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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요 약

해방 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로 성장하
였다. 한국의 복지체제 또한 경제와 마찬가지로 압축성장을 하였다.
1945년 미군정하에서의 빈민구제만이 있었고, 사회보험으로는 산재
보험이 1963년 최초로 제정되었지만, 이후 198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이 도입됨으로써 약 30여 년 동안 4
대 사회보험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근로능력 있는 빈민에게도 부조를 주는 방
향으로 공적부조 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기본 골격 구축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그간
의 고도성장 추세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
께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의 생산인구의 감소가 예측
되고 이로 인한 성장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관 섞인 전망이 나
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에 시달리는 사
람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의 복지체제가 이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
지체제를 더 확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생산과 복지정책, 고용정책 간에 연계가 강
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하여, 생산과 복지
의 이론적 연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각 유형별로 서구
의 복지국가가 어떻게 정치경제적으로 달라졌으며 그 성과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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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는 구조
와 가장 복지국가가 발달한 북구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한국의 사회정책은 어떤 방
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주장을 폈다.

서론 1

제1장

서론

해방 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
의 복지체제 또한 경제와 마찬가지로 압축성장을 하였다. 1945년 미군정
하에서의 빈민구제만이 있었고, 사회보험으로는 산재보험이 1963년 최초
로 제정되었지만, 이후 198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
험 등이 도입됨으로써 약 30여 년 동안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갖추게 되었
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근로능력 있는
빈민에게도 부조를 주는 방향으로 공적부조 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
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기본 골격 구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그간의 고도성장
추세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로 인
하여 앞으로의 생산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이로 인한 성장동력이 저하
될 것이라는 비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경제적 어
려움과 곤란에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의 복지체제가 이
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복지체제를 더 확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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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축으로 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제도는 국민들에게 소비력을 보
전해 주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일국적인 것이어서 세계화 시대에는 걸
맞지 않고, 실업의 급증이나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감당
하지 못하여 복지국가의 확대는 재정위기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설사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복지제도는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복지제도는 고용
및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구조라는 전제하에서 복지와 고용-생산을 선순
환적 관계로 연결시키려는 포괄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생산과 복지정책, 고용정책 간에 연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하여, 생산과 복지의 이론적 연
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각 유형별로 서구의 복지국가가 어떻
게 정치경제적으로 달라졌으며,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는 구
조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 속에서 한국의 사회정책은 어
떤 방향으로 전개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주장을 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생산과 복지의 이론
적 연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그간 서구
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생산적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성과를 비교
해 가면서 복지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
서는 이 중 가장 정치경제적 성과를 높이 나타낸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조세 및 재정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축적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새
로운 사회정책 모델에 대한 모색을 시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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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산 - 복지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서 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복지 황금기의 서구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로 인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보험 방식으
로 해결했다. 이 시기의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포디즘적 생산방식에 의
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정치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의한 정치적 지
지로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정치사회
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 복지국가의 확고한 지지 기
반을 형성해 왔던 정치 지형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복지국가 재정위기가 제기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론의 핵심은 복지의 소비적
성격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99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화두는 복지개혁을 통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금융자본의 세계화, 실업의 급증, 가족구조
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 복지국가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하나의 화두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개혁 시도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자
본의 세계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주로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
서 중도우파 정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은 자본의
세계화 물결을 등에 업고, 서구 복지국가들을 학습 대상으로 하여 전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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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가장 발전된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에서조차 사회적
보호에서 일부의 축소를 진행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Stephens, 1996;
Swank, 2000).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복지국가 재구조
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축소의 방향으로 수렴된 것은 아
니었다.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 복지체제 유형을 유지하면서 각 체제별로
복지개혁의 상이한 경로를 선택해 왔다. 복지개혁이라는 명분은 동일하
였지만, 서구 복지국가들은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의 복지개혁 프로젝트
를 진행해 온 것이다(Esping-Andersen, 1996). 이렇듯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에도 기존의 복지체제는 전면적으로 해체되거나, 대폭적인 복지 축
소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복지가 소비적 성격만
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지가 생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노동자에게 복지가 생존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자본에게도 복
지는 생산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력 자원이 약화되는 환경하에서도 복지의 대폭적 축소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과 복지의 연결 고리는 어떤 논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가?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생산과 복지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
펴봄으로써 생산-복지체제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목적
이다. 사실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접근 사이에 공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려는
학술적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예 : Ebbinghaus &
Manow, 2001; Kitschelt et al., 1999; Huber & Stephens, 2001). 이러한
생산과 복지의 연계에 대한 논의들은 복지체제론뿐 아니라 노동연계복지
(workfare), 생산체제론(production regime)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론
(varieties of capitalism) 담론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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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논의들

복지국가 재정위기, 탈산업화,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기존의 전통적 복
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다양화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사회주
위권의 붕괴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생산과 복지의 연결고리를 분
석하면서 자본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Hicks &
Kenworthy, 2003). 생산과 복지의 연계 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복지체제론에 기반 한 연구이며,
둘째는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eties of capitalism)에 기반한 연구이다.
그리고 셋째는 거시적인 정책 담론의 변화로서 노동연계복지체제를 언급
하는 연구들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연계복지를 개별 프로그램의 변화 관
점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연구 경향들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 복지체제론과 생산-복지의 연계
생산과 복지의 연결고리에 대한 논의는 이미 Esping-Andersen(1990)
등의 복지체제론에서도 언급되었다. 전통적 복지체제 연구들(EspingAndersen, 1990 등)은 복지체제의 발전 및 생산-복지의 연계를 평가할
때, 경제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안재흥, 2004). 이들 연구에서는
노동운동의 역량, 정당의 역할 등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원
(power resource)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한 복지제도가 형
성된다고 보고 있다. 즉 생산과 복지의 연계 방식이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 Stephens, 1979; Korpi, 1978, 1983, 1989; Esping- Andersen,
1990, 1996; Korpi & Palme, 2003 등). 생산과 복지의 연계와 관련해서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체제는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상훈(2002)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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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유주의 복지체제(liberal welfare regime)
먼저 자유주의 복지체제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국
가가 포함된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생산과 복지의 관계를 좁게 파
악하고 있다. 즉 복지는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공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된 복지프로그램은 자산 조사에 기반한 공
공부조이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공공부조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
기의 빈민법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격 있는 빈자
(deserving poor)를 가려내는 일이 복지행정의 중요한 업무가 된다. 빈민을
자격 있는 빈자와 그렇지 않은 나태하고 게으른 건강한 걸인(undeserving
poor)으로 구분하는 데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이유는 복지가 생산에 장
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는 보편적(universal) 성격을 갖
고 제공되지 않으며 잔여적(residual) 성격을 갖고 제공되어야만 함을 강
조한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기본적 인식
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복지와 생산을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는 복지를 가능하면 축소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복지 확대를 통한 거
시적 생산성의 증진은 등한시된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생산과 복지
의 연계는 ‘자격 없는 빈자(undeserving poor)’를 지속적으로 복지 급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복지는 미시적이든 거시적
이든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므로, 복지보다는 시장에서의 노동과 노동시
장에서 기여하는 것에 따른 소득증진을 통해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
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나. 보수주의 복지체제
다음으로 보수주의 복지체제(conservative welfare regime)에는 오스트
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해당된다. 보수주의 복지체
제에서는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성이 강조되어 왔다. 노동자는 노동시
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생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재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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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은 기여금에 대한 성실한 납부가
수급권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써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활
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이는 안정적 복지재정의 확보에 중요한 근원이 되
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복지와 생산은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매개로
상호 보완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열등수급의 원칙과 자활이 강조되며, 이는 공공
부문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된다. 하지만,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보
수적 복지체제에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는 달리 노동을 ‘강제’하기보다
는 노동을 ‘권장’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을 공공부조 급여
수급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이미 사회보험에는 노동을
통한 소득과 보험 기여금 납부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복지
욕구는 사회보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지게 되므로, 한계인구를 위한
공공부조는 노동을 강제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노동 무능력자에게 사회통
합의 견지에서 주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9). 적어도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이후에 살펴볼 사민주의와 비슷하다
고 할 수 있다.
다. 사민주의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마지막으로 사민주의 복지체제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Kuhnle(2000)은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서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것은 국가가 완전고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안상훈, 2001; Ahn & Olsson Hort, 1999). 이
는 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국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인 이유는 복지재정이 노동을 통한 소득세를
통해 채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복지만을 강조해
왔다기보다는 복지와 노동을 철저하게 결합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불합리하게 부담을 떠안고 있는 여성을 해
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데(Esping-Andersen, 1999) 이는 다양한 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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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수주의와는 달리 전통적인 가족주의에서의 성차별적
노동시장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결코 쓰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효율
적 사용이라는 견지에서 보수주의보다 더욱 근로친화적(work-fridendly)
이고 거시 효율적(macro-efficient)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능력 있
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복지프로그램들 역시 복지국
가의 거시 효율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복지발전을 위한 생산의 주춧
돌이 된다.

2.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생산-복지의 연계
가. 자본주의 다양성 담론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패, 스웨덴 모델의 쇠퇴,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
괴 등은 1980년대 이후 한편에서는 자기조절적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
한 믿음을 확산시켰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조정기제로서의 시장이 그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시장 이
외의 대안적인 조정기제와 조정 경로를 분석하려는 이론적 논의들이 축
적되어 왔다(Hollingsworth & Boyer, 1997).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는 사회
적 생산체제론(social system of production)과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eties
of welfare capitalism)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생산체제론 및 자본주의 다
양성론은 생산과 복지의 다양한 연계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독립변
수로서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제의 공급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평가한다(안재흥, 2004).
사회적 생산체제론에서는 한 국가의 규범, 도덕적 원칙, 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직업훈련, 협력기업간 관계, 경쟁기업간 관계, 금융시장 시스템
등과 같은 제도나 구조가 사회구성체(social configuration)로 통합되는
방식을 사회적 생산체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생산과 복지의 연계는 그러
한 사회적 생산체제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사회적 생산체제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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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체로서도 작용한다고 주장한다(Hollingsworth & Boyer, 1997).
반면에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경제정책 및 제도 영역의 행위자들이 조
정 과정을 통해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직업훈련 및 교육, 기업간 관계
등 경제의 공급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
심을 갖는다(Soskice, 1999; Hall & Soskice, 2001). 즉 자본주의 다양성론
은 경제의 공급 측면인 생산에 이론적 초점을 맞추고 행위자들의 미시
적․전략적 조정에 따른 생산과 복지의 연계 방식을 분석한다(안재흥,
2004). 사회적 생산체제론은 거시적 사회구성체(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분석하고 있고,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행위
자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분석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안재흥, 2004).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Hall & Soskice(2001)는 자본
주의 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 LME)와 조정
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 CME)로 구분하고 있다. LME
는 주식시장에 의존하며 외부 재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CME
는 장기적 자금 조달에서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지배구조 차원
에서 보면 LME는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CME는 은행이
나 장기적인 이해 관계자(stakeholder)에게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다. 따
라서 최고경영자는 해당 기업 내에서 충원되는 경향이 있다. 조정 역할에
서 CME는 은행, 기업 연합체의 전략적 조정 역할이 중요한 반면, LME
는 시장이 주요한 조정기제로서 개별 기업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략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CME에서는 조정
된 단체협상,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등, 합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제도적
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업특수적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고임금․고숙련 생산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LME에서는 시
장이 유연하고, 합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제도적 지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반적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저임금․저숙련 생산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Hall & Gingerich, 2001). Hall & Soskice (2001)
의 분류를 요약하면 <표 2-1>와 같다.
이러한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복지국가체제를 생산체제와 연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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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정전략과 자본주의 다양성의 이상적 형태(ideal type)
자유시장경제
대표 국가

- 미국, 영국

조정된 시장경제
- 독일, 일본

금융․경제 - 단기자본시장(주주중심)
관리
- 제한된 기업조정, 반독점법

- 장기 금융시장(이해관계자 중심)
- 강한 기업연합, 기업간 네트워크

- 저숙련 생산
생산시스템 - 대량생산
- 수량적 유연화

- 고숙련 생산
- 고품질 생산
- 유연전문화

노사관계

- 탈중앙화된 단체협상
- 경쟁적 노사관계

- 조정된 단체협상
- 법적 노동자 참여 보장
(협력적 노사관계)

- 일반적 교육
- 직업훈련
훈련과 고용 - 단기 고용, 높은 이직, 기업 간 - 장기 고용, 낮은 노동이동, 기업 내
이동성
이동성
자료 : Ebbinghaus & Manow(2001), p.6.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안재흥, 2004).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자본
의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들에서 복지체제가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수렴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는 서구 복지체
제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생산체제에 따라서 복지가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체제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Hall, 1999). 자본주의의 다양성 또는 복지체제의
다양성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나. 복지체제, 생산체제 그리고 제도적 상보성
사회적 생산체제론과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기초한 연구들은 생산과 복
지의 연계를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개념으로 설
명한다. 이들 연구들은 기존의 정통 복지체제론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때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자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복지국가 다양성과 정치경제적 성과는 제도적 상보성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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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되고 분석되어 왔다(백승호, 2005; 안상훈,
2005a; 안재흥, 2004; Hollingsworth & Boyer, 1997; Ebbinghaus & Manow,
2001; Estevez-Abe, Iversen & Soskice, 2001; Huber & Stephens, 2001;
Hall & Soskice, 2001; Hall & Gingerich, 2004; Manow, 2001; Mares,
2001; Scarpetta & Tressel et al., 2002). 이들 연구들에서는 생산과 복지
의 연계 방식을 설명할 때 시장경제제도와 시장기제 밖에 존재하는 초경
제적인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Jessop,
2001).
Estevez-Abe, Iversen & Soskice(2001)는 사회적 보호와 숙련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고용주들이 사회적
보호의 유지와 형성에 강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복지국가는 사회적 보호를 선호하는 고용주와 숙련 노동자들의 강한 동
맹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실업보호와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미국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일반 숙련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실업보호
와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일본의 경우 기업특수적 훈련에 투자하도록 유
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와 숙련 형성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생산 전략이 달라질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계층화와 소득, 평등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고용보호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Scarpetta & Tressel(2002)의 언
급에서도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이 강조되고 있다. Scarpetta
& Tressel(2002)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용보호와 생산성의 관계는 좀더 복잡하다. 해고와 고용에 대한 비용
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증거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기업 내 훈
련 등을 통해서 이러한 높은 비용을 상쇄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해고와 고용비용이 높은 곳에서) 기술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조장하기 위해 생산체제 영역에서의 전략적 조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다(p.28).

이러한 연구에서 좀더 진전된 연구들로는 Huber & Stephens(2001), 안
상훈(2005), 백승호(2005) 등의 연구가 있다. Huber & Stephens(2001)은
Soskice(1999)의 논의에 기반하면서도 생산체제를 기업, 피고용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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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체제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다. 즉
생산체제 지표로서 노조의 포괄 범위, 조합주의 지수, 단체협상의 중앙집
중도, 문맹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검토한다. 또한, 복지체제 지표
로서 사회보장지출, 공공부문 고용, 탈상품화 지수 등을 검토하고, 복지체
제와 생산체제의 관계를 소득불평등, 빈곤 등 복지국가의 성과와 관련하
여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각 지표들에 대한 기술 통계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체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술적 수
준에서만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안상훈(2005)은 Huber & Stephens(2001)의 분석을 좀더 세밀하게 진
행했는데, 조정지수, 중앙화된 협상, 중앙은행 독립 정도 등 생산체제의
일부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체제의 구분이 Esping-Andersen
(1990)의 체제 구분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들 체제들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집단간 변량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상훈(2005)의 연구도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경제적 조정과 사
회적 조정을 지표화하여 제도적 상보성과 정치경제적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보다는 Esping-Andersen(1990)의 체제 구분에 의존하여 자유주의
복지체제보다는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상호 조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들 체제 사이에 정치경제적 성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백승호(2005)는 복지체제 유형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OECD 14개 복
지국가의 복지전략과 생산전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을 분석하였다. 즉 복지전략을 측정하는 지표
로서 사회보험, 가족지원정책, 노동시장정책을, 생산전략을 측정하는 지
표로서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을 사
용하여 각 국가의 생산과 복지전략 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의 결합 방식에 따라 노동생산성과 소득불평등 수준이 상이함을 보
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과 복지의 결합과 그에 따른 정
치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들의 핵심은 복지가 분배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제도의 구성에 따라 생산체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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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성이 달라지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분배 및 성장의 성
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3.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생산 - 복지의 연계
노동연계복지체제 담론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노동
연계복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노동연계복지 개념은 학술적 의미보다 정
치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에
서 복지정책의 중요한 원리로 등장하였다(류진석, 2004). 그리고 노동연
계복지는 논의 수준에 따라 자본주의 조절 양식의 변화와 복지체제론 수
준에서 언급되는 연구들(Jessop, 1993, 2001)과,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노동연계복지체제로 유형화하려는 연구들로 구분된다.
가. 복지체제 담론과 노동연계복지
자본주의 복지체제의 변화 관점에서 노동연계복지를 설명하는 연구로
Jessop(1993, 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자
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으로 분석하면서, 복
지국가 재편기의 복지체제를 슘페터주의적 노동연계복지체제(Schumpeterian postnational regime)로 명명하였다. Jessop(2001)은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단순히 공공부조에 새로 도입된 원리가 아니라 사회노동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기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자
본주의 국가의 변화를 케인지언 복지체제에서 슘페테리언 노동연계복지
(workfare)체제로의 전략적 재편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핵
심에는 생산과 복지의 연계가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기여기반 보
험원칙, 시민권에 기초한 소득이전, 집합적 소비형태를 강조하는 케인지
언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 : KWNS)에서 혁신과
경쟁, 사회적 임금의 축소를 강조하는 슘페테리언 노동연계복지 체제
(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 : SWPR)로 변화되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서의 역할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Jessop,

14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2001). 그는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를 대신하는 개념으로서 슘페터주의적
노동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생
산과 복지의 연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화와 서비
스 산업화로 특징되는 후기 산업사회의 축적체제 위기에 대한 사회정책
의 조절적 기능으로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설명한다.
<표 2-1>은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생산 양식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
정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케인지언 복지국가의 경제정책은 완전고용과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자본축적의 기초를 마련하는 전략에 집중되어 있었
고, 사회정책은 복지권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탈상품화 수준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Jessop(2001)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독
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사회정책을 통한 복지권의 확대는 노
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대량
생산된 재화를 대량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의 유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자본은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과의 타협을
통해, 또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에의 개입을 통해 수요관리정책을 유지하
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KWNS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에 슘페테리언 노동연계복지체제에서는 자본 주도의 경제정책이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공급관리정책에 집중되었고, 노동 계급의 분화,
실업의 증가 등으로 케인지언 복지국가 시대의 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
는 기반이 상실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지의 생산적 역할을 강조하고, 노동
비용을 축소하는 고용친화적(employment friendly) 사회정책들이 강조
<표 2-2> KWNS와 SWPR
KWNS

SWPR

생산 영역

완전고용, 수요관리
공급관리→혁신, 경쟁
→대량생산, 대량소비 기반구축

복지 영역

단체협상→복지권 확대

자료 : Jessop(2001). p.59, 252에서 재구성.

사회적 임금 축소, 복지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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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생산과 복지의 연계
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나. 노동연계복지체제의 유형화
최근 복지체제 수준에서 노동연계복지의 방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그것이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Esping-Andersen, 1996; Nöel, 1995; Peck, 2001), 세부적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통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
다(Gough et al., 1997; Lødemel & Schulte, 1992; Trickey, 2001).
첫 번째로 기존의 복지체제 담론에서 노동연계복지체제를 설명하는 연
구를 살펴보겠다.
Esping-Andersen(1996)은 복지국가의 재편이 각 국가마다 상이한 방
식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의 제도적 범위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Esping-Andersen(1996)은 세 가지 복지체
제에서 생산과 복지연계 방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스칸디나비아 경로이다. 이 방식에서 생산과 복지연계 방식의 특
징은 공공부문 확충을 통한 고용안정, 여성고용의 확대, 사회서비스 부문
으로 실업자 흡수, 사회보장급여의 요건 강화와 소폭의 복지급여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이다. 즉 사회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생산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스칸디나비아 방식의 결과는 생산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충분하였다. 유럽이나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스웨덴의 장기적인 생산성 성과는 뒤처지지 않았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경로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노동시장의 전면적 유연화, 저임금 직종의
대폭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의 확대이다. 즉 노동시장 탈규제를 기초로 한
생산․고용․복지의 연계 방식이다. 이러한 저임금 전략은 미숙련, 한부
모 가정과 같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빈곤의 위
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지속시킨다면 빈
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Esping-Andersen, 1996). 셋째는
노동 감축 경로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여성 고용을 억제함으로써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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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조기퇴직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생산과 복지연계 방식은 보수주의 복지체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남성 생계부
양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의존케 하는 결과를 더 강화시키는 문제
를 야기했다(Esping-Andersen, 1996).
두 번째로, Peck(2001)은 노동연계복지체제의 상이성이 전통적 복지국
가 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정책은 복지 의존성의 맥락에서 노동동기부여를 강요하고 있으며, 노동
연계복지체제는 노동력 부착(labor-force attachment)과 관련된다. 또한
보수적 조합주의의 노동연계복지는 국가 주도적이고, 기존의 지위를 파
괴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민주의의 노동연
계복지는 보편주의와 사회적 재분배의 맥락에서 구조적 조정을 진행해
왔고, 노동연계복지정책은 인적자본에 대한 (재)투자에 관한 것이라고 분
석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3>와 같다.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추상적 수준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 방
식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형태, 노동시장과의 상호작용 양상, 권리와
자격조건의 패턴 등에 따라서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다
(Esping-Andersen, 1990, 1996; Gough, 1979; Peck, 2001).
세 번째로, 정책프로그램의 형태에 기초하여 노동연계복지체제를 유형
화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노동연계복지체제 유형화에 관한 선구적 연구는 Lødemel & Schulte
(1992)와 Gough et al.(1997), Trickey(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
구들은 최근 복지개혁의 핵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화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Lødemel & Schulte(1992)는 유럽의 빈곤체제를 프로그램의 법적 구조
(framework), 중앙집중화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
들 네 가지 체제는 제도화된(institutionslised) 체제, 분화된(differentia
ted) 체제, 잔여적(residual) 체제, 불완전하게 분화된(incomplete differen
tiated) 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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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복지국가의 유형과 노동연계복지체제의 비교
자유주의 복지체제
정당화 - 시장순응적 체제
근거 - 지배적 노동윤리

조합주의 복지체제

사민주의 복지체제

- 사회적 보호를 통한 - 사회적 시민권
정치적 안정화
- 평등추구

- 다수를 위한 시장/ 국가보험
노동- - 한계 집단을 위한 자 복지
산조사형 부조
체제 - 사회프로그램에 대
한 잔여적, 최소한
복지
의 접근
체제
노동 - 수동적 소득보장
시장정 - 정치적․인구학적 책
압력에 반응

사회프로그램의 범
주적 계획
노동시장 행위자의
조합주의적 관여

-

보편적 프로그램
관대한 사회적 공여
완전고용 지향
복지와 노동의 병행

실업증가와 연계
좌파 정치권력에
반응

- 확충적 적극적 접근
- 경기조절 압력에 반
응

- 임시적․개인주의적 - 조합주의, 구조화된 - 보편적 권리와 책임
이데
문제로서 사회부조
기술, 사회적 안정성 성의 공유 : 적극적
올로기 - 복지수급자의 낙인화 - 계급과 지위에 기초 복지지향
한 관리

지향

- 국가주의적
- 사회민주의적
- 시장주의적
- 노동시장의 조정과
- 사회민주적 수단을
- 개인주의적 접근 :
기술에 대한 강조
통한 노동시장 조정
행동수정과 인센티브 - 노동가치에 대한
- 보편주의와 사회적
- 복지의존성 탈피
강조
재분배 지속
- 구조적 실업예방

- 노동력 부착 접근
노동 - 복지자격과 급여의
제한
노동 연계
복지
연계
복지 모델
체제
이데 - 도덕적 규제 : 가족
올로기 가치와 노동윤리

- 노동, 시장 재통합 - 인적자본 접근
접근
- 정책형성과 프로그
- 적극적 노동시장정
램 전달에서 노동책에 대한 잔여적
시장 협력
위임
- 분화적 전략
- 계급/지위의 권리에 - 복지주의적 접근의
따른 노동가치
구조적 재정향

- 노동연계복지비용과 - 대규모, 포괄적 노동 - 가부장주의
사회지출 축소 목적 연계복지 프로그램에 - 노동, 시장 목적과
규제의 간의 모순
대해 소극적
개인의 자율성 간의
딜레마 - 사회통제와 자유방 - 자유방임과 조정간의 긴장
임 간의 관계
관계
- 조정과 사회통제 간
의 관계
자료 : Peck(2001); 류진석(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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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ardley et al.(1996)의 연구에 기반하여, Gough et al.(1997)은 여
덟 개의 상이한 체제를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는 투입(input), 프로그램
구조, 산출(output)을 기준 변수로 하여 공공부조 체제를 유형화하였다.
이는 Lødemel & Schulte(1992)이 시도한 법적 구조(framework)를 통한
유형화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Gough et al.(1997)의 연구는 군집 분석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으로 생산과 복지의 연계를 유형화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공공부조 프로그램만을 고려함으로
써 생산과 복지의 연계정책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
가 있다.
Trickey(2001)는 정책의 목적과 이념, 정책 대상, 집행 및 전달체계, 제
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복지와 노동연계 체제를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 6개국과 미국을 포함한 7개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중앙집권적 유럽형(European centralized
programs)으로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이 포함된다. 이들 유형은 복지
와 노동연계정책을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며, 정책 대상 및 프로
그램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두 번째 유형은 분권적 접근방
식으로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는 프랑스로서 사회
적 배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정책 수단으
로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유형이며, 네 번째는 미국으로서
복지의존성의 해결을 강조하며 접근방법, 대상, 정책수단이 유럽과는 상
당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다.
Trickey(2001)는 생산과 복지연계체제 이전의 관리운영체계는 중앙정
부가 사회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집행하고, 지방정부는 사회
보험 미가입자들을 책임지는 체계로 행정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p.265), 현재의 복지국가 재구조화 과정은 분리되어 운영되던
전통적 복지국가의 관리운영체제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새
로운 관점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정책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장기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빈곤화 현상이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분리된 행정체계로 포
괄하지 못하는 대상 집단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복지제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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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요구된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 정책이 중요해졌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생산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부조의 맥락에서 유럽 7개국의 활성화(activation)정책을 연구한
Hanesch & Balzer(2000)의 연구는 생산과 복지의 연계정책을 유형화하
는 데 의미 있는 분석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들의 연구는 국가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개입 방식을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
려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가 노동빈민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자원
과 동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법적․재정적․서비스적 개입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2-4>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시행 형태
개입 형태

시행 형태
<공급 측면 개입>

법적 개입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의 권리
- 신청자/수급자가 합당한 직업이나 훈련 제공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

수급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센티브
- 저임금 직업의 수용의 경우에 시간 제한된(time-limited) in-work
재정적 개입
급여들
- 자격 조건의 엄격(tightening), 급여수준, 급여기간 등의 감소,
수급자를 위한 사회적 통합 서비스
서비스 개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에의 참여, NGO에서의 자발적 노동, 구체적
욕구 상황에 따른 서비스
<수요 측면의 개입>
법적 개입

regional/local 정부(authorities)의 의무들
- regional or local 정부들이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법적 의
무나 재량

재정정 개입

고용주들을 위한 인센티브들
- 사적 부문에서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

서비스 개입

고용주들을 위한 추가적 요구(demand)와 서비스
- 직업창출; 공공 고용 프로그램; 고용주를 위한 상담

자료 : Hanesch & Balz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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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esch & Balzer(2000)의 연구는 또한 활성화정책의 대상 집단을 네
가지 가상적 모델1)로 구분하고 노르딕 국가들, 보수주의 국가들, 남부유
럽 국가들에서의 상이한 활성화 정책이 이들 가상적 모델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기의 활성화 정책은 다르지만,
1990년대 후반에 법적 분석 틀과 실제 정책의 시행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공통적인 모습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생산과 복
지연계정책의 법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과 가상적 모델을 선정하
여 유형간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제
도가 공공부조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4. 기타 : 노동연계복지에 대한 개념적 접근들
노동연계복지에 대한 개념은 지역에 따라,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빈민(working poor)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 특성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문
제의 특성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worklessness) 것’으로 파악하는 유
럽식 접근과, ‘일을 하지 않는(non-work) 것’으로 파악하는 북미식 접근
이다. 전자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후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과 복지의 연계도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느냐, 개인적 문제로 접
근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의는 북미식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
로서 ‘노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적인 조건으로 하여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Jacobs, 1995; Noёl, 1995; Loftager, 1998;
Kidal, 1999; Lødemel & Trickey, 2001). 물론 노동과 복지급여를 연결시
키고자 하는 생각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2), 미국에서 이 개념이 확장된
1) 그는 대상 집단을 장기 실업자인 45세의 독신남, 2세, 7세, 14세의 아동이 있는 부
부, 28개월, 7세의 아동이 있는 30세의 편모, 비정규적인 직업을 가진 19세의 독신
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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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996년 클린턴의 복지개혁에 의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접근에 의한 복지와
노동의 연계는 근로뿐 아니라 급여와 연계된 다른 활동들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Shragge, 1997 : 18). 이러한 개념은 정책의 강제
성, 노동(work)과의 관계, 공공부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세부적
인 형태에 주목한다(Jordan, 1996; Lødemel & Trickey, 2001; Mead, 1997;
Shragge, 1997; Walker, 1991).3)
이러한 접근은 의무를 강조하고 문제의 근원을 개인에게 돌리는 접근방
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제공 방식은 개인에 대한 제재(sanction)를
강조하며, 개인 스스로가 시장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강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노동 강
제(work enforcement) 요소의 도입만을 가지고 노동연계 복지를 파악함
으로써, 복지국가가 수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세
계의 복지국가는 강제 요소의 구성에서조차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방식의 복지와 노동연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
와 노동연계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접근은 복지국가에서 생산과 복지를
2) 이 원칙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빈민법(Poor Law)에서 이미 건장한 부랑인을
다루기 위해 등장하였다. 미국에서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용어의 기원은
1960년대 연방정부의 Work Incentive Programme(WIN)에서라 할 수 있다
(Standing, 1990). 그 후 실제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은 1981년에 와서야 연
방 입법이 개별 주들로 하여금 소위 ‘welfare-to-work’, ‘welfare- for-work’ 프로
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1988년에는 가족지원
법(Family Support Act)1)에서 편모들의 구직활동을 조장하도록 설계되었다. 근로
연계복지 개념이 전면적으로 확장된 것은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ending
welfare as we know it)을 대표하는 입법으로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재조정법
(PRWORA)에 의한 TANF 프로그램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
수급 자격 및 시간 제한을 통해서 일을 강제하고 복지를 제한하였다.
3)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Loftager,
1998; Kildal, 1998; Lodemel & Trickey, 2001).
①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oblige able-bodied recipients)
② 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일을 하는 것(to work in return for their benefits)
③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on terms inferior to
comparative work in the labour market)
④ 공공 소득보장 체계의 최하위 층과 연결되는 것(are essentially linked to the
lowest tier of public income mainten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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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로서 활성화(activation) 개념이
다. 이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활성화란 공공 소득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 또는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
로 배제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제약하는 요인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
책이나 제도와 관련되며, 대상 집단을 주류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집입
하도록 원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Hviden, 1999:28). 또한, 실업자 등 사회
부조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 제도들(measures)
로 정의되기도 한다(Geldof, 1999 : 13; Hanesch, 2001 : 4). Heikkilä(1999 :
90)은 (재)훈련, 근로경험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들의 고
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종 사회급여
에 조건부로 연결되기도 하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유럽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는 북미식 접근보다 좀더 포괄적인 접근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활성화는 다음과 같
은 면에서 정당화된다. 첫째, 사람들의 기술과 자격(qualifications)을 유
지하고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둘째, 정규
고용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 효과(확신 감소, 수동성, 반
사회적 활동의 유혹)를 예방하며, 셋째, 개인의 적극적 구직을 조장하며,
다섯째, 개인의 일할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수동적 사회급여 수급자가 아
닌 사회에 대한 기여자로 전환되게 할 수 있다.

제3절 결 론

이상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은 생산과 복지를 개념적 차원에서 논하기도 하고,
복지체제론의 관점에서 논하기도 하며, 생산체제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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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산과 복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관계
에 있다는 점이고, 둘째,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각 국가의 정
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들은 생산
과 복지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학문적으로 복지와 생산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해 왔다.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논의, 특히 복지
의 생산적 역할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개념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복지국가의
진보적 기능, 즉 재분배적 측면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 존재했기 때문이기
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소모적이거나 생산적
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안상훈, 2005).
그러나 생산과 복지를 제도적 상보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분석해 내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는 시장에 반하는 정치(politics against market)가 아니며 생산
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서 시장은 자본축적의 주된 조정 양식 역할을 해왔으며, 시장의 실패에
따른 자본축적의 위기는 다른 조정 양식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 특히, 복
지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조정 양식으로서 노동력 재
생산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자본축적을 보장하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해
왔다. 서구의 복지체제는 시장경제제도와 시장기제 밖에 있는 다른 초경
제적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조정전략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Jessop, 200). 즉 복지는 시장에 반하는 정치라기보다
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와 생산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전략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분배와 성장
이라는 정치경제적 성과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복지체제의 발전 및
정치경제적 성과가 관련된 생산체제의 발전 및 정치경제적 성과와 고립
되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며(Huber & Stephens, 2001: 113), 각 국가마
다의 제도 구성 차이에 따른 두 체제의 상호보완적 역할과 그 영향을 밝
히는 것이 분배와 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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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셋째, 두 체제의 상호보완적 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생산과 복지를 상호
독립적으로만 이해해서는 되지 않고, 사회적 조절 과정을 통해 시장실패
를 상호 보완하여 자본축적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사회적 재생산을
추구하는 전략적 맥락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변화
하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과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전략적 조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본주의의 사
회적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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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생산적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성과 비교4)

제1절 서 론

복지국가는 이상(理想)이 아니라 현실(現實)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의 제도 구성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복지국가가 지향
하는 최상의 목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고, 서구 복지국가
의 역사 또한 성장과 분리되어 고려된 적이 없다. 복지국가를 지속가능하
도록(sustainable) 설계하기 위해서는 분배뿐만 아니라 성장도 중요하다
는 것이다(안상훈, 2005). 따라서 복지체제뿐 아니라 생산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구성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양자 사이에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지, 그
러한 연계 관계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성과가 결과되었는지를 탐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적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Esping-Andersen(1990)이 우리에게 세 가지 상이한 복지체제에 관한 화
두를 던졌을 때, 생산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안
4) 이 논문은 안상훈(2000, 2002, 2003, 2005, 2006)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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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정책학계에서는 복
지체제가 생산체제와 조응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이며, 그리고
어떤 분배론자도 복지 발전을 위한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도대체 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가 어
떤 관계에 있는지, 양자 간의 관계가 성장과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해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생산과 복
지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경제적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는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정치적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것
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치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체제 유형론
에 기초하여 비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국가 재편의 경로는 이 세 가
지 복지체제 유형론과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Esping Andersen, 1996).

제2절 이론적 배경

1. 제도적 상보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복지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제도 구성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모순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됨을 의미하며, 자본주
의적 생산방식 역시 복지국가의 제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생산과 복지의 상호작용은 제도적 상보성 개념으로 설명된
다.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다양한 방
식으로 분석되어 왔다(예: 백승호, 2005; 안상훈, 2005a; Huber & Stephens,
2001; Franzese, 2001; Ernst, 2000, 2002; Hall & Gingerich, 2004).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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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복지국가에 주목하거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연구들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인식
을 공유한다. 예컨대, Huber & Stephens(2001)는 특정 국가 내부에서 상
이한 복지국가의 측면들과 상이한 생산체제의 측면들이 상호 ‘조화(fit)’
된다고 주장한다. Ebbinghaus & Manow(2001)도 ‘자본주의의 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 명제가 결국 복지체제 논쟁과 연계된다고 언급
하고 있다.
Esping-Andersen(1990, 1996)의 복지체제에 관한 논의도 생산체제와
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국가
와 시장 및 가족이 복지를 생산하는 방식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복지체
제를 유형화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체제와 생산
체제의 관계에 따라 제도적 집락(cluster)을 시도함으로써 생산체제와 복
지체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관계의 연계
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복지와 생산의 연결고리가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되
어 있기도 하다. 요컨대 Esping-Andersen이 그의 연구에서 체제(regime)
를 중심 개념으로 삼아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것은, 복지와 생산 간의 관
계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법적․조직적 특징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상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안상훈, 2005). 또한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자본주의 생산 레짐에 관한 논의들과 동일한 인식에서 출
발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Lange & Meadwell, 1991).
물론, Esping-Andersen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이 복지국가체제와 생산
체제의 상이한 결합에 관심을 가진 바 있다. Titmuss(1974)는 잔여적
(residual) 모형, 산업적 성취-공로지향(industrial achievement-merit oriented)
모형,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하였으며, Mishra
(1984)도 분화적․다원주의적 복지국가와 통합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의 구분을 통해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상
이한 모델들을 묘사하는 데 그친 반면, Esping-Andersen은 보다 본격적
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sping-Andersen(1990)에
따르면 노동시장과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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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성을 분석하였다. 특정 종류의 복지국가는 특정 종류의 고용체제를
결과하는데, 전반적인 실업률, 노동시장 참여의 성적(性的) 차이, 실업 지
속기간, 숙련노동의 비율,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의 경로 등이 실제로 복
지국가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세 가지 복지체제와 정치적 지속가능성
복지는 정치이다(O'Connor & Olsen, 1998; Pierson, 1991; Ahn, 2000).
따라서 복지제도를 구성할 때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다. 복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조세 저항
의 강도 및 복지국가 개혁의 용이성과 관련된다(안상훈, 2006).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 첫째는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다(Marshall, 1950; Korpi 1980). 이들 연
구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해 계급 역관계를 강조한다. 특히 Korpi (1983)
는 복지국가의 발전에서 계급 갈등의 역할과 지속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는 계급의 역할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비판이다. 이들은 기존의 계급
이론들이 간과하였던 사회의 규범과 가치의 측면을 강조한다. Knutsen &
Scarbrough(1995)는 투표 행위에서 개인의 가치지향성이 구조적 차원의
여타 변수들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는 계급 이외의 새로운
정치적 균열에 관한 제안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전통적인 계급 균열의 쇠
락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균열의 원천들에 주목한다(안상훈, 2000). 대표
적으로 Taylor(1998)는 개인적 가치와 주관성을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로
구분이 가능한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개인적 주관성이란 이러한 범주들과 관련된 동시에 자아 정체성
의 응집적인 의미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다양성을 내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성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상훈(2000)은 복지지위 균열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통합적 분석틀
로 묶어내기 위해 세 가지 복지지위 체계를 강조한다. 그것은 복지수혜자
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이다
(안상훈, 2000). 이들 세 가지 복지지위에 따라서 재분배에 대한 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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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으로 측정된 친복지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복지체제에서 어떤 논리적 맥락으로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
능성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사회지출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발달한다. 취약계층에 국한해서 복지
국가를 발달시킬 경우는 복지정치의 국민적 균열을 극단적으로 양분한
다는 점이다. 대체로 국민의 90%는 주로 납세의 의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10%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체제가 자유주의 복
지체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납세자와 수급자의 철저한 분리가 발생
한다. 따라서 다른 모형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과 조세 부담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조세저항을 결과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재원이 주
로 조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전략이 조
세저항을 강화하고 강한 조세저항은 다시금 복지지출을 압박하는 정치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 자유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공평성
(equity) 덕분에 국민적 부담에 관한 반대 의사가 그다지 높지 않다. 사회
보험의 보험수리원칙(actuarial principle)이 공평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함
으로써, 각종 조세 형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 즉 조세저항 수준은 자유주
의 복지체제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수급자 집단의 반발
로 인해 연금 등 현금이전 부문의 재정합리화 개혁이 극단적으로 어렵
다. 조세저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보험의 공평성이,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급자의 개혁저항을 낳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
다. 동시에, 사회지출 수준이 이미 높게 형성되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현
금급여를 강조한 이 유형에서는, 현금이전 부문의 축소 개혁을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발달의 여지가 작을 수밖에 없어서, 모종의 ‘정치적 선물교환
(political gift exchange)’을 시도하는 것도 힘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
대체율 하향합리화를 비롯한 각종 현금급여 개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적어도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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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두 체제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강조하는 통
합형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적이고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방향으로 설계
되어 있어서, 거의 전 국민이 세금을 냄과 동시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는 사회통합적 친복지정치와 낮
은 조세저항으로 현상화된다. 동시에 품질 높은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존
재는 현금이전 부문의 사회보장 개혁정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작동
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금이전 부문의 하향 조정을 시도
하더라도, 남겨진 욕구를 사회서비스의 유지 혹은 확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많아 복지개혁의 정치가 상당히 쉽게 달성되는 것이
다. 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은 변화된 시장과 재정상황에 신속히 대응한
복지국가 수정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종종 거론된다. 소위 사회민주주의
체제인 스웨덴에서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연금개혁이 비교적 쉽게 이
루어진 배경에는, 연금의 자유주의적 축소개혁에 대한 정치적 보완조치
로서 돌봄, 고용 등에 관한 대노인 사회서비스를 유지 혹은 확충하겠다는
정권의 약속이 자리한다.

제3절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비교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성과로 판단가능하다. 복지국
가의 확대가 지니는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이 경제
적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Weede, 1986; Walker,
1992; Mishra, 1999). 반면, 사민주의 혹은 보수주의 체제의 좌파정치가들
은, 복지국가란 것이 잘만 설계된다면 거시 효율적일 수 있고, 격화된 노
동운동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성장에도 도움
이 된다고 본다(Korpi, 1980, 1983, 1985, 1989). 복지국가의 경제적 성과
가 좋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복지체제별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거시지표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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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세 가지 복지체제 사이에 거시적 지표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1. 거시 경제지표 비교
먼저 비교사회정책 분야에서 복지와 생산의 관계를 언급할 때 많이 사
용되는(Huber & Stephens, 2001)5) 거시경제 사회지표들을 비교할 것이
다. 분석 시기는 1961～94년 사이이며, 보수주의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자유주의 국가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사민주
의 국가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포함되었다.
[그림 3-1]은 실질GDP 성장률 평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다른 체제
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이전까
지는 체제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체제간의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상이한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민주의 체제가 199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
[그림 3-1] 복지체제와 실질 경제성장률 평균 추이 : 1961～94년

실
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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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절의 기술적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실질성장률
은 1인당 실질 GDP의 전년대비 성장률로 측정된다. 실업률, 노사분규, 손실일수는
ILO 노동통계의 기본적 정의에 따른다. 이에 관해서는 Huber et al.(2004)을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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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복지체제와 실업률의 평균 추이 : 1961～94년

실
업
률

연도

져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주의 체제는 사
민주의 체제와 비슷한 성장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보수주의 체
제는 다른 구체제보다 경제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 성장
률 하락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체제와 구별된다.
다음으로는 각 체제의 실업률 평균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수준은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수주의의 실업 수준이 현저하게 증
가하였고, 자유주의의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주의 체
제의경우는 1990년대 완전고용 전략에 문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 만, 적어도 사민주의의 대표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2001년 중반
기준으로 3～4% 수준으로 다시 낮아지게 된다.
[그림 3-3]과 [그림 3-4]는 복지국가 수준과 노사분규의 관계를 개략적
으로 보여주는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사민주의가 압도적으로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 1,000명당 평균 파
업일수는 전체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의 순으로 나타나는
데, 간헐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노사분규에 있어서
는 조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민주의와 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보
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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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복지체제와 노사분규의 평균 추이 : 1961～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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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복지체제와 노동자 1,000명당 파업일수 평균 추이 : 1961～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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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 가지 복지체제가 1961년에서 1994년 사이에 거둔 경제사
회적 성과를 개략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대체로 자유주의보다는 보
수주의와 사민주의의 성과가 주어진 지표에 대해서는 우월한 것으로 나
타난다. 세 가지 체제에서 복지국가의 수준은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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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복지국가가 경제사회적 지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적 지표에 관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와 경제사회지표 간의 관계를 결론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다.

2. 복지지출과 경제적 성과 비교
<표 3-1>은 서구복지국가 12개국에 대한 결합시계열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 series analysis) 결과이다. 분석된 자료에는 보수주의 국가
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12개국에
대한 1961～94년까지의 34개 연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횡단과 시계
열을 결합한 자료는 기본적인 회귀 가정들을 위배하는 다양한 문제를 낳
게 된다. 자기회귀(autocorrelation)의 문제, 이분산성(heterosceda sticity)
의 문제, 동시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의 문제 등에 동시에 노
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럴 경우, OLS는 적합한 추정방식이
될 수 없고 대안적인 추정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ParksKmenta 추정으로 불리는 GLS방식으로 추정하였다.6)
<표 3-1>을 보면 복지지출이 실질성장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GDP 대비 복지지출을 1% 올릴 경우, 실질성장률은
6) 결합시계열 자료를 추정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Parks-Kmenta 추정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LSDV(Leastsquares Dummyvariable Model)나 ECM(Error
Components Model)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되는 자료들
의 시계열 수가 횡단 수보다 많을 경우는 Parks-Kmenta 추정이 적합하다. 둘째,
OLS로 추정하였을 때, 자기회귀와 이분산 문제가 확인되었고, 체제론의 맥락에서
동시상관의 문제도 확실하기 때문에 Parks-Kmenta 추정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
련된 결합시계열 분석의 자세한 논리와 추정식에 대해서는 Janoski & Hicks
(1994), Nielsen & Gaddy(2001), Rubinfeld(1998), Stimson(1985), Sayrs(1989) 등
을 참조. 마지막으로, 체제의 논리를 체제 더미로 포함시킨 분석에서는 일반상수항
과 체제상수항 사이에 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제 더미를 모두 포함
시키는 대신, 원점을 지나는 회귀선을 추정하였다(Nielsen & Gaddy, 2001;
Rubinfel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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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가복지의 경제적 효과
종속변수
상수항

복지지출
2

R

실질성장률
3.6541)
0.4142)
3)
8.840
-0.072
0.018
-4.090
0.039

실업률
4.343
0.668
6.510
0.070
0.017
4.180
0.043

파업일수
0.231
0.044
5.260
-0.004
0.002
-1.800
0.008

물가지수
4.442
0.870
5.110
0.031
0.034
0.900
0.002

주 : 1) 1) 비표준화 회귀계수; 2) 표준오차; 3) t값; 굵은 숫자들은 유의도 0.05이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3) 종속변수들은 실질성장률(실질GDP 기준), 실업률(ILO지수), 파업일수(노사
분규에 의한 노동자 1,000명당 파업일수), 물가지수(CPI, 즉 소비자물가지수)
이며, 독립변수는 ILO 통계기준7) GDP 대비 사회보장급여지출 총액 비율임.
독립변수는 t-1, 종속변수는 t 시점에서의 측정치임.

0.072%만큼 감소한다. 또한 복지지출을 1% 늘린다면 실업은 0.070%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와 성장의 부적 관계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논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할 경우에도 회귀식들의 모형 적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예컨대, 복지지출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지닌다는 가설은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
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성장이 파업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복지국가와 인플레의 관계도
7) 본 분석에서 사용한 Huber et al.(1997) 자료에서의 복지지출 변수는 ILO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비를 제외한 순(net)공공복지지출만을 포함한다. 최근 Adema
의 연구(1999, 2001)들을 비롯한 OECD의 연구들은 복지다원주의의 견해를 수용하
여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
경우, 민간복지가 공공복지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사실상 비
교사회정책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평등
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적 목표를 고려할 때는, 민간복지지출을 포함하는 것이 한
나라의 복지발전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다수론일 것이다. 양자간
에 일대일 조응의 대체재적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민간복지에 대한 다
원주의적 강조가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공공복지에 주목하는 관점이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Walker, 1992; Ahn, 2000; Hudson, 1999). 민간부문의 불평등적·반복지적 함정은
Esping-Andersen도 이미 1990년 저작에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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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표 3-1>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지국가 성장
의 경제적 효과는 적어도 네 개의 지표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와 함께 복지국가 체제론의 기본적인 논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지지출만으로는 국가복지 성장과 경제지표 변화의 관계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실은 매우 복잡하며, 적어도 상이한 체제 간에 매
우 다른 방식으로 효율의 문제에 대처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라는 변수
만으로는 국가복지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어도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세 체제 간의 접근은 매우
다르다. 보수주의나 사민주의에서는 거시적 효율을 증진할 수 있는 복지
제공에 역점을 두는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복지 성장을 경제적으로 불리
한 것으로 보아 주로 비생산적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이나 공공부조에만 치
중하며 프로그램의 미시효율을 강조한다.
<표 3-2>의 분석은 세 가지 체제가 각기 상이한 정책적 논리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체제별로 각각 다른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표 3-2> 체제별 국가복지의 경제적 효과 차이
종속변수

실질성장률
5.2071)
0.4272)
3)
12.190

실업률
1.026
1.440
0.710

파업일수
0.141
0.058
2.450

물가지수
3.200
1.284
2.490

사민주의

4.812
0.439
10.960

1.136
0.559
2.030

0.148
0.051
2.880

5.005
1.003
4.990

자유주의

3.131
0.389
8.050

4.830
0.364
13.260

0.292
0.058
5.050

3.578
1.050
3.410

복지지출

-0.123
0.018
-6.930

0.103
0.018
5.660

-0.001
0.002
-0.490

0.022
0.037
0.610

0.369

0.557

0.153

0.184

보수주의

R2

주 : 1) 비표준화 회귀계수(굵은 글씨의 숫자들은 유의도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들임), 2) 표준오차, 3) t값, 4) 독립변수는 t-1, 종속변수는 t 시
점에서의 측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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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복지지출은 실질성장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체제별로 상이한 상수항을 갖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복지지
출에 따른 체제별 실질성장률은 상이한 수준으로 결과한다. 요컨대, 동일
한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였을 때, 자유주의 국가들보다 보수주의와 사민
주의 국가들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이 세 체제에서 똑같이 20%라고 가정한다면, 경제성장률
은 보수주의에서는 2.747%, 사민주의에서는 2.352%, 마지막으로 자유주
의에서는 0.671%의 수준이 된다. 사회복지지출이 30%일 경우에는 각각
1.517%, 1.122%, -0.559%가 된다. 즉 GDP 대비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
에 전반적으로 음(-)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체제별로 상이한 결과를 잉
태하는 것이다.
[그림 3-5]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각 체제별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포인트는 상이한데,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GDP 대비 복
지지출이 25%가 채 못 되는 선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보수
주의와 사민주의에서는 대략 40%선까지 복지국가를 팽창한다고 하더라
도 성장률이 플러스에 머물게 된다.
<표 3-1>에서, 복지지출이 늘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이 경우에도 동일한 복지지출 수준을 가정할 때, 자유주의 복지체제
에서의 실업률이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복지지출
을 20% 정도라고 하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는 대략 3% 정도의 완전고
용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에서는 약 7%까지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8) 파업일수나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표 3-1>에서와 마찬가지로 복
지지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영향
강도도 매우 미미하게 나온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자유주
의적인 복지체제보다는 보수주의나 사민주의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옳
을 것이다. 사실상,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복지 관련 욕구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 하지만, 보수주의의 경우에는 실업률의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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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체제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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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체제별 복지지출의 평균추이 : 1961～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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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세 복지체제의 GDP 대비 평균 복지지출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사민주의와 보수주의가 자유주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복지
제공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주의의 경우에도 1980년대 기준으
로 13～15%의 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무르익어가는
1990년대를 향해서 자유주의 체제의 복지지출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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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전반적 복지국가 위기로 결과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복지국가의 전반적 붕괴는 신자유주의에서도 함부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복지국가의 존재는 조정 과
정을 거치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복지국가의
존속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체제와 같이 한계인구에 대한 비생
산적 조치9)에 복지지출을 집중하면서 노동연계(workfare)를 통해 미시효
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보수주의나 사민주의 복지체제에서 채택하는
전략인 근로친화적(work-friendly) 접근10)의 장점을 본받아 생산적 복지
의 거시효율을 고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3. 복지체제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표 3-3>는 복지체제에 따라 1인당 실질GDP, 노동생산성, 실업률로
측정된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결합시계열 회
귀분석 결과이다.
<표 3-3> 1인당 실질 GDP(rgdpch)에 대한 결합회귀분석의 결과
1인당 실질GDP

노동생산성

실업률

***

.0854598***

.4498049***

soc

2707.363***

3.128171***

-3.349037**

con

1059.046

pubsoc

-263.4004

***

constant
2

wald χ

***

26162.47

***

454.28

***

-.4128723

***

-3.3164433

2.460216

18.53776

***

332.28

***

129.31***

주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rgptch=1996년 미달러화 기준 1인당 실
질 GDP, pubsoc=GDP에서 공공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soc=사민주
의체제, con=보수주의체제, constant=회귀상수.
2) 유의수준은 *<.05, **<.01, ***<.001로 표시.
9) 연금이나 공공부조 관련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10) 대표적인 것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교
육보장의 전면적 확대, 가족복지서비스 마련 등을 통한 노동시장참여에의 기회평
등전략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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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표 3-3>은 공공복지지출이 1인당 실질 GDP 수준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결합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경험
자료를 분석한 안상훈(2002)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복지가 경제
에 미치는 악영향은 자유주의에서 더욱 극명하고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에
서 자유주의보다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1990년대를 분석한 여
기서의 PK 추정 결과에서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사민주의의 상대적 성공이 더욱 돋보인다. 체제에 관한 더미변수를 투입
한 체제 모형에서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을 1% 올리면 1인당 실질
GDP는 -263.4달러만큼 하락한다. 하지만, Y축 절편의 차이가 세 체제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서, 동일한 수준의 공공복지지출률
을 기록할 경우의 자유주의와 비교할 때, 사민주의에서는 대략 2,700달러,
보수주의에서는 대략 1,000달러만큼 1인당 실질 GDP가 높아진다. 결론적
으로 말하면, 공공복지지출이 1인당 실질 GDP 수준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은 입증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 체제 간 Y 절편의 통계적 차이에 관한 PK 추정 결과는 여기
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동일한 복지지출 수준에서 사민주의, 보수주
의, 자유주의 순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공복지지출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가설도 통계적으로 지지되
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업률에 미치는 공공복지지출의 영향을 보여준다. PK, PCSE
분석 결과는 공히 공공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체제 간에 평균적인 차이를 보이고 특히
사민주의의 경우 실업률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복지지출의 비중이 클 경우, 여러 경제지표 중에서 특히 실업률 감소
효과는 분명히 담보한다고 할 수 있고 사민주의에서 그 성과가 더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민주의의 이러
한 성공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전략을 추진한 것과 관
계가 깊다. 유럽의 복지병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이래 실제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늪에서 허덕인 바 있다. 유럽적 복지병을 고치려는
개혁의 노력이 복지국가 프로그램 전 분야에 집중되지는 않았고, 대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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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급여수준 문제와 관련된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혁에 집
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도 복
지개혁의 축소 합리화 대상이 아니었고, 몇몇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급여
분야의 삭감에 대신한 확장을 겪기도 하였다. 현금급여의 개혁이 보다 쉽
게 이루어진 나라들이 사회서비스가 보다 발달한 나라들이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렇게 보면,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유지를 위
한 현실정치적 개혁 차원에서도 현금급여보다는 사회서비스가 새롭게 부
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근저에는 이 분야의 생산기여적 속성에 대
한 믿음이 자리한다. 이제, 아래에서는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라는 복지
국가의 양대 구성요소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견지에서 어떤 차이를 노
정하는지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제4절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복지는 정치이기 때문에(O'connor & Olsen, 1998; Pierson, 1991; Ahn,
2000)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검
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앞서 이론
적 배경에서 검토하였듯이 조세저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 장에서
는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듯이, 이 절에서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또한 세 가지 복
지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줄 것이다.
먼저 조세저항 정치가 세 가지 복지체제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7]과 같다. 조세저항의 정치는 국민부담 수준,
재분배 정도, 조세저항 수준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했듯이 사민주의 체제는 국민부담 수준은 높지만 재분배
수준도 높고 조세정항은 낮은 체제이다. 반면에 자유주의 체제는 국민부
담 수준, 재분배 수준도 매우 낮고 조세저항 수준은 매우 높은 체제이다.
그리고 보수주의 체제는 사민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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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조세저항 정치의 패러독스
국민부담 수준
국민부담수준

사민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

재분배
재분배 정도
정도

조세저항수준
조세저항 수준
보수주의 체

[그림 3-7]을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낸 것이 <표 > 이다. <표 >
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1996년 서베이 주제인
정부의 역학(Role of Government III)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에서 조
세저항은 조세부담을 전제로 건강, 노령, 실업급여에서 정부 역할을 증대
하는 것에 대한 찬성 대비 반대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국
가는 사민주의 체제인 스웨덴, 노르웨이, 보수주의 체제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공공부조 체제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이다.
<표 3-4>는 조세저항, 국민부담률, 그리고 지니계수 사이의 상관관계
를 보여준다. 먼저 GDP 대비 국민부담률의 경우, 사민주의 체제가
49.0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서 보수주의 체제, 41.20%, 자유주의
체제, 32.78%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저항 수준은 건강 분야에 관
<표 3-4> 조세저항, 국민부담, 지니계수의 관계
유형

건강

노령연금 실업급여 총조세저항 국민부담률 지니계수

사회서비스형

.02

.04

.67

.72

49.05

.25

사회보험형

.15

.18

.90

1.22

41.20

.29

공공부조형

.07

0.19

2.61

2.86

32.78

.33

주 : 지니계수 LIS Wave V, 2000; 국민부담률 Forbe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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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령연금, 실업급여, 그리고 세 분야의 조세저항도를
합한 총 조세저항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 사민주의 체제의 순으
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보면, 조세저항 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이 정확하
게 반비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재분배 정도는 국민부담 수준의 정도 혹은 총 사회지출의 정도
에 비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세저항이 높은 나라에
서 재분배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부조형의 경우에 대상효율
(target efficiency)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는 공공부조형에서의 빈곤이 더 낮아야 하고 재분배 성과도 좋아야 하
지만 경험적인 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형
에서의 복지정치가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
상이다. 납세자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공공부조를 바라보면 공공부조의 수
준을 넉넉하게 할 수 없고, 재분배 효과의 증대가 힘든 것이다. 오히려 대
상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택하는 유형에서 납세
자의 동의를 얻기 쉽고, 결과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넉넉해질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조세정치 혹은 재분배의 패러독스 현
상(Korpi & Palme, 1988)이 경험적인 증거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정치적인 지속가능성의 선결조건 혹은 복지국가 발달을 추동하
는 선결조건이 조세저항을 낮은 수준에서 묶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민주
의 복지체제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5절 결 론

지금까지 세 가지 복지체제에서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가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의 실패에
근거한 담론으로 흐르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도 복지국가를
전반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
는 복지와 생산이 조화를 이룬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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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면 사민주의
체제에서와 같이 생산과 복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를 확
대하는 것이다. 이는 친복지적 정치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우월한 전략이
다(안상훈, 2003). 보다 일상적인 욕구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생산과 복지의 상보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정치
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 제도 구성 전략이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 고용확대는 보다 많은 사회성원이 복지국가에서 직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할 것이고, 복지국가에서 일자리를 확보한 사
람들은 복지국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
적 지지가 복지국가의 유지에 필수적인 정치적 요소라면, 보편주의적인
사회서비스 국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도 훨씬 높다.
결국,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시하
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급여 제공 수준은 매우 낮다(Ahn & Lee, 2005; 홍경준, 2005),
이는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지속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서구의 복지국가는 재정적자, 실업,
소득불평등이라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트릴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복지지출 총량이 낮은 수준인 우리의
경우 트릴레마에서 자유롭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홍경준, 2005).
남겨진 문제는 지금까지의 생산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정책적 관성이
앞으로의 발전적 복지국가 전략에서 생산과 복지의 상보성이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중심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경영
의 핵심으로 생산과 복지가 조화되는 복지국가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
가 아니라면, 또 복지국가 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악순환의 제도적 종
속성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서구의 경험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
지국가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는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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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 제기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경제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혁신지향형 직업․
훈련체계, 외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튼튼한 사회안
전망,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복지체제 등이 주요 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노동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고용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휴인력을
흡수할 새로운 고용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대단히 크
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
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과정, 곧 조세
및 재정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자
들에게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높은 조정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국민경제에 높은 순편익을 제공
한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높고 감세 및 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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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높은 생산성을 통해 혁신
과 통합의 상충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북유럽 복지국가가 조세 및 재
정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선진국형 복지국가
로의 이행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
서는 선진국의 경험이 각국의 제도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현존 자본주의를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우리의 관심
대상인 북유럽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비교제도적 관점 위에
서 추출한다. 제3절에서는 사회지출의 성격을 검토한다. OECD 선진국들
의 경우 한국에 비해 사회지출 예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공통점을 지
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지출
예산의 특징을 확인한다. 또한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제
도적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는가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북유럽 국가들
이 높은 사회지출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
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제도적 개혁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조세개혁의 정치경제학의 주요 논점들을 추출한다. 제5절에
서는 북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추출한다.

제2절 비교제도분석과 비교제도분석과 자본주의의 다양성

표준적인 신고전파학파는 경제시스템을 왈라스적 완전경쟁 모델과 비
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한 경제의 제도가 완전경쟁을 보증하는 제도
로부터 이탈하면 그 경제의 효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상정된다. 신고전파
의 이상, 곧 완전경쟁 시장에서 멀리 떨어지는 제도는 성장․후생․기타
성과지표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비교
자본주의 분석 또는 비교제도 분석(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에
서는 국제 수준의 제도적 다양성에 주목한다. 비교제도 분석의 선구적 작
업인 Shonfield(1965)는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과 아주 다른 제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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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령 프랑스가 근대화한 배
후에는 국유은행․국영기업, 복지국가의 확립, 포괄적인 경쟁규제, 연구
개발에 대한 공공투자, 지시적 계획과 정보교환을 통한 민간행위 주체의
조정 등 경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증대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자본주의의 각종 제도들이 갖는 역사성에 대한 고찰은 조절학파에
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Aglietta(1979)는 미국경제의 사례연구에서
출발하여, 임노동관계, 경쟁형태, 국제관계, 화폐, 공적 당국 등 다섯 개의
‘제도 형태’를 고찰하면서 자본주의와 그 변용의 분석을 제기한다. 이들
다섯 형태의 관계가 한 경제의 전반적인 조절 양식을 특징지운다는 것이
다. 특히 임노동관계는 제도 형태의 계층성 속에서 지배적 위치에 놓인다.
노사간의 타협에 의해 공장에서는 테일러주의방식이 실행가능하게 되고,
대신 테일러주의 방식의 실행에 따라 달성된 생산성 상승 이익의 일정 부
분이 노동 측에 분배되고 고용안정도 어느 정도 달성된다. 그리고 복지국
가에 의해 사회보장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정합적 확대가
가능해지고 국내 생산자 간의 절도 있는 경쟁이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발생할 인플레 압력은 재량적인 통화조절이 가능한 국제 레짐이라는
문맥 속에서 순응적인 화폐금융정책이 채택되는 것에 의해 완화된다. 여
기에 더해 단기의 수요관리정책의 도움을 통해 경제 동태는 안정화되고
빈번한 경기변동의 발생도 억제된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조절학파의
경우,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길’만 존재한다
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Aglietta(1979)의 선행연구
를 계승한 많은 연구자들은 포디즘을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도 적용해 보
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펼쳤다. 그 결과 포디즘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형태가 있고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
출되었다. 미국은 포디즘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신보수주의 전략 및 소
극적인 유연성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인 유연성을 지향하면서 협조적
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복지국가도 수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도 테
일러주의적 대량생산의 결점을 극복한 생산방식을 실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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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제도 분석을 강조하는 전통에서는 미국형 자본주의와 대안적 자본
주의 간의 대립을 놓고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때, 대안적 자본주의란 미
국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실현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미셸 알베르(M. Albert)의 <자본주의 대 자본주
의>에서 시작되었다. 알베르에 따르면, 네오 아메리카 모델과 라인 모델
의 두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가 있다. 전자가 개인적 업적을 강조하고 단
기금융 이익을 중시하며 관계의 취소가능성 및 유연성이 존재한다면, 후
자는 장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집단적 업적에 주목하며 합의에 입각한 사
회로, 알베르는 라인 모델이 네오 아메리카 모델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
한다. 그의 책은 다양한 자본주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 데이비드 소스키스(D. Soskice)와 피터 홀(P. Hall)의 작업
으로 연결된다. 이들의 출발점은 관계로서의 기업이다. 이때, 기업은 동적
인 능력들과 스스로 활동하는 제도적 구조의 발전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
로 정의된다. 이들은 노사관계, 직업훈련 및 교육, 기업지배구조, 기업간관
계, 기업 내부의 조정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주목하면서,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라는
상이한 생산시스템을 비교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해 조정이 이루어
지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이전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 반
면, 조정된 시장경제에서는 각종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
며 특수자산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다. 단기금융, 규제가 완화된 노동시장,
일반교육의 중시, 치열한 제품시장 경쟁 등이 자유시장경제의 특징이라
면, 조정된 시장경제의 특징은 장기금융, 협조적 노사관계, 고수준의 직업
교육, 완화된 제품시장 경쟁, 각종 단체를 통한 정보교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급진적인 이노베이션에 의해 시장에 진출하고 변화하는 시장상
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에서는 자유
시장경제가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지식의 누적적인 형성과 기업특수적
기능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점진적인 이노베이션이 중시되는 산업에서
는 조정된 시장경제가 우위를 갖게 된다.
한편, Schmidt(2002)는 기존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세 가지의 이념형을
제시한다. 시장형 자본주의(영국․미국), 관리형 자본주의(독일․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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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스웨덴), 국가촉진형 자본주의(프랑스․이탈리아)가 그것인데, 이때
각 유형의 차이를 낳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국가이다. 자유주의적 국
가(liberal state)는 시장형 자본주의의 경제적 행위 주체들에게 고도의 자
율성을 부여하고 조정자로서 행동한다. 권능형 국가(enabling state)는 관
리형 자본주의에서, 단체에 의한 통치와 민간행위 주체간의 교섭을 촉진
하는 진행자로서 행동한다. 개입주의 국가(interventionist state)는 국가
촉진형 자본주의에서 민간 활동을 직접 조정하거나 개입하는 지도자로서
행동한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여타의 제도적 특징이 출현한다. 기업관
계의 경우, 시장형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관리형 자본주
의에서는 시장 밖에서 관리되며, 국가촉진형 자본주의에서는 국가에 의해
조직된다. 노사관계 또한 시장의존적․조정적․국가통제적이 된다. 이러
한 접근법은 기업간 관계 및 국가 개입 패턴이라는 두 개의 제도 영역을
고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영역의 의의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다. Rhodes & van Apeldoorn
(1997)은 라틴 유형을 강조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금융시스템의 차이, 기
업소유자의 유형, 이사회 구조, 기업경영에서의 종업원의 역할 등에 주목
을 하며, 국가의 역할,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력, 노사관계, 직업훈련, 노동
시장,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같은 기업의 외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주장한
다. Ebbinghaus(1999)는 복지국가를 고찰하면서, Espin-Anderson (1990)에
논의에 기초해, 북유럽형․중부유럽형․남부유럽형․앵글로색슨형 등 네
가지 모델을 제안한다. 북유럽 모델은 노동력 참가율이 높은 보편적 복지
국가라는 점에서 독일의 중부유럽 모델과 차별화된다. 보수주의 복지국
가인 독일에서 복지는 직업계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스웨덴
에서는 전혀 다른 급부 유형 및 분배의 기준이 채택된다. 앵글로색슨 모
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서는 노조가 강력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한편, Boyer(1997)는 노동시장-임노동관계-의 고유한 형태에 따라 자
본주의를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시장지향형 자본주의(미국․캐나다․영
국)는 분권화와 노동력의 가동성을 중시하며, 노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지 못한다. 코포라티즘 모델(독일․일본)을 특징짓는 것은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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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로, 직업별 노동시장이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 모델(스웨
덴․오스트리아)은 노동조합․기업경영자․정부 간 삼자 합의에 의존하
며, 특히 강력한 노동조합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뿐 아니라 기능 및 직업훈
련을 규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주의 모델(프랑
스․이탈리아)에서는 경제활동-특히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규칙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내부노동시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Amable et al.(1997)은 각국의 상이한 제도적 특징은 상이한 이노
베이션 능력 및 상이한 산업특화 패턴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디어 생산자인 과학 부문, 이 아이디어를 공
작물로 이전시키는 기술 부문, 이 공작물을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시
키는 제조 부문 사이의 상호작용이 핵심이 된다. 이들 세 부문 간의 상호
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영역들로는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금융시스템, 노동관계 시스템이 있다.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은 적응력이
있고 잘 훈련된 노동력을 경제에 공급하는 책임을 갖는다. 둘째, 금융 시
스템은 이노베이션과 생산의 시간적 범위를 정의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선별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투자율을 가능케 한다. 노동관계 시스템
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생산관계에서 협력의 질과 같은 비가격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결정한다. 사회적 이노베이션 및 생산 시스템(Social
System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 SSIP)은 과학․기술․산업․교육
직업훈련․노동시장․금융이라는 여섯 개의 하부 시스템을 가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특정한 형태 및 패턴으로 정의되는데, 네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기업간 및 개인간 경쟁원리에 기반한 시장기반형 SSIP(미국․영
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 행위 주체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되고, 시장 메커니즘은 이 모델의 기반을 이루는 결정적인 관계
를 규정한다. 이 모델의 경쟁력은 행위 주체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의 강
도 및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행위 주체의 능력에 입각한다. 각 개인은 규
제완화된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교육․직업훈련에 투자
한다. 노동시장에서는 기능의 수요에 따라 광범위한 임금분산이 발생한
다. 각 기업은 규제완화된 제품시장으로부터 고이윤을 기대하면서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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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션을 수행한다. 제품시장에서는 신규 진입자에게 유리한 격렬한 경
쟁이 가능하다. 지적소유권은 엄격한 특허 제도에 의해 보호된다. 금융시
장을 기초로 한 시스템은 신기술을 갖는 기업을 창업하는 데 유리하며,
기업통제시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규율한다. 이 모델에 가까운 나라는 지
식이 코드화되고 경쟁력에 발본적인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활동과 서비스
활동에 특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메조 코포라티즘형 SSIP(일본․한국)가 있다. 노동시장은 대기업
그룹이라는 메조 레벨에서 내부화되고 특수한 임금설정 관행 및 특수한
형태의 고용안정이 유지된다. 금융관계는 기업이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기업 활동은 그룹 내부에서 조정되므로 점진적인 이
노베이션의 실행이 가능하다. 교육 시스템은 일반적 기능으로 방향을 설
정하며, 특수적 기능은 내부 이동과 OJT를 통해 그룹 내에서 획득된다.
일본 등 이 모델에 가까운 나라는 고숙련 노동력과 양호한 작업조정이 필
요한 복잡한 공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대신 급진적 및 과학기반
적 이노베이션을 기초로 한 제반 활동에는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 유럽통합/공공형 SSIP(프랑스․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가 있
다. 공적 개입 및 유럽 통합 과정에 의해 다른 범주에 속하던 나라들이 새
롭게 변해 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공적 제도가 이노
베이션의 추진력, 그 코드화, 관리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
조절 과정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민주주의적 구도와 달리 노
사정의 삼자 교섭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교통통신․건강뿐 아니라
일반적․군사적인 거대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에서 발생하는 수
요가 중요하다. 교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구도 주로 공적으로 수
행된다. 그러므로 연구 성과의 민간 영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이나 직업훈
련 및 민간기업 니즈와의 긴밀한 연계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은행기
반형 신용 시스템으로, 은행은 소기업 및 신규 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대
한다.
넷째, 스웨덴․핀란드․덴마크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형 SSIP
가 있다. 노동조합과 경영단체는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한 가운데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각 분파의 이익을 대표한다.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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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잘 훈련된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 제공된다. 이 유형에 가까운 경제는
개방소국 경제로, 고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경쟁조
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포괄적인 복지국가가
노동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한다. 사민
주의형 SSIP는 건강 및 환경관련 활동들에서 경쟁우위가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내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시장기반
형 시스템 또는 영미형 경제로 수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마
블(Amable, 2003) 등의 경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기
반형 시스템으로의 수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방향으로 새롭게 이
동한 나라는 노르웨이뿐이었으며, 나머지 사회적 이노베이션 및 생산 시
스템(SSIPs)은 고유의 특징을 유지했다. 하지만 하부 시스템 분석을 해
보면, 시장기반형 메커니즘이 깊숙이 침투했다는 점에서 SSIPs가 불변인
채로 머물러 있다고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기반형 메커니즘의 우위
는 금융 부문과 노동관계라는 한정된 하부 시스템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동시에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

제3절 공공사회지출과 복지국가의 개혁

복지 제도는 일반적으로 커버하는 리스크의 유형과 리스크를 커버하는
범위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때, 개인 수준에서 대응 가능한 리스크와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리스크 사이의 경계는 시장․인구․기술 그리
고 연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지난 20년간 의료보
험의 정비, 인구고령화와 결합된 연금의 증가, 실업률의 상승에 의한 실
업급여 몫의 증가 등에 따라 사회지출 예산 구조가 큰 폭의 전환을 보이
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전급여를 관련 리스크를 줄이려
는 개인적 노력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
지만, 의료지출 및 연금의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 사회보장지출에는 노령급여, 장애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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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 노령․장애서비스, 유족급여, 가족현금급여, 가족서비스, 실업
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 그 밖의 보험 사고를 대상으로 한 급여 등이
포함된다. 각국의 지출구조는 어떤 유형의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
할 것인가에 대한 고유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다.

1. 주 성분 분석
전 분산의 1/3을 설명하는 제 1인자는 공공지출 총액 및 GDP 대비 공
공 사회지출 규모이다. 이 축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공적복지 시스템을 갖
는 나라들(핀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노르웨이 등)과 보다 한정적인
공적복지 시스템을 갖는 나라들(일본․미국․캐나다․포르투갈)이 구별
된다. 제2인자는 가족급부(+측)와 고령자에 대한 지출(-측)을 구별한다.
제3인자는 GDP 및 공적지출에서 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측)과 사회
지출 총액에서 공적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각국을 구별한다. 지
난 20년간에 걸친 복지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 노령급부의 증가, 의료급
부의 증가, GDP 대비 복지지출의 증가 등 세 가지의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림 4-1]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 1993～2004년
스웨덴
프랑스
독 일
EU-15
네덜란드
OECD-28
영 국
미 국
중 국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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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한국

프랑스
영국
OECD

덴마크
OECD
미국

독일
네덜란드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최초의 인자 평면에 각국을 투영함으로써 공적복지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들(평면의 좌측에 위치)과 공적복지 시스템이 약한 나라들(일본․미
국․캐나다)이 분명히 구별된다. 극히 부유한 나라들이 축의 양측에 존재
하므로, 이 축에서는 1인당 GDP의 상대적 수준에 의해 각국을 구분할 수
는 없다. 분산의 60%를 설명하는 이 인자 평면에 의해 지금까지의 분석
에서 통례화된 국별 그룹이 분열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
국은 여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복지 예산을 갖는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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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고액의 자기 부담에 의한 지출로 의료지출 총액이 큰 부분을 차
지한다. 독일․벨기에․프랑스와 함께 의료비의 낭비가 그룹에 해당된다.

2. 클러스터 분석
세 개 내지 여섯 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된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
이․핀란드로 구성된 클러스터 4는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대표한다. 고령자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 급부로 인해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의 비중이 높으며, 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미국․캐
나다․일본․한국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2는 사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장중심형 국가인 영국이 포함되지 않
는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세수에서 자산과세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물품 및 소비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낮다. 클러
스터 1과 클러스터 6은 제2축에서 대조적이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프랑
스․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 유럽대륙의 공적 시스템보다는 클러
스터 2의 사적인 복지시스템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대륙의
경우에는 공적으로 지출되는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에 의해 특징 지워지
며 GDP에서 법인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다.
[그림 4-3] GDP 대비 연금 및 의료 공공사회지출 비중
현금급여

서비스
스웨덴(31.3)
덴마크(27.6)
프랑스(26.3)
독일(25.2)
노르웨이(24.8)
영국(22.1)
OECD-20(21)

노동연령 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연금
(노령 및 유족)

네덜란드(20.3)
캐나다(16.8)
미국(15.6)

주 : GDP 중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였음.
자료 : OECD, Soial Expenditure database.

의료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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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국의 GDP 중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공공사회지출 중 공적부조 비중
1)

벨기에
캐나다
중국
1)
체코
덴마크
독일
프랑스
1)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1)
스위스
영국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공공사회지출 대비 공적부조 비중
27.2
2.5
16.8
11.2
5.8
5.3
20.1
17.5
27.6
3.6
25.2
4.2
26.3
2.1
6.1
7.7
24.8
2.6
20.3
5.2
31.3
2.2
26.4
2.4
22.1
11.8

주 : 1) 2001.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Economic Survey of China.
<표 4-3> OECD 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성
GDP 중
소득세
세수 비중
오스트레일리아 31.6
17.5
벨기에
45.4
17.7
캐나다
33.8
15.5
체코
37.7
9.6
덴마크
48.3
29.0
프랑스
43.4
10.1
독일
35.5
9.7
한국
25.3
7.1
네덜란드
38.8
9.9
뉴질랜드
34.9
20.8
노르웨이
43.4
18.8
스웨덴
50.6
18.3
스위스
29.5
12.6
영국
35.6
13.0
미국
25.6
11.1
평균
OECD 전체
36.3
12.6
EU15
40.5
13.7

사회
보장세
14.4
5.2
18.4
1.2
16.4
14.4
4.9
14.1
10.0
14.7
7.5
6.6
6.7

payroll
tax
1.8
0.7
0.2
1.1
0.1
2.5
-

9.5
11.6

0.4
0.4

자료 : OECD(2006), Revenue Statistics.

재산세

판매세

기타

3.0
1.5
3.4
0.5
1.8
3.2
0.8
3.0
2.0
1.8
1.1
1.6
2.5
4.2
3.1

9.4
11.2
8.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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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해 제공된다. 영국․캐나다 등 시장기반형
모델일수록 자산조사에 의존한 공적부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사회민주주의형 모델의 경
우에는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적
부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국가는 대신 현물 서비스나 그 밖의
다양한 보편적 급여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비교복지 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을
까? 사민주의형 모델이 고도로 특수한 모델이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물론 그 밖의 유럽 국가들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선행
문헌에서는 모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이 모델로 분류된다.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의 소득이전을 동반하면서 재분배적인 현금․서비스 급부를
제공한다는 이 모델의 특징은 Esping-Anderson(1990)에 의해 분명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며,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다. 각 개인은 시장에 참
가하지 않고 또한 가족의 지원 없이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자유주의 모델의 특징은 공공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점 그리고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쳐야 하는 공적부조, 노동소
득을 추구할 인센티브를 염두에 둔 정액제의 급여 그리고 제한적인 사회
보장제도로 요약될 수 있다. 급여는 최빈층에 대한 안전망의 제공을 목표
로 설계되었으며, 이 시스템에 재분배라는 목적은 없다. 수급 규칙은 엄
격하며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급여는 빈약하며 국가는 최소한의 부조만
제공한다. 보편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주
의 시스템은 (재)상품화를 중시한다. Ebbinghaus(1998)는 미국의 자유주
의적 잔여주의와 영국의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모델을 대립시킨다. 영국
은 순수한 자유주의 모델과 스칸디나비아의 보편주의 모델의 중간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Flora(1986)도 유사한 입장을 채택한다.
보수주의적 코포라티즘 모델은 현상을 유지하고 사회집단간이 아니라
사회집단 내부의 연대를 추구한다. 사회민주주의 모델만큼의 재분배는
행하지 않으며, 현금급여는 경제활동 및 고용에 연동된다. 이 체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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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추구한다. Ebbinghaus(1998)는 ‘라틴형’ 잔
여주의 복지국가의 클러스터를 추가하면서,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
아․프랑스와 대륙형 복지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복지국가로서의
급여가 적을수록 교회․가족 등 전통적인 매개 제도들이 존재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대륙형 복지국가의 서브 그룹으로 분류
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영국과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과소복지국가’ 범주에 포함시킨 Ebbinghaus의 분류는 프랑
스의 사회보장 범위를 과소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1990년대 복지국가의 개혁
유럽의 사회모델은 조정된 임금교섭, 노동시장의 규제, 연대주의적 임
금정책,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결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규제된 자본
주의(socially regulated capitalism)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1990년대 복지-노동연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지만, 이 과정은 사
회적 타협과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
탈리아처럼 사회적 교섭을 실행할 구조를 갖추지 못한 나라들에서도 교
섭은 불가피했다. 이때 사회협정의 초점은 임금억제를 통해 인플레를 억
제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사회적 이전․노동입법 등 복지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과정은 복지개혁에 대한 앵글로색슨적 접근
과는 대조적이었다. 일방적 정책이 가능했던 앵글로색슨 국가와 달리 대
륙에서는 사회보장의 통치구조 문제로 인해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협조가
중요했다. 노조와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자기통제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혁을 실행할 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사회보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개혁을 실행하려면 이들의 공식적인 합의
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협정은 조합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임금교섭의 분권화 압력이 늘어나는 상
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복지의 삭감과 보수의 억제를
용인하는 것이다.
Ebbinghaus & Hassel의 4개국 비교연구를 보면, 개혁의 성공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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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위 주체가 합의에 이를 유인과 능력에 크게 좌우되었다. 네덜란
드에서는 노사정 협조가 성공하였다. 제정법에 의해 정해진 임금정책이
오랜 기간 펼쳐졌고 교섭은 집권화되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오
래 전부터 임금정책에 관여했는데, 노조의 기반이 대단히 취약했으며 공
통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다. 프랑스의 고용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에 분열되어 있었으며, 교섭의 분권화를 선호했다. 기업 수준에서의 교섭
이 보급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프랑스가 놓인 상황은, 사회적 파트너
가 노동시장을 규제하거나 복지개혁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을 저지할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있
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독일에서 정부는 임금교섭에 간섭하지 않고 조
합은 네덜란드보다도 강력해서 협조를 성공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
이때, 복지국가의 삭감은 한정적이었다. 유럽대륙에서 사회보장 시스템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관련 사업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높은 세율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증대를 낳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었다. 인구의 고령화는 부과방식
(PAYG) 시스템에서는 연금 부담을 증대시킨다. 성장의 둔화와 탈공업화
는 실업 및 실업급여를 증대시켰다(Iversen & Cusack). 단독 세대가 늘
어남으로써 사회보장을 ‘가족’ 속에서 내부화하는 것도 곤란하게 되었다
(Pierson, 2001). 이러한 압력은 복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혁을 요청하
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는 유럽형 복지국가의 장래에 대
한 불안으로 특징지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에서 사회보
장의 중대한 해체는 일어나지 않았다(Rhodes, 2001). 복지국가가 중대한
공격을 받았던 것은 이미 사회보장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나라들, 특히 영
국이었으며 권리에 대해 책임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주된 특징이었다.
민간 차원에 의한 보완이나 추가적인 지출 억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
다. 분명한 것은 시장중심형 자본주의의 복지국가로 수렴하는 것은 존재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이처럼 제한적인 변화만 일어났는가? ‘경로의존’설에 의하면 복지
시스템은 각국마다의 규제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강조될 것이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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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압력의 정치적 대표제를 함의한다. 강력한 복지국가는 사회 코포라티
즘, 그리고 다수결 시스템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와 결합된다. 권력이 집
중된 시스템에서는 복지개혁의 여지가 크지만, 권력이 넓게 공유된 시스
템에서는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과방식 시스템의
개혁은 강력한 기득권층의 이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들의 강력한 저항
에 직면하게 되며, 복지개혁의 이익은 그 비용에 비해 평가가 곤란하다
(Pierson, 2001). 더욱이 복지국가를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는 세계
화도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Ganghof(2001)는 세계화가 소득불평등과
리스크를 높이는 것이라면 복지 노력을 늘릴 인센티브를 낳는다고 주장
한다. 자본이동은 이러한 노력을 곤란하게 할 것이고 세제개혁이 이루어
져 복지국가의 목적들이 희생될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의 해체는 단순히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유럽대륙에서 강력한 복지국가가 존
재하는데는 제도보완성에 기초한 시스템으로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유럽대륙형 복지 시스템은 고유한 약점이 있다. 임금에 기초한 갹
출은 노동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며 저생산성 노동자를 시장으로부
터 퇴출시켜 고용성장을 둔화시킨다. 결국 실업 증가와 노동비용에 대한
복지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여되어 있
으므로 조기퇴직의 경향이 생기며 취업비율을 저하시키고 복지지출을 늘
리게 된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노동자는
파트타임 노동과 유기고용에 종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비표준적
인 고용형태의 발전과 서비스 부문으로의 고용창출을 방해한다(Hemerijck
& Manow, 2001). 이러한 고용 없는 복지의 전략은 유럽대륙을 노동생산
성 상승에 의한 고임금․고생산성을 실현하는 산업전략으로 향하게 했다.
여기에는 R&D와 노동자 훈련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유럽의 생산
구조가 부단히 개량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실업,
저숙련, 복지의존형 노동자와 고용, 고숙련, 조세부담형 노동자의 새로운
대립을 발생시킨다. 복지 시스템의 비용과 급부의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노동력의 이중성에 박차가 가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정치
적 토대를 침식시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개혁은 제
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델에서는 복지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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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기에는 사회세력들의 이해구조 및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반영된 것
이기 때문이다.

제4절 조세구성의 정치경제학

예산정책을 통해 재분배를 행하려는 정부는 주로 예산의 조세 측면보다
는 지출 측면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덜 효율적인 조세구조는 조세 및
지출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세 측면도 그 의의가 크
다고 보아야 한다. 지출 수준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이 조세 구조를 둘러싼
투쟁으로 발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2002년 11월 20
일자에 실린 논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내용은 연소득 12,000달러 이
하인 납세자들에게 경미한 조세부담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 ‘운좋은’ 사람들은 누진적 조세구조로 많은 혜택을 입기 때문에
소득세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
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에 대해 불타는 분노를 느끼도록 하는 수준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덜 누진적인 조세체계 속에 놓여 있다면, 사람들의 조
세저항도 커질 것이며 따라서 조세 수준도 감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의 조세구조 ‘효율성’은 조세의 선거 비용을 지칭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조세구조 (비)효율의 비용은 경제적 비용 및 행정적 비용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높은 조세 부담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이라면 임금소득에 대한 누진 조세
는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세 부담의 수직적 분
배(vertical distribution)는 조세 형평 및 효율의 한 차원일 뿐으로, 상이
한 수준의 소득이 아닌 상이한 유형의 소득에 대한 상대적 조세 부담과
관련되는 수평적 분배(horizontal distribution)도 중요하다. 조세 부담의
수평적 분배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효율
을 개선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령,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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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노동을 차별하는 이중소득세(Dual Income Taxes: DITs)를 운용
하고 있다. 자본소득은 비교적 저율의 단일세율(25～30%)을 적용하는 반
면, 임금에 대해서는 최고 60%에 육박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이
들 국가가 전통적으로 재분배에 높은 열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노르웨이 보수당 정권을 이끌었던 카레 윌록
전 총리는 “사민주의자들이 예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노동소득에
비해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이제 생각을 바꿨다”고 진
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조세정책이 공공부문의 높은 지출과 어떻
게 계속해서 양립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모
순적이라기보다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온건한
자본소득 과세가 조세구조의 전반적인(=선거․경제․행정상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공공지출 수준도 늘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구조의 정치학을 유럽연합과 OECD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량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에 기초한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시도하였다. 특히 수
평적 조세구조 효율성과 수직적 조세구조 효율성 사이의 잠재적 상충관
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특히 소득세 정책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수평적 효율성이 자본소득에 대해 적당하고 비례적
인 과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수직적 효율 및 형평성은 임금에 대한 누
진과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높은 세율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납세자들은 고과세 소득을 저과세 소득으로 전환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유인을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비용이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세율 격차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가능
성도 높다. 따라서 수평적 조세구조 효율성과 수직적 조세구조 효율성 사
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 정 의
‘소득세(income tax)’와 ‘소비세(consumption tax)’는 OECD Revenue
Statistics의 용례를 따라 ‘제도적’ 의미에서 접근한다. 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직접세인 반면 소비세는 간접세이다. 그러나 이들 용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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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의미가 별도로 존재한다. 소비세 또는 지출세는 분석적 의미에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누진적인 과세로서 실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와 지출세 사이의 분석적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자본소득’의 두 가지 유형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자본의 정상수익(normal return to capital)은 소비의 연기에 대한
수익으로, 부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수익이다. 만약 내가 기계를 한 대 산
다면, 나는 이 투자로부터 최소한 국공채 매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수익이란 자본에 대한 한계투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반면 초과정상수익의 경우에는 혁신에 대
한 수익, 독점적 권리로 인한 수익, 기업가적 기술에 대한 수익 등이 포함
된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 소프트의 이익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통상 ‘자
본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초과정상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위에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분석적 유형의 조세를 구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wage tax)는 정상수익에 대해서, 초과정상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지출세(expenditure tax)는 정상수익에 대
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초과정상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소
득세(income tax)는 정상수익과 초과정상수익 양자에 대해 과세를 행한
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초과정상수익에 대해서는 투자 결정을 왜곡하지
않고 과세가 가능하지만, 정상수익에 대한 과세는 저축과 투자 결정을 왜
곡한다(Przeworski & Wallerstein, 1988). 따라서 초과정상수익과 정상수
익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상수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정상수익은 저축자가 소비를 그대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에
대해 높게 과세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축 성향이 높은 개인들에게 높
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초과정상수익은 우발수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지출세(direct expenditure tax), 즉 정상수익을 면제한 지출세11) 역시 소
득세와 같은 정도의 누진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Murphy &
Nagel, 2002; Avi-Yonah, 2004).
11) 이 때는 직접 지출세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64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2. 효율적 조세구조와 차별화된 소득과세
조세구조와 조세수준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조세구조가 보다 효율적일수록 세입 수준
도 늘어난다는 것이다(Hettich & Winer, 1999). 이때 ‘구조’란 상이한 조
세 유형들의 배합은 물론 개별 조세의 내적 구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효율’은 조세의 경제적․정치적(=선거적)․행정적 비용과 관련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어떤 학자들은 인과연쇄를 조세수준으로부터 조세구조
로 설정하기도 한다. 민주국가라면 과세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조세
구조를 요구하게 마련이라고 하였다(Lindert, 2004). 조세 효율의 변화가
과세 및 지출 수준의 변화를 수반한다며 정반대의 인과연쇄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Becker & Mulligan, 2003; Kato, 2003).
효율적인 조세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Becker & Mulligan(2003)은 효율적 조세구조의 핵심이 단일 세율(flat
rate)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Frank(1999)와 Layard(2005)는 누진적인
직접세에 기초한 조세구조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의 정상수
익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된다. 특히 Przeworski & Wallerstein
(1982, 1988)은 자본소득 과세의 경우, 경제적․정치적․행정적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복지국가들은 앞으로 자본소득 과세를 완화할 것이
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도 이 견해에 동조했다. 실제로
각국의 좌파 정부들도 정부 예산의 세입 측면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정부
예산의 지출 측면에 대해서는 형평을 강조하면서, 양자의 조화를 위해 정
상적인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낮게 유지했다(Garrett & Lange,
1991). 경제학계에서는 Linbert(2004)가 세입 규모 및 정부지출 규모가 큰
복지국가의 경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유를 조세구조의 효율성
에서 찾았다. 이들 연구는 자본에 대한 평균적인 실효조세부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계실효세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
했다. 정상적인 자본소득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은 문제
가 많다는 것이다(Slemrod, 1990).
이들의 주장은 근로소득세 및 소비세에 대한 자본과세의 비율이 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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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EU 및 OECD 국가의 조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
GDP중
조세
수입
자본 근로
비율 총 계 소득 소득

최고 소득세율
(2004)
소비

기업

최고
개인소득세율
(2003)
평균
개인
임금

전체 GDP 중
소득세 비율
(1995～2002)
기업

개인

EU-15개국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필란드
스웨덴
영국

46
50
41
36
35
45
32
43
41
41
44
35
47
52
36

27
31
24
17
25
36
27
28
29
27
25
28
31
29
31

17
20
19
12
17
19
20
20
21
19
21
18
26
20
22

44
41
40
37
29
43
29
41
29
34
40
33
44
49
25

22
33
18
18
16
18
26
18
23
23
22
20
29
29
22

34
30
39
35
35
35
13
37
30
35
34
28
29
28
30

54
62
47
40
45
58
42
46
39
52
50
40
53
56
40

95
93
163
197
265
209
208
317
107
156
208
602
191
173
150

3
3
1
3
3
3
3
3
8
4
2
3
4
3
3

14
26
10
5
7
7
9
11
8
7
10
6
14
17
10

28
26
37
32
25
28
n.a.

n.a.
n.a.
n.a.
n.a.
n.a.
n.a.
n.a.

24
24
30
22
36
32
24

6
7
14
12
27
10
18

39
42
36
30
28
24
33

39
50
44
47
55
41
39

932
429
261
123
284
n.a.
154

2
4
4
5
6
3
4

12
6
13
12
11
10
15

기타 OECD 국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29
27
36
30
43
30
35

주 : n.a는 알 수 없음. 모든 자료는 소수 첫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음. OECD 평균은
2000년 혹은 2001년까지의 것으로 기간이 더 짧음.
자료 : EU 15개국의 조세 자료는 Eurostat(2004), 기타 OECD 국가는 OECD(2004b)을
인용하였음. 법정 세율 자료는 다양한 자료원을 조합, 특히 Ganghof(2006)를 참
고하였음. 과세최저한은 OECD(2004c)를 기초로 계산하였음.

세부담과 함께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995～200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Eurostat(2004)와 Carey and
Rabesona(2002)의 자료를 결합해 <표 4-4>을 도출하였다. [그림 4-3]에
는 총조세부담(=전체 GDP 중 조세수입)과 각국별 임금차이를 통제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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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총 조세부담(근로소득세+소비세) 대비 자본소득세 비중
일본
호주
체코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전체 GDP중 조세수입 비율(%) | 임금조정
coef=-1.8094852, se=.33847687, t=-5.35

로소득세+소비세) 대비 자본소득세 비중 사이의 관계가 제시. 이러한 통
제는 조합주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효
율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이 상대적으로 중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다12)(Summers, Gruber & Vergara, 1993). 앞에서 예
상했던 것처럼 총 조세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세+소비세) 자본소득세
비중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조세효율은 완화된 자본과세를 요구한다는 가정과 현실적으로 소득과
세가 여러 상이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관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조
세구조의 효율을 단순히 조세 배합(tax mixes)으로만 이해하는 정치학자
들의 경우에는 양자의 양립가능성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
에 따르면, ‘누진적’ 재산세나 소득세는 자본에 주로 과세되는 반면, ‘역진
적’ 소비세나 사회보장세는 자본에 과세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의 조세
배합에서 후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일수록 조세부담이 크고 사
회보장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
12) 임금조정 점수는 OECD(2004a : 151)의 것을 활용한 것이며,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자본과세/(근로소득세+소비세)=135.42-6.87․임금조정-1.81․총조세. 조정
2
된 R =-0.77.

사회지출과 조세의 정치경제학: 북유럽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67

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득세 내부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소득과세를 낮게 하는 것은 자본소득 부담을 완
화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소득세 시스템 내부에서 근로
소득을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차별적인 소득과세’ 방법도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덴마크를 비교해 보자. 프랑스는 대단히 ‘역진적’인 조세 배합
을 가지고 있다(Kato, 2003: 94～110).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부담이 전체
GDP의 9.8%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덴마크는 소득세 부담이 GDP의 28.8%
나 되었다. 조세 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덴마크의 조세/복지국가가
이토록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퍼즐이 된다. 그러나 일단 자
본과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표면상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대한 평균 세율은 35.5%로서 EU국가 중 가장 높다. 반
면 덴마크의 자본과세율은 30.5%이다. 이는 덴마크의 소득세 구조가 고
도로 차별화(highly differentiated income tax)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용
자 보수에 대한 실효세율은 41%이며, 최상위계층의 한계세율은 60%를
넘을 뿐 아니라 생산적 노동자의 평균적 급여수준 이하에 설정되어 있다.
반면 주요 유형의 자본소득들에 대해서는 30% 또는 그 이하의 세율을 적
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본소득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은 20.1%에 불과
하다. 이는 프랑스의 18.8%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덴마크와 프랑스의 차이는 자본과세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근로소득과세의 누진성 여부에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소득
과세의 지배적인 형태가 급여세(payroll taxes)인 반면, 덴마크는 지배적
인 형태가 소득세(income taxes)인 것이다. 급여세는 일반적으로 조세로
간주되며, 기본적인 조세 환급(tax allowance)이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역진세라고 할 수 있다. 조세 환급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조세부담을 줄이
지만 기여금에 대한 상한이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상대적 조세부담도 줄
여준다. 따라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처럼 소득세가 ‘작은’ 국가들 역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별
도의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별화된 소득세(differentiated income
taxes)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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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일종의 누진도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 과세 중 커다란 부분이 급여세와 소비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기초공제 금액이 크고 적용 세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소득세는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상쇄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확대적용할 경우, 상위 개인소득세율의 적합한 예측치
가 GDP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이 아니라 GDP 대비 총 조세 비중이라는
점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고율 과세 국가와 저율 과
세 국가의 차이는 노동소득에 대한 직․간접세의 차이에 의해 설명이 대
체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과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상위
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이 직접(총 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서) 또는 간접적으로(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보다 누진적이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충관계와 추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소득세제 발전에 대한 정형화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정상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엄격한 제약이라는 가정을 사
용하기로 한다. 정책 변화란, 세율 차별화의 보다 효율적인 형태를 찾아
가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북유럽의 이중소득세와 같
은 기존의 소득세 체계의 성격이나 조세 경쟁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정치학자의 ‘표준화된’ 견해부터 간단히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학자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소득세 개혁과 관련하여 이념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wank & Steinmo(2002 : 645)는 ‘패러다임 이
동’을, Kato(2003 : 14)는 ‘누진소득 과세 이념의 역전’을 언급한다. 이들은
주로 자본소득 과세구조(structure)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
제상의 혜택은 공급 측면에 대한 ‘미시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Steinmo, 2003), 연금․주택 등 개인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숨겨
진’ 복지의 제공으로 해석된다(Howard, 1997; Ervik, 2000). 이들의 논의
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은 자본소득 과세구조에 대한 이러한 조작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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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조세개혁을 통해 각종
특혜를 없애고(level the playing field) 소득과세를 보다 ‘시장 순응적’으
로 만들었다는 것이다(Swank, 1998; Garrett, 1998b).

제5절 덴마크의 조세개혁

조세의 비교정치경제학에 관한 최근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사실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전체 조세체
계에 누진성을 도입하면서 1950․60년 복지국가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존
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소득세가 다른 조세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Wilensky, 2002, 12
장).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누진소득과세
의 이념이 세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세율 인하가 유행을 하고 세수는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 크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Kato, 2003: 14). 대내적으로는 ‘평등지향적 소득과세’로부터 ‘효율지향적
소득과세’로의 ‘패러다임 이동’이 있었으며(Swank & Steinmo, 2002: 645),
국제적으로는 법인소득세율 및 개인소득세율의 하락 압력이 점증했다.
그 결과 소득세율의 인상은 대단히 어려운, 심지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규모 조세국가/복지국가의 건설 및 유지가 소비
세와 사회보장기여금과 같은 ‘역진적 세금’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덴마크의 사례는 이러한 정형화된 사실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전체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30%를 유지하고 있다. 이 비
중은 그 다음으로 소득세 비중이 높은 스웨덴과 뉴질랜드보다 1/3 이상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 미국의 총 조세 비중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덴마크의 소득세 비중은 1975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1/4 가량이
나 늘어났다. 이러한 세수 수준을 달성하려면 한계세율이 높은 수준을 유
지해야만 한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상위 개인소득세율은 63%로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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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인트만 떨어졌다. 덴마크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상위 개인소득세율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사례는 일종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다. 누진소득과세의 문제
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독 덴마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세를 대규모로 유지하고 나아가 늘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나?
높은 소득과세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자본소득 과세가 높은 경제적․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만하게 유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낮은 소득과세는 자본소득에 대
한 과세부담을 낮게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자
본소득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노동소득보다 덜 누진적으로 만드
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덴마크의 정책결정자들은 두 번째 옵션, 곧 차
등소득과세(differentiated income taxation)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소득세를 설립․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소득세
는 주로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문제는 높은 임금소득 과세가 별
다른 저항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 특히 심화되는 조세경쟁 속에
서도 정책결정자들이 높은 임금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
엇인지를 해명하기로 한다. 자본소득의 실효세율은 낮았으며, 조세경쟁은
주로 특정 유형의 자본소득에 대한 법정세율(statutory)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제개혁가들은 특정 유형의 자본소득 세
율은 낮추고 노동소득 세율은 오히려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차등소득과세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자본과세와 노동과세 사이의 커다
란 세율 격차는 경제적 비효율, 행정적 복잡성, 투표자의 분노 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이들 문제가 있으며, 세제개혁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덴마크의 높은 소득세에 대한 주요한 도
전이 되지는 않았다. 이 통찰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여타 유형
의 조세에 비해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적인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납세부담을 최소
화함으로써 저숙련계층의 고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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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과 위기 : 덴마크 소득과세(1903～82)
덴마크의 소득과세는 정형화된 사실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덴마크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비체
계적이면서도 대단히 큰 규모를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자본
소득과세의 세수증대 잠재능력은 물론 소득과세의 누진성이 현저하게 약
화되었다. 덴마크의 개인소득세는 1903년에, 법인소득세는 1922년에 제도
화되었다. 처음부터 자본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때 가
장 중요한 유형의 자본소득은 ① 자가보유 주택의 지분에 포함된 가계저
축, ② 기관투자가를 통한 연금저축, ③ 기업의 사내유보이윤 등이다.
첫째, 주택보유자들에게 주택담보 장기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해서는 소
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모기지 지급금액은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자가보유주택의 투자수익이 이자공제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된다면 이러한 공제는 결코 ‘조세지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가보유주택의 임대가치에 대한 과세는 1903년에 도입되었지만,
이 조세는 모기지 공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좌파는 세제상의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우파의 거부권 및
예상되는 선거상의 파장 때문에 결국 좌절되었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의 축소는 정
치적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1973년 사회민주당에서는 공제를 축소하
<표 4-4> 덴마크의 조세체계(GDP 대비 비중)
1924 1948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2
총 조세

10.8 20.4 29.9 39.2 40.0 43.9 47.4 47.1 49.4 49.8

소득세

4.6

8.9 13.7 20.1 23.6 24.3 27.1 27.6 30.3 29.4

개인소득세

-

-

가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

-

-

-

-

-

-

-

-.6

-.7

자영업 소득세

-

-

-

-

-

-

-

-

1.3

1.2

1.0

1.2

1.4

2.3

1.5

2.0

2.9

12.4 19.1 22.4 22.9 23.9 24.8 26.7 26.3

기업소득세

-

-

1.4

OECD 소득세 평균

-

-

9.0 10.4 11.6 12.4 12.7 13.2 12.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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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파적 당원들이 중도민주당으로 분
당하였고 그리고 집권 사민당은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 결과 자가주택
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노동소득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로 계속 과세를
행했다.
둘째, 1903년 법에서는 연금기여분을 과세대상 소득의 일부로 간주했
다. 그리고 1912년의 법에서는 모든 자발적․강제적 기여분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1922년부터 개인 기여분에 상한을 설정해 소
득공제 대상으로 삼았다(were made deductible). 정책결정자들의 경우 국
민들이 퇴직대비 저축을 늘리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1980년
대 초반까지는 소득세의 증가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병행
해 왔다. 1924년 연금기금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이 공제 대상이 되었으
며, 연금소득은 비과세되었다. 1955년에는 연금기여금 소득공제분의 상한
이 철폐되었으며, 1958년에는 연금저축 과세 문제가 모두 성문화되었다.
1961년에는 저축 증가를 목적으로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함으로써 세제상
의 유인을 강화했다. 1972년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자본의 정액 기여금이
모두 고용주 기여분으로 간주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여분은 전액 세액공
제가 되었다.
[그림 4-5] 덴마크와 OECD의 최고 한계세율
%

덴마크의 최고 한계세율

OECD의 최고 한계세율
OECD의 법인세율

덴마크의 법인세율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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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인소득세는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1965
년 덴마크의 총 세수는 GDP의 30% 가량이었다. 이 중 12.4%는 개인소득
세에 기초한 것이며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이후 15년 동
안 개인소득세는 2배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1980년에는 전체 GDP의
23%에 달했다. 반면 법인세수 비중은 그대로였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투자 및 성장에 미치는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투
자 인센티브에 그게 의존했다. 더욱이 법정 법인세율도 그리 높지 않다.
1970년에는 36%로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의 절반 정도였으며, 여타
OECD 국가의 법인세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법인세율 자체가 높지 않고 자본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
조치가 많기 때문에 덴마크의 소득과세는 주로 근로소득세에 의존해 왔
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결정자의 고유한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본소
득에 과세를 할 경우 경제적․정치적․행정적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
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부과된 총 조세부담은 정책당당자가 의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완만한 수준이었다. 모기지 이자를 공제해 준다는 자유주
의 원칙(liberal interest deductibility rules)이 연금저축과 자가보유주택
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행과 결합됨으로써, 개인자본소득세에
대한 덴마크 고유의 과세는 덴마크 정부의 세수를 줄이는 주된 요인으로
존재해 왔다. 1986년 개인 자본소득으로부터 획득한 세수는 GDP의
-1.6%였으며, 이는 법인과세로부터의 세수를 통해 겨우 보충될 수 있었
다. ‘소득’세에 기반한 총 조세부담은 순수한 근로소득과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본소득을 우대하는 조세차별은 덴마크는 물론 여타 북유럽 국가들에
도 존재한다. 어쨌든 이러한 조치는 덴마크 자본소득과세의 세수 기반은
물론 그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목표도 훼손한다. 첫째, 여러 유형의 저
축 및 투자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방해를 받게 된다. 둘째, 민간 채무의 이
자를 관대하게 공제해 줌으로써 가계의 저축을 위축시킬 수 있다. 셋째,
자본소득에 대한 대규모의 세제상의 우대는 소득세의 실효적 누진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련의 절세 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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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덴마크의 정부 당국자들은 1980년대 초 소득세
정책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2. 개혁과 이후의 전개 과정 : 1982～2003년
1982～93년까지 그리고 2001년부터 중도우파 소수파 연합정권에 의해
조세개혁이 단행되었다. 1993～2001년까지는 사민당 주도의 연합정권이
조세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대부분은 소수파 정권에 의해 이루어졌고 소득
세 개혁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초당파적 합의가 존재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소득과세를 보다 효율
적이고 보다 평등하게 하려면 버려야 할 허구적인 원칙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던 것이다.
1980년대 초, 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연금
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다. 사민당인 소수당 정권이 민간 연기금으
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철폐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1982
년 반대당에 의해 부결된 바 있었다. 다음해에 유사한 법안이 중도우파 연
합에 의해 다시 시도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3.5%의 장기 실질수익률을 초
과하는 연기금에 대해 40%의 ‘실질이자세’를 제안했다. 1983년 이전의 저
축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었지만, 실효세율은 처음보다 낮아졌다.
1985년에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초당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8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본과세와 노동과세를 분리하는 이
중소득세(Dual Income Tax : DIT)가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자본소득은
5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였다. 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적 한
계세율을 계속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고 세율은 73%에서 68%로 인하되
었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은 확대되었다. 이자, 배당, 자가보유주택
의 귀속임대료, 비법인기업 투자자본의 귀속수익, 일부 자본이득에 50%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중소득세’(DIT)의 배후에 깔려 있는 생각은 근로
소득과세의 누진성과 세수창출 잠재력을 억제하지 않는 가운데 자본소득
과세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때 조세경쟁은 고민의 대
상이 아니었다. 법인세율은 민간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보조를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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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40%에서 50%로 인상했다. 단일비례세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소득과
세의 효율성 이익을 달성하려면 법인세율도 자본소득세율에 포함시켜 같
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자 공제분의 조세가치(tax value of
interest deduction)를 줄인다는 데 있다. 옛 시스템에서는 이자지급(부의
자본소득)이 최고 한계세율 73%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되었다. 이는 모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함께 과세하려는 무익한 시도의 결과였다. 자본
소득세율을 50%로 낮춤으로써(추가 모기지 이자의 세액공제분을 제거)
이중소득세는 이자 지급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가치를 크게 줄이고 주택
소유자에게 부여된 세제 혜택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
간부채 및 주택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감소,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자본소득과세의 세수 확대 등이 조세개혁의 주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중소득세 모델은 이후 여타 북유럽 국가의 조세개혁 과정에서 대표
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이 모델을 포기했다. 1993년
덴마크는 차등성이 보다 큰 소득세제를 도입했다. 사민당 주도의 연합정
권이 개혁을 이끌었지만, 핵심 내용은 과거 중도우파 정권 때 설립된 위
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특히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누진
세율 스케줄에 플러스(+)의 자본소득도 포함시키려 했다. 그 결과 이자소
득,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 단기 자본이득 등 일부 자본소득은 근로소득
과 공동으로 과세가 되었다. 그러나 장기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은 별도의
이원화된 조세 스케줄 아래 과세가 되었다. 자본소득을 누진적 소득과세
에 다시 포함시키기 위해 노동에 대한 한계세율을 인하했다. 최고 소득세
율이 68%에서 58%로 인하되었다. 한계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의
절반 정도는 ‘녹색’ 소비세(green excise taxes)의 도입을 통해, 그리고 나
머지 절반은 사회보장기여금의 신설을 통해 충당할 수 있었다13).
일부 자본소득들은 누진소득과세 체계에 다시 포함시키기에는 지나치

13) 노동시장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명기한 목적세가 근로소득에 대한 비례세
형태로 도입되었다. 종업원 기여율은 1994년 5%에서 1997년 8%로 증가하였고,
고용주의 기여율은 1997년 0.3%에서 1998년 0.6%로 증가하였다. 이들 기여금은
본질적으로 소득세이므로, [그림 4-5]의 한계소득세율 계산에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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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예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법인세율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면서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34%
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자세액 공제분을 다시 늘리지는 않았으며, 상장회
사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총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
을 경우 자본이득 과세를 면제받았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계속해서 별도
과세기준의 적용을 받았다.
1998년 또 다른 주요한 소득세제 개혁이 있었다. 덴마크 경제가 호황에
있었으므로 정부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분을 추가로 줄임으로써
소비를 한풀 꺾을 수 있었다. 사민당 정권과 좌파 야당은 모기지 이자 세
액공제를 2001년부터 32%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최저 소득세율도
8%에서 5.5%로 인하되었으며, 최고 세율로 부과된 자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었고, 최고 개인세율은 58%에서 59%로 인상했으며,
최저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환경관련세 신설을 통해 보충
했다.
특정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자가보유주
택의 귀속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의 자가보유주택의 가치에 과세
가 되는 재산세로 대체하고, 연금저축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비례세를
적용했다. 기업의 유보이윤에 대한 세율은 조세경쟁에 대한 우려로 2001
년 30%까지 인하했다.
2001년 말 사민당 정권은 자유당-보수당 소수파 연립정권으로 교체되
었으나 소득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었다. 소득세를 미
세하게 인하하는 것이 최근 세제개혁의 핵심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최
고 개인소득세율(63%)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신 근로소득세액 공제제
도를 신설하고 면세 소득계층을 상향 조정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의 개혁은 법정 세율 인하와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가계 부문으로부터의
자본소득 세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기업과 자영업자로
부터의 자본소득 세수는 플러스(+)가 되었다. 2002년의 경우 자본소득 조
세부담은 GDP의 3.5%. 전체 소득세 수입의 12% 정도였다. 자본소득의
평균 실효세율은 16.1%, 반면 근로소득의 평균 실효세율은 39.9%를 기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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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비교제도적 관점에서 본 덴마크의 경험
덴마크의 경험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현실세계의 ‘소득세제들’
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어떤 유형의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가,
그리고 세율은 얼마인가에 따라 그 과세 기반이 아주 다르다. 교과서에서
는 소득세라면 자본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실
효세율이 부과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세계의 소득은 순수한 근로
소득세에 가까운 것이다. 즉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0의 조세부담
이 부과되는 것이다. 소득세 세수 기반의 이러한 가변성은 조세 배합과
복지국가 규모 사이의 연계에 대한 기존 문헌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
았다. Wilensky(2002)와 Kato(2003)는 역진과세가 대규모 복지국가를 건
설하고 유지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토에 따르면, 덴마크가
예외였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소득세수 기반에 기초해 사회보장지출
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덴마크만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것
은 덴마크의 정책결정자들이 예외적으로 높은 소득과세 수준을 창출하고
유지하려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예외적으로 높은 소
득과세 수준을 어떻게 창출․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
기는 어렵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다. 대규모 복지국가의 건설 및 유지
가 왜 ‘역진과세’에 의존하고 있는지는 자본소득에 무거운 부담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빌렌스키와 카토도 강조한 것이다. 빌렌스
키는 소득세나 재산세는 소비세나 급여세와는 달리 자본에 대한 높은 부
담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Wilensky, 2002 : 392). 그러
나 덴마크의 경험은 낮은 소득과세는 자본소득 과세부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에 비해 높게 과세하는
차등소득과세 또한 자본소득 과세부담을 완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Kato(2003 : 199)도 자본소득의 과세부담을 완
화하는 직접세 유형도 존재하며 이들 조세가 역진과세 없이도 대규모 복
지국가의 존립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
는 이들 조세가 현실에서 실행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OECD 나라들에서 시행 중인 차등소득세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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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득세 비중과 자본소득에 대한 암묵세율
자본소득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
핀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에스파냐

그리스

GDP 대비 소득 및 법인세 비중(%)

이상적인 조세와도 닮지 않았지만, 차등소득세 시스템에서의 총 조세부담
은 교과서의 소득세보다는 순수한 소비세나 근로소득세에 더 가깝다
(Gordon et al., 2004). 덴마크의 사례도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상의 해석은 총 소득세부담과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 조세부담 사이
에는 어떠한 선형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를
검증하려면 개인소득세 수입을 자본과 노동 부분으로 쪼개고 전체 세수
에서 법인소득세 수입과 개인자본소득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수 중 노동소득과 자본소
득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실제로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
운 일이다. 다행히 유로스타트(Eurostat)가 개별 국가별로 이 정보를 제
공, 유로스타트의 자본소득에 대한 ‘암묵적 세율’을 이용하였다.
[그림 4-6]에 따르면, 총 소득과세와 자본소득과세 사이에는 선형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오히려 자본소득과세에 대해서는
소득과세의 한계‘효과’가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벨기에․스웨
덴․덴마크 등 소득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스페인․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소득세 비중이 낮은 나라에 비해 조세부담이 체계적으로 더 크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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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유일한 예외는 핀란드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 자본‘소
득’에 대한 높은 조세부담은 자본‘스톡’에 대한 아주 낮은 조세부담을 통
해 완화되고 있다14). 따라서 조세 배합과 복지국가 사이에 유일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의 상대적 비
중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이들의 상대적 비중은 조세 배합(tax mix)
은 물론 소득세의 내부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통찰은 ‘조세지출’ 관련 사회과학 문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이들 문헌에서는 연금저축이나 자가소유주택 등 특정 유형의 자
본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은폐된’ 복지지출이라고 간주해 왔다
(Howard, 1997). 이러한 세제상의 지원도 직접적인 과세적 원리(straight
forward taxation rationale)를 갖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지출은 자본
소득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 가지 수단이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역
진적인 조세 배합과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의 전반적인 과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으로 출현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논리는 과세에 대한 공공 선
택 문헌에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정치학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논
리이다. 가령 Steinmo는 “전후 경제성장은 누진적 조세를 아주 수지가 맞
는 수입원(revenue machine)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너무도 수지가 맞아
서 조세정책 결정자들은 특정 조세지출을 제공하면서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과연쇄는 반대가 되어
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자본소득에 특별한 조세지출(곧 세제상의 우대
조치)을 제공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수지가 맞는
수입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경험은 세계화와 조세경쟁의 국내적 효과에 대해
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상이한 자본소득
의 차이를 주목하지 못했으며 조세경쟁 압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자본
소득이 얼마나 과중하게 과세되었는가도 언급하지 못했다.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부담의 경우 ‘바닥을 향한 경쟁’이 없는 이유에 대한 정교
14) 자본소득세와 자본과세는 다른 것이다. 자본과세에는 자본소득세에 자본스톡세
(가령 부동산세)가 포함된다. 실효 자본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핀란드이지만,
전체 자본과세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소득세 부담이 아주
낮으며, 따라서 역진과세 비중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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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 필요하였다. 경쟁적 압력은 상이한 자본소득마다 상이하다는
점, 과거에 대부분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쟁적 압력은 ‘법정’ 세율과 관련해 특히 높았다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바닥을 향한 경쟁’이 출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세율을 차등화하고 자본소득 과세 기반을 넓힘으로써 정
책결정자들은 가장 이동성이 높은 소득에 대한 법정 세율을 낮추는 대신
이동성이 낮은 유형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부담을 오히려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덴마크의 정책담당자들은 법인세율을 50%에서 30%
로 낮추었으면서도 법인세 기반을 확대한 것은 물론 과거에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던 경제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세
부담을 늘릴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은 근로소득과세를 법인세
경쟁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차등화하였다. 세수 확보 및
누진성 유지를 위해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법인세율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개인소득세율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압력이 부재했
기 때문에15) 최고 소득세율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
던 것이다.

4. 차등소득과세의 문제점과 정치학
차등소득과세에도 문제는 있다. 세율의 차등화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율 격차는 조세 회피의 유
인을 창출하며 행정적 수단을 통해 대응을 해야만 한다. 또한 유권자들이
세율 격차를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치적 비용도 존재한다. 좌파
진영에서는 자본소득과세를 더욱 높이는 명분으로, 우파 진영에서는 노
동소득과세를 낮추는 명분으로 활용하게 된다. 덴마크에도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금까지 크지 않았다. 더욱이 높은 소득과
세 그 자체는 차등소득과세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들과 함께 덴마크의 높은 소득세를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차등소득과세의 문제점은 두 가지 효과를 갖는다. 첫째, 덴마크의 정책
15) 탄력성이 높은 개인소득은 누진소득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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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자들은 ‘이중소득과세’(DIT) 모델 - 이 모델은 덴마크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OECD 국가들을 통해 대단히 성공적인 조세 제도임이 입증되었다
-로부터 보다 복잡한 ‘차등소득과세’ 모델로 1990년대에 이행을 했다. 그
토록 성공적인 제도를 버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중소득과세 모델의 목
표는 모든 유형의 자본소득에 적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으면서도 최고 노
동소득세율과는 약간의 차이만 유지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의 자본
소득 비례세율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최고 소득세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
에 적절한 자본소득세율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중소득과세’ 모델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했
다. 이 점에서 법인세 경쟁이 중요하다. 사내유보이윤에 대한 세율은 떨
어져야 했으며, 이중소득과세의 장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자본소득세율이 일치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단일자본소득세율의 대
폭 인하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본소득세율을 일률
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자본소득세율과 근로소득 최고 세율 간의 격차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경우 유권자들이 두 가지 소득 간의 명백
한 불평등에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조세 재정거래(tax arbitrage)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50%로 높은 수준에 있는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눈에 띄게 낮추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아주
어렵다. 30%의 세율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둘째 이유는 조
세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모색 속에서 누진과세 목록
에 조세경쟁에 덜 영향을 받고 세수에도 기여를 할 자본소득 유형들을 포
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세수는 한계근로소득세율의 인하를 위
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주어진 ‘이중소득세’ 모델에서는, 전반적인 자본소
득세율의 대폭 감축은 모기지 이자의 세액공제에 상응하는 대폭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러한 감축은, 1985년의 조세개
혁에 따라 조세관련 보조금이 축소되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가치가 떨어
지는 등 부동산시장에 부담을 준 상황에서, 덴마크의 주택시장에 큰 위협
이 되었다. 적지 않은 주택소유자들은 집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모기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파산하였다. 요컨대 덴마크의 높은 소득세 부담

82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은 ‘이중소득세’ 모델에서보다 조세부담을 한층 차등화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차등과세의 문제는 두 번째의 관련 효과를 갖는다. 차등과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덜 누진적으로 만든다. 일부 유형
의 자본소득을 누진소득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한계세율,
특히 최고 한계세율이 떨어져야만 한다. 최고 세율은 68%에서 59%로 하
락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례세인 새로운 사회
보장기여금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당된다.
‘이중소득세’ 모델의 완화 압력 및 높은 근로소득 관련 한계세율의 하
향 압력은 호주․독일․노르웨이․뉴질랜드 등 여타 국가에서도 발견된
다. 그러나 덴마크 소득세의 누진성에 대한 제약 및 세수증대 잠재능력에
대한 제약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
에 힘입은 바 크다.
첫째, 소득세가 예전부터 높은 수준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1980년대 이
후에도 소득과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차등소득과세 또는
이중소득과세의 대표적인 도전자는 단일소득세(flat income tax)이다. 이
는 자본소득세율을 단일한 비례세로 통일하는 이중소득세 제도를 근로소
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조세개혁 모델이다. 조세 간소화의 최대치와 단
일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소득과세를 줄임으로써 누진성을 약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기초세액공제를 유지하면 누진성을 간
접적으로나마 달성할 수 있다16). 따라서 단일세는 소득세 부담이 완만한
나라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
들처럼 총 소득세 수입이 GDP의 15% 정도라면 세수를 악화시키지 않으
면서 20～25%의 간접적으로 누진적인 단일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우
파정당과 재계에서는 차등소득과세의 ‘불공평’을 비난하면서 이 모델의
우위를 강조하며, 소득과세를 보다 낮추고 보다 단일화하자는 주장을 펼
친다. 실제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19%의 단일소득세율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이 덴마크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수
16) 소득공제는 아닌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본질적 차이를 음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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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단일세제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세 부담이 30%인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기초공제를 갖는 단
일세제를 현실화하려면 그 세율을 4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세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덴마크의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인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단일세제의
바람직한 성격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세
수 중립적인 단일세 개혁은 신뢰성을 결여하게 된다. 물론 우파정당에서
는 단일세의 출범과 함께 조세부담 중 많은 부분을 사회보장기여금 비례
세로 옮기는 조세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높은 소득세가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 제도의 특
수성을 들 수 있다. 덴마크는 대표적인 다수결 국가이다. 덴마크는 비례
대표와 다수결 제도가 결합된 정치체제를 갖는다. 소수의 권리를 강조하
는 강력한 비토 세력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정당들은 다수결 연
합의 일부가 되기 위해 수용적인 정책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반
대로 정당이 제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타협책을
찾을 유인이 약하기 마련이다.
독일 조세개혁의 경험은 덴마크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독일에서는 조
세정책과 관련해 상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두 개의 강력한 거부권 집단이
존재한다. 독일의 사민당 및 녹색당 중도좌파 연립정권이 한계세율을 크
게 낮추고 소득세 부담도 크게 줄이는 선택을 했던 이면에는 상원과 헌법
재판소의 압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
율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세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최고 목표
가 되었던 것이다. 상원에서 힘을 발휘한 야당이 집요하게 이 의제를 관
철시켰다. 그 결과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1998년의 56%에서 2005년에는
44%로 크게 인하됨으로써 40%가 채 되지 않는 법인세율과 보조를 맞추
고 있다. 물론 법인세 인하경쟁이 개인소득과세로까지 밀어닥친 결과라
는 해석도 가능하다. 만약 덴마크의 헌법이 소수정당에 강력한 거부권을
부여했다면, 덴마크에서도 법인세 인하경쟁이 개인소득과세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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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의 새로운 사회정책 모델 모색 : 축적구조와 산업구조 변
화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2006년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양극화’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출
부문/내수부문 간, 중앙/지방 간 등 많은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
고 있고 이는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 급격한 사회 해체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 이러한 현상이 IMF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진 여러 충격적
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변화의 현실을 제
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다”(최장집, 2004 : 18).
이러한 사회 변화는 분명 각국이 선택한 고유한 정책 의지와 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적 결과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 이후 우리 사
회가 선택한 여러 제도 변화와 관련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상대적으
로 좋은 고용 성과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확산, 소득불평등 및 근로빈
곤층의 확대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인 반면,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준
완전고용(quasi full employment)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불평등,
높은 최저 임금, 높은 고용률(여성 고용 포함), 낮은 빈곤율 등 사회적 조
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동일한 환경 변화하에서도
정책의지와 수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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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유, 2005 : 112).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사회제도적 유형화의 차이를 초래한 물적 조
건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과
학적 연구는 반드시 사회적 생활의 물적 조건의 생산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생산은 언제나 물적 대상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생산이기도 하”(Aglietta, 1995 : 46)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ickell(1997)
은 1983～96년 동안 미국 평균 실업률의 120%를 초과하는 국가를 고실업
국가로 정의할 때 OECD 국가 중 유럽의 8개 국가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
중 유럽 내에서도 유연하다고 평가되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등이
포함된 점을 들면서 국가간 제도의 차이 혹은 분배정책이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식으로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제안한 <비전 2030>에 따르면 한국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 산업․기업 간 격차 → 소득․고용격차 → 혁신기반 격차 →
(다시) 산업․기업 간 격차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제도 변화와 축적의 물적 조건이 긴밀하게 연계되
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실 그간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모형과 관련해서 흔히 앵글로 아메
리칸 모형과 북유럽 모형과의 비교나 혹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모형 등에
대해 논의할 때 대체로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따라서
이는 다소 일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러한 제도적 조건의 차
이를 낳게 하는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생활의 물적 조건에 대한
검토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축적조건 및 산업구조 변
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를 장기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 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지시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제2절에서 한국의 장기 역사적 생산-분배의 순환 과정을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적 경로를 분
석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위기가 낳은 수익성 중심의
주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검토하고, 제5절에서는 향후 한국의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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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모형 수립의 원칙적 방향성이 ‘성장을 위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어야 하는 내용과 의미를 제안한다. 제6절은 맺음말을 이룬다.

제2절 한국의 장기역사적 생산 - 분배의 순환 과정

우리는 이 장에서 자본운동의 보편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지난 30여 년
간 한국경제의 장기 역사적 전개 과정을 자본의 합목적적인 축적 논리에
따라 주요 거시집계변수들의 추이와 그것의 주요한 특징을 확인한다.

1.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의 장기역사적 경로
가. 이윤율의 정의
이윤율은 자본의 총체적 활력(vitality)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자본주의
적 상품관계가 전면화된 사회에서 자본의 목적은 전통사회와 달리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며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윤으로 표현된다. 이
윤율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구조 분석들은 이런 활력의 에너지가 어
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한다. 따
라서 이윤율의 장기 역사적 추이와 그것의 생산 및 분배 관계간 관련성에
대한 추적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발전 모형을 이해하는 데 일정
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마치 어느 사상가가 인간의 해부는 원숭이의
이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말한 것에 비유된다.
이윤율은 일정한 자본저량에 대한 플로우로서 이윤량 간의 관계로 정
의된다. 즉 r =P/K이다. 여기서 r은 이윤율을, P는 이윤량을 그리고 K는
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변의 분모 분자를 각각 국민소득 Y로 나누면
분자는 분배관계를, 분모는 일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해된다.
이들 지표는 총체적 자본운동 분석을 위한 근본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방정식은 자본주의의 총체적 활력을 판별하는 이윤율의 향방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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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적 역관계와 그
리고 특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시
한다. 결국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일정한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분배조건을 둘러싼 특정한 제도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윤율
의 변동에 대한 분석은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7)
 



한 경제의 실질산출물 Y는 두 계급, 즉 노동자의 소득 W(임금 혹은 피
용자보수)와 자본가의 소득 P(이윤 혹은 영업잉여)로 양분된다. 따라서
Y=W+P로 표현되고 이윤분배율    가 된다. 생산력 발전의 중요한
척도로서 물적자본과 노동량 간의 비율    이 제시되는데 이는 자
본장비율, 즉 생산의 기계화(mechanization)의 정도를 표현한다. 그리고
   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적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의 역수, 즉 L/Y는 산출물 단위당 노동량을
표현하는 단위노동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단위노동가치     
로 표현할 수 있으며 물적자본의 가치는 λK가 된다. 산노동 플로우에 대
한 이 가치의 비율을 편의상 ‘자본구성 Q’라고 부른다. 결국 자본 구성
   가 되고 이는 다시           

로 변형된다.18)

17) 물론, 이 세 비율들 r, π, Q간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동어반복(tautology)에 지나
지 않는다(Robinson, 1966: 36). 그러나 시간 속에서 포착한 이들 비율들의 동학
적 연관은 이 방정식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18)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치개념은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다. 특히 이들 개념들은 마
르크스주의적 경험연구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
어 자본구성 Q는 통상 자본의 가치구성(VCC, The Value Composition of
Capital)으로, 자본장비율    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TCC, The Technical
Composition of Capital)’ 등으로 불리면서 대단히 까다로운 논쟁 지점들이 연관되
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이론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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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윤율․자본구성․이윤분배율 간의 거시경제적 연관
이제 한국에서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이 어떤 역사적 경로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이용된 통계적 자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총 소득 혹은 총 생산은「국민계정」의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구하였다. 특히 불변치는 1995년 기준 GDP 디플레이트로 나누어
구하였다. 총 소득을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피용자보수가 포함하고 있는 임노동계급 범주 설정의 문제가 있다.
국민계정에서 피용자 보수는 사실상 계급론적 범주 설정을 배제한다. 사
실 이 문제는 생산/비생산 범주 구분을 둘러싼 근본적인 어려움과 관련되
어 있다. 여기서는 추상 수준을 높여 사회적 총 자본의 운동 과정에 좀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적 엄밀성은 일정 정도 희생한다.
한편 가치개념으로 볼 때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가격텀으로서 영업잉여
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앞의 문
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감가상각충당금 처리는 문제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영업잉여를 그대로 총 자본의 잉여가치에 대한 대용변수로 삼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대신 우리는 이 값이 갖는 동태적인 과정과 그
해석에 주목한다. 그러나 만델(Mandel, 1978)이 잉여가치 추계와 관련 가
격텀으로서 4가지 형태의 계열 간의 편의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참고하
고자 한다.19)
한편 총 노동시간은 사람 단위의 총 취업자수나 연간 총 노동시간 어느
것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총 취업자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자
본스톡은 전산업을 이용할 수 있는 표학길(2003)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제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Jang, H-W(1999)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우
19) 메이지(Mage, 1963)의 개념을 이용하면서 만델(M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한 가지 점은 의심스러우나, 이 네 계열간의 놀라운 평행성(parallelism)은
이들 값의 해석을 상대적으로 단순화시켜 준다”(Mandel, 1978 : 174). 참고로 잉여
가치에 대한 네 계열은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임금, ② 부가가치-(감가상각충
당금+임금), ③ 부가가치-(임금+급여의 50%), ④ 부가가치-(감가상각충당금+임금
+급여의 50%)(Mandel, 1978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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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국의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의 장기역사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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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학길(2003); 한국은행, 뺷국민계정뺸 각년도.

선 표학길(2003)20)의 자본스톡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장기 역사적
경로를 위의 그림과 같이 확인하였다.
[그림 5-1]의 결과에서 우선 눈에 뛰는 것은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의 장
기역사적 경로가 장기적으로 좌하방의 진행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이윤분배율의 하락, 즉 임금분배율의 상승과 장기이윤율
의 추세적 하락이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왕성한 자본축적은 고도성장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이윤율의 추세적 하락 압력과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분배상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배조건을 형성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를 각 변수
별로 분해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2. 이윤율의 장기적 추세
아래의 [그림 5-2]는 표학길(2003)의 자본스톡을 이용한 이윤율과 제조
업을 대상으로 추계한 Jang, H-W(1999)의 장기 이윤율 추이를 나타내고
20) 이하 이윤율 등 추계에 사용되는 자본스톡 변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표학길
(2003)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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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이윤율 저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1980
년대 초 제조업 부문에서 이윤율이 반등하고 있는 점과 전산업 대상에서
도 하락의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표학길(2003)의 자본
스톡을 이용한 이윤율의 추이는 외환금융위기를 겪은 1998년을 저점으로
다시 반등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경향은 마르크스적 경험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적 실증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김
대수․박형수(2000)는 “1976～98년 중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76
～80년 중 연평균 20%를 넘었던 전산업 자본이윤율이 1996～98년 중에
는 8%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수․박형수, 2000 : 33)고
주장한다. 표학길․남광희(2001) 역시 자본수익률 개념을 이용한 실증분
석에서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윤율의 장기적 추이를 결정하는 두 축 중의 하나인 분
배조건을 둘러싼 계급적 타협의 제도화와 그것이 생산력의 발달 혹은 축
적 체계와 상호연관성이 어떤 역사적 형성 과정을 겪는지 살펴보자.
[그림 5-2] 이윤율의 장기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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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학길(2003); Jang, H-W(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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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윤율의 추이와 산업정책의 역사적 진화
한국은행의「우리나라 6대 수출 주력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추이」에
관한 보고서(2005. 7.)를 보면 오늘날 한국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
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 일반기계 등의 6대 수출 주력산업들이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집중육성전략 산업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장기 역사적 관점에서 30여 년 전의 중화학공업화는 일종
의 빅 푸쉬(Big Push)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주력 산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미래의 차세대 주력산업의 형성과 관련해 오늘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변화 과정과 자본축적 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역사적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
1960년대 초 중반 각종 경제개혁조치(1964년 5월 단일변동환율제 실시,
1965년 9월 금리현실화조치, 1966년 7월 외자도입법 제정)와 예상외의 수
출 실적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축적조건에 힘입어 고도성장 체제가 형성
된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일부 외채기업에서 발생한 금융교란이 경제 전
체의 일반적 금융 공황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띠면서 총체적 축적위기가
발생한다. 축적위기 국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조치를 단행하
였다. 첫째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과 임금에 대한 통제력 강화, 둘째,
이른바 8․3 조치에 의한 사금융 동원 통제력 강화, 셋째, 1973년부터 본
격화되는 중화학공업화가 그것이다.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중화학공업화 조치가 자본축적 과정의 내적 논
리에 따른 산업정책적 전화였다면 앞의 두 가지 즉 노동과 금융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의 발휘는 중화학공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산업정책 변화는 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 중심의 저차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부문 중심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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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하였다. 장기 역사적 맥락에서 생산재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구조 전환이었던 것이다.
19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데에는 국내
외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1960년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국
제무역 환경은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 및 보호주의 선회와 1차 석유파동
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빠르게 악화되어 갔다. 또한 세계적인 냉
전체제의 후퇴는 오히려 국내적 안보의 불안정성을 고조시켰다. 결국
1970년대 유신체제의 물적 상징이었던 중화학공업화정책은 점점 더 불리
하게 조성되어 가는 국제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로의 구조 전환에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외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수출 의존적인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가 결정
적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대의 경공업 주도 성장체계는 국내적 연관산업
이 결여된 상태에서 원료, 자본재 및 자본의 대외의존을 심화시켰고 따라
서 수출 증대는 곧바로 수입 증대와 맞물려 국제수지의 적자폭을 확대하
는 딜레마를 야기하였다. 결국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차입에
의한 투자 위축으로 장기 지속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높았다.
중화학공업화 전략추진에 대한 구상이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선언’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
다. 당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중화학공업추
진위원회․기획단(1979)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첫째, 당시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던 경공업제품에 대한 후개발도상
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고, 둘째, 1970년대 초에 경기침체 국면을 맞
게 된 원인이 단순히 대외무역 환경의 악화에 기인한다기보다는 1960년
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며, 셋
째, 따라서 국내산업 체질의 강화 및 수출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
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책당국 내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중화학공업화는 1960년대 경공업부문의 급속한 수출확대 및 대량생산
체제로의 변모와 이에 따른 각종 중간재 수요의 대폭적 증가에 대해 수입
중간재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주력산업을 중화학공업부문으
로 이전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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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0년대 산업구 조합리화 정책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1차 오일쇼크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
도성장의 지속과 함께 순항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생산
성 하락과 이윤 압박에 직면하면서 호황 국면은 축적위기 국면으로 전환
된다. 결국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 및 뒤이은 민주화 요
구와 맞물린 격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고도성장 이래 1980년에 사상 처음
으로 마이너스 성장(-1.5%)을 기록한다. 1980년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
한 해석이 제시되었지만 장하원의 과잉축적론적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1980년의 공황 원인은 대부분 급격한 임금상승에 기인한 이윤분배율의
하락과 전 산업에 걸친 기계화의 가속화 영향 때문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고도의 축적에 의한 노동시장의 압박과 임금상승, 그리고 기계화의 가속
화에 의한 자본생산성의 하락이라는 고전적인 정의의 ‘과잉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장하원, 1980 : 243. 강조는 원문). 이러한 과정에
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가 초래한 과도한 축
적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들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측
면이 있으며 실제 사태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의 산업정책은 한 마디로 ‘구조고도화정책으로부터 구
조합리화정책으로의 전환’(상공회의소, 1985)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학공
업화 정책으로 약화된 대․중소기업 간, 조립․가공 및 부품․소재 간 국
내 분업연관을 심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국
제경쟁력 강화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별 지원세제
의 대폭 축소․철폐와 기술개발지원의 본격화, 사회보호 차원이 아닌 경
제정책 차원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본격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정책 흐
름의 총괄적 표현은 ‘공업발전법’의 제정(1986년)이었다. 공업발전법은 ①
각종 규제 철폐 및 자유경쟁원리의 도입, ② 산업합리화지정제도, ③ 특
정산업지원의 원칙적 지양과 기능별 지원체제 확립(기술개발과 생산성향
상), ④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간(사적자본) 참여의 제도화․실질
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결국 19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크게 구조불황․사양산업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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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장․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핵심은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이라는 3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 3저 호황기의 자본합리화정책
1980년대 후반 이른바 3저 호황국면하에서 이윤율의 하락은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호황국면 속에서 진행된 왕성한 자본축적이 초래한 생산성
의 급격한 하락과 노동자대투쟁 및 노동시장 압박 속에 진행된 가파른 임
금상승에 따른 복합적 효과였다. [그림 5-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윤분
배율의 하락과 자본구성(자본의 비효율성)의 증가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에 ‘공장자동
화’(FA)가 있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물론 이를 산 노동의 죽은 노동
으로의 대체라는 계급투쟁론적으로 보려는 견해는 일면적이다. 이 시기
의 자동화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진행되어 온 국제분업 구조의 변화 속에
대체로 대규모의 노동절약이나 숙련노동의 방출보다는 주로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를 유지하면서 생산능력의 확대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
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들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종 전통적 산업
정책의 후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의한
국내경기의 호조건과 자본의 강력한 내재적 요구, 거기에 1980년대 공격적
자유주의에 의한 미국으로부터 통상 및 자본시장 개방 압력에 따른 금융자
유화가 작용한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유철규(1998)는 3저 호황에 의해
달성된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에 의한 막대한 유휴자본의 형성, 그리고 정
점에 달한 제조업 부문의 투자영역 제한이라는 실물적 조건과 금융적 조건
의 불일치가 “산업자본의 투자영역 확대와 금융시장 통합을 통한 자금조달의
집중”을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금융자유화의 핵심은 “민영화(privatization)
에 준하는 사적 자본축적 영역의 확장과 산업 집중에 대응한 금융 부문의
집중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pp.219～220).
금융자유화는 국가의 산업정책 및 투자조정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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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고, 결국 1996년 OECD 가입은 이런 흐름을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IMF 외환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
어오던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의 국내적 도입 과정을 격렬하게 가속화시
켰고 국내적 금융 제도의 심오한 변형으로 이어지면서 금융 순환이 축적
과 관계하던 전통적 방식을 본격적으로 해체하였다. 즉 은행 중심적 관계
에서 시장 중심적 관계로 이행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수익성 규
준을 제1의 원리로 전통적 축적조건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는 것이다.

제3절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이제 이윤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윤분배율의 추이와 역사적 전개 과
정에 대해 살펴보자. 이윤분배율은 전형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역
관계가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 분배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우선순위 논쟁과 결부되어
있어 객관적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의 분석은 비
록 개괄적인 추이를 보여주지만 정치․사회학적 계급갈등론에 대한 양적
확인이라는 보완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의 [그림 5-3]은 이윤율을 이윤분배율과 자본 구성으로 분해하여
각 요소들의 변동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은 한국에서 자본축적 과정의 장기적인 개괄적 구조를 보여
준다. 우선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와 회복이 주로 자
본구성 및 이윤분배율의 동시적인 영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
한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인 1970년대 중후반과 3저 호황 이후
대대적인 투자 붐이 형성된 1980년대 말,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회복, 그리고 IT 붐과 소비신용에 의한 일시적인 투자 붐을 보인 2000
년대 초반의 급격한 이윤율 저하와 그에 뒤이은 급격한 이윤율 상승에는 자
본구성과 이윤분배율의 역동적인 동시적 변화가 맞물려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이윤율 저하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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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이윤율 변동구성 요인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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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학길(2003); 한국은행 뺷국민계정뺸, DB.

자본의 다소 도그마틱한 주장, 예컨대 항상적인 ‘자본의 과잉생산론’이나
고임금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론’21)은 일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보자.

1. 이윤분배율의 추이와 계급갈등
우선 눈에 띠는 것은 흰색 막대의 이윤분배율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음
(-)의 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임금분배몫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시기의 지니계수 등에 의한 분배지표로 포착한, 상대적
으로 양호한 분배구조를 지적한 여러 경험연구들과 어긋나지 않는다. 예
21) 예컨대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업의 재무구조론적 분석을 제시하는 조윤
제(1999) 및 박종규․조윤제(2002)는 기업 재무구조의 부실화 요인으로 금융적
측면과 실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실물적 측면의 요인으로서 임금상승에 의한 이윤
압박론을 주장한다 : “이처럼 유독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을 기업의 영업잉여보다는
피용자 보수로 항상 더 많이 배분하여 온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실
해졌고 그 부실의 규모도 막대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박종규․조윤제, 200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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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이정우(1983)는 1975년과 1978년 두 해의 최고임금계층의 평균임
금을 그 계층의 하한 임금의 1.35 및 1.5 중 “어느 쪽이 맞든 관계없이
1970년대를 통틀어 볼 때에는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고 주장한다(p.88).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70년 이후 산업구조 고
도화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1980
년 이후부터 1986년까지 50% 초반 수준이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확대 등에 따른 임금교섭력 강화에 의한 임금상승
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22) 그후 1996년 64.2%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위기
이후 2004년 현재 58.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이윤분배율의 추이는 주목할 만한데 수준도 수준
이지만 정(+)의 이윤분배율이 여러 해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던 현상으로 외환위
기가 가져다준 구조적 충격의 강도를 실감케 한다. 위기 이후 시장규율의
강화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적 역관계가 급격하게 비대칭적으로 변했음
을 엿볼 수 있다. 위기 이후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임시․일용근로
자 등 비정규 노동비율의 증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격
차 확대 등 고용 및 임금구조의 악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배를 둘러싼 계급간 갈등과 축적의 동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림에서 자본 구성의 고도화 시기는 대체로 막대한 노동
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 생산물에서 임금몫의 상승을 동반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노동량의 증
대와 실질임금 상승이 함께 작용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윤몫
의 감소에 의한 이윤율의 급속한 저하 경향은 강화된다. 예로 1970년대
후반의 경우 자본구성이 하락하는 데도 이윤분배율의 하락의 힘이 더 커
서 이윤율은 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장하원(1997)은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위기를 ‘이윤 압박적 위기’라고 부른다.23) 이와 같은 상황은 이른
22) 물론 각 논자마다 성장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에 관한 개념상의 차이로 동질적으
로 평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대체로 선성장․후분배 논리는 신고전파 주류경
제학의 ‘공유된 성장’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다소 과도하게 주장되었던 것 같다.
23) “1970년대 후반에 이윤율의 하락에 관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
째, 1975～80년 기간에 산출/자본계수는 약 2/3 수준으로 하락한 데 반하여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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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3저 호황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후반경에 다시 나타나는데 즉 이윤
분배율의 급격한 하락이 관찰된다.24) 민주화 과정의 정치적 정세와 맞물
려 대대적으로 전개된 노동자대투쟁과 3저 호황기의 왕성한 축적에 따른
노동시장 압박 효과가 강한 임금상승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상승은 임금평등의 강화와 근로조건의 개선도 동반
하였다.25)
이처럼 이윤분배율의 지속적인 하락 경향성을 낳은 힘은 무엇인가? 앞
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힘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압박 정도와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 역관계라는 양 방향에서 결정된다. 그림을 보면 이윤분배
율은 왕성한 축적이 전개되었던 호황기, 즉 1970년대 중후반, 1980년대 3
저 호황기,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노동의 힘이
압도적으로 약했던 앞의 두 시기, 즉 권위주의적 정권기에 이윤분배율 하
락의 주된 힘은 노동시장 압박에 따른 왕성한 고용증대 및 급격한 임금상
승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970년대에 임금불평등의 감소에 대
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보자.
“이 기간에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만큼
놀라운 발견은 아니고 어쩌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일지도 모른
다. 첫째, 이 기간 동안에 노동시장의 유례 없는 핍박(tightness)이 일어
났다. 실업률 감소, 임금 상승, 이직률 및 구인율의 상승, 그리고 여러 부
문에서의 인력난 등이 이 시기에 겹쳐서 일어난 현상이다‧‧‧‧‧‧ 전환점이
분배율은 약 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1980년의 공황이 중화학 부문에 대
한 과잉투자에 기인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이며, 오히려 그 반대로
이윤압박이 이윤율 하락의 주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장하원, 1997 : 241).
24) [그림 5-3]을 보면 1989년은 아직 3저 호황의 여파와 강력한 임금분배몫의 요구
라는 그 이전의 여파 탓인지 모르나 이윤분배율의 하락은 여전히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3저 호황과 맞물린 기업들의 투자 붐에 의한 자본구성의
큰 폭 상승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이윤율을 큰 폭으로 떨어뜨린 주 요인
이었는데 비율상으로는 자본 구성의 증대에 따른 자본 생산성의 하락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하원(1997)은 이 시기의 위기를 1979년과는 달리 자본
구성 고도화에 의한 위기로 해석한다.
25) 예를 들면 취업구조 면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취업의 유동성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여 안정화되고 노동조건 역시 노동시간 감소와 함께 뚜렷이 향상된다(남
기곤, 1991: 33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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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왔느냐에 관계없이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1970년대 후
반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임금격차와 임금불평
등의 감소에 기여했음에 틀림없다”(이정우, 1983 : 90).

특히 윤봉준(1994)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검토하면서 “균형을 회복하
기 위한 임금의 변화속도가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때가 초과공급이
존재할 때 보다 훨씬 더 빠르다”(p.279)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
국 호황 국면에서 시장 압박에 따른 임금분배율의 상승과 급격한 이윤율
하락이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일정한 축적의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세 번의 큰 위기, 즉 1979～80년 위기와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의 위기 그리고 1997～98년 IMF 외환금융위기는 이
를 보여준다.
한편 권위주의적 국가의 강권력에 의한 대대적인 노동압박이 전개되는
시기는 이러한 이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법의 개악이 집중되는 시기는 그 전년도
에 이윤율 하락의 심도가 매우 깊어진 이후이다. [그림 5-3]에서 원으로
표시한 영역이 주요한 노동압박적 국면이 전개된 시기이다. 1974년의 긴
급조치,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기업별노조 체제
로의 전환과 제3자 개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 및 탄압, 1989년
4월 공안정국의 개시와 함께 전개된 노동탄압, 1996년 말의 날치기 노동
법안 통과 등은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졌
다.26) 전국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인 노자간의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이윤율 하락을 이윤몫 상승으로 회복시키려는 국
가-자본 측의 반격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6) 많은 문헌들이 지적하다시피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국가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정책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노동
운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개악’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김삼수, 2002).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74년 긴급조치 이전의 1969년「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 1971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보위
법 및 1972년의 ‘10월 유신’ 등도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심각한 축적위기
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100 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자본과 노동의 계급갈등적 측면이 축적의 순환적 계기를 이루는 과정
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왕성한 자본축적에 따른 노동시
장 압박 → 임금몫의 빠른 상승 → 이윤분배율 하락과 자본구성 고도화와
맞물린 급속한 이윤율 저하 → 뒤이은 경제위기와 노동 압박에 의한 수익
성 및 투자회복. 그러나 이러한 경로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Foley &
Michl(1999)의 실증적 해석에 따르면 대체로 서구에서 이윤분배율은 불
황 국면에서 악화되고 호황 국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pp.28
～29). 반면 한국의 경우 그와 반대의 양상을 띤다. 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는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간단치 않은 것이다. 다만 가설적으
로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 형성의 역사
적 기원과 무관하지 않은 가능성이다.
이를 노동의 주체적 능력, 즉 노동의 힘을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별노동조합 조직 체계하에
서 이루어져 왔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조효래(2002)는 과거 한국의 노
동조합운동의 일반적 특징을 “임금인상을 목표로 기업별노조에 의한 전
투적 동원”으로 보고 이를 ‘전투적 경제주의’로 규정한다. 한국의 노동운
동에서 기업별노조 형태를 강요받으면서 그것의 “구조적 약점과 위험에
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투적 경제주의’는 19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지
속적인 고성장과 재벌기업의 독점적 이윤, 기업수준에서의 강력한 동원
능력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
둘 수 있었”(조효래, 2002: 422)다는 것이다.
이정우․남상섭(1994) 역시 한국에서 기업별노조 형태가 임금분배에 미
친 영향과 관련하여27) 적어도 불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80
년대 후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임금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에서 노동조합의 독점임금 효과에 따른 노동자들간의 임금분배 악화라는
전통적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조합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 표준화정책하에 사업체 내와 사업체 간의 임금을 표준
화하여 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임금불평등을 축소”(이정우․남상
27) 이와 관련 어수봉․이태헌(1992)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제와 관련한 문
헌은 드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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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1994: 271)시켰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임금분배의 평준화 효과가
지나친 임금격차의 축소 외에 소득분배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
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채창균(1993) 역시 1987년 이후 노동조합 기
능의 강화가 평등주의적 임금전략을 추구하였다는 실증적 견해를 제시하
고 있다. 그는 특히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1987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
여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전인 1987년 이전에는 독점 비조직부문의 렌
트 배분방식이 노동자간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노동
조합운동이 활성화되고 노조의 위협 효과가 강화되면서 보다 평등한 형
태로 변화되었다”고 해석한다(채창균, 1994: 300).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유경준(1998)과 Fields & Yoo(2000)
는 기존 연구가 노동조합의 효과에 주목했지만 노동시장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임금불평등도 감소의 주된 원인
은 대졸자의 공급 확대와 그로 인한 교육의 투자수익률 하락에 의한 시장
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28) 특히 유경준(1998)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Fields & Yoo(2000)는 1986～93년까지의 분석 기간 동안
임금방정식의 추정에서 노조 변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계수값을 갖긴 하
지만, 임금불평등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금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문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
을 내리긴 곤란하겠지만 아마 제도적 요소와 시장적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외견상 나타났던 일시적인 노동의 힘을 제외하면 대체로 노동의 힘은 제
도적 변수로서 그리 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이윤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이 관측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자본축적과 임금-이윤몫 간
의 갈등관계가 뚜렷하다. 또한 호황/이윤압박, 불황/노동억압이라는 기본
적인 대립 구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28) 강병구․윤명수(2003)는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외환위기가 포함된 1994～2000년
에 적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는데 이들에 따르면 특히 근속연수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 제도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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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구성 변화율과 기술혁신
이윤분배율이 자본-노동 간의 복잡한 동학을 보이면서 일반적 규칙성
을 논의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구성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자본구성 변화율은 자본의 지속적인 경쟁적 축적 메커니즘
때문에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는 앞에서 본 대로 장기적 이윤율의 추세적
하락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변화에서는 늘 일
방향적인 흐름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후반의 3저 호황기까지 자본구성 변화율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주장하기도 한다.29)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자본구성 개념은 사실상 자본산출 계
수로 일종의 자본 생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시기 자
본구성의 안정성 및 하락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지속
적으로 추진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압박에 의한 생산성 규율의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산효율성, 즉 실제 생산량이 생산함수
에서 가정하는 최대 산출량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는 개념을 이용한
효율성 추정에 관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1980년대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영훈, 2001: 145).
1960～70년대에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세계 평균의 약 60% 수준이었
으나 1980년대에는 약 90%로 올라 어느 지표로 보아도 1980년대의 높은
효율성과 기술진보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까
지 1990년대 들어 자본구성 추이는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 성과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이후의 대규모
자본축적에 의해 상쇄되면서 비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구성 요소들을 분해하여 이러한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
29) “그런데도 1970년대 초에 비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가치구성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성낙선,
199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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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자본구성 요소들의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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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학길(2003).

래의 [그림 5-4]는 자본구성 요소들의 변동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 상승은 기계화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계화율의 증대분은 노동생산성
의 증대분으로 일정하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철호(1986)는
1970년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기술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은 노동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업종은 노동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업종별 기술집약도(업종별 총 고용자 중에서 과학기술계 인력이
포함되는 전문기술 및 이의 관련직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와 자본장비
율 및 노동생산성 간의 유의한 통계적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다만, 1980년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같이 큰 경제위기시에 노동
생산성과 기계화율은 서로 다른 부호를 보이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는
공황 국면하에서 실업 등 대규모 고용조정에 의한 취업자수의 급격한 감
소로 상대적으로 높아진 기계화율과 낮은 공장가동률 등에 따른 노동생
산성 저하가 상반된 효과로 나타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1년을
기준으로 자본구성 요소들의 연간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5-5]에
서 좀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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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자본구성 요소들의 연간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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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학길(2003).

위의 그림은 자본구성의 증가와 노동생산성 간의 지속적인 역관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70년대 후반과 1997년 외환위
기 직전의 대규모 축적은 자본생산성뿐만 아니라 대규모 노동 흡수에 따
라 노동생산성 역시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지표들이
안정성을 보이는 1980년대 초중반의 경우 두 비율 간의 리듬은 안정적이다.

  
 30)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본구성 증
 
자본구성 증가율 
가율의 안정성은 기계화율의 증가 속도를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일정
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초중반 자본구성 증가율의 안정성은 1980년대 초 권위주의 정
권하에서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압박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동시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0년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
로 기계화율의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기계화율의
증가율이 왕성한 자본스톡 증가에 의해 주도된 반면 외환위기 이후는 축
적 에너지의 약화에 따른 투자 부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고용증가율은 외견상 빠르게 회복하지만 동시에 노동생산성
  를 나타낸다.
30) 여기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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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빠르게 회복된다.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 및
수익성 규준의 강조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규율 효과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 감소와 순익의
증가 등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재무지표의 개선은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제4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이제 우리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이윤율의 변동과 이를 결정하
는 분배구조 및 생산력 체계의 구조변화를 통해서 한국의 주된 사회경제
적 구조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
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모형은 과거와 다른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기 이후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장기적 성장잠재율의 추세적
하락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5-6]은 이를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3저 호황기인 1980년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추세적으로 성장
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6] 한국의 장기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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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한국과 같이 사회안전망 혹은 사
회복지정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는 점에서 특히 우려를 낳는다. 게다가 성장 약화에 따른 사회적 안정성
의 급격한 해체 및 불안정성의 증대가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역으로 약화
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복합적인 성격
을 띤다. 이를 축적구조의 리듬과 변화를 통해서 좀더 명료하게 살펴보자.

1. 수익성 위주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한국의 축적구조는 전형적으로 급격한 자본축적에 따른 빠른 자본생산
성의 하락과 임금몫의 상승의 동시적 작용에 의해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
을 초래하는 유동성 위기구조를 형성해 왔다.31) 높은 부채 의존적 기업은
현금 흐름의 급격한 하락 혹은 고정적인 지급금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
시스템적인 충격들, 예컨대 경기침체, 고금리 구조 혹은 해외차입의 경우
환율 인상 등과 같은 충격들에 취약하다. 특히 재벌 대기업 부문의 문어
발식 다각화와 높은 부채비율에 의한 재무적 취약성은 외부의 충격에 쉽
게 유동성 위기로 전이되는 구조적 특질을 띤다. 실제 1997년에 제조업
부문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은 507%에 이르렀으며 이 중 2개 그룹은
자본잠식 상태에, 그리고 16개 그룹은 손실을 보았다(조성욱, 2000). 1997
년 전후로 부도가 난 6개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은 무려 1,877%에 달했다.
그러나 위기 이후 한국의 위기구조 형태는 과거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견상 위기구조는 외환위기 때나 과거의 위기 때와 달리
명시적인 위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예컨대 국가신용등급은 거
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2005년 말 현재
무려 2,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단기외채비중 역시 외환위기 이전보
다 훨씬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음부도율도 1997년(10월) 0.43%
에서 2006년(7월) 현재 0.02% 수준으로 현격히 떨어져 있다. 고용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담론’이 확산되
31) “한국의 금융 공황은 금융의 취약성과 이윤율 저하가 결합해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김수행․조복현, 1999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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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정작 고용 문제의 대표 변수인 실업률은 이러한 담론을 무색하
게 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평균 3.5%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데 이는 고도경제 성장기인 1970년대의 3.9%, 1980년대의 3.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결국 실제 체감적인 위기적 징후와 지표 간의 괴리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기 이후 한국경제 시스템, 즉 축적구조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실현위기적 징후’로 읽는
다. 실현 위기의 특징은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은 전체적으로 저지되지만
경기의 활력은 구매력의 약화로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위기구조를 나타낸
다.32) 실제 기업들의 수익성을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5-7]은 제조업의
주요 수익성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기 전후 제조업 대상 수익성 추이는
[그림 5-7] 제조업의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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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주 : 이자 보상비율은 기업의 부채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를 나타내는 비율임. 따라서 이자 보상비율은 높을수록 좋음.
자료 : 한국산업은행, 뺷기업재무분석뺸 각년도.
32) ‘실현 위기’와 ‘유동성 위기’로 위기 형태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덕재(200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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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을 기점으로 위기 직전의 수익성 하락을 빠르게 회복한 후 추세적
으로 상승하고 있음이 관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은
경기 활력의 둔화라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으로
만 볼 수 없다. 이를 크게 구조적 투자부진 및 투자행태 변화, 고용불안정
성 강화 및 분배구조의 악화 그리고 재생산 연관의 약화 및 사회적 양극
화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2. 투자의 단기성 및 부진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위주의 경제적 구조는 장기투자의 성
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대가 속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투자행태 변
화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외환위기를 전후한 투자행태 변화의 유의미한 특징은 설비투자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해졌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표 5-1>은 외환위기를 전
후하여 설비투자와 GDP 간의 시차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전에는 설비투자가 GDP 변동에 대해 선행성을 갖는 동시에 당분기에 대
한 상관관계 역시 외환위기 이후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기 이
후에는 당분기의 시차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설비투자의 경
기동행성이 매우 강해졌음을 보여준다.33)
물론 이러한 경기동행적 행태 변화는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맞
게 되는 여러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첫째,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국경제에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기 시작한 국제적 계기를 지적
할 수 있다. 예컨대 “외환․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IT산업의 국제분업
구조=IT 공급연쇄, 한미 주식시장의 동조화, 그리고 엔/달러 환율의 변동
에 취약한 동아시아 달러본위제를 매개로 미국 경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전창환, 2002: 60)는 지적을 들 수 있다.

33)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로 한국산업은행(2001: 18)에서 1991～97년과 1998～2000년까
지 당분기의 시차계수가 전자의 기간 동안 0.4119로 나타난 반면 후자의 기간에
는 0.7414로 크게 높아져 동행성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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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설비투자와 GDP의 시차상관계수
-3분기

-2분기

-1분기

당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985. 1/4～
1997. 3/4

0.6596

0.7004

0.8017

0.8094

0.5989

0.4810

0.3434

1997. 4/4～
2003. 1/4

0.3500

0.6335

0.8369

0.9337

0.7365

0.4907

0.2320

주 : 당분기(t) GDP와 t±i분기 설비투자의 시차상관계수 (HP필터 추세제거방법에
의한 순환변동치 기준).
자료 : 한국은행(2003), 공보 2003-6-29호 p.4.

둘째,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선도적 산업부문들의 순위교체
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특성 변화와 관계한다. 예컨대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 이래로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선도했던 산업부문은 장기의
투자 기간을 필요로 하는 철강․화학 등 주로 중후장대형 소재산업으로
경기변동에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주도
산업들은 반도체 및 유무선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관련 산
업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산업들인데 이들 산업의 제품 주기
는 일반적으로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시장의 반응에 예민하다. 따라서 이
들 산업 중심의 투자 반응 역시 아주 민감해졌다.34)
셋째, 경기동행성의 강화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후퇴한 국가의 정
책적 조절능력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설비투
자는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확대기에는 제조업이, 투자위축
기에는 비제조업이 번갈아가면서 투자를 주도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
을 안정화시키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와 같은 형태가 매우 약해졌다. 이러한 현
34)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설비투자확대가 수출 및 국내총생산 증가에 미치는
기간이 불과 1년 이내에 그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효과가 단
기에 종료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행태가 대부분 단기 전망에 의한 신증
설 등 생산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장기 전략적인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MF 위기는 이러한 경
향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는데 예로 1999년부터 주로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한
IT산업중심의 설비투자 증가의 경우 그 효과가 바로 수출확대로 나타났다(한국
산업은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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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제조업/비제조업의 설비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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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산업은행, 뺷설비투자계획조사뺸, 각호.

상은 제조업부문의 주력산업들인 철강,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산업
등이 초기 수입대체기를 지나 본격적인 수출대체 단계에 들어가면서 국
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변화에도 민감해져 이들 산업의 경기탄력성이
높아진 점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
가의 경기조절 능력의 약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 이전 비제조
업의 핵심부문, 즉 전력 및 통신업 등의 투자가 시장원리보다는 정책적으
로 이루어졌던 반면 위기 이후 유무선 통신업의 민영화 등에 따른 시장원
리의 작동으로 비제조업 역시 내수시장의 경기변동에 민감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축적구조의 변화들은 기업들의 투자조정 행태에 반영되고
있다. <표 5-2>를 보면 위기 이전의 설비투자 조정율이 모든 부문에서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양(+)의 값으로
<표 5-2> 설비투자 조정률 추이
1990～97
1999
2000
전산업
-6.7
10.0
10.7
제조업
-8.3
12.1
2.4
비제조업
-3.6
8.1
21.6
주 : 투자조정률=(변경계획÷연초계획)×100-100.
자료 : 한국산업은행, 뺷설비투자계획조사뺸, 각호.

2002
5.6
13.6
-2.9

(단위 : %)
2003
4.4
13.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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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당초 적극적 투자계획 수립 후 축소
조정하는 수렴 경향을 보인 반면, 이후에는 보수적인 계획하에 여건 개선
에 따라 확대 조정하는 확산경향을 보이는 등 투자계획 수립이 보다 신중
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은행, 2002: 7). 구체적으로 외
환위기 전에는 적극적인 투자계획 수립 후 축소조정으로 당초 계획의
93% 정도를 실현한 반면 위기 이후엔 보수적인 투자계획하에서 주변 여
건의 개선 정도에 따라 확대조정하는 행태를 보여 투자계획의 105～110%
정도를 실현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서 더욱 뚜렷하다.

3. 고용불안정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외환위기 이후 실현위기적 축적구조는 내수부문의 대중구매력 제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노동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중들의 소비행태 변화와 긴밀하
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에 관한 역사적 경로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
이윤분배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문헌들이 지적하는 지니계수 등 분배지수의 악
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5-9]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니계수로 표현되는 이러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표 5-3>의 상대
빈곤율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역력히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빈곤율은 한
국의 경우 주요 국가에 비해 빈곤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빈곤 수준
자체도 매우 높은 국가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2003년 4인 가족 기준 : 102만원)인
빈곤선 이하 사람 수(혹은 가구 수)를 전체 인구 수(혹은 가구 수)로 나눈
빈곤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적자 규모의 증가로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각각 1996년의 3.1% 및 3.5%에서 2003년 현재
10.4%와 11.6%로 대단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여유진 외, 2005).
한편, 외환위기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압력을 증대시켰고 결과는 대체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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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불평등 지수별 분배상태 평가의 차이 : 1982～2004년

주 : 1)
2)
3)
4)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
1990년 불평등지수를 기준(100)으로 함.
A(-)는 Atkinson Index, GE(-)는 General Entropy Index.
권혁진(2006)에서 인용.

<표 5-3> 상대빈곤율 국제비교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18.0

17.1

15.3

11.4

9.8

5.3

OECD 평균
10.22」

주 : 1) 한국은 ’05년, 다른 나라는 2000년 기준
2) OECD 25개국 평균.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전체 가구.
* 통계청(2005), Főrster and Mira D'Ercole, OECD data(2005).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는 OECD 23개국 중
11위로 중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OECD,
1999: 66). 김영범(2001) 역시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 지수가 65.0에서
60.75로 유연성이 증대되긴 했으나 당시 위기 직후의 사회적 갈등에 비추
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는 유연화가 차별적으
로 전개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즉 김영범(2001)은 종사지위별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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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연성의 큰 차이를 지적하는데 1998년 2월 기준으로 2월 이후 단기계
약 및 파견근로 제도의 경우 엄격 성지수가 각각 17.0과 16.0에서 9.25 및
8.25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정규직 정리해고의 경우 12.0에서 16.5로 오히
려 증가하여 유연성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김영범, 2001: 41～
42).35)
결국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유연화는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차별적으
로 전개되면서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36) 동시에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은 불안정한 근로소득 형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소득 - 지출 흐
름을 방해하고 결국 대중들의 소비지출 구매력 약화로 귀결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37) 특히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이 뒤늦고 또한 사회보험이 대기
업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된 반면, 불안정한 종사지위의 근로자
는 대부분 배제되어 있는 상황38)에서 불안정한 종사지위 근로자의 “실업
은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곧바로 소득불평등의 심
화로 이어”지는 것이다(김영범, 2001: 51).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내수부진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확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격차 등으로 파생된 고용․
임금구조의 불안정이 임금분배율의 악화와 소비구매력의 제한으로 이어
지고 결국 사회 전체의 자본주의적 상품 실현 애로라는 경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5) 이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조항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사실상 법원 판례
를 통해 인정되는 시행 자체의 엄격성과 일반적인 해고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전
고지기간 혹은 해고연기 기간의 신설 혹은 연장이라는 예전에 없던 몇 가지 규제
조항이 삽입된 데 따른 것이다(김영범, 2001: 42).
36) 위기 이후 실업률의 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단기간 동안 반복실업자들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이병희․황덕순, 1999).
이는 아마 이러한 차별적 유연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7)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위기를 전후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소득 불
평등도 및 그 변화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면 근로소득
의 불평등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에 미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함을 파악할 수 있다”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1: 53). 또한 유경준(2002)은 소득하락 분
석을 통해 소득 하락의 주 요인이 취업자수의 하락 때문으로 본다,
38) 예컨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각각 67.3%와 64.2%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10.5%와 10.4%에 그치고 있다(최강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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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환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앵글로 아메리칸적 ‘자유화된 금융
체제’39)로의 급격한 금융부문 개혁, 즉 이른바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임금
및 고용조건의 변화가 소비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외환
위기를 전후로 경기안정화에 대한 소비의 역할과 관련한 몇 가지 지표에
따르면 위기 이전 경기역행적(contracyclical)인 소비가 위기 이후에는 경
기동행적(procyclical)으로 바뀐 징후가 포착된다. Minsky(1975)는 금융
자유화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가능성에 노출될 경우 소비가 자산가
격 변동에 과도하게 연동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비지출의 일부가 외부에서 자금조달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제 주체
들이 시간에 따른 주기적이고 불확실한(균형과 확실한 견해라기보다는)
소득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표준적 항상소득 혹은 일생주기 개
념은 현재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점점 더 부적합해진다. 그 대신
현재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과 가계의 금융조건의 충격을 허
용하는 변형된 항상소득 개념이 적합해진다. 표준적 항상소득 개념이
경기변동기에 소비행태를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반
면, 이러한 대안적 견해는 소비가 경기동행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
성을 담고 있다”(Minsky, 1975: 27).

그러나 위기 이후 소비함수의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은 상당히 어렵고 또 실증연구도 매우 빈
약하다. 소득불확실성40)이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신관
호․주원(2002)의 연구는 이런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비적 저축 동기와 소비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하여 직
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을 기준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구들이 예

39) ‘자유화된 금융체제’에 대해서는 Aglietta(1998)의 논의를 참조할 것.
40) 신관호․주원(2002)은 Carroll & Samwick(1997)의 방법에 따라 소득에 미치는 충격
을 항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으로 분해하여 이들 각각의 충격의 분산을 소득불확
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다. 즉 d-기간 연간소득 차이를 rd로 정의하고 주어
진 조건에 따라 rd의 분산을 구하면,          이 된다. 여기서
우변의  는 소득에 대한 항구적 충격(  에 대한 분산을,  는 일시적 충격( 
에 대한 분산으로 이들의 추정치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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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 저축 동기에 의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인다는 가설을 유의하게
확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그리고 장래에 대해 낙관적일
수록 소비지출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
불확실성이 높을수록(직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이 낮을수록) 소비가 감소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신관호․주원, 2002: 129).

그런데 이들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위기 이후 고용조건의 불
안정성의 심화가 미래소득 흐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는 우리의 가설
적 추론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대는
단순히 그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임금 및 고용조건의 악화라는 관점에
서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가졌왔는데 이는 불확실성에 반영되었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연구의 직업별 구분에 의한 소득불확실성 및 소
득원별 구분에 의한 소득불확실성의 비교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총 불확실성은 전체 표본 0.26에 비하여 단순노무직 근로자(0.43),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0.3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0.3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사무직(0.133)과 기술공 및 준전문가(0.163)
그리고 전문가(0.189)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신관호․주원, 2002: 112).
전자그룹이 저임금 비정규직이 주로 해당되는 계층이라면 후자는 상대적
으로 고임금 정규직 계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이 포함된 소
득원별 구분에 의한 소득불확실성의 비교는 일용근로자와 무직자가 주로
해당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및 기타그룹의 총 불확실성이 정규직 종사자
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신관호․주원, 2002: 113).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실 위기 이후 혹독하게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을 반영한 결과이며 특히 고용의 질이 나쁜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등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분배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만 평가할 수 없다. 위기 이전 성장
과 함께 공유한 분배 시스템은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는데 성장을 가능케
했던 생산력적 구조의 변화도 역시 중요한 물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우
리가 보기에 그것은 한국경제 시스템의 조립가공적 산업구조와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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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지 그 연관성을 살펴보자.

4. 재생산 연관의 약화와 사회적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
가 ‘양극화’41)이다. 사회적 연관성의 약화를 표현하는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는 이미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김준경․김윤
수, 1995; 박준경, 1994; 백웅기․이태열, 1997; 송의영․이우현, 1998; 온
기운․신현수․허광숙, 1996). 아래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설비투자계
획조사」를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이 전통적인 축
적구조의 모순적 경로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제조업 부문의 설
비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산업간 설비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업구조별 추이에 있어서
경공업의 지속적인 약화로 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
다. 경공업 부문의 설비투자는 1990년대 초반 중공업 부문 대비 1/5 수준
을 유지했으나 위기 이후 1/10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경공업 부문의
이러한 하락세는 특히 섬유산업 비중의 지속적이면서도 빠른 감소에 기
인한다.
산업형태별 특징에서는 소재산업의 위축과 조립가공산업 확대 경향의
강화가 눈에 띈다. 화학 및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소재산업에
서 설비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 및 철강산업의
감소에도 중화학공업 부문은 평균 50%를 전후로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메모리 반도체 및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산업 부문의 급격한 비중 증가 때문이다. 자동차 등 운수장비도 지속적인
내수 및 수출 수요 증가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공업 및 소재산업의 위축과 중공업 부문 조립가공산업의 확대로 특
징지어지는 이러한 산업간 투자 양극화는 투자집중도42)의 지속적인 상승
41) 여기에서 양극화는 특정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산(dispersion)의 정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42) 투자집중도는 산업별로 투자가 편중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며, 이론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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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 8년간 투자집중도는 가장 낮았던 1996년 0.438
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 경향을 보이면서 2000년에는 0.578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다. 이후 다소 둔화되다가 2003년의 경우 다시 역대 최고
치에 근접한다(한국산업은행, 2002: 13).43)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집중도가 경제성장 및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낮아지고 있는 추세
를 보이는 점과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 수치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높
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98～99년 평균치가 0.39로 나타났으며 2000～
2001년간 일본의 경우 평균치가 0.45를 기록하였다(한국산업은행, 2001:
12). 이러한 높은 투자집중도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중심의 운수장비, 그
리고 화학산업 등의 3개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 부문의 투자비
중은 전체의 70%를 상회하여 각각 55.3% 및 61.5%를 보이는 미국과 일
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한국산업은행, 2002: 13).44)
한편 제조업 부문의 이러한 집중화 경향은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확인
된다. 비제조업 부문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여왔던 전기업
과 통신업의 합계가 꾸준하게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기업의 급격한 하락을 통신업의 급상승으로 무난하게 흡수하는데 이는
인터넷 붐을 타고 정보통신업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외환위기는 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중공업 대
경공업의 양극화 심화, 전통적인 소재산업의 위축과 조립가공산업의 확
대 및 집중의 강화로 특징지어지던 경향성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부문간 재생산 연관관계의 약화로 나
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산연관의 약화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아래의 <표 5-4>는 1970년대 이래 설비투자 대비 자본재수입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75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던 자본재
수입비중은 위기를 계기로 상승하여 2000년의 경우 20년 전의 높은 수준
국가의 총 투자가 한 업종에서만 집중된 경우 투자집중도는 1이 되며, 반대로 모
든 업종에서 투자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0 값을 나타낸다.
43) 투자집중도의 수치는 자료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
화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
44) 양극화 및 집중화는 ‘IT산업과 비IT산업 간 투자양극화’로도 자주 대비된다. 이 경
우도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핵심 부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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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설비투자 대비 자본재수입 비중의 변화
(단위 : %)
'75
'80
'85 '91～'93 '94～'95 '96～'97 '98
'99
'00
72.8
63.3
52.2
50.7
54.3
58.8
60.5
58.2
63.1
(4.8)
(5.5)
(5.7)
주 : ( )는 일본의 경우임.
자료 : '75, '80, '85년은 이병기(1992: 26)에서, 그 이후는 한국산업은행(2001: 21).

으로 올라갔다. 즉 1990년대 초 50.7%에 머물렀던 설비투자 해외의존도
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에는 63.1%로 12%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이
처럼 자본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투
자가 활발했던 업종에서 신규투자 시 첨단장비를 선호하는 반면, 국내의
정밀기계 및 첨단장비 중심의 기계산업은 여전히 기술수준이 낮아 첨단
장비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 5-5>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한국과 일본의 수입
의존도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 연도가 비록 3개년밖에 안 되
지만 외환위기를 전후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 산업의 수입의존도는 1990년 10.8과 1995년 10.9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13.7로 대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제조업 부문의 기초소재 및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조립
가공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데 결국 높은 수입의존도는 생산 1단위에 투
입되는 국산화율, 즉 국산중간재율의 하락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립적 재생산 구조의 취약성은 일본과 대비해 볼 때 뚜렷하다.
예컨대 2000년 한국의 경우 기초소재업종과 조립가공업종의 국산화율이
각각 64%, 68%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생산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55%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우 90～95%대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는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의 연관성
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2004)에 의하면
2000년을 전후로 수출과 내수변수(소비, 투자, 고용)간 상관계수가 정(+)
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변하고 있다.45)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주도
성 성장체제’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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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한국, 일본의 수입의존도1) 및 국산화율
(단위 : %)
전산업
10.8
2)
<81.2>
10.9
(1995)
<80.4>
13.7
(2000)
<77.0>
2.8
일본(1993)
<94.3>
한국(1990)

제조업
18.0
<75.3>
18.0
<73.8>
21.8
<70.0>
5.1
<92.0>

소비재
13.7
<81.6>
14.7
<78.8>
12.8
<82.1>
5.5
<91.0>

기초
(석유․
(전기․
조립가공
소재
석탄)
전자기기)
23.1
64.3
18.0
23.8
<68.9> <23.0> <74.0> <67.1>
20.9
53.1
17.5
23.3
<70.3> <17.4> <74.1> <64.9>
26.4
58.6
23.1
32.4
<63.8> <12.8> <68.4> <55.4>
8.1
35.1
2.3
3.4
<86.9> <28.2> <96.6> <94.8>

주 : 1) 수입의존도 = 중간재수입액/총투입액×100
2) < > 내는 국산화율(=국산중간재/중간투입액×100)로 중간재화의 국산화정도
를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1995, 2000).

전략이 내수 부문에서 투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체제에서 수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자본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지불 제약
의 완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본재 수입의 압력을
높은 수준의 수입대체를 통해 완화해야 했지만 오히려 위기 직전의 상황
은 왕성한 축적 분위기에 의해 자본재 수입의 압력을 증진시키면서 동시
에 지불 제약의 압박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해결되지 못한 모순이
위기 이후에 지속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전자 및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수준의 조립가공산업적 특징
은 이들 몇몇 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적인 양극화는 고용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투자가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등 대기업
수출 IT 및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부문 중심의 중소 비IT 및 경공업 부문과의 생산성 격차는 더욱 심해지
고 이에 따라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에
45) 즉 1991～2000년간의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및 취업자수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62, 0.66, 0.65이었으나 2002～2003년간에는 각각 -0.59, -0.05, -0.67을 나타내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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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200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04년 현재 제조업전체 생산성지수
가 129.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보
면 같은 기간 동안 IT부문 대 비IT 부문이 176.9 : 115.7, 중화학공업 대
경공업은 133.5 : 108.5, 대기업 대 중소기업은 155.5 : 113.3으로 생산성 격
차가 매우 심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산
업 부문간의 생산성 격차가 부문간 임금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한 결정적
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생산성의 증대 및 기술수준의 고도화가 고용 확대보다 고용 감
소를 동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IT산업의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1990년 36명에서 2000년 9.9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로도 같은 기간 39명에서 14.4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외환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 공공 부문 등에서 진행된 혹독한
구조조정은 양질의 일자리수를 급격히 파괴시켰다. 1996년 제조업과 금
융․보험 부문에서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수가 각각 114만 명과 18만 명
이었으나 2003년의 경우 각각 71만명과 9만명으로 양 부문에서 거의 절
반에 해당하는 고용 감소를 경험했다(한국개발연구원 T/F합동, 2005).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일자리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가 긴밀
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론케 한다. 즉 “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분
은 고용이 늘지 않고 고용이 증가하는 부문은 생산성이 정체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생산성과 고용의 괴리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전병유 외, 2006: 20)는
것이다.

제5절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로서 ‘성장을 위한 안정’

한국의 전통적 축적방식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하는 고성장 전략하에 전개되었으며 지속적인 자본재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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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출과 수입대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의
한 대규모 신규 산업의 창출은 농촌으로부터의 급격한 노동이동과 과잉
노동인구에 대한 대규모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과정이었다. 이러
한 상황하에서 위기 시 집권 정부는 높은 투자에 의한 고도성장전략을 유
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마치 자전거가 출발할 때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고속 주행이 요구되는 특수한 초기 조건에 비유된다. 실제 과거
위기국면마다 안정화정책으로 ‘수출촉진과 급속한 경제팽창 정책’이 취해
졌던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Amsden, 1989:
93 ～94). 위기 시 경기팽창정책은 긴축에 의해 안정화를 권고하는 정통
적인 방식과 매우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이유도 없었다. 예컨대 Amsden(1989)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긴축정책은 IMF가 권고한 안정화의 전형적 형태이다. 세계은행이
후원한 연구들에 의하면, 1970년대의 정부 간섭으로 누적된 한국경제의
병폐들에 대한 치유책으로 1980년대의 자유화가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재난의 징후는 어느 곳에도 구체적으로 나타
나 있지 않다”(Amsden, 1989: 94).

그러나 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조건과 전략은 이러한 전통적 발전 양식
과 투자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비록 외환위기 직후의 긴축정책
이 실패로 판명이 나고 1998년 하반기부터 전통적인 해법이었던 경기팽
창정책에 의해 위기 국면은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본격
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장 방식을 용인하지 않
았다. 위기를 계기로 금융과 노동을 중심으로 한 혹독하면서도 광범위한
고용 및 구조조정은 사회 자체를 바닥에서 뒤흔드는 과정이었다. 결과는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였다. 이제 경제 주체들은 미래 보장과 관련한 안
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했다.
그것은 시장주의라는 합리성 논리에 따라 전체적 합리성과 양립하지
못하는 부분적 합리성의 극단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구조적인 내수 부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거시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
는 대로 일종의 ‘구성의 오류’에 빠진 듯하다. 기업들의 투자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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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휩싸이면서 장기간의 대기상태로 빠져들었다. 전례 없는 지속적인 투
자위축은 허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폭로했는데, 즉 취약한 사회적 간접임
금시스템은 고용불안정과 심각한 임금격차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직 노동계층의 급팽창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국내시장에
서 판로를 찾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지연된 내수
부문의 위축은 수출과 내수 부문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제안한 <비전 2030>은 아래의 [그림 5-10]에서
처럼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구조를 산업․기업 간 격차 → 소
득․고용격차 → 혁신기반 격차 → (다시) 산업․기업 간 격차로 연결되는
경로로 정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식화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위기 이후 축적조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기극복 전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성
장을 위한 안정화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시장규율의 강화에 지배받는 새로운 축적조건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
제점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강화이며 따라서 시장의 힘에 의한 성장
을 요구한다면 그 전제로서 우선 시장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논의는 위기 이후 해법에 관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
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선다. 실제로 이른바 ‘성
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라는 논쟁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태의
본질적 측면을 은폐해 버린다.
[그림 5-10] 양극화의 연쇄고리

• 제조업 對 서비스업
• IT 對 비IT
• 대기업 對 중소기업 등

• 인적자원 격차
• R&D투자 격차

산업ㆍ기업간
양극화

소득ㆍ고용
양극화

혁신기반
(대응능력)
양극화

주 : 정부․민간합동작업단(2006. 8), p.11.

•임금격차 확대
•비정규직, 자영업자, 中企근로자 중
근로빈곤계층 증가

•교육ㆍ인적자원투자ㆍ정보화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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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분절화는 이미 일정한 선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2003년 기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
은 사상 최고수준인 7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탈출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절화는 극단적인 사회위기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
로 2004년 기준 한국자살률은 10만 명당 24.2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1위를 나타냈다. 2001년 기준 미국의 자살률 10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둘째, 내수부문의 위축이 저성장의 고착화의 주 요인이고 또 이는 빈곤
계층의 확산에 따른 내수 부문 구매력의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일반적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따른 빈곤 차단을 위한 최소한 복지정책조차도
시장주의 원칙과 대립된다는 식의 대칭적 이념 구도로 환원되어 버린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평균 소비성향은 거시경제학의 교과서에서 말하는
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1996년 소득
1분위 집단의 평균 소비성향은 98.5인데 2004년의 경우 117.5로 소득 이
상의 소비를 하여 사실상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적자율의 폭도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2분위 집단의 경우도
같은 기간 80.0에서 89.0으로 대폭 상승한 데 비해 최상위계층의 경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하위계층의 소득 증대는 내수의 구매력
증대에 기여할 여지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안정화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은 서구의 복지국가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 영역의 확대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용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위기 이후 시장규율의 강
화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확장
은 균형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적 성격 및 경기안정화
역할로서 취약계층의 공적 부문으로의 흡수를 우선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2005년 조세연구원 자료)된 2002년 기준 OECD국가 대비 한국
정부의 기능별 일반예산 지출 비중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 국방, 사회보호 세 부문을 중심으로 나
누어 볼 때 총 재정지출 대비 경제 부문 비중은 25.5%로 18개 OECD국가
들 평균 10.2%의 약 2.5배, 국방 부문은 10.2%로 OECD국가들에 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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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에 달한다. 반면 사회보호와 관련된 비중은 9.4%로 OECD 평균 37.4%
의 약 1/4에 지나지 않고 명목 GDP 대비로 하면 1/7.3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한국의 경우 0.11명으로
OECD 평균 12.2명에 비해 1/10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현실에서 확인된
다(기획예산처, 2006).
물론 이러한 단기대응적 안정화 전략 외에 과거 중화학공업화 시기 그
효과가 30여 년을 두고 만개한 오늘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들이 보여주듯
이 또한 1990년대 주목을 끈 내생적 성장이론이 설명한 대로 혁신의 외부
성을 갖는 고급지식 부문의 안정적인 창출을 위한 장기 시계의 투자전략
역시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 시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각
부문의 공동체적 대타협 전략의 채택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제6절 결 론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 및 경제는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구조적 변화는 ‘양극화’로 집약되면서 사회경제적 연관을 심각
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외환위기 이후의 여러 제도적 변화
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축적구조의 관성이 부여한
힘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한국에서 중
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이래 지난 30여
년간의 장기적 축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제도적 유형
화의 차이를 초래한 물적 조건의 차이에도 주목하였다. 즉 그러한 제도적
조건의 차이를 낳게 하는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생활의 물적 조건
에 대한 검토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하에 축적조건 및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를 장기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 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지시하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절에서는 한국의 장기역사적 생산-분배의 순환 과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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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율과 이윤분배율을 중심으로 이윤율의 장기추세적 하락과 이윤분배율
의 지속적 하락, 혹은 반대로 임금분배율의 지속적 상승 경향이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반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뒤이어 제3절에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을 중심으로 이윤율을 구성하는
두 주요 변수인 이윤분배율과 자본구성을 분해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위
기 이전 사회경제적 모형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분배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왕성한 자본축적에 따른 노동시장 압박 → 임금몫의 빠른 상승 →
이윤분배율의 하락과 자본구성 고도화와 맞물린 급속한 이윤율 저하 →
뒤이은 경제위기와 노동압박에 의한 수익성 및 투자회복. 그리고 기업별
노조 형태가 형평성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살펴보
았다. 동시에 자본구성에서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등장 배
경과 의미, 그리고 1980년대의 구조조정이 가졌던 효율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위기가 낳은 수익성 중심의 주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익성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안정성의 급격한 해
체 및 불안정성의 증대가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역으로 약화시키는 방식
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즉 수익성 중심의 축적구조는 투자
의 단기화 및 투자 에너지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조
립가공적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양극화 산업구조 속에서 저투자-저수익성저소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불안정성 및 분배구조의 악화와 연관되
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제5절에서는 향후 한국의 사회경제정책모형 수립의 원칙적 방
향성이 ‘성장을 위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야 하는 내용과 의미를 제안
하였다. 과거의 성장 방식이 오히려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
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경제적 모형의 방향성은 그와 반
대로 성장을 위한 안정화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고도
성장이 담당했던 사회보장적 성격이 작동하기 힘든 구조변화에서 우선적
으로 사회복지 지출 부문의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안정성의 증대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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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시장원리의 작동을 위해서도 시급한 선결 조건이라는 의미에서이
다. 물론 이러한 단기 대응적 안정화 전략 외에 과거 중화학공업화 시기
에 시작되어 그 효과가 30여 년을 두고 만개한 오늘 우리 경제의 주력산
업들에서 확인하듯이 동시에 내생적 성장이론이 보여준 혁신의 외부성을
갖는 고급지식 부문의 안정적인 창출을 위한 장기 시계의 투자 전략 역시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 시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각 부문의
공동체적 대타협 전략의 채택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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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추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W : 10억 (P : 10억
원)
원)
1970
928.0
1,352.1
1971
1,146.0
1,683.9
1972
1,392.6
2,137.7
1973
1,815.6
2,718.0
1974
2,451.3
3,931.1
1975
3,315.3
5,157.7
1976
4,681.4
6,788.0
1977
6,300.8
8,357.5
1978
8,971.5
10,836.1
1979
11,955.9
13,127.2
1980
15,007.4
15,158.0
1981
18,466.1
19,287.0
1982
21,422.0
21,371.8
1983
25,894.0
23,795.0
1984
29,640.6
27,506.5
1985
33,012.1
30,892.3
1986
37,894.5
36,851.1
1987
45,647.5
41,682.1
1988
56,152.5
47,339.4
1989
66,824.4
49,849.5
1990
82,014.8
57,499.9
1991 101,785.1
69,281.4
1992 115,237.2
78,378.9
1993 129,581.7
89,029.0
1994 150,737.9 103,924.5
1995 179,825.6 113,828.8
1996 204,421.1 116,231.7
1997 213,930.9 130,005.3
1998 200,991.0 134,131.1
1999 210,411.5 149,183.2
2000 229,605.2 160,338.7
2001 250,979.1 156,338.5
2002 268,311.8 172,442.9
자료 : 한국은행 DB.

총생산물
노동생산성
취업자수
(Y : 10억
(y=Y/L,
(L : 천명)
원)
백만 원)
2,280.1
9,617
0.237
2,829.9
9,946
0.285
3,530.3
10,379
0.340
4,533.6
10,942
0.414
6,382.4
11,421
0.559
8,473.0
11,691
0.725
11,469.4
12,412
0.924
14,658.3
12,812
1.144
19,807.6
13,412
1.477
25,083.1
13,602
1.844
30,165.4
13,683
2.205
37,753.1
14,023
2.692
42,793.8
14,379
2.976
49,689.0
14,505
3.426
57,147.1
14,429
3.961
63,904.4
14,970
4.269
74,745.6
15,505
4.821
87,329.6
16,354
5.340
103,491.9
16,869
6.135
116,673.9
17,560
6.644
139,514.7
18,085
7.714
171,066.5
18,649
9.173
193,616.1
19,009
10.185
19,234
11.366
218,610.7
254,662.4
19,848
12.831
293,654.4
20,414
14.385
320,652.8
20,853
15.377
343,936.2
21,214
16.213
335,122.1
19,938
16.808
359,594.7
20,291
17.722
389,943.9
21,156
18.432
407,317.6
21,572
18.882
440,754.7
22,169
19.882

취업자
실업률
수
(U)
증가율
0.034
0.043
0.053
0.043
0.023
0.060
0.032
0.046
0.014
0.006
0.025
0.025
0.009
-0.005
0.037
0.035
0.053
0.031
0.040
0.029
0.031
0.019
0.012
0.031
0.028
0.021
0.017
-0.062
0.018
0.042
0.019
0.027

0.045
0.039
0.04
0.041
0.039
0.038
0.032
0.038
0.052
0.045
0.044
0.041
0.038
0.04
0.038
0.031
0.025
0.026
0.024
0.024
0.025
0.029
0.025
0.021
0.02
0.026
0.07
0.063
0.041
0.03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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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이윤율 구성 주요 비율 변동률

이윤율
(r)

자본구성 기계화율 노동생산성
(Q)
(k)
(y)

이윤분배율
( π)

1971

-0.024

0.028

0.074

0.046

0.003

1972

-0.030

0.047

0.059

0.011

0.017

1973

-0.017

0.007

0.061

0.054

-0.010

1974

-0.016

0.043

0.074

0.032

0.027

1975

-0.078

0.066

0.091

0.025

-0.012

1976

-0.057

0.029

0.062

0.033

-0.028

1977

-0.079

0.041

0.103

0.062

-0.037

1978

-0.113

0.072

0.110

0.039

-0.041

1979

-0.134

0.090

0.134

0.044

-0.044

1980

-0.198

0.158

0.116

-0.042

-0.041

1981

-0.030

0.047

0.084

0.037

0.017

1982

-0.075

0.053

0.083

0.030

-0.023

1983

-0.061

0.019

0.103

0.084

-0.042

1984

-0.021

0.026

0.116

0.090

0.005

1985

-0.033

0.038

0.068

0.031

0.004

1986

0.021

-0.001

0.070

0.071

0.020

1987

-0.041

0.009

0.056

0.047

-0.032

1988

-0.052

0.010

0.075

0.065

-0.043

1989

-0.114

0.046

0.070

0.024

-0.068

1990

-0.082

0.045

0.093

0.047

-0.036

1991

-0.039

0.022

0.093

0.071

-0.017

1992

-0.064

0.064

0.094

0.030

0.000

1993

-0.051

0.057

0.098

0.042

0.006

1994

-0.029

0.031

0.079

0.048

0.002

1995

-0.089

0.038

0.083

0.045

-0.051

1996

-0.126

0.059

0.088

0.028

-0.067

1997

-0.020

0.062

0.084

0.022

0.042

1998

-0.066

0.123

0.110

-0.013

0.057

1999

0.079

-0.043

0.030

0.074

0.036

2000

0.032

-0.041

0.009

0.050

-0.009

자료 : 표학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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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주요 비율추계-표학길(2003)의 자본스톡(불변)

자본스톡 K증가 임금소득
총소득
이윤
이윤(P)
(K)
율
(W)
(Y=W+P) 분배몫
1970
99,722.9
19,333.3 28,168.8
47,502.1 0.593
1971
111,051.6
0.11 20,836.4 30,616.4
51,452.7 0.595
1972
122,874.1
0.10 21,424.6 32,887.7
54,312.3 0.606
1973
137,690.9
0.11 24,208.0 36,240.0
60,448.0 0.600
1974
154,831.2
0.12 25,013.3 40,113.3
65,126.5 0.616
1975
173,599.9
0.11 26,736.3 41,594.4
68,330.6 0.609
1976
196,120.9
0.12 30,597.4 44,366.0
74,963.4 0.592
1977
224,506.1
0.14 35,397.8 46,952.2
82,350.0 0.570
1978
262,461.5
0.16 40,595.0 49,032.1
89,627.1 0.547
1979
304,461.8
0.15 45,287.5 49,724.2
95,011.7 0.523
1980
344,003.2
0.12 45,615.2 46,072.9
91,688.1 0.502
1981
383,534.1
0.11 47,716.0 49,837.2
97,553.2 0.511
1982
427,332.3
0.11 51,619.3 51,498.3 103,117.6 0.499
1983
477,928.5
0.11 58,984.1 54,202.7 113,186.8 0.479
1984
533,760.7
0.11 63,880.6 59,281.3 123,161.9 0.481
1985
593,025.2
0.11 68,066.2 63,695.5 131,761.6 0.483
1986
658,641.0
0.10 74,302.9 72,257.1 146,560.0 0.493
1987
734,392.3
0.11 84,689.2 77,332.3 162,021.5 0.477
1988
816,558.9
0.11 96,814.7 81,619.7 178,434.3 0.457
1989
911,980.7
0.11 109,012.1 81,320.6 190,332.6 0.427
1990 1,030,334.6
0.12 120,787.6 84,683.2 205,470.8 0.412
1991 1,165,510.6
0.12 135,352.5 92,129.5 227,482.0 0.405
1992 1,305,140.8
0.11 142,268.1 96,764.1 239,032.2 0.405
1993 1,456,943.9
0.11 149,459.9 102,686.3 252,146.1 0.407
1994 1,626,579.1
0.11 161,562.6 111,387.5 272,950.1 0.408
1995 1,817,780.0
0.11 179,825.6 113,828.8 293,654.4 0.388
1996 2,027,205.5
0.11 196,747.9 111,868.8 308,616.7 0.362
1997 2,242,410.7
0.10 199,562.4 121,273.6 320,836.0 0.378
1998 2,353,239.2
0.05 178,500.0 119,121.8 297,621.8 0.400
1999 2,468,149.9
0.05 190,762.9 135,252.2 326,015.1 0.415
2000 2,596,496.5
0.05 210,453.9 146,964.9 357,418.8 0.411
자료 : 표학길(2003).
* 비율추계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할 것.
전산업

자본
구성
2.099
2.158
2.262
2.278
2.377
2.541
2.616
2.726
2.928
3.204
3.752
3.932
4.144
4.222
4.334
4.501
4.494
4.533
4.576
4.792
5.015
5.124
5.460
5.778
5.959
6.190
6.569
6.989
7.907
7.571
7.265

이윤
율
0.282
0.276
0.268
0.263
0.259
0.240
0.226
0.209
0.187
0.163
0.134
0.130
0.121
0.113
0.111
0.107
0.110
0.105
0.100
0.089
0.082
0.079
0.074
0.070
0.068
0.063
0.055
0.054
0.051
0.055
0.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