)
수선거제/부분비례대표제

․조합주의 전통이 ․산업부문별 노사정합의제 ․national corporatism
․일본: 노동참여 없는 국
(전국적 단위 조합주의)
가-자본 중심의 조합주의
조합주 약하거나 없음
산별/meso수준으로 전환 ․한국 : 노사정위원회, 조합
의의
주의 시도, 제도화에 어려
특징
움
․시장의 단기적 신
호에 대응하는 시
장 중심적 경제 조
정
․정부의 개입정도
경제적
낮음
조정의
특징
(국가시장
관계)

․노사정의 참여를 통해 합의
하는 비시장적(non-market)
조정기제 이용
․정부 개입보다 당사자들의
합의우선, 정부지원 역할
․노사간 자율적 임금조정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조정 운
영
․세계화 등 제반문제 구성
원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개혁 추진

․노사정의 참여를 통해 합의
하는 비시장적(non-market)
조정기제 이용
․정부 개입보다 당사자들의
합의우선, 정부지원 역할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과
강력한 분배평등정책의 조
화
․세계화, 고령화 등 제반문
제를 구성원과 정치적 합
의를 통해 개혁 추진

․재벌, 대기업중심 체제
․초기산업화 정부의 금융
부문의 통제와 거시경제
조정으로 국내기업의 경쟁
력 강화/재벌중심 경제
․국가-재벌간 특수 관계/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급속 추진
․한국: 앞으로 경제적 조
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기로
․제조업의 평생고용체제, 숙
련형성기제,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의 협력적 연계
는 일본의 강점

․주주자본주의/주주
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
․단기적으로 기업의
기업의 수익률 조정을 위
해 해고와 채용 자
지배
유로움
구조
노사 ․기업노조 중심
관계

․초기 후발 산업화국가
․은행 중심의 자본투자
․대기업들은 주주중심
(stake-holder)
․독일: 노동자 이사회에 참
여/조합주의 특징
․은행 중심의 분산된 투자
를 통한 기업의 소유구조
보호, 인내자본역할
․최근 글로벌화에 따라 점
진적으로 주주자본주의체
제로 이전 추세

․초기 후발 산업화국가
․은행 중심의 자본투자
․스웨덴-대기업 중심
․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전국노조의 영향력이 최근
연금 개혁으로 쇠퇴, 자본
가 영향 증대
․덴마크-중소기업 중심, 노
르웨이-석유, 핀란드-정보
산업 특화
․최근 글로벌화에 따라 점
진적으로 주주자본주의체제
로 이전 추세

․일본: 대기업의 계열사
협력구조/가족→계열사
․한국: 가족중심의 재벌지
배구조가 특징
․재벌들이 제2금융권을 지
배, 국가통제 취약
․한국: 노사관계 취약, 취
약한 중소기업이 문제
․대기업의 투명성강화와
가족중심의 지배구조 개
혁 필요
․금융기관의 기업금융 강
화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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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의 계속
영미자유주의
국가형
(앵글로색슨형)
․일부 사회보험제도
와 가계조사(meanstest)를 기초로 공
적부조 중심, 잔여
주의적 성격이 강
함
사회 ㆍ미국은 기업복지 강
복지
함
제도의 ㆍ비영리, 시장에 의
특징
존하는 복지
ㆍ영연방 국가들은 보
건의료부문은 NHS
에 의존

스칸디나비아형
유럽대륙국가형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형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독/프/네덜란드/오스트리아)
(한국/일본)
핀란드)
․사회보험중심/공적부조보
완으로 사회보장 실현, 사회
복지서비스 취약
․male-breadwinner 중심 사
회복지제도
․사회보험제도 중심으로 비
노동비용의 증가로 고용의
경직성이 강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
교시 상대적으로 유연화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
․사회보험제도 재정부담 축
소, 노동시장 유연화가 개
혁의 관건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적부조가 상호 유기적으
로 발전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재분
배효과 매우 강함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강
화로여성/노인들의 경제활
동참여 증가
․최근소득이전비중의 축소,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시키
는방향으로 복지개혁 진
행
․균형재정과 재정부담을 줄
이고 있으나 제도의 구조
적 차원에서 큰 변화 없음

․국가복지 파편화, 대기업
의 기업복지 중심
․공적제도로 사회보험이 보
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견지, 복
지지출이 낮음
․국가사회복지서비스의 미
발달/지속적인 성장을 통
한 완전고용 때만 복지제
도 작동 가능
․한국은 IMF 위기 이후
개방화와 구조조정으로 실
업자의 증가와 노동시장
및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
된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주 : 국가별로 역사적 형성과정에서의 시기와 환경 및 내적 요인들에 따라 4가지 모
델로 구분, 다만 나라에 따라 구체적 수준에서의 차이는 존재.
자료 : 정무권(2006), <표 3-1> 참조.

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 생산주의 복지레짐
1) 1960～70년대 형성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의 틀이
형성된 시기는 1960년대 초로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고, 군
사혁명 직후인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제정되
어 그 이듬해에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하위법령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무
기한 연기되어 1977년에야 비로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원
형질이 될 정도로 중요한데 이를 정리하면 첫째, 특수직역 종사자에게 먼
저 연금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복지제도가 체제 정통성의 회복 및 유지 목
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당시 군사정권이 사회복지제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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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에 관심을 두었던 이유는 경제적 요구보다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즉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지
배 엘리트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들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었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사회복지제
도의 이념적 기초는 ‘자조’, ‘근로의욕’, ‘최소한도의 국가복지’라는 발전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초기 사회보장제도
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정무권, 2007: 284; 강욱모, 2005: 357).
두 번째 특징은 일반인보다는 핵심 노동계급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
추어 사회보험제도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1963년 같은
해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차이를 보면 확연
하게 드러난다. 즉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핵심적인 노동계급의 보호에 필
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그 다음해인 1964년에 시행되었지만,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는 하위법령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연
기되어 거의 15년이 지난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형
태로 시행되었다. 이렇듯 사회보험제도는 핵심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1995년 당시 문민정부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
면서, 실업급여(현재는 구직급여)사업은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능력
개발사업과 직업안정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시행되었다.
물론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되자, 당시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제도의 세 가지 사업 모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지만,
핵심노동자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즉 주요 대기업
과의 정치적 연대를 통한 발전주의 생산레짐을 형성하게 되면서 산업화
전략에 상응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복지제도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
다. 특히 1970년대의 유신체제의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은, 무력에 의한
헌정의 파괴라는 정통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단기간에 연금기금을
모아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남찬섭, 2007; 정무권, 2007: 285). 하지만 국민복지연금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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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무기 연기되었
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법을 집행하려다 보니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용
인의 보험료 지불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게다
가 법이 제정되자마자 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위기로 인해서 경제 전
체가 불황의 위험에 직면하자 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
한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무기한 연기라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 한국
복지체제의 특질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첫째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 보호라는 복지적 요소보다는 산업화 전략
을 수행하기 위한 내자동원의 성격이 컸었다. 둘째, 하나의 법이 제정되
기까지의 전 과정, 즉 이슈화에서부터 아젠다 형성기, 대안마련,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그리고 제정된 법률의 무기
한 연기결정에까지 이해당사자들이나 시민사회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성격을 가졌다.
2) 1987년 체제 이후 공고화기
이 시기 한국 복지국가에 가장 중요한 발전은 고용보험제도의 제정과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8월에 제7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고용보
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래,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시에 1995년 고
용보험제도 실시 공약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1993년 12월 27일자로 고용
보험법(법률 제4644호)이 제정․공포되어 1995년 7월 1일을 기해 본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제도와 비교
하여 가장 늦게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고용보험이 그만큼 국민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산업화가 진행되
어 있어야 하며, 노동시장이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관리, 행정적 업무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고용보험제도의 중요한 의의는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실업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직업안정과 직업능력향상의 필요성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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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책임영역에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전진하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문민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사후대책적인 실업급여에 주안점을 두
기보다는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적
극적인 인력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는
노동시장적 지향을 추구”할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직업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큰 주안점을 두는 한편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급여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생산주의적
요소, 즉 근로의욕을 해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예산부담은 최소화하는 성
격이 사회보험제도에 강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생산적 복지기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주요 국정지표로 천명하면서, 한국에서
복지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
도적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실질
적으로 제도화하였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주의
적 사회보험체계를 확립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즉 IMF 경제위
기로 발생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의 확대와 근대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
도적 기초 위에서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사회복지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특히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과 EITC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발전과 경제발
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동반성장의 정책기조를 보였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의 복지개혁이 여전히 기존의 발
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국가책임의 강화나 복지기능의 강화와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전자가 복지를 여전히 경제발전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도구
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후자는 복지의 기능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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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등한 수준에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에 관해서 정무권(2007: 298)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복지의 양적인 확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형성된 복지국가의 성격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이며 관철되고 있어서 발전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절 소결 :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주의적 성격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발전주의적 혹은 생산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정부
초기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몇 년간을 제외하
고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결정되는 과정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배제
한 채 경제성장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경제관료에 의해서 추진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기
대하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Schmidt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론(defective
democrac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입법부의 과도한 위임행태 때문에 행
정부가 광범위한 위임입법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신생민주주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의 한 하부유형으로, 동시에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로 분류된다(이신용, 2007). 즉 입법부의 무능이나 혹은 제도
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행정부에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거
의 전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행정부, 특히 경제관료의 가치지향이 발전
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바탕은
발전주의 혹은 생산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핵심 노동세력과 주변부 노동세력으로
나누어, 전자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호하되 후자는 배제하거나 최소한도로
보호하는 대처류의 ‘두 개의 국민 헤게모니 전략’(two nations hegemonic
project(Jessop, 1991))을 구사하는데, 사회보험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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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셋째, 아직까지 국가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복지부분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사한 국가와 비교할 때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경(輕) 복지국가(light welfare state)의 성격을 보인
다. 이는 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는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발
전주의 사고가 반영된 결과이다.
넷째, 한국의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기업이나 민간부문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즉 국가는 이 부문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되, 규제장치를 통해서 민간과 기업으로 하여금 복지활동을 하
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급여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
이 유지되기에 최소한도이며(minimalist), 근로가 유인되거나(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소득공제제도) 강제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제도)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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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
다. 시장은 불평등의 영역이고 민주주의는 1인1표의 평등의 영역이다. 그
런데 시장에서는 자신을 적절히 상품화시키지 못하는 탈락자들이 나오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복지국가는 자본주
의 경제체제가 낳은 시장의 폐해를 민주적으로 교정하려는 정치적 현상
이다(고세훈, 2006). 즉 복지국가는 politics against market의 산물이다
(Esping-Andersen, 1985).
복지국가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복지국가적 타협의 주
된 방식은 생산수단의 대종을 개인에게, 그리고 그 작동을 시장논리에 맡
기되, 생산된 것의 (재)분배와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는 재정지출과 같은 사후적 방법으로 분배를 개선하기
도 하지만 기업지배구조나 노동시장에 사전적으로 개입해서 경제사회영
역의 민주주의 원칙을 확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논리를 얼마나 중시
하는가, 또는 탈시장화의 정치적 논리가 얼마나 중시되는가에 따라 복지
국가의 유형이 나뉜다.
이론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Titmuss),
자유주의적 대 보수적 대 사회민주적 복치체제(Esping-Andersen)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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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보는데, 물론 최근에는 세계화 과정에서 복지국가들이 상호 수렴된
다 또는 영미형으로 해체된다는 담론이 팽배하다. 즉 복지국가의 위기논
쟁이 한참이다. 여기서 유형화한 것은 복지국가의 위기 이전의 이상적 특
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유주의 복
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 중심, 조합주의 국가는 피고용인
중심의 사회보험 중심,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보편적 사회안전망과 사회
서비스가 중심이라고 했다(Esping-Andersen, 1990). 유형이 다르지만 복
지국가들은 대체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과 소득재분배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복지체제에 따른 사회안전망
의 차이는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상이한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자유주의 국가는 노동시장의 성과는 강한 반면 소득불평등의 문
제에 봉착한다. 조합주의 국가들의 경우 낮은 소득불평등을 보이지만 실
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사회민주주의 국가
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불평등과 노동시장 성과도 좋은 경험을 가지
고 있다(김은경, 2007).
한국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노조의 이해관계와 선호에서 벗
어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룬다. 크게 보아 베버리지 형이라기보
다는 비스마르크 형이며 시민권(citizenship)보다는 기여(contribution)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의료보장보다는 의료보험, 소득비례연금은 있지만 기
초연금은 없었고, 실업보험은 있지만 실업부조는 없고, 육아수당도 근로자
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결국 복지혜택은 노동을 해야 하고 그것도 대기업
과 같이 힘센 사용자를 두고 일을 해야 복지혜택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민연금의 실시와 의료보험의 확대 등을 거치고
1997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공공
부조제도까지 갖추어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되었지만, 이런 제도적 확장
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은 여전히 사각지대와 수혜수준의 저조로 인해
반쪽의 제도이고,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인 공공주택, 공공보육, 무상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것이 시장논리에 과도하게 포섭되어
어떤 나라보다 교육, 보육, 주택 문제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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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재원은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담세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조세에 의한 소득분배 효과도 낮고 기업복지와
사보험이 과도하게 발전되어 있는 등 아직 한국은 잔여적 또는 자유주의
적 복지국가로 이해되고 있다(조영훈, 2002; 정무권, 2002; 양재진, 2003;
고세훈, 2003).
수치로 보더라도 우리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서유럽 국가
들이 복지국가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총생산의 30% 이상을 복
지관련 지출에 할애하는 데 비해 우리는 6%를 넘는 수준이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도 선진국들이 80%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20% 수준이고, 공공
부조와 사회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10%에 달한다.
노동시장정책은 복지제도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예컨대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면 노동공급을 축소하거나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고
용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가 가능하려면 시장 외부자를 위한 강력
한 복지제도가 필요하고 후자가 가능하려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시장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개입보다는 재정투입에 의한 시장경기 활성화와 시장 열패자들을 다
시 시장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노동시장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다.
한국이 OECD 안에서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이자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매우 높다는 것은 복지수준 역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는
것과 매우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낮은 복지혜택과 급여로 인해 상당
수가 노동시장에 비정규직 내지는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다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상승하는 데 제약을 가
져와 초과근로에 의한 연장급여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복지수준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시장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 발전 과정은 발전국가적 정책
개입의 결과로 특징이 형성되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1970, 1980년대
권위주의적이고 요소투입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체
제가 나타났고, 이후 실질임금과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다. 국가는 이에 대응해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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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인 이상 확대(1988), 주44시간제 및 최저임금제 도입(1989) 등 기본적
인 근로조건 향상과 더불어 각 기업별로 단체교섭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
로 실질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했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낳아 많은 실업자
와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보호받는 대기업 조직노동자
들 외에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낮은 고용안정성은 다시 국
가적으로 저임금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었다. 한국의 최
저임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에 비정
규직의 증가는 저임금근로자층이 두꺼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강화된 사회보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
로자 간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전체취업자의 50%에 이르는 50인 미
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적용률은 매우 불안정하다. 이런 노
동시장 및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교섭력은 노조
를 필요로 하는데, 전체 근로자의 5.3%에 불과한 1,000인 이상 사업장 노
조원들이 전체 노조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 근로자는 사회적
보호에 더해 노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그 나머지 노동자들에
게 노조는 아직 요원한 수단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이들을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려고 하는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이 강화되어 왔고 노동
시장과 연계되지 않는 복지수준은 최소화하려고 했다. 노동수요 차원에
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도 최
근에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낮추었지만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출현이 나타났다. 하지만 저임금과 노동시장 고
용불안은 낮은 복지제도 수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임금근로자로
서의 취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OECD 국가 안에서도 낮은 고용률
과 많은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구성을 낳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낮추어야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도 우리
현실에서 맞아 들어가지 못했다. 지나친 저임금 구조는 많은 이들을 노동
시장으로부터 실망을 안고 퇴장하도록 만들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노동
시장 밖에서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들이

제4장 노동시장과 복지체제

93

생활고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선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가 한계 노동
자로 버티는 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제2절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전개과정

노동자들을 복지에 눈 돌리지 말고 노동시장에 붙잡아 두려고, 복지정
책도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전개해 왔다는 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군사정부나 문민정부 시기
에는 여전히 경제성장이 곧 복지라는 기조가 관통했었고, 이후 경제위기
로 인한 시장붕괴의 위기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많은 시장 열패자
를 가지고 출발했던 국민의 정부는 공공부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는 제도를 도입해 복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면서도 전체적인 복지
제도의 이념과 체계를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담으려고 했다. 이는 여
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력의 유지, 보존, 개발이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인간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는 인권과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일을 통한 복지, 사회적 연대로서
의 복지라는 3가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일을 통한 복지는 자유경
쟁의 시장질서만으로는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성장의 결
과만을 재분배하는 사회만으로는 지속적인 복지자원의 창출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시장의 공정배분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사회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정책이다(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이런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제도는 신자유주의, 보수주의가 혼합되
어 있다고 진단들을 하고 있다(장지연, 2007). 장지연의 표현을 빌리면
“정무권(2000)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 틀을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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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고 주장한다. 국가개입 최소화의 원칙이나 민간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 등 시장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찬
섭(2001, 2002)은 한국복지체계가 보수주의형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하는
탈상품화 지표인 연금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연명(2001)은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의 역할 강화, 통합주의적 사회보
험을 통해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복지국가의 혼합형으로 규정한다. 김영
범(2001)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확대된 반면,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지
못한 데서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이 분명하다고 보며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자유주의의 속성으로 본다. 이혜경(2002)은 보수주의와 자유
주의의 혼합형으로 진단한다.”
생산적 복지는 이전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의 전환을 꾀한 사회정책이
자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노동공급
의 확대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
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대량실업과 빈곤 심화에 따라 기초생
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제도의 초기 시행과 정착에 따른 관심이 지대했
었던 반면에,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직업훈련, 공공근로나 자활을 넘어
선 적극적인 공공적 일자리의 창출까지 이르지 못해 생산주의적 정책기
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어서 등장한 참여정부도 기본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틀을 크게 벗어
나지 않았다. 초기에는 참여복지라는 정책기조를 밝혔지만 이것이 특정
한 정책기조 선회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후기에 들면서 과거, 공공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형태인 사회적 일
자리 사업 및 사회적 기업 도입 등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사회서비스분
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을 포함
한 저소득 노동자(working poor)에 대한 체계적․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상태이다(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그러나 참여정부는 집권 후기에 갑자기 두드러진 정책기조로 사회투자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투자전략에서는 고전적 복지국가 프로그램인
사후적이고 현금보상적인 복지지출을 넘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능력
을 극대화시키는 인적자본확충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따라서 실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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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 대한 현금지급 비중을 조정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
울 수 있는 교육훈련에 기반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근로연계 복지가
실업대책과 빈곤대책으로 강조된다.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불
리는 이 흐름은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가능한 한 노
동시장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기획위원회, 2007).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김흥
종 외, 2006). 첫째, 사회정책은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제
고할 수 있다. 둘째,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은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경제성
장에 기여할 수 있다. 과거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약화시켰
다. 셋째,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은 사후적이기보다는 예방적 투자로 보다
복지비용을 줄이고 의욕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
는 각각 역량형성 전략, 활성화 전략, 예방적 투자전략이다(양재진, 2007).
그러나 사회투자전략은 우리 상황에서 여전히 생산주의적 논리를 추종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선진국과 다른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노동정책 측면의 사회투자전략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이 활성화 전략인데, 우리 상황은 선진국과 같이 실업급여제도나 공
공부조제도가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장기실업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더 급한 노동시장 과제는 비공식노
동을 줄이고 영세업체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안전망의 틀 안
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변천과정을 복지체제와 노동체제 간의 정
합성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1987년 이후 20년 동안 크게
<표 4-1>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형식적 정합성 변화(1987～2007년)
복지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 잔여적 복지
- 고임금 노동

- 제도적 복지
(1)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민주주의

- 잔여적 복지
- 조합주의 타협

- 제도적 복지
(2)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4)

노동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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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차별화와 국가정책을 통한 노동력의 유지라는 이중적 노력이
투영되는 가운데서도 시장과 정치 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부분
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시기 (1) : 1987～97년>
이 시기는 1987년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고도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노동체제는 완전고용의 신화 속에서 시장에서의 고임금 노동을 지
향하고 국가는 시장경제 안에서 중요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제도적
복지제도의 확충은 최소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기 (2) : 1998～99년>
이 시기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전반의 위기로 특징되는 시기이다. 지
난 20년 동안 드물게, 그리고 잠시동안 노동시장정책보다 노사관계적 이
해조정이 작동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탈상품화의 논리보다는 사회보험
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새로운 위험에 대해 대응하려는 조합주의적 처방
이 중심을 이루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기 (3) : 2000～04년>
이 시기는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 비교적 시장논리를 충실하게 추종하
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 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대사회보
험의 내실화와 통합화가 화두를 이루고 국가 재정적으로 복지제도에 대
한 투자가 늘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기 (4) : 2005～07년>
이 시기는 2005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등 공
급측면의 노동시장정책을 넘어서 수요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적
극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일자리에 대한 시장논리를 넘어서서 사회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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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4가지의 시기구분은 복지체제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와 민주주의 간에 단선적인 발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즉 복
지국가의 발전을 politics against market으로 본다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치적 조정에 의해 상당히 진전될 듯했던 복지체제가 위기극복 이후는
다시 세계화된 시장환경에 충실히 순응한 보수주의적 경로를 보여주다
다시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의 유휴인력
문제가 적체되자 2005년 이후부터는 국가가 공공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
에 적극 개입하는 정치적 선택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일견 일종의 혼합
적인 복지국가 경로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장과 정치 간의 수단을
넘나드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유휴화 노동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균형
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장이 활발하면(1시기와 3시기), 이를
중심으로 두고 복지체제를 가동하고 시장의 기능에 문제가 왔을 때(2시
기와 4시기)는 국가가 노사관계적 타협을 중시하거나(2시기), 일자리 창
출에 적극 개입하는(4시기) 정책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시장의 중요성이 정면으로 공격당하거나 탈상품화
의 필요성이 정면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노사관계적 타협, 즉 사회적 합
의도 사회보험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지 소득재분배나 조세개혁 등이 의
제화되지 못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도 매우 점진적이면서 공공
주도만이 아니고 민간참여도 열어놓는 자제력을 발휘했다.

제3절 복지제도의 생산주의적 특징

현재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체계상으로는 1차인 사회보험, 2차인 공공
부조, 3차인 긴급지원 등으로 비교적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1
차인 사회보험에서 보장률이 여전히 부족하고 2차인 공공부조에서도 비
수급 빈곤층이 약 177만 명, 차상위층이 86만 명이 존재하는 등 내용적으
로는 미성숙되어 있다.
사실상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은 노동시장에서 빈곤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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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저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업 계층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시
장 기능도,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공공적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
다. 1차 사회안전망의 부실은 많은 인력들을 한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해서 저임금 노동시장도 생산성 향상에 의존한 상향 발전이 아닌 하향 경
쟁에 의한 단순 산업생산성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연금제도를 보면 우
리는 노동력의 58.8%만이 가입되어 있는데 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이나
일본은 90% 이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전국민 연금이라고 하지만 비정
규직,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에서 많은 이들이 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 노
동시장에서 한계적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들은 연금에서도 제외되어 있
어 이들은 미래에도 한계적 생활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그림 4-1] 현 사회안전망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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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ension coverage
Number of contributors to mandatory pension system1)
As percent of labour force

As percent of
working-age population

오스트리아

2004

80.8

58.8

벨기에

1995

86.2

65.9

캐나다

1992

91.9

80.2

체코

2003

86.0

61.0

덴마크

2003

92.0

74.0

핀란드

2003

90.3

67.0

프랑스

2003

90.0

62.0

독일

2003

88.0

64.0

그리스

2002

79.0

52.0

헝가리

1996

77.0

65.0

아이슬랜드

1993

92.0

91.0

아일랜드

2002

93.0

64.7

이탈리아

2003

90.0

56.0

일본

2003

94.0

73.0

한국

2004

58.8

39.9

멕시코

2002

34.6

22.6

네덜란드

2002

94.0

72.0

노르웨이

2003

92.0

75.0

폴란드

2005

84.8

54.5

포르투갈

2003

92.0

71.0

슬로바키아

2003

58.8

55.0

스페인

2003

92.0

63.0

스웨덴

2003

90.0

72.0

스위스

2003

99.0

84.0

터키

2002

44.9

24.3

영국

2003

94.0

73.0

미국

2003

91.0

71.0

83.6

63.4

OECD 평균

주 : 1) This table does not take into account any universal, tax-financed pensions.
자료 : World Bank(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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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의 사회보험 도입시기 및 확대과정
도입시기

건강
보험

확대 과정

직장

1977

-

공교

1979

-

직종․지역 1981

- 1990년대 의료보험 통합추진

- 1997.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88. 농어촌지역/ - 2000. 7. 국민건강보험공단
1989. 7. 도시지역
설립
확대

공무원

1960

-

군인

1960

-

연금 사립교직원 1975
보험
1988
- 1992. 5인 이상/1995. 군 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
국민연금 (10인 이상
1999. 4. 5인 미만 및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
사업장)
산재보험

1964
- 2000년 7월 이후 1인 이상까지 확대
(500인 이상
- 적용사업장수 1997년 22.8만→2002년 100.2만
사업장)

고용보험

1995
- 1998. 1. 10인 이상/1998. 3. 5인 이상/1998. 10. 1인
(30인 이상
이상
사업장)
- 적용사업장수 : 1997년 4.7만→2002년 82.6만

한편, 한국의 사회보험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조보다 더 잘 발전된 제도
화를 겪었는데 이는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 체계화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
년에 도입되었다가 2000년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은 1995년에 도입되었다가 1998년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국
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다가 1999년에 5인 미만 및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되었다. 최소한 형식적 측면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몇 년에 걸쳐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제도가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노조조직률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노동시장으
로 인해 사회보험의 수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강화되었고 시장 약자들
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결과가 사회보험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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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총소득대비 순조세 및 소득세 부담(2005년 기준)
29.2

%30
25

25.2

24.9 24.0
23.6 23.7

24.0
22.3
19.4

20

17.1
15.4

16.7

15.3

15

14.9

12.1
10.9

10.1

10

8.6

7.9
5.0

5

3.5
1.4

1.5

0

-2.8
-5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순조세

일본

OECD 평균

한국

소득세

주 : 1) 2자녀 가정 기준(1인 소득).
2) 순조세부담은 소득세+피고용자사회보장기여금-현금급여.
자료 : OECD(2006), Taxing Wages.

한국은 제도적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판단기준인 높은 순조세부담 수준
에서 OECD 국가들에 비해 한참이나 뒤떨어지지만, 특히 사회보장세보다
는 소득세에서 매우 낮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순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은 14.9%인데 우리는 8.6%이고 소득세 부담에서는 OECD 평균이
10.1%인데 비해 우리는 1.5%이다. 즉 우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기
여금의 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회보장 기여금은 어느 정도
OECD의 평균수준이고 미국, 독일,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이나 조세부담
률에서 다른 나라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생산주의적 복지제도, 또는 조합주의적 복지제도의 단편적 특징
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비슷하지만 조세부담에서
매우 뒤진다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발전에 대해 매
우 인색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열패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해 이들은 시장과 복지에서 이중으로 한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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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세와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시장소득 Gini 계수
가처분소득 Gini 계수
(A)
(B)
2000
0.4031
0.3859
한국
2004
0.3111
0.3016
스웨덴(‘94)
0.439
0.230
프랑스(‘94)
0.417
0.278
독일(‘94)
0.395
0.282
영국(‘95)
0.428
0.312
미국(‘95)
0.411
0.344
자료 : 고경환(2007), <표 4-1>에서 수정 후 인용.

소득분포 개선율(%)
(A-B)/B×100
4.5
3.1
90.9
50.0
40.1
37.2
19.5

이는 조세와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를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
다. 한국은 소득재분배에서 매우 낮은 조세와 공적이전 효과를 가지고 있
는 나라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
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세와 공적이전 후 개선된 지니계수는 약간씩 나아
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개선율은 아직도 6.6%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것이어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참이나 뒤진다.
[그림 4-3] 조세․공적이전의 불평등 감소 기여도
(단위 : %)

주 : OECD 평균은 1999년을 기준으로 OECD 11개 회원국 평균치.
자료 : 보건복지부(2006),『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프로젝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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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선진형 사회안전망의 기대수준

주 : 1) 사회지출=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법정민간사회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2)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자료 :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조세연구원(2005); 비전 2030(2006).

조세 및 공적이전의 불평등 감소 기여도의 OECD 비교를 보면, OECD
평균은 61.1%인데 비해 한국은 4.5%이고 이는 스웨덴 111.7%, 독일
54.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28.3%, 미국의 32.3%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수치이다. 불평등이 재분배에 의해 거
의 완화되지 않는 나라인 것이다.
복지선진국들은 사회안전망의 수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 양
자가 발전되어 있다. 선진국 복지국가는 대략 35%에서 50% 수준의 국민
조세부담률과 공공지출에서 GDP 대비 사회지출이 20% 내지 30%에 달
하는 나라들이다. 우리는 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조세 및 재정 구조를 가
지고 있다. 특히 국민부담률도 그렇지만, 사회지출을 보면 현저하게 낮아
현재의 조세제도 안에서도 거두어들인 세금을 사회복지를 위해 예산전환
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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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Social spending in OECD countries Per cent of GDP, including
pensions, in 2003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체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슬로바키아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
OECD 평균

Gross public
spending

Net public
spending1)

31.3
28.7
27.6
27.6
26.5
26.1
25.1
24.2
23.5
22.5
21.2
20.7
20.3
20.1
18.7
18.0
17.9
17.7
17.3
17.3
16.2
15.9
6.8
5.7
20.7

24.2
25.4
20.1
26.2
22.9
20.6
20.2
20.6
20.8
17.7
19.5
17.9
17.6
18.6
16.6
15.0
17.0
17.6
17.2
16.0
17.3
13.8
7.6
5.9
18.2

Net mandatory Total net public
private
and mandatory
spending
private spending
0.3
24.5
0.3
25.7
0.1
20.2
0.6
26.8
0.0
22.9
0.5
21.2
0.9
21.1
1.4
22.0
0.4
21.2
2.1
19.8
0.2
19.7
0.4
18.3
0.0
17.6
0.6
19.3
3.3
19.9
0.0
15.0
2.3
19.3
0.6
18.2
0.0
17.2
0.2
16.2
0.4
17.6
0.0
13.8
0.0
7.6
1.8
7.8
0.7
18.9

주 : 1) Adjusts for the impact of the tax system on social expenditure.
자료 :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3,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지출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과 프랑스
가 25% 내외이고 미국이 19.3%이며 OECD 평균이 18.9%인데 한국의 경
우는 7.8%로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2등이다. 더욱이 한국은 강제적인
민간지출이 많아 이를 제외하고 순수 공공지출만 비교하면 멕시코조차
제치고 최저수준이다. 복지제도가 갖추어지고 복지예산이 다소 늘었더라
도 형식적으로는 최소주의 복지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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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전체 취업자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국제 비교

% 25

20

18.4

17.4

15
11.1
10

10.3

8.7

5
2.0
0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한국

전체 취업자 중의 비율

자료 : ILO(2002),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한편, 최소주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적극적 복지국가의 역할은 시장
에만 일자리를 맡기지 않고 이를 국가가 직접 만들어낸다는 데 있고, 특
히 복지일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보건 및 사
회복지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북구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18.4%, 덴마크
는 17.4%이고, 독일 10.3%, 영국 11.1%, 미국 8.7%인데 한국은 2.0%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수준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한참이나
낮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근 10년 동안 외양은 선진국 형태로
갖추었지만 복지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매우 뒤처져 있고,
내용적으로는 최소한의 복지를 전달하고 생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양
극화된 기본 구조를 보완하기보다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망, 낮은 조세분담률과 낮은 복지지출은 바로
그 대표적인 양태들이다. 아울러,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수준도 이런
특징이 반영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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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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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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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주

캐나다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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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55~64세)

자료 : OECD(2005), Employment Outlook.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전국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국가 대신에 노동자
중심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왔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취약
하다. 노동시장 구조만 보더라도 여전히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일단 조합주의적 국가의 특징 중 하나인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유사하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
덴마크, 스웨덴 같은 사민주의 국가에 비해 낮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임금 및 고용기회상의 차이가 크다.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그런 결과이다. 그러나 특히 같은 조
합주의 국가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 고령자의 고용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
은 제도적 복지국가의 틀이 미약하기에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의 전통이 같이 남아 있다.
아울러, 노동자중심의 사회보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복지국가라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 조합주
의 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이 모두 90% 내외의 높은 임금근로자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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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여성의 비중
(단위 : %)
한국

일본

대만

호주

1985

54.1(39.0)

74.3(39.7)

64.1(36.5)

83.6(38.4)

1990
1995
2000

60.5(40.8)
63.2(40.4)
63.1(41.4)

77.4(40.6)
81.5(40.5)
83.1(40.8)

67.6(37.5)
69.2(38.6)
71.1(40.3)

84.1(41.6)
84.1(43.2)
85.6(44.1)

2005

66.4(41.7)

84.8(41.4)

73.8(42.1)

86.7(44.9)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85

85.0(42.0)

88.0(39.4)

92.7(47.1)

86.9(41.9)

90.9(44.1)

1990
1995
2000

86.8(43.0)
89.2(44.9)
90.8(45.5)

89.1(40.6)
89.3(42.5)
89.0(44.1)

90.8(48.0)
88.8(48.3)
89.7(47.9)

84.9(43.3)
84.4(45.5)
87.2(46.1)

91.2(45.2)
91.5(46.1)
92.6(46.5)

2005

91.0(46.8)

87.8(45.3)

90.2(47.8)

86.5(46.7)

92.5(46.4)

주 : ( ) 안은 여성의 비중.
자료 : OECD(2006), Labour Force Statistics.
대만(2006),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6.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복지국가의 작동이 기본적으
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보여준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을 가진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셈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혜택은 현재의 분절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수동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별로 노동시장에서 현
격한 임금과 근로조건 차이를 보완해 주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이를 더 강
화시켜 주는 사회보험체계가 나타났다.
2006년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이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은 절반
정도이고 일용직은 1/3 정도였으며, 주당근로시간에서는 임시직이 48.3%
로 상용직 46.8%보다 많았고,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적용은 상용직이
97.4%인데 임시직은 30.1%, 일용직은 3.9%이며, 건강보험 적용률은 각각
98.2%, 30.8%, 3.3%이고, 고용보험은 84.1%, 27.6%, 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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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
(단위 : 천 원/월, 시간/주, %, 천 명)
사회보험 적용비율
월평균
주당
임금총액 근로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수

전체

1,143

-

49.7

52.3

44.3

13,202

200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527
852
646

-

86.8
20.6
4.2

89.6
23.7
4.9

73.9
22.4
5.2

6,377
4,541
2,284

전체

1,242

49.3

52.2

54.7

47.4

13,540

2001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649
916
689

49.8
51.1
44.1

91.9
18.5
2.5

94.2
22.2
3.0

80.1
21.1
3.3

6,706
4,613
2,221

전체

1,325

49.3

52.7

55.5

48.0

14,030

2002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769
971
760

49.5
51.1
45.1

91.7
21.6
3.1

94.2
25.9
3.6

79.6
24.6
3.9

6,851
4,806
2,372

전체

1,466

48.5

57.7

59.5

49.8

14,149

2003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958
1,032
759

48.7
50.2
44.0

95.9
24.4
1.9

97.2
27.6
2.2

80.4
24.2
2.6

7,236
4,872
2,041

전체

1,542

47.8

59.5

61.3

52.1

14,584

200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36
1,080
779

48.1
49.7
42.5

95.9
25.9
2.6

97.0
29.5
2.8

81.6
25.8
3.5

7,700
4,813
2,071

전체

1,593

47.5

61.4

61.9

53.1

14,968

2005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117
1,102
783

47.4
49.6
42.9

97.3
28.9
3.3

98.0
29.4
2.8

83.0
26.8
2.8

7,926
4,879
2,164

전체

1,656

46.6

62.6

63.2

54.6

15,351

2006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184
1,139
814

46.8
48.3
41.8

97.4
30.1
3.9

98.2
30.8
3.3

84.1
27.6
2.9

8,243
5,018
2,090

주 :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년도 6～8월 평균치, 주당근로시간은 평소근로시간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원자료, 각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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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업규모별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 현황(2005년)
(단위 : %)
고용보험
13.1
58.2
80.1
88.9
90.6
93.3
94.8
90.2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사회보험 가입률
건강보험
국민연금
12.4
11.1
51.2
49.5
79.2
77.6
87.3
84.6
96.1
90.4
97.0
92.6
97.4
94.4
98.8
91.3

퇴직금

상여금

8.7
37.3
53.2
65.5
78.4
84.0
86.7
91.3

11.8
41.5
65.1
80.4
90.1
93.7
91.7
92.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5),「사업체근로실태조사분석」.

기업규모별로 근로자간 사회보험과 부가급여에 있어서도 차이가 현격
하게 나타나는데, 1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대체로
90% 내외인데 비해 1～4인 영세기업에서는 58.2%이고 이런 차이는 건강
보험, 국민연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퇴직금과 상여금에서
도 10인 이하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혜택은 그 이상과 현격한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4-7] OECD 주요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추이(임금근로자, 2004년)
%6

5
4
3
2
1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뉴질랜드

자료 : OECD(2005), Employment Outlook.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미국

체코

일본

슬로바키아

멕시코

폴란드

한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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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적용업종
1990
1995. 9～1996. 8
1996. 9～1997. 8
1997. 9～1998. 8
1998. 9～1999. 8
1999. 9～2000. 8
2000. 9～2001. 8
2001. 9～2002. 8
2002. 9～2003. 8
2003. 9～2004. 8
2004. 9～2005. 8
2005. 9～2006. 12
2007. 1～2007. 12
2008. 1～2008. 12

10인 이상 전산업
10인 이상 전산업
10인 이상 전산업
10인 이상 전산업
10인 이상 전산업
5인 이상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영향률(%)
4.3
1.9
2.4
2.3
0.4
1.1
2.1
2.8
6.4
7.6
8.8
10.3
11.9
13.8

주 : 1) 영향률＝수혜근로자/적용대상근로자 ×100.
2) 2008년도 최저임금은 2007년 7월에 고시된 최저임금안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의결경위」, 각년도.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노조조직과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조합
주의적 타협이 특징이다. 그 타협의 일차적인 내용은 전통적으로 근로시
간을 줄이고 시간당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이 높다는 것이 특징인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합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의 근로시간조차 훨씬 상회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노동자 중심의 복지체제가 발전해 온 경우라고 보
기에 어렵다.
노동시간만 장시간이 아니라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한국은 복지국가 비
교대상 국가 중 최저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어 왔다. 노동
은 복지를 넘어선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편이 되지 못하고, 노동을 통해
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조건이 되어 왔다. 최저임금은 1999년에 5
인 이상, 2000년에 전산업으로 늦게 적용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수혜근로자들이 2000년이 되기 전까지 2% 내
외였고 2005년이 되면서 10%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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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국 가

저임금근로자비율

국 가

저임금근로자비율

한국(2005)

26.8

미국(2005)

24.9

한국(2004)

26.3

미국(2001)

24.7

한국(2003)

27.5

덴마크(2000)

8.6

한국(2002)

23.2

영국(2000)

19.4

한국(2001)

22.6

독일(2000)

16.0

한국(2000)

24.7

핀란드(2000)

10.8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 각년도.
BL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1, 2005년도 원자료.
OECD(1996), Employment Outlook.
EU(2004), Employment in Europe.

금의 인상이 이 기간 중 이전에 비해 많이 상승해서 대상자가 많아져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층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그만큼 빈곤노
동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 저임금 근
로자가 많다는 것은 낮은 복지수준이 노동시장임금의 최저수준을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확대에 따른 저임금 확산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약 27%에 달하는 저임금근로자는 사민주의 국
가인 핀란드의 10.8%, 덴마크의 8.6%,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의
19.4%보다 비중이 훨씬 높고, 가장 많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가진 미국
보다도 높다.

제4절 소결 : 실패한 조합주의와 생산주의적 복지국가

결국, 노동시장이나 복지제도 모두 조합주의적 형식은 취하면서도 제
대로 조합주의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 데는 자본과 노동 모두 제대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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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못하고 있고, 생산성 중심의 고비용-고부가가치의 하이 로드(high
road) 타협을 노사가 이루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저임
금-저복지-저생산성을 전제로 요소투입적 성장에 집중해 온 발전국가의
전략이 이를 강하게 특징지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국가의 개입이 적었
다면 이상적으로는, 조세부담을 많이 하는 고복지와 조세부담은 줄이되
임금을 많이 주는 고임금 중 하나의 체제에 노동자와 자본가가 동의했겠
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런 발전국가의 생산주의적 복지체제 전략은 자본으로부터는 낮은 조
세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은 그 대신에 항상
불만에 가득찬 노동자들과 대결하고 다투는 데 비용을 많이 들여야 했고,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저임금-저복지의 쌍두마
차 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만약 노동운동의 힘이 강했더라면
발전국가의 생산주의적 복지체제 전략은 일정한 역사의 전기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국가는 보다 많은 임
금을 주고라도 요소투입적 성장을 이어가려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조
합주의적 타협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고, 1997년 경제위기 국면은 기초생
활 보장이라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일부 도입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
회보험의 제도화와 내실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조합주의적 타
협 모색이라는 점에서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타협의 가능성
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대기업 위주의 임금인상과 대기업부문만의 부
분적이고도 대기업 개별적 노력에 의한 미시적인 조합주의 타협으로 귀
결되었다. 이후 1997년 경제위기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파편적인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전국적 수준으로 일반
화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고, 여기에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노선 전략
의 부재와 여전한 대기업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 관성이 작동되었다. 결
국, 발전국가는 해체되지 않았고 생산주의적 복지국가의 이념은 강하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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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이루어낸 원동력과 배경은 무엇인가? 달리 표현해서 자본
주의적 시장원리에 대한 정치적 조정을 유도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서
론부에서 지적한 대로 서구의 경우 복지국가의 힘은 탈상품화를 향한 노
동의 요구가 일차적인 원동력이었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85;
Hicks, 1999).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취약한 노동(마인섭, 2002), 노동운동의 정치세
력화 실패(고세훈, 2003) 등으로 인해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탈상품
화가 아닌 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가 더 강하게 작동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차
이는 노동운동의 상대적 발전과정에서도 과거보다 더욱 극명해졌다. 그
렇다면 노동운동의 상대적 약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의 힘이 작동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양재진(2005)은 1987년 이후의 노동의 전투성이 잠재력은 높았지만 기
업별 노동운동에 의해 공공재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본다. 단위노조가 법
과 제도상 노조원 자격부여와 단체행동에 있어서 실권을 가지고 노조원
들의 이해를 성공적으로 보장해 주었기에 기업별 노동운동이 공고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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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중앙집권화는 지난한 과제가 되었다.
노동운동의 특징을 확장해서 노사관계 일반 유형으로 보더라도 노사관
계가 복지국가 발전에 뚜렷하게 기여하거나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피터
아우어(2000)는 노사관계에서 몇 가지 유형별 특징을 정리했는데, 북유럽
형 조합주의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규율이 엄격한 유형으로 철저한 조정
과 마찰의 회피,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규제의 완화를 특징으로 하고 국
가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특징으로 한
다. 이에 비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중부유럽 사회적 파트너
십 모델은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일자리 제공보다는 소득보전에
중점을 두며 실업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다. 앵글로색슨형 노사관계는
다원주의 모델로 파편화된 이해관계, 통합적 조정의 부재, 상대적으로 높
은 노사분쟁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라틴형 대립주의 모델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해집단간의 역할이
불안정하여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며 노사간 분쟁이 많으나 조정노력도
가변적이고 복지국가는 초보적 수준에서 선언적인 모델이다.
우리의 경우는 노사관계 유형 중심으로 보았을 때 앵글로색슨형 다원
주의나 라틴형 대립주의에 가깝다. 노사관계 모델로 보았을 때 국가의 개
입이 과도하고 노사간 조정력이 부족하고 복지는 선언적 측면에서 형해
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프랑스 등의 라틴모델이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 전후이고 단체협상적
용률도 그 수준이다. 프랑스 등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조조직률을 가
지고 있지만 단체협약을 거의 모든 부문에 확장시키는 국가적인 노력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시장에 여전히 맡기고 있다. 영미형 모델의 특징이
나타난다. 기업별로 분권화된 노조조직과 단체교섭의 관행도 조율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이중 경제의 논리에 이중 노
동체제가 조응되어 단단한 동맹을 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Lindert
(2004), Atkinson(1999)이 지적한 연대의식이 약하다.
그러나 노동자간 연대의식이 약한 것은 한편으로는 고도성장의 결과이
기도 하지만 노동운동 미성숙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불균형적, 이중적
경제에 충실히 따라온 노동운동이 1987년 이후 10년간 제도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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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서유럽국가의 노조 조직률, 고용주 조직률 및 단체협약의 적용비율
(단위 : %)
노조
조직률

고용주
조직률

스웨덴

77

60

72

부재

협약

핀란드

65

58

67

제한적

협약

덴마크

68

48

52

부재

협약

노르웨이

45

54

62

취약

협약

벨기에

40

80

82

활성화

법정한도(69%)

오스트리아

37

96

97

활성화

협약

독일

25

76

80

제한적

협약

스위스

18

37

50

제한적

협약

네덜란드

19

80

79

제한적

법정한도(60%)

아일랜드

37

44

-

취약

노사위원회

영국

21

57

40

부재

부재

이탈리아

32

40

-

부재

협약

프랑스

<7

71

75

활성화

법정한도(73%)

스페인

<15

70

67

제한적

법정한도(40%)

포르투갈

<20

-

-

제한적

법정한도(70%)

그리스

<15

-

-

활성화

법정한도(57%)

36

62

69

국 가

평균

단체협약의 협약내용의
적용 비율
법률화

최저임금

자료 : Visser(2002).

를 주장해 오지 못한 것이 이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연대적 기반이 나
타나지 못한 것이다. 세계최장근로시간, 최고 산재율을 가진 맹목적 생산
주의 국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노조가 연장근로수입과 현금성 기
업복지를 중시하며 이를 용인하는 동안 노동운동에서 복지국가의 필요성
은 여전히 억눌려 왔다.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복지제도는 조합주의적 국가
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추구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못한 잔여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도 조합주의적 국가가 가지는 특징이 약했다.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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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사용자조직률을 가진 전통이 있다. 그리고
노조조직률을 훨씬 상회하는 단체협약적용률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협
약에 의해, 또는 법으로 이렇게 협약의 효력을 확장해서 교섭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 조합주의의 특징이다.
<표 5-2> 노사관계 주요지표 추이
노동조합

노사분규

임금
근로자
조합원 조직률 발생건수 참가자수 손실일수 파업성향 지속일수
(천명)
(천명) (%)
(건수)
(천명)
(천일) (일/천인) (일)
1980

948

14.7

206

49

61

9.5

-

6,464

1985

1,004

12.4

265

29

64

7.9

-

8,104

1986

1,036

12.3

276

47

72

8.5

-

8,433

1987

1,267

13.8

3,749

1,262

6,947

755.8

-

9,191

1988

1,707

17.8

1,873

293

5,401

562.0

-

9,610

1989

1,932

18.6

1,616

409

6,351

611.4

-

10,389

1990

1,887

17.2

322

134

4,487

409.8

19.1

10,950

1991

1,803

15.4

234

175

3,271

279.6

18.2

11,699

1992

1,735

14.6

235

105

1,528

128.3

20.1

11,910

1993

1,667

14.0

144

109

1,308

109.5

19.9

11,944

1994

1,659

13.3

121

104

1,484

118.9

21.6

12,479

1995

1,615

12.5

88

50

393

30.8

22.6

12,899

1996

1,599

12.1

85

79

893

67.6

28.6

13,200

1997

1,484

11.1

78

44

445

33.6

22.7

13,404

1998

1,402

11.4

129

146

1,452

119.1

26.1

12,296

1999

1,481

11.7

198

92

1,366

109.1

19.2

12,663

2000

1,527

11.4

250

178

1,894

144.1

30.0

13,360

2001

1,569

11.5

235

89

1,083

79.3

31.7

13,659

2002

1,538

10.8

322

94

1,580

111.4

30.2

14,181

2003

1,550

10.8

320

137

1,299

90.2

29.0

14,402

2004

1,537

10.6

462

185

1,199

80.5

24.7

14,894

2005

1,506

10.3

287

118

848

55.8

48.6

15,185

2006

-

-

138

131

1201

77.2

54.5

15,551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각년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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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특성별 노조가입률 현황 추이
(단위 : 천 명, %)
2004. 8.

2005. 8.

임금
조합 가입
근로
원수 률
자수

임금
근로
자수

상용근로자
고용
임시근로자
형태별
일용근로자

7,700 1,735

7,926 1,674

성별

22.5

2006. 8.

조합 가입
원수 률
21.1

임금
근로
자수

조합 가입
원수 률

8,243 1,634

19.8

4,813

72

1.5

4,879

78

1.6

5,018

92

1.8

2,071

8

0.4

2,164

9

0.4

2,090

8

0.4

남성

8,489 1,369

16.1

8,682 1,339

15.4

6,442

444

6.9

여성

6,096

446

7.3

6,286

421

6.7

8,909 1,290

14.5

고졸 이하

9,117 1,000

11.0

8,523

881

10.3

9,259

878

9.5

1,748

213

12.2

2,552

286

11.2

1,968

229

11.6

3,719

602

16.2

3,894

593

15.2

4,125

627

15.2

11.8 15,351 1,734

11.3

학력별 초대졸
대졸 이상
전체

14,584 1,815

12.4 14,968 1,76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원자료, 각년도.

우리의 노조 조직률은 현재 10% 정도이다. 1989년에 18.6% 정도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11% 정도의 낮은 조직률을 유
지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노조조직률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것이고 그나마 양대노총으로 양분되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조직보다
더 느슨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5개의 대표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단체
협약의 적용률도 노조를 넘어서 확장되지 못해 왔다. 한마디로 조합주의
적 노사관계의 지형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가운데서도 특히 노조조직률은 신분과 기업규모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중적인 노동체제와 이에 근거한 복지체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용형태별로 보았을 때, 상용근로자는 19.8%의 노조가
입률을 보이는 데 비해 임시근로자는 1.8%, 일용근로자는 0.4%의 가입률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체제의 발전과정이 근로
자 신분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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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업별 노동운동의 전개와 특징

한국의 현대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
가? 선진국에서나 신흥공업국 중에서 드물게도 기업별 노조와 노사관계
가 있다는 점, 국제적으로도 노동운동이 아주 전투적이고 노사관계가 매
우 대결적이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업별, 대결적 노사관계가 대부
분 대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일본의 협력적인 기업
별 노사관계의 특징을 감안한다면(Dore, 1973; Cole, 1979), 매우 다른 산
업화의 결과임에 분명하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기업별 노조가 가지는 기
능은 항상 협력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기업별 노조는 상호 모순적이지만
양면을 추구하고 있다. 회사와 조합원들의 이해가 상치될 때는 조합원의
이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
력한다는 것이다(Shirai, 198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의 기업별 노조는 양면 중 협력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면 한국의 기업별 노조는 대결적 측면이 두드러진다는 데 차
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대결적 노사관계가 대기업 안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독과점적 시장지위와 수출신장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누리면서 종업원들에게 매우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결적 속성이 두드
러지는 원인과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협의의 노사관계 영역 안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관점에서 발전한 데서 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한국, 필리핀 등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
(social movement unionism)은 단지 노사관계만이 아닌 전체 사회의 맥
락에서 노동운동이 발전한 경우이다. 이는 미국의 비즈니스 노동조합운
동(business unionism)과는 달리 시민권적 운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다(Johnst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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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7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
주주의의 분출과정에서 나타났으나, 이후 바로 대기업중심의 임금인상
투쟁을 중심으로 전투적 성격을 강화한 반면 정치적 세력화에는 실패하
고 1997년까지 10년간 주로 사업장 단위의 노동운동에 머물렀다.
1987년 6월에 시작된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노동조합운동도 폭발적으
로 증가했다. 1987년 6월 이전까지 단위노조가 2,700여 개에 총 조합원수
가 105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단위노조 7,800여 개에 총 조합
원수 193만 명으로 늘어나는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 수는 1990년
부터 1997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1998년에는 114만 명으로 다시 크게 줄
어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원인이 있다. 하나는 1990년대 들어 중
소기업의 노동조합운동은 중소기업의 휴업, 폐업에다 한계상황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의 기반이 심각하게 잠식당한데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기업내부의 정규직들이 상당부분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Lee, 2003). 이
후 조합원 수는 다소 증가하여 2002년에는 126만 명 수준을 회복하게 된
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중심 노동조합운동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2001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노동조합이 417개로 전
체노조수의 6.8%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합원 수는 115만 명으로 전체조합
원 수의 73.5%를 차지했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폐쇄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노
동시장이 완전히 분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87년 이
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노동시장 분절현상이 구조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노동이동률이 매우 높고, 이와 연관
해서 기업들이 기업특수적 기술을 가질 만한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
이었다(어수봉, 1992; 박기성, 1992). 물론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노동시장의 팽창은 신규 일자리의 대규모 충원에 기인해서 노동자들의
이동률을 높인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단계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한국의 노동이동률은 높은 편이었다. 박기성(1992)에 따르면 한
국의 노동자들의 1979～89년까지 평균근속률은 1960～70년까지 앞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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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를 경험했던 일본 노동자들의 그것보다 확실히 낮다.
한국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적어도 1980년 중반까지는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부문 간에 인적자본요인을 통제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수
준에서 분절적 현상은 없었으며 노동자 개인의 생애동안 두 부문간에 비
교적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정이환, 1991; Koo,
1990; 송호근, 1991). 물론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
적인 기술에 의존한 대량생산방식을 추구해 왔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송호근, 1991: 220～221). 아울러 정부가 직접 직업훈련소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의 반숙련공 등을 기업들에 제공해 주었고 대기업부문의 노동
운동 및 임금수준을 통제해 왔다는 점(Steers et al., 1989; Bognanno, 1988;
김형기, 1988)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이동 및 임금수준에서 큰 차이
가 없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낳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대규모의 노사분규를 거쳐서 대기업부문에서 대폭
적인 임금상승 및 고용조건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분
절화되기 시작했다. 500인 이상 대기업과 99인 미만 소기업을 비교했을
때 노동자들의 임금대비가 1987년에 102.9：100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22.5 : 100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정이환, 1992: 66).
이는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동조합운동과 연관된 결과이며
아울러 노동조합운동의 과실이 노동운동의 분출단계에서부터 대기업부
문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분절화된 노동운동 또는 대기업 중
심으로 분권화된 노사관계가 나타나게 되기까지는 우선적으로 1987년 이
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군사정권의 통제와 그들이 법적으로 기업별 노
조만을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987년 이후 정치사
회의 민주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동운
동을 버리고 보다 집중화된 노동조합의 건설이나 노사관계의 성취가 가
능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노동운동이 기업별 체제에 안주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 있었음에 분명하다.
즉 민주화라는 환경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노사관계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환경의 변화를 사용자가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환
경을 노조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의해 노사관계가 결정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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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환경의 변화가 주는 새로운 기회와 압력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취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노사관
계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 전략적 선택론의 입장이다(Meltz, 1985:
315～334). 외부적인 압력들과 조직 행위자들의 이념, 가치, 전략들이 조
직의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노사관계의 변화가 나타난다
는 것이다(Kochan, Katz, and McKersie, 1986).
이런 전략적 선택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1987년 이전 권
위주의 정권들하에서는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집단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장받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부의 특혜와 대기업간 경쟁에 대
한 정부규제와 보호는 점차 약화되고 점차 시장 안에서 대기업간 경쟁원
리가 중시되면서 노사관계의 문제를 기업 내부화하는 선택을 했다. 즉 산
별이나 중앙차원의 노사관계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안에서 내부노동시장을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받아들이
는 것이 경영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 노조들은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하에서 초기에는
사회운동의 물결 안에서 노동조합의 성장을 추진했지만, 곧 기업별 노사
관계가 1987년 이전에 독과점 부문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쌓였던 부채성 임금을 받아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내부노동시장과 단체교섭이라는 새로운 기업내부의 제도가 경제
적 실리와 노동조합운동의 명분을 충분히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
각했다.
결국 대기업 노사들은 1987년 이후 자신들이 새로운 환경하에서 전략
적 선택을 해야 할 때, 분권화된 기업별 노사관계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런 선택이 분권화된 노사관계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단위의 유연하
고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
하도록 잦은 파업과 일상적 갈등을 보여준 것은 매우 특이한 점이다.
요약하면, 1987년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분배적 관
심에 함몰되어 있고, 고성과작업장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은 대기업 노사
관계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운동이나 단체교섭의 형태는 처음부
터 탈조직적 분권화로 나아갔으며, 최근 일부 산업별 노조로의 집중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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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는 대기업 안에서는 여전히 노사간에 관심이
되고 있지 못하다. 대기업 노조가 연대할 경우는 임금이나 고용문제를 산
별 또는 중앙차원에서 같이 해결하자는 맥락이 아니라 노동문제의 정치
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이고 이 경우도 매우 느슨한 연대를 할 뿐이다. 오
히려 1987년 이후 기업별 노조단위로서 분권적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노
조안 계파들의 형성과 계파들 간 이합집산을 통해 의사결정과 전략선택
의 통일성과 지속성이 약화되는 2차 분권화를 경험했다.

제3절 발전주의적 성장과 노동운동의 한계

196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경제는 GNP성장에서 평
균 9%대에 이르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제
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통해서 나타난
한국경제의 한 특징은 비록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에 힘입은 것이긴
하나 민간경제부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아울러 민간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재벌을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물론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기업집단과 유사하긴 하나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연결망으로 기업집단을 구축하는 데 비해 한국재벌은 소유주와 그 가족
에 의한 직접 경영이 주된 특징이다. 조동성 교수에 의하면 재벌은 국가
의 후원 아래서 발전되고 소유주와 그 가족들이 직접 경영하고 통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Cho, 1991).
재벌이 산업화 과정에서 급성장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지
난 몇 십년 동안 경제성장의 기본 축이 정부에 의한 수출지향 산업화에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정부는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거하
여 대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입상
의 특혜와 여신혜택, 그리고 각가지 세금감면이 재벌들에게 베풀어졌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Chang, 1991; Jones and Sakong, 1980; 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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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iggart, 1988).
재벌성장의 두번째 요인은 바로 재벌그룹이 비관련 산업분야에 다각적
으로 진출하면서 상호출자 및 오너에 의한 강력한 조정⋅통제하에 시장
의 실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조동성, 1991, 정병휴․양영식,
1992). 한국의 30대 재벌그룹 중 대다수는 제조업 안에서 뿐 아니라 무역,
유통, 건설, 금융, 교통 등에 다각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이들 다각화된 기
업들은 오너에 의한 직접 통제하에 상호 연계되어 있다.
정부가 재벌들의 기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재벌들의 광범위
한 시장행위가 오너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될 수 있었다는 두 가지 요인
은 곧 재벌의 경영구조가 최소한도로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Chandler(1977)가 말한 근대적 대기업 성장의
특징인 소유나 경영의 분리 필요성이 재벌의 양적 성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너가 기업의 경영을 전문경영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과 그
가족들에 의해 직접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실패의 위
험이 적었다는 이유보다 어떤 면에선 시장실패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의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비합법적인 거래가 기
업성장의 요체가 되고, 그룹내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밀스런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하에서는 상호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개인
적 연고자들로 기업경영의 상층부를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Shin
and Chin, 1989; Kim, 1992).
재벌과 그 계열사들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은 곧 그들이 노사관계에 어
떻게 임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우선적으로 재벌과 그 친
인척 및 개인적 연고권자들로 이루어진 최고경영자들은 노사관계의 혁신
이나 고성과 작업장의 구현이라는 데 경영의 우선 목표를 둘 필요가 없었
다. 기업의 성장이나 인수합병 또는 존망의 문제가 시장외적인 환경에 의
해 결정되고, 최고경영자들의 관심이 비밀유지와 외부와의 정치적 거래
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노조와의 협상이나 설득은 힘만 들고 성과는 경
영에 있어서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이었다.
동시에 노조가 흔히 내세우는 경영참여나 기업조직의 민주화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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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단지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인식되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즉 노조의 목소리는 오너십 경영체제의 유지와 경
영상 비밀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변수가
될 수 있기에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은 받아주되 다른 요구는 아예 목소리
가 커지기 전에 공세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성을 가졌다. 이는 결과적으
로 단체교섭이 임금인상 위주로 기능이 국한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 경영혁신은 노사간 의제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조장했고, 많은 대기업
경영자들이 노조의 존재나 또는 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가 아니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경
원시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기업들이 노조에게 요구했던 기능, 즉 목소리(voice)기능은 억
제하고 임금 독점(monopoly) 기능은 받아주는 전략이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측의 대응전략이 매칭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
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대기업노조들은 형식적으로는 목소리 기능과 독
점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개혁투쟁에서 상급
단위 및 대기업 노조단위에서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이는 그들이
누리는 임금과 복지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어느 정
도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대기업 노조
들이 목소리를 키워 왔던 문제는 바로 재벌기업들의 전근대적 오너십 경
영의 문제였고 바로 이 점에서 노조는 사용자들을 압박할 수 있었던 최대
의 지렛대를 획득해 왔다. 노사간의 많은 쟁점들이 바로 오너십 경영의
폐해로 노조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쉽게 그들
이 원하는 대로 노조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분명히 대기업부문에서 1987년 이후 나타난 노조운동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 중심의 경제발전과 국가의 권위주의
적 노동통제와 노사관계 개입에 따른 노사관계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지
만(Lee, 2000; 강순희, 1998), 결과적으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1990
년대 기업별 노조운동은 그 정치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과실은
대부분이 기업차원에서 임금과 복지로 실현되었고, 사회적 개혁이나 거
시조정을 위한 내적 준비가 소홀했다.

제5장 노동운동과 복지체제

125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노동운동은 “수
평적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의 실패와 파편화, 수직적 차원에서 자본
가에의 포섭과 독자성의 상실,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주변화” 등으
로 고립화되었다고 지적한다(김동춘, 1993 : 239). 즉 정치화의 성격이 매
우 전투적인 노동운동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단위의 교섭체계
나 노조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기업 내부의 전투적 성격을 가진 노조의 행태를 제압할 명분
이나 의지가 부족했다. 이는 곧 양자가 정치적 게임을 해왔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들은 한편으로 정치적, 사회적 명분을 걸고 파업과
투쟁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임금인상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가
진 파업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현장통제권력, 사회적 이슈들에 경
도된 노동운동은 결국 임금인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노조의 역량을 분산
시켜 노조가 원하는 합리적인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
이 지적되고는 한다(Cochran, 1977). 실제로 임금이슈는 다른 어떤 이슈
보다 선진산업사회의 파업을 설명하는 단일 이슈였다(Edwards, 1981;
Shorter and Tilly, 1974; Walsh, 1983). 그러나 노조가 왜 때로는 임금 이
슈에 한정된 실리적 파업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경도된 파업을 하
고 이로 인해 파업으로 인한 비용을 늘리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적었
다. 이는 노조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 의도하지 않았거나 통제되지 못한
집합행동이거나 단지 합리적 교섭의 실패에 따른 결과에 다름아닌 것으
로 간주되고는 했다.
그러나 정치화된 파업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따르면 노동운동의 최
선의 전략은 파업을 자주 하는 것이다. 이런 파업들이 승리했는가, 실패
했는가, 또는 어떤 이슈로 파업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대량의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잦은 파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
동자들이 파업 자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그 결과 파업으
로 인한 비용을 넘어서는 정도의 평화유지 대가를 추가임금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Cohn, 1993). 이는 Piven and Cloward(1977)이 주장했던
바를 지지하는 논지인데, 즉 빈곤층의 잦은 사회적 소요에 의해 상층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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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실리주의 노동운동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이론들은 노조가 사회
적 이슈에 집중하면 금전적 이익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
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이슈와 금전적 이익 간에는 배타적인 성격이 존재
하지 않는다. 실례로 한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산업안전과 같은 이슈
를 제기했던 노조들의 파업은 해당 사항의 개선 효과는 거의 없이 쉽게
높은 임금인상으로 성과가 돌아오곤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과 파업을 매개로 한 전투성의 과시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데 있어
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노동운동이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지
렛대이기도 하다. 즉 파업을 유난히 꺼려했던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를 효
과적으로 해체하고 사회민주화를 관철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1987년
이전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국가의 통제정책은 어떤 파괴적 행동도 억제
했고 그 숫자를 극소수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다른 부작용을 낳았
다. 그 부작용이란 통제되지 않거나 통제가 느슨한 상황에서라면 하찮은
것이었을 분규가 일반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에게 큰 충격
이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당국자들이 노사분규
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충격은
컸다. 노사분규는 노사관계 전체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주
인식되어 왔고, 국가당국자들로 하여금 유사한 종류의 쟁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
도록 만들었다(최장집, 1988: 281～282).
정치화된 운동노선의 기업별 노조운동은 다시 그 위와 아래에서의 정
치화된 운동노선과 밀접히 결합되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위로는 1990
년대 들어 나타난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이었고 아래로는 기업별 노조 안
에서 발전되어 온 현장조직 내지 계파들의 활동노선이었다.
우선 대기업노조운동은 1987년 이후 나타난 민주 노동조합운동의 노선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1987년 이전부터 존재해
온 한국노총이 아니라 1990년대 들어 결성된 민주노총에 소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대기업 노조운동의 전략은 상급단체의 노선과도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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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설정한 운동이념은 큰 범주에서 볼 때 경제적 조합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운동방식도 단체교섭을 포함한 경제투쟁 방식
이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반면 민주노
총의 운동 노선은 최소한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개혁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강순희, 1998).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조직배경으로 했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파업
이야말로 효과적으로 민주화 운동과 대기업부문의 독과점 이윤을 임금으
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자 조직 성장의 동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기업별 노조체제와 내부노동시장 모델의 온존을 가능하게
했던 노동운동의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기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
통적 운동이기보다는 그 대안으로 나타난 민주노총의 대결적, 전투적 노
동운동이었다. 민주노총 운동은 한편에서는 산별체제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기는 했지만 기업단위의 노동시장체제를 고수하면서 노동3
권에 관련된 권리투쟁에 집중되어 왔다.
1987년부터 전투적, 대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금이라는 실리를
효과적으로 얻어 왔던 이른바 1987년 노동체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이
어서 나온 구조조정으로 인해 큰 환경변화를 맞았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
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
이 조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 민주노총간부, 산별간부, 단위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3.6%가 민주
노총이 위기라고 응답하고 있다. 당시는 양대노총이 파견제반대와 공무
원노동3권 보장, 한일 FTA저지 등을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한 시기로 투
쟁분위기가 고양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위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양대노총을 비롯한 그 산하조직들의 굳센 결의와 노력
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 7년간, 10～11%대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총
파업이나 집회 등 동원투쟁은 현장 동력이 뒤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
조운동에 대한 여론의 이반으로 ‘무기’로서의 기능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
태이며, 사회개혁투쟁은 현장노동자들의 관심과 ‘분노’를 거의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128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1990년대까지 노조운동의 중심적 동력축이었던 임금투쟁은 IMF경제
위기 이래 주변적 이슈로 밀리고, 대신 고용이슈가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
하지만 노조는 정규직의 고용을 지켜내는 데도 버거운 상태이며 그나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안전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경제
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
차가 확대되고 있고, 노조운동진영은 격차해소를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있음에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1987
년 이후 대기업 노조가 보여주었던 전투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도래한 듯
보이고 대신에 대기업노조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방어적 운동노선이
강화되었다.
결국, 지난 1997년 이후 10년간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
다는 것은 단적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높은 고용안정과 낮은 노동이
동,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은 낮은 고용안정과 높은 노동이동이라는 특징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중구조는 다시 노사관계 제도에 의해
강화되는데, 대기업 및 공기업은 크고 활성화된 노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임금과 고용안정이 강화되며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부문은
노조가 없거나 취약하여 그런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런 배경에는 사용자의 지불능력, 나아가서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의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7년 이후 20년간 대기업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가 시장원리와의 조
화나 사회적 연대의 성취 어느 한 측면에서도 제대로 작동되어 오지 못했
다는 점에서 기업별 노사관계하에서의 단체교섭 모델에 한계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장 산별 노사관계로 이행하기에는 대기업의 노조나 사
용자 모두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근로자간, 기업규모간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고 사실상 고사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을 대체하여 전
국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균형된 노사관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선
상당부분 사회협약 모델이 중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섭모델은 비록 노사관계 모델로서는 산업별 교섭의 발전과
생산성 교섭의 정착 등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지만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고립된 운동, 양극화구조에 편승된 담합적 노사관계 출

제5장 노동운동과 복지체제

129

현, 임금만이 아닌 고용문제의 복합성 증대 등으로 노사평화를 담당하기
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확대, 구조조정 확산, 중소기업
한계화 등으로 조직적으로 노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전
체 노동시장 노동자층의 문제는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발전된 파행적 교
섭모델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노사관계의 과제로 확장된 측면이 있다.
이제 개방경제와 시장 양극화로 인해 나타나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상
시적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존 조직노동자들
을 상대로 한 교섭구조의 안정화와 파업유인 제거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
다. 사회적 협의와 노사정 협약모델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교섭문화는 보
다 실리적, 생산적 관점에서 합리화시키고, 사회개혁 및 경제정책과 관련
된 정치적 교섭 이슈는 상층으로 올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단지
대기업부문의 노사관계 안정효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
소기업 노동자처럼 조직적으로 대변해 줄 수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문
제까지도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복지제도의 보편적 발전에 대한
노동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제4절 소결 : 수직적 경제발전과 수평적 연대의 실패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은 곧 소수의 재벌 대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수직적 하청체계로 묶는 방식이었다. 이는 외부노동
시장의 일반적 발전을 제한하고 기업별 내부 노동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정규직이 아닌 많은 비정규직들이나 중소기업의 취약한
노동자들이 상향이동할 수 없는 폐쇄적 성격의 노동시장을 초래했다.
사회운동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출발했던 노동운동은 바로 기업별
운동논리에 함몰되었고 수평적 차원의 연대의 확장에 실패했다. 오히려
대기업 안에는 정파별로 운동의 이념과 방향이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
고, 이는 노동운동 역시 수직적 분화가 강해지면서 수평적 차원에서 사회
적, 정치적 연대의 추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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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업별 노조전환이 대거 이루어지고 산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별로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과도 제대로 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별
연대의 동력이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더 나아가 산별 노조운
동이 사회적 임금이나 복지국가의 보편적 완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
게 될지도 미지수이다.
선진국 복지국가의 완성에 노동운동이 가진 중요한 역할이 우리 사회
에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 두어야 하지만 지난 20년간
노동운동의 경로를 살펴볼 때,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보편적 복지국
가의 추동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오히려 시장이 세계화되고 노동시장도 직무중심의 외부노동시장의 중
요성이 더 강화되는 추세에서 수평적 연대의 가능성은 시장의 힘에 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산에 의해 토대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산별 노동운동의 향후 경로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발전과정
에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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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987년 이후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성과를, 1997년 이후
는 자유주의와 조합주의의 혼합된 경험을, 2005년부터는 자유주의, 조합
주의, 사민주의의 혼합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가 노동운
동의 힘만으로 추동되지 못하고, 시장주의가 전횡하지도 못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온 누적적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
여정부 간의 구분보다 2005년 이후를 새로운 복지체제로 보는 것은 이전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어진 복지제도의 새로운 선례를 벗어나지 못한 상
태에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 증액만이 있었기에 2003년이나 2004년을 굳
이 다른 복지체제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5년에 이르러 참여정부가
주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
리이자 복지제도의 질적인 전환, 즉 사민주의적 문제의식의 도입이 이 시
기에 이르러 나타났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가 되면 복지국가가 촉진될 것으로 보았
는데 사회적 권리나 연대의식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1998년부터 등
장한 민주정권들도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이르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에 포섭된 결과를 낳았다(복지국가소사이
어티, 2007).
이는 우리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두 가지의 요소가 작동된 결과로 보
아야 한다. 노동시장정책의 과잉발전과 노사관계의 과소기반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발전된 노동운동의 집합적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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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정책구성으로 본 한국의 복지체제변화
1987～97년

주요
행위자
특징

1997～05년
자유주의+조합주의 복
자유주의 복지체제
지체제
기업, 국가, 노조, 시민
기업, 국가, 노조
사회
- 사회안전망의 제도화
- 최소 사회안전망 유지
- 소득분배의 악화
- 소득분배의 개선
- 이중적 노동시장 성
- 높은 노동시장 성과
과(내부자와 외부자)

국민생활
시장 분배
보장원리

2005년 이후
자유주의+조합주의+사
민주의 복지체제
기업, 국가, 노조, 시민
사회, 정당
- 사회안전망의 강화
- 사회서비스의 강화
- 소득분배의 악화
- 이중적 노동시장 성과
시장분배, 사회안전망, 공
시장분배와 사회안전망
공적 일자리

서 탈상품적인 복지제도의 출현이 나타난데 비해 우리는 낮은 조직률은
물론이고 기업별, 고용신분별로 이중화된 노동운동과 연대의식 결여로
인해 탈상품화의 요구가 미비되었다. 동시에 자유주의 국가들보다는 분
명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재분배 정책기조는 포기되었고 대부분 인력의 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 복지제도의 확장이 여전히 억제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노동확산, 사회보험부실화의 결과는 결국 노동시
장기제에 과도하게 집착한 민주정권들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였고, 외형적
제도는 복지국가의 틀을 갖추어 나갔으나 국민들이 사회위험으로부터 안
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중심의 고립적 노동운동은 곧 대중적인 노동자정당을 활성화시키
지 못하고 정치적 과정이 아닌 독과점적 시장과 그에 종속된 하청시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상품화의 논리가 강하게 남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모순적인 결합양식인데,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철저히 분
리되고 경직적인데 이런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편적인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을 이식해 보았자 파편적인 제도효과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노동시장 내부에서 개혁할 이념이 노동운동
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민권적 권리로 보편적 사회제도개혁
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지도 못했다. 결론적으로 1987년 이후 노동
운동의 발전과정이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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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상당히 약하다. 오히려 일부 시민운동의 노력에 의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가 추동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장중심 노동
운동은 보편적인 사회보험 통합에 저항하는 일까지도 발생했었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탈상품화나 연대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공공부조, 자활, 4대 사회보험에 이어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
출까지 선진국들의 복지제도가 한국에 이식되기까지는 국가의 역할이 컸
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민주정부들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들 외에 하
나의 체계적인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사회투자국가에 이르는 이념과 체계를 위로부터 제시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국가의 역할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 단절된 가운데 등장했고, 이는 시장경제와의 정합성을 의식한 노동시
장 중심의 복지구상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재분배보다는 노동력의
재상품화가 지난 20년의 주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와 노동시장 연계형 복지제도가 발전하는 가운데,
적어도 대기업의 조직노동자들은 미시적 차원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혜
택을 얻고 있지만, 나머지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비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런 수혜에서 배제되어 있다. 저
임금 노동이라는 상품시장에서의 하향경쟁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탈상품
화의 보호망 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국가는 확충된 복지제도와 재정투입
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력이 떨어진 이들을 시장 안에 다시 밀어 넣는 발
전국가 노선에 치중했다. 이는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발전국가의 전통이
시장을 대체하려는 복지국가의 논리를 압도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발전국가 경로는 1987년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97
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음에도 여전
히 중요한 제도적 설계자로 작동해 왔다. 그 결과 복지체제는 노동시장과
의 연계성과 노동시장을 대체하지 않을 생산주의 이념을 요구받아 왔고 서
구 조합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운동과 자본의 타협에 의한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노도운동은 대기업 안에 고립되고 정부의 노동시장 정
책에 의해 조합주의적 복지제도가 파행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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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1987년 노동체제는 1997년 이후 복지체제의 본격적 발
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체제의 분절적 경
험을 강하게 복지체제에 이식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는 선언적 차원에서
보편적 외피를 가졌지만 보편성에 수렴하는 제도적 내실화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매우 파편적이고 분절적이며 최소한의 서비스가 전달되
어 왔다.
복지체제와 노동체제는 이런 분절성에 의한 상호 정합성이 강화되었
고, 이는 적어도 1997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형식적으로 별 갈등 없이 확대되었지만 어느 한쪽도 보편적 내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동거체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기초생
활보장제도는 방대한 규모의 차상위 계층이나 빈곤 노동자의 흡수에 한
계가 있거나 스스로 자제해 왔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보험이라
는 사회보험적 근간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고용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수혜가 적어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노동시장
정책이 될 수 없었다.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는 무엇일까? 소득재분배의 혁명이 없는
한 탈상품화의 이념이 작동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소득재분배를 이
루는 것은 지난하다. 국가만 발전국가의 전통이 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도 발전 이데올로기에서 헤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
은 분배 이데올로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생태학적 이데올로기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면
재분배 이데올로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더 취약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 집단간 배제를
없애는 조합주의적 복지체제의 완성이 현실적으로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
고 보여진다. 사회보험의 보편적 수혜성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있
어서 자본 이익에 대한 노동보상을 높여서 시장의 일차적 배분기능이 정
상화되는 데 국가, 노동, 자본이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약한
노동 대신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은 대표성의 한계와 기업별 속성으로 인해 복지국가를 스스로
추동할 힘이 미약하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복지국가 모델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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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결국 탈상품화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서 고려될 수밖에 없고 이는 노사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주의에 의해 관철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정
부 일방적인 발전국가적 영향하의 복지제도 설계보다는 사회적 협의와 합
의를 거친 복지체제가 위로부터의 개혁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는 유연하게 노동
력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조합주의 국가는 일정하게 축적되는 실업
군에 대한 경계심을 유보하면서 시장 안에서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유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업급여의 인정 및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
생활보장의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서 저임금노동에 대한 구조조
정이 필요하다.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서 걷기 힘들다면 많은 임금을 주어
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대
안으로 세금도 덜 걷고 임금도 낮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곧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의미하는데 여기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발전경로가 비가역적으로 보인다. 발전국가가 시장과 타협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복속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 전망을 한다면 한국의 복지체제는 조합주의적 타
협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가미되는 복지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차치하고라도 각 주제들의 중앙, 지
역, 업종수준에서의 조합주의적 대화와 타협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지난 1997년 이후 노사정위원회가 걸어온 길
이 보여주듯이 조합주의적 기제가 노동시장정책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
로 전개된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조합
주의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주체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 지형
상으로는 조합주의적 해법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주체들의 역량상으로는
이에 못 미치는 비대칭적 관계에 대한 혁신 없이는 안정적으로 복지와 노
동체제가 호응될 수 없다는 점은 곧 노사정간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어렵
지만 이런 타협을 통해 국민일반과 노동자 일반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조
화될 수 있는 장기적 안정성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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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사관계를 벗어나고 정규직 편향적인 임금과 사회보험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회협약 정치와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이 제
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제반 조건은 미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비정규직의 문제는 개별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라 분명 노사관계와 노동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제로섬(Zero-Sum)
적인 일반적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해법은 아직 마련되
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 해법을 동원한다 해도 기업과 시장의 일방적인
작동방식을 통하거나 반대로 법으로 강제해서 바꾸려는 비타협적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 1987년 이후 대기업 안에서 이루어진 미시적 조합주의 성
공을 넘어 전체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복지와 노동,
또는 복지와 시장을 제한적으로 연계하려는 노사정의 노력보다는 통섭적
으로(trans-disciplinary)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에서 노
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된 배경을 보면 문제의식은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노사간, 노정간의
문제에만 국한해서, 노사정 주체들만의 타협을 이루려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사회 일반의 문제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풀어 가고자 한 데서 취지는
옳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시절보다 지금 노사정의 사회협약과 대화에
대한 열정은 더 떨어져 있고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불참상태에 놓여 있
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조합주의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 이런 광
범위한 사회적 대화와 협약기구에 각 주체들이 모일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주의 길도 우리 미래를 위해선 바람직해 보이지만 쉽
게 들어설 수 없는 난점이 있다. 각 주체의 결단이 없이 복지국가 발전단
계의 유형이 자동으로 우리가 갈 길을 정비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
고 그 결단은 사회협약기구에 대한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우선
적으로 의미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 조합주의 체제의 가능성이 확보되
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조합주의적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작동하기 위해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복지와 노동
체제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결정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일
이다. 한국의 조합주의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
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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