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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일자리는 충분한가? : 고용구조 변화의 추세와 함의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적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타당하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유급노동이
자립으로 이끄는 최상의 길이며 그 일자리는 충분하다는 가정에 기
반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완전
고용에 근거하고 있다. 과연 일할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면 빈곤에
서 벗어나고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가? 고용구조의 변화
양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
고 있다. 제조업에서 기술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생산성이 증가하
면서 고용량은 감소한다. 반면 서비스 활동이 특화되면서 서비스
고용 비중이 증가한다. 한편, 정부 부문이 확장되면서 사회서비스가
증가하고, 자본주의 시장 영역이 확장되면서 개인서비스 고용이 증
가한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기술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어려운 데
다가 경쟁이 심해서 부가가치가 낮고 임금도 낮다. 현재 한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서비스 일자리로서 근로빈곤
의 원천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발전국의 노동투입량은 큰 변화가 없고 서
로 수렴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노동투입량이 큰 편인
데, 추세로 보아 노동시간을 급격히 줄인다고 하더라도 고용량이
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고용증가의 원천은 투자이다. 그런데
투자증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자본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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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
는데,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노동절약적 기술변화가 빠
르게 일어나면서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투자가 하락하면 전체적
으로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낙관할 수 없다.
취업자의 소득은 가구지출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그 차
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현재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그러한 일자
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용촉진정책 대상은 거의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정부의
고용촉진정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의 구조상 이러한 목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취업하게 되
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정부의 고용촉진정책은 의도의 순
수성과는 달리 근로빈곤층을 유발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공급
을 증가시켜서 임금을 낮추는 압력이 된다.

◈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의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
국가 위기 이후에 새로운 복지 개혁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고용중
심적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고용중심적 복지’의 발
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그 발달적 특징과 본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후 이러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정
책 발전에 함의하는 바를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등장하고 확산된 배경에
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재정적자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
한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중심적 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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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개념은 국가들마다 그 내용과 구성이 매우 다르게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연계형 복지
(workfare)’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는 복지 수급자에게 급여 수
급을 위해 근로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을 통한 복
지(welfare-to-work)’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지 수급자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인 등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는 대상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즉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한 활성화(activation) 정책을 포함하는 다양한 복지 체계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해 고용중심적 복지의 성격을 고찰해 보
면, 사회 구성원의 시민권의 확장 과정이기보다는 빈자에 대한 통
제 수단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 메커니즘의 보조적 조율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럽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은
복지국가 유형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정책의 성격이 변화된다는 점에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내재적
성격이 시민권의 확대이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 메커니즘의 보
조적 조율 장치로 기능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가져온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복지 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중심으
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표면적으로는 수급자 감소와 빈곤율 하락
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
수급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보면 ‘제재 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
출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에도 많은 나라에서 미국처럼 수급자
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
국과 달리 ‘제재 조치’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 직원의 재량이 많
이 주어지고 있으며, ‘제재 조치’ 이외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종
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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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복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성과를 스스로 자축(ceremony)
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재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 소득의 도
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 고용중심적 복지와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 관점
노동과 사회정책은 노동의 본질과 성격,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능,
무급노동/경제와 유급노동/경제의 관계 등에 관한 특정의 전제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의 전제와 가정에 기반을
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사회보호 체계 밖에 있는 유급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돌봄의 공백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사회화 정책들이 대안
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일에 대한 관념, 특정 맥락에서
수행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전제와 가정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중심
적 복지정책의 문제와 과제가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더욱 극
명하게 드러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노동’이 유급노동 중심으로 개념화된 역사 혹은
담론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추진된 노동
및 복지정책이 여성과 아동의 복지에 대해 갖는 영향과 함의를 논
의한다. 둘째, 사회정책이 고용과 돌봄 측면에서 균형적인 사회통합
을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화폐의 거래를 매개로 한 일에 우위를 두
는 주류 경제학의 노동 개념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인간생
활의 공급(social provisioning)을 강조하는 관점은 GDP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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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장을 경제 발전과 동일시하지 않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재
화와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고 사고한다. 무급으로 제
공되는 돌봄노동은 시장 경제의 기능과 작동에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중심적 정책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돌봄
의 필요성을 무시해 왔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을 소진
시켜 왔다. 정책이란 ‘좋은’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추구하는데, 고용중심적 정책은 ‘좋은’
행위를 유급노동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의 개혁과 전개 과정은 돌봄노동에 대한
유급노동에 우위를 두면서, 돌봄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면서 고용을 우선시하는 규범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밖의
모성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1990년대 미국의 복지 개혁은 여성
의 고용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고 전업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복지 개혁은 프레이져가 분류한
고용-돌봄의 옵션 가운데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모든 성인은 고용되
어야 하며, 아이는 본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
에 아동 양육은 공적 영역에 위치되어야 한다. 돌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 주어야 좋은 것으로 위치되었다. 미국 복지
개혁에 관한 연구들은 복지 개혁의 성공을 복지 수혜자 사례 수의
감소와 탈수급자의 고용률 증가로 측정하면서 보육서비스의 낮은
질이나 아동 방치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복지 개혁은 복
지 수급자를 일을 하지 않는 ‘의존자’로 가정하는 ‘의존 담론
(dependency discourse)’을 강화했다. 그러나 의존 담론은 많은 남
성들이 여성이 제공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음
을 간과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경제 성장이 주요한 사회 정책의 목표가 되면서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서 고용을 강조하는 정책이 표면화되었다. 영국의
복지 개혁 또한 소위 ‘노동 윤리’를 전제로 추진되었다. 노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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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노동과 동일시하고 유급노동을 돌봄노동, 자원봉사/지역 봉사 활
동 등의 다른 시민 활동보다 우위에 놓았으며 그러한 형태의 활동
을 저평가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는 복지국가 개혁의 방향도 자립, 자율, 독립과 같은 강력한
이념 위에 서서 북구 사민주의 방식의 정책을 지향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사회정책에서의 보육에 대한 강조, 사회보장에서 남
성과 여성이 동일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다.
고용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성
인근로자 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인근로자 모델로의
이동은 소위 소극적 복지와 반대되는 ‘적극적’ 복지를 강조하고 권
리가 아니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더 큰 사회정책적 방향 안
에 맥락화되어 있어 거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성
인근로자 모델은 이념대로 양성평등을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
다. 북구 유럽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가 확대
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성인근로자 모델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 측면에서만 양성평등은 부분적이
고 도구적인 방식으로 언급되고, 돌봄노동의 가치 부여와 공유의
측면은 강조되지 않는다. 돌봄노동의 상품화에 기반을 둔 성인근로
자 모델은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
태이든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든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기 어렵다. 돌봄을 ‘완전하게’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상품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돌봄노동의 특성이라면 돌봄노동을 상품화하는 전략과 함께 남녀,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노동을 남성의 ‘생산적 노동’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등가적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국가
가 대응하고 있는 방식은 고용중심적 사회정책의 전개였다.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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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한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정책이 목
표로 한 집단은 바로 ‘비생산적’ 인구라 여겨졌던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은 성장잠재력을
가지는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수단으로 전제하고 시민의 권리
로서 돌봄에 대한 인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었고, 상품화
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일자리의 형태로 등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유급근로자에
대한 돌봄 지원이나 가족 내 돌봄 지원, 유급노동과 무급 돌봄노동
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과 이해를 외면하거나 차단했다. 일·가정 양
립정책은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참여할 여성의 돌봄노동
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정책, 여성의 상품
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고용을 기반으로 한 혜택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육아휴직과 같은 고용중심 복지의 혜택은 비공
식․비정규 고용이 만연한 노동시장 맥락에서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내 논의의 탈상품화 - 상품화 - 탈가족화 - 가족화 논의는 시장
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성별 분업에 대한 함의에 집중되어 있
다. 탈가족화를 사회적 돌봄의 확대로 보는 쪽에서는 서비스의 사
회화를 추진하면서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
을 갖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의 돌봄 수행과 그 의미, 사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한 탈가족화 논의가 다시 여성의 일-돌봄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가족화 정책도 상품화 권리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에 한정하여 논의함으로써 상품화 맥락 밖에서
가족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상품화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에 국한하는 탈가족화 정책은 가족 내 돌봄 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상품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보육서비스-양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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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대한 대립적 이해는 상품화를 위한 돌봄 지원만 ‘바람직한’ 돌
봄 지원으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확대는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양육수당은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
여 여성이, 특히 저소득층 여성이 시장노동 대신 전업 엄마 노릇을
선택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탈가족화가 노동시장의 성별 직
종분리를 포함한 사회적 성별 분업을 강화하고 있거나, 분업이 가
능한 기혼부부를 모델로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고 있다거나, 전업으
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왜 저소득층 여성은 돌봄노동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용중심 복지정책이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돌
봄노동에서의 공평한 남녀 공유를 위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기존에 수행하던 돌봄노동에
시장노동을 얹어 이중 노동 부담의 짐을 떠맡고 있다. 돌봄의 사회
화를 중심으로 한 탈가족화 전략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계층 간 여성의 차이로 이동시키면서 사회적 성별 분업을 더욱 확
대하고 있다.
가족이 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돌봄노동은 여성이 시장노동에
포섭되지 않는 한 여전히 개별 가족과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지
만 그러한 노동은 여전히 비가시화되고 있다. 탈가족화-가족화 논
의에서 가족 돌봄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부족은 가족 돌봄을 저평가하는 일련의 암묵적인 가족화 정책들에
비판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돌봄노동은 개인에게는
비용이지만 사회 전체에는 ‘투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는 사회투자론과 거리를 둔다. 돌봄의 기회비
용 상승은 바로 다른 생산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것이
므로 원칙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자원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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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존재한다. 재분배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보편 근로자양육자 모델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질 좋은 보
육서비스의 재원과 조직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편 돌봄자를 지원하
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일정 정
도 가족이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급 돌봄 제
공에서의 성별 분업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구
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비전은 규범으로서 유급
노동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 고소
득자에게 강하게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노동시간을 감소의 유
인을 제공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이나 누진세 강화가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유급노동만을 ‘좋은 행위’로
전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 내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방식이 갖는 성별 함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노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일지 모르지
만, 장기적으로 사업장의 ‘가족친화성’ 향상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한
다. 일반 근로자, 즉 남성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가족 책임의 요구와 필요는 사업장에서 ‘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상품화 맥락 밖에서 수행되는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지
급하여 경제적 의존자의 복지가 가족(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의존
하는 정도를 완화하는 탈가족화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자가 필요
한 돌봄서비스를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제적 의존
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
다. 상품화 맥락 밖에 존재하는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가
족 돌봄의 남녀 간 분담을 기대하거나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
째, 기본 소득은 이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일, 복지, 생산 등의 관
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
득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적인 행위를 시장노동에 한정해서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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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을 지양한다.

◈ ‘고용’의 극복과 ‘노동’의 회복
이 글은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노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끝난다. 뫼비우스의 띠처
럼, 노동의 의미를 탐구하는 노동도 언제나 새로운 노동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노동을 定意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다
양한 표상(表象)과 변용(變容)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의 특정한 표상 양식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을 사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선험적 노동 개념에 사로잡
히지 않고 지금 여기의 고유한 문제 양식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동을 산업사회의 특수한 노동 형식인
임금노동 그리고 그것의 정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에 국
한시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에 두꺼운
의미 외벽을 둘러치고 노동과 노동 아닌 것 사이의 절대적 단절을
시도하는 논의에도 분명히 반대하고자 하였다. 노동 그 자체는 선
(善)도 아니며 악(惡)도 아닌 것이다. 노동을 순수한 선으로만 바라
볼 때 노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될 것이며 노동을 하지
않는 자 예컨대 실업자는 시쳇말로 ‘루저’가 될 것이다. 반대로 노
동을 순수한 악으로만 바라볼 때에는 노동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될 것이며, 노동하는 자 곧 노동자가 ‘루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양단(兩端)은 꼭 좌파나 우파 혹은 진보나 보
수 어느 한쪽의 바람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노동의 가
치(valeur du travail)’라는 이름 아래 노동은 좋은 것이니 많이 할
수록 좋은 것 아니냐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했던 프랑스의 사르
코지 정부의 예가 희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실업과 빈곤의 악
순환 속에서 장시간노동을 할 수 있는 처지 자체가 하나의 특권처
럼 여겨지는 한국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웅변하는 것처럼,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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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인 상황을 낳는다. 반대로,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로’ 노동자
들과 노동조합이 내거는 요구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주의가 이룩한 가장 뿌듯한 업적”이기도 하다. 슈마허는 냉철하게
지적한다. “현대 산업주의의 근본 목표는 노동을 만족스럽게 만드
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
니다. 산업주의가 이룩한 가장 뿌듯한 업적은 노동시간을 절약한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
니다.” 달갑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는 없는 노릇이
기에 노동자의 삶은 품위 없는 삶이 되고 만다.
하지만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노동 없는
삶 혹은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해서 노동을 벗어난 삶에서 품위를 찾
으려는 시도는 그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실존성(實存性)을
배반하고 오히려 삶의 총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
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귀족의 삶이나 조선시대 양반의 삶
을 희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노동하는 자는 적자생존에서 밀린 패
배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런 구도에서라면 노동을 덜하는 것
외에 ‘좋은 노동’을 위한 기획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다”라고 갈파하였
다. 인간이 모순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노동도 마찬가지로
모순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의 어느 극단으로 내몰리지 않으
면서 삶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노동의 양가성(兩價性)을 부
정하지 않고 ‘그 양단을 두드리면서[叩基兩端]’ 조심스럽게 길을 모
색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實存)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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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곧 복지인가? 일자리가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
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가
자립을 보장할 만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여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가난하다면 일자리가 복지가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일자리가 복지이기
위한 조건이 현실적으로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정책을 ‘고용중
심적 복지정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명현(2006)의 표현을 빌리면,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과 관련 있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제1 영역
은 협의의 영역으로 실업보험이나 사회부조를 제공하면서 근로나 직업훈
련을 의무화하는 제도 영역이다. 제2 영역은 근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으로 주로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등이 중심이 된다. 소위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이 해당된다. 제3 영역은 직접 근로와 관련된 정책은 아
니지만 연금, 의료 또는 육아휴직 중 소득보장 등 급여(benefits)를 노동
시장에서 일했을 때의 근로소득과 연계시켜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는 제1 영역부터 제3 영
역까지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여를 받는 대가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빨리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하며, 노동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
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급노동을 우선시하는 가치 체계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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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가 될 수 있으려면 근로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2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일자리는 충분한가를 검토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임금
도 증가하였다. 길게 잡아야 30년 정도 되는 이 시기를 자본주의 황금기
(Goldend Age of Capitalism)라 부른다. 자본주의 황금기를 지나고 자본
주의가 성장하는 방식과 고용구조가 변화하였다.
제조업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에서는 일
자리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탈산업화
가 일어나면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더구나 괜찮은 중간일자리는 빠
르게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근로중심적 복지정책의 가정
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어졌다.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어떠한 효과
를 가져왔는지를 제3장에서 살펴본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복지 수
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을 실행하
였다. 제재 조치의 강화로 수급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고용중심적 복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복지 수급자에서 일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이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
고,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업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고용가능
성이 높은 개인들에게만 긍정적인 효과가 집중화되었다. 그나마 긍정적
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유급노동을 우선시하는 가치 체계가 가족, 돌봄, 성 평등이라는 가치와
만났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를 제4장에서 다룬다. 고용중심
적 복지정책에서 ‘노동’이란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유급노동’을 의미한다.
시장을 매개로 하지 않는 노동은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노동에게만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는 체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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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돈을 받고 돌보는 것은 노동이고 자기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노동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자본
주의 사회에서 유급노동이라는 특정한 방식의 노동에 대해서만 가치를 부
여하는 담론이며, 노동 일반을 유급노동으로 한정시키는 의미 체계이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함의하는 가치 체계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급노동이 돌봄노동과 가사노동보다 우월하다는 규범을 강화하였고,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주로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들여보내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유급노동만이 노동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고찰을 제5장에서 다룬다. 노동을 임금노동으로 국한
시켜 생각하게 되면 노동은 한편에서는 절대선이 되거나 다른 쪽에서는
절대악이 된다. 노동을 절대선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노동을 하는 것은 바
람직하며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는 루저(loser)라고 본다. 다른 한
편에서는 임금노동은 고통스럽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제5장
에서는 노동을 고용과 결부시켜 가치를 부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노동
의 인격성을 회복할 수 방식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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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자리는 충분한가? : 고용구조 변화의 추세와 함의

제1절 머리말

본 장에서는 고용중심적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타당한
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유급노동이 자립으로 이
끄는 최상의 길이며, 그 일자리는 충분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러한 가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완전고용에 근거하고 있다.
과연 일할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면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가? 고용구조의 변화 양상을 보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늘어
나지만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는 1980년 이후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두루 나타나
는 현상이다.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가 보편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이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고용없는 성
장과 일자리 양극화의 핵심적인 기제로서 기술변화와 탈산업화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중심적 복지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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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구조의 현상

1. 일자리 양극화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자리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란 상위임금과 하위임금 일
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중간임금 일자리는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2-1]에서는 1993～2006년까지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을 보
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분위는 1993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
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중간임금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임금 분포의 양쪽
끝에 있는 일자리들은 증가하였다.
[그림 2-1]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량(1993∼2006)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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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병유(2007), [그림 6]. ｢임금구조기본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한 것임. 1분위는 가장 낮은 임금 일자리를, 10분위는 가장 높은 임
금 일자리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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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2007)의 연구에서는 직업과 산업을 기준으로 964개의 일자리
셀을 만들고 각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서열화
한 다음 1993～2006년 사이에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993년 50%였던 중간일자리는 2006년 41%로 감소하였다.
일자리 양극화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
다. 일자리 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고 있다. 미국(예 : Acemoglu(1999)의 연구)과 영국(Goos &
Manning, 2007)에서 양극화 현상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고, Goos,
Manning and Salomons(2010)은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보편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
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6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개 유럽 국가 중 15개 국가에서 중간임금 직종에 비해 고임금직종이
확대되었으며, 16개 전 국가에서 중간직종에 비해 저임금직종이 늘어
났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서비스업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그림 2-2]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임금 분포에 따
라 고용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이 임금이 높
은 일자리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임금이 낮은 일자리이다. 제조업에서
는 고임금 일자리만 늘어나고 중간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는 모두 고용 비
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중간임금 일자리의 비중은 하락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직이 제조업에서는 급감하는 반
면 서비스업에서는 조금 증가하였다.
일자리의 분포를 세분화한 전병유의 연구(2007)에서도 제조업에서는
상위 일자리만 늘어나고, 중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는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임금 분포의 양 끝인 상위와 하위 일자리가 중간 일
자리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강중구․김형주(2013)에 의하면, 2002년 제조업 일자리 중 22.6%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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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직업중분류별 고용 비중 증감의 추이(1993∼2004)

자료 : 윤윤규(2008: 14). <표 2-4>를 재구성한 것임. 추세선은 4차 다항식을 이용한
것임.

은 일자리1)였고 2012년에는 34.8%가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업에

1) 강중구․김형주(2013)의 연구에서는 고용안정, 경제적 보상, 근무조건을 가중 평균
한 값을 지표로 좋은 일자리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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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생계형 일자리와 고부가가치형 일자리로 양극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고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청소, 경비 등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이다. 이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의 비중은 각각
6.1%, 11.4%에 불과하다. 반면에 고용이 빠르게 늘어난 부문 중 연구기
관, 사업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각각 71%, 55%로
매우 높다.
상위 일자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함께 증가하였고, 하위 일
자리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였다. 제조업
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중간 일자리의 비중이 하락하고, 서비스업에서 단
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현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산업구성의 변화 자체가 일자리 양극화를 부추긴다. 중간 일자리
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많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경제 전체의 중간 일자리는 감소하게 된다.

2. 일자리 없는 성장
일자리없는 성장(jobless growth)2)이란, 경제성장은 이루어지는데 일
자리는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수요 상황에 따라 기업이 생산량을
조정할 때 물적 자본량뿐만 아니라 고용량도 함께 결정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용은 근본적으로 생산 혹은 투자(즉 물적 자본량의 증가)에
파생되는 수요이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하고 고용량이 늘어나면
생산과 고용이 함께 증가한다. 일자리없는 성장은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약해진 것 혹은 없어진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1990년 이후에는 총생산이 증가하는 호황 국면으로 들어갔음
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를 고용없는 회복(jobless

2) jobless growth는 보통 고용없는 성장이라 번역한다. 여기서 굳이 고용 대신 일자
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고용’이 자영업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와 자영업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는 한, 고용과
일자리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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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ies)이라고 하였다(Gordon & Baily, 1993; Groshen & Potter, 2003;
Bernanke, 2003; Bernanke, 2009).
고용없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취업탄력성이다. 취업탄력성
이란, 총산출(혹은 총소득)이 1% 증가하였을 때 취업자가 몇 %가 늘어나
는가를 가리킨다. 취업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생산이 증가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전체의 취업탄력성을 보면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표 2-1 참조), 1993～2012년
까지 취업탄력성은 0.20으로 성장이 1% 증가할 때 일자리가 0.2% 늘어났
다. 1993～1997년까지 취업탄력성은 0.3이었는데, 2003년 이후에도 취업
탄력성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
인다.
<표 2-1> 산업별 취업탄력성(1993～2012)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1993～
2012

1993～
1997

1998～
2002

2003～
2007

2008～
2112

0.20

0.30

0.33

0.29

0.36

-1.58

-0.77

-2.46

-0.70

2.37

4.34

-6.03

-1.23

0.00

2.76

-0.05

-0.10

0.14

-0.13

0.15

전기․가스수도업

0.51

0.34

-0.34

3.95

-0.30

건설업

0.40

0.96

-4.34

0.27

0.32

도소매

0.04

0.48

0.12

-0.39

0.09

숙박음식업

0.48

1.26

0.33

0.50

-7.34

운수․창고․통신업

0.40

0.29

0.27

1.81

0.82

금융보험업

0.18

0.53

-0.14

0.34

0.20

부동산, 사업서비스

2.82

1.40

4.36

2.22

4.36

공공행정

0.86

0.49

-0.80

0.38

1.25

교육서비스업

1.20

1.12

0.92

1.31

-0.96

보건복지

2.68

0.60

6.56

1.23

2.43

기타개인서비스

0.79

0.55

1.47

0.93

-0.16

주 : 산업별 취업탄력성=산업별 취업자수/산업별 GDP.
자료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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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없는 성장은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의 취업탄력성은 1993～2012년 사이에
-0.05이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일자리는 오히려 감
소하였다. 농림어업의 취업탄력성은 -1.58로서 농림어업 분야에서 생산이
1% 증가하면 일자리는 오히려 1.6%가량 감소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일자리없는 성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성장과 일자리 간의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
는 것은 취업 증가가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탄력성이 높은 서비스업종들
은 사업서비스이나 사회서비스업에 속한다.
고용 현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제조업에서의 고용없는 성장과 서비스
업에서의 일자리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원인 : 기술변화와 탈산업화

제조업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졌고, 중간 일자리와 하위 일자
리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와 같
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제조업에서의 고용없는 성장, 서비스업에서의 일
자리 양극화, 경제 전체에서 중간 일자리의 감소, 서비스업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고용구조가 변화한 원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변화와 탈산업
화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1. 기술변화
기술변화가 고용을 줄이는가는 매우 고전적인 논쟁이다. 더 적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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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동으로 동일한 양을 생산한다는 것이 기술변화의 정의이다. 정의에
의해, 기술변화가 일어나면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발생한다. 기술변화의 성격이 힉스(Hicks)가 말한 중립적이든 자본절약적
이든 노동절약적이든 상관없이 기술변화는 고용을 줄인다. 이것이 기술변
화의 직접적 효과이다. 기술변화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세이
(Say)와 리카도(Ricardo) 등 고전파 경제이론에서부터 언급되었다. 이러
한 이론들을 마르크스(Marx)는 보상이론이라고 불렀다. 현대적 보상이론
에서는 기술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섯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Vivarelli,
2012).
첫째, 기계(자본재)가 고용을 줄이지만, 기계를 생산하는 부문의 고용
은 늘어난다. 둘째,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이 일어나면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해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셋
째,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공정혁신을 한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넷째, 기술이 발전하면 실업이 증가해서 임금이 하락하고 따라서 노동수
요가 증가한다. 다섯째, 기술이 발전하면 이윤과 임금이 모두 증가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한다. 근로자의 소비 증가는 총수요
를 늘리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한다. 여섯째, 기술변화는 공정혁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혁신도 있다. 신제품이 만들어지면 신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난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공정혁신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
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간접적인 경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힘이 약해진다. 간접적인 반작용이 영향을 줄 수 있
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정혁신에 대해서는 고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인식된다. 기술혁신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제품혁신에 있다.
한국 제조업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생산가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고
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신제품 생산도 적지 않았지만, 노동절약적
기술변화가 압도하였다. 1986년 제조업 취업자는 약 440만 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410만 명이다. 이 기간 동안 제조업 실질 총생산은 약 7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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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다. 고용없는 성장은,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와 기
술 발전의 다른 표현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도 고용이 늘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없는 성장이고, 같은 양의 고용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된 것을 현상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라고 부른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 것은 기술진보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노
동절약적 기술변화 때문이다.
노동절약적 기술변화는 생산 과정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삽으로 10명이 학교 운동장 땅파기 작업을 하면 8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포크레인을 사용하면 1명이 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훨씬 더 높고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삽으로
일을 하면서 훨씬 더 땀을 흘리지만 흘리는 땀의 양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거의 상관이 없다. 노동절약적 기술변화는 자본장비에 체화되어 있으며,
1인당 자본장비율이 높아진 것의 결과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물적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노
동절약적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금융보험업이나 정보통신업이 그러
한 산업이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업처럼 서비스의 가격과 질이
크게 변하기 어려운 산업에서는 노동절약적 기술변화가 매우 더디게 일
어나고 따라서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도 제조업에 비해 매우 느리다.
노동생산성 향상 혹은 노동절약적 기술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통계가
취업계수이다. 취업계수는 동일한 금액(예를 들어, 10억 원)의 최종생산
이 이루어졌을 때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를 나타낸다. 취업계수
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GDP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
로자들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취업계수가 하락하였다는 것은 곧 노
동 생산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취업계수의 하락 혹은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일어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절
약적 기술이 채택되는 것인데, 이는 자본/노동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다른 하나는, 자본/노동 비율이 일정할 때 생산방식이나 노동
조직의 개선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로 중 노동절
약적 기술발전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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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수의 하락은 노동절약적 기술발전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2>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0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했
을 때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를 각 산업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
기서 일자리 수는 해당 산업에서 직접 창출된 것과 다른 산업에서 간접적
으로 유발된 것을 합한 것이다. 취업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
로자를 합한 총취업자 수를 계산한 것이고, 고용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
의 수만을 계산한 것이다.
추세로 보아 경제성장 혹은 소득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
<표 2-2> 취업, 고용유발계수(200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명, 10억 원)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1995

2000

2000

2005

2010

24.4

18.1

14.7

12.9

15.8

11.1

9.9

8.3

농립어업

75.6

62.9

51.1

37.3

11.6

7.4

7.2

6.6

제조업

19.3

13.2

10.1

9.3

14.2

8.8

7.2

6.7

1.1

0.9

1.0

1.1

0.9

0.7

0.7

0.9

15.7

9.7

8.5

6.0

12.9

7.5

6.7

4.7

8.4

5.3

5.1

3.9

7.1

4.2

4.0

3.1

전기전자기기

28.7

14.5

8.3

6.2

24.3

11.6

6.9

5.1

수송장비

19.6

12.7

9.9

7.2

16.7

10.4

8.2

6.0

건설업

17.5

17.0

16.6

13.7

15.2

14.6

14.8

12.1

서비스업

29.5

21.5

18.4

16.6

18.9

13.7

12.6

11.2

도소매

48.7

40.4

30.4

24.8

19.6

17.6

15.2

12.9

음식숙박

61.7

43.0

37.8

30.8

27.0

17.1

16.5

14.3

운수보관

19.8

16.5

15.4

11.4

15.0

11.8

10.7

8.0

통신방송

17.8

12.8

9.7

9.5

15.5

9.5

7.5

7.2

금융보험

21.3

13.9

10.5

9.4

19.5

12.7

9.6

8.6

부동산, 사업

16.6

10.6

11.7

11.5

12.2

8.2

9.8

9.9

공공행정국방

25.9

18.4

14.7

12.5

23.3

16.5

13.0

11.3

교육보건

25.2

21.4

20.2

18.1

21.4

18.0

17.4

15.6

사회 및 기타

43.0

32.3

24.9

21.0

26.0

18.5

15.5

13.3

전 산업

석유 및 석탄
화학
제1차금속

2005 2010년 1995

자료 : 국가통계포털과 김상조(2012: 115)의 <표 3-6>을 결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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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4.4명에서
2010년 12.9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고용유발계수도 같은 기간 15.8명에
서 8.3명으로 하락하였다. 제조업, 특히 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통신방
송, 금융보험 등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에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하락하였다(김상조, 2012: 116). 전기전자업종은 15년 동안 일자리
창출효과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화학업종과 수송장비업종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서비스업에서 취업
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히 하락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취업계수는 실제로 일어나는 노동절약적 기술변화를 낮
게 측정한다. 생산품의 품질이 다르다는 점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년 전의 200만 원짜리 컴퓨터와 현재의 200만 원짜리 컴퓨
터는 동질의 컴퓨터가 아니다. 20년 전 200만 원짜리 컴퓨터는 지금의 기
술수준으로 따지면 10분의 1 이하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품질의 개선까
지 감안하면 노동절약적 기술변화의 속도는 취업계수로 계산된 것보다
훨씬 빠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에서는 고용구조 변화의 원
인으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
가설이 유행을 하였다(예를 들어, Desjonqueres, Machin & Van Reenen,
1999; Autor, Katz and Krueger, 1998).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가설은 미국
에서 대졸의 공급은 늘어났는데 대졸-고졸 임금격차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가설이다. 여기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란
정보통신(IT)이나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을 가리킨다.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반대로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는 것이
다.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가설에 따르면 고임금 일자리는 늘어나고 저임금
일자리는 감소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가
모두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관
련 기술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2000년대 이후 나타났다. Autor, Levy and Murnane(2003), Aut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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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n(2013)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직무(task)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루틴(routine)한 직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계로 대체가 가능하다. 루틴한 직무는 회계, 사무
직, 반복생산, 감시활동 등 중간 숙련의 인지적인 육체노동 일자리이다.
대신 상대적으로 루틴하지 않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
였다. 루틴하지 않은 직무에는 추상적인 직무와 육체노동 직무가 있다.
추상적인 직무란 전문가, 관리자, 기술자와 같이 문제해결 능력, 설득, 창
조성을 필요로 한다. 이들 직무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분석 능력을 요구
하며, 컴퓨터 기술에 보완적이다.
한편, 운전, 요리, 카페트 설치, 잔디깎기, 요리, 음식 시중, 청소, 시설관
리, 돌봄서비스, 경비 등과 같은 비루틴적인 육체노동은 상황적응력, 언어
능력, 대면 상호작용 능력이 필요하다. 이들 직무는 자동화하기 어렵고 당
장 대면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외주화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루틴화 가설에 따르면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난 것은 중간 숙련
의 루틴한 직무, 즉 사무직, 행정직, 생산직 일자리가 대체되었기 때문이
다. 반면 임금분포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루틴하지 않은 직무들은
대체되지 않았다. 저숙련 단순반복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저숙련 근로
자들이 서비스 직종으로 이동하였다.
Goos, Manning, and Salomons(2010)의 연구에서는 기술변화, 세계화,
사회 제도가 일자리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에 따르면, 일자리 양극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단순반복 대체효
과이며, 다른 것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가설과 단순반복 대체 가설 모두 일자리 양극화
와 컴퓨터 기술발전이 198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
다. 이 가설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전개 이후 기술발전은 늘 있어 왔다. 1980년대의 컴퓨
터 기술변화가 예전의 기술변화보다 더 급격하거나 특별한 기술변화라고
볼 수 없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전기, 통신, 자동자, 비행기의 발명이
미친 영향은 컴퓨터의 영향보다 적지 않다.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판단하
면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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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컴퓨터를 사용하면 고숙련 일자리인가? 인터넷에 익숙하면 고숙
련인가? 그렇지 않은 많은 예가 있다.
셋째, 컴퓨터가 일부 단순반복 작업을 대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크게 증가한 고임금 일자리 중 컴퓨터나 IT기술의 발전과 관련 없는 것
이 많다. 한국에서 1980년대 이후 컴퓨터 관련 고임금 직종도 늘어났지만
가장 많이 늘어난 고임금 직종은 교사, 학원강사, 성직자 등이다(그림 2-2
참조). 고임금의 전문 서비스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보수가 높은
것은 컴퓨터 사용 때문이 아니다.
넷째, 컴퓨터가 저숙련 수작업을 대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왜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제조업의 저임금 일
자리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어 저숙련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
였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 저임금 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다섯째, 컴퓨터는 생산 과정에서 이윤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용된다
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컴퓨터가 생산되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는 개
인과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그것을 생산 과정
에서 채택하는 이유는 이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손으로 하는 것이
이윤을 높인다면 컴퓨터를 쓸 일이 없다.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이
유는, 근본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물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역사로 본다면 컴퓨터의 역할
이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2. 산업구조의 변화 : 탈산업화
산업구조의 변화, 즉 탈산업화가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Bluestone and Harrison(1982)에 따르면, 제조업
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저학력계층에게도 상대적으로 고
임금을 제공하는 중간 일자리가 생기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저임금 일자리
와 고임금 일자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
업구조가 변화하면 고용구조가 양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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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2007)의 연구는 서비스업에서는 중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
및 상위 일자리가 늘어나는 U자형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자리 양극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가? 경제학에
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증가 가설에서는 재화에서 서비스로 수요가 이동해서 서비
스산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고 본다(Clark, 1940). 소득이 증가하면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공산품에 대한 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서
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진다. 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일정 소득 이상에
서는 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공산품 수요의 소득탄력성보다 크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전형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설명 방식이다. 신고
전파 경제학은 현재의 상태를 주어진 것으로 하고 효용극대화나 이윤극
대화로 변화를 설명하는 이상한 설명 방식을 취한다. 소득증가 가설은 전
형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설명 방식이다. 식사문제를 예로 들자. 효용
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인에게는 저녁밥을 먹는 두 가지 방식이 있
다. 하나는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당
에 가서 사 먹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득
증가 가설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가난할 때에는 집에서 밥을 해 먹다가 소
득이 늘어나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
가난할 때에는 세탁기를 사서 집에서 빨래를 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세탁
소에 맡긴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이 커진다. 이 설명에서 식당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는 이미 선택집합으로 주어진 것이다. 전 자본주의 시대 혹은
자본주의 초기에는 집에서 밥을 해먹고 직접 세탁을 하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전에는 당연히 집에서 하던 일들이 시장 서비스의 형태가
되었는지, 점점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게 되었
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소득이 증가하면 과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가에 대해 실증분석 결
과가 적지 않게 제시되었는데, 수요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과 무관하거나(Summers, 1985), 재화의 소득탄력성이 서비스의 소득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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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거의 비슷하다(Fuchs, 1968)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격차 때문에 서비스 고
용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Baumol(1967)의 연구로부터 비롯
되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보다 빠르면 생산성 격
차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진다. 왜 그러한가? 이러한 설명을 완성
하려면 경제 내에서 두 산업 부문이 동일한 비중으로 생산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비중을 생산한다는 제약하에서만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제조업에 필요한 노동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에서 필요
한 노동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1970년대까지는 총생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화하지
않아서 생산성 격차 가설의 가정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는 총생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기
반이 약화되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일정성’ 가정은 서비스 수요의 가격탄
력성이 영(0)일 때만 혹은 가격탄력성의 부정적인 효과가 소득증가에 의
한 긍정적인 수요증가 효과와 정확히 상쇄될 때에만 성립한다(Appelbaum and Schettkat, 1999)는 것이 입증되고,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
비스의 가격탄력성은 1에 가깝게 나타나서 이 가정이 매우 제약적인 가
정임이 드러났다.
세 번째 가설은 서비스 활동이 특화되면서 서비스 고용의 비중이 증가
하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제조업에서 함께 하던 일 중 특
정 서비스 활동을 특화한 기업이 생겨나고 그 일이 외주화된다. 예를 들
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마케팅 매니저는 예전에는 제조업에서 일하
는 것으로 분류되다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
면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 분류
만 달라질 뿐이다.
이러한 가설은 재화 생산과 관련된 서비스 부문의 확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현재 서비스업을 크게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사
회서비스, 개인서비스로 나눈다. 이 중 재화 생산과 관련된 것은 유통, 금
융, 사업 서비스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이렇게 재화와 관련된 서비스업
이 미분화되거나 매우 약하게만 분화된 상태에서 제조업 회사 내부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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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자본 축적이 일어나고,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생산량이 크게 늘
어나면서 물건을 나르고, 돈을 빌리고, 회계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생겨나
고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나 개인서비스의 발전 경로는 재화 관련 서비스업
의 성장 경로와는 다르다. 사회서비스는 정부부문의 확장 때문이고, 개인
서비스업의 발전은 시장화(marketization)의 경향 때문이다.
개인서비스에서 시장화의 경향에 대한 설명은 Braverman(1974, 제13
장)이 훌륭하다. 산업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통되는 상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가족이 생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단
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했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식품의 반가
공 또는 완전가공을 하여 상품 생산을 하면서 농가와 가정의 가공 기능을
잠식하였다. 의류, 주택, 가정용품도 마찬가지로 상품 생산의 범위에 포함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농사와 가사가 산업화되고, 옛날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주로 여성)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하에서 동일한 일을 하게
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급자족적 가계경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제조업
제품이 싸지면서 가내노동이 임금노동보다 비경제적인 노동이 된다. 이
제 도시 주민은 모든 욕구를 사회적 인공품에 의존하여 충족시키는데, 식
품, 의류, 주택, 오락, 놀이,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어린이, 늙은이, 환자,
장애인을 보살피는 것까지도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심지어는 노는
방법도 자본주의화되어 오락과 스포츠를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공급한다. 서비스 시설의 확장으로 서비스 고용이 창출되고, 사람에 대한
친절이 모텔, 호텔, 레스토랑 등의 형태로 시장적 기초 위에서 확대된다.
건물이 커지면서 청소와 경비도 늘어난다.
시장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재화의 생산을 상품의 형태
로 정복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서비스를 정복
하여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를 만들어내는 것이다”(Braverman, 1974: 241).
Rowthorn and Wells(1987)는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생산이 증가하지만 고용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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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서비스부문이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연구
해 보아야 알겠지만 제조업에서의 고용없는 성장이 전체 고용량을 줄이
지는 않았기 때문에 총량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유통, 금융, 사업서비스업처럼 재화 생산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업에
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특화의 효과와 제조업 생산의 증가효과 때문이
다.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던 경비, 청소 노동자가 용역 노동자가 되면 제
조업에서는 고용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느는 것처럼 보인
다. 특화의 효과는 구성효과와도 관련된다. 한편 재화 생산이 늘어나면
이에 맞추어 재화 생산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
날 수 있다.
제조업과 재화 관련 서비스업만 보면 고용률은 감소하였어야 된다. 그
동안 한국의 고용률은 거의 변함이 없다. 한국의 고용률이 일정하게 된
것은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3]에서는 산업별 고용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고
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업이다.
유통, 금융, 사업서비스업은 재화 생산과 밀접히 관련이 되며, 상대적으
로 다른 서비스업에서 비해 자본집약도도 높은 편이다. 주로 기업을 상대
로 하는 재화 생산 관련 서비스업의 수입의 원천은 기업의 이윤이다. 부
가가치가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도 높다.
재화와 관련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사회
서비스나 개인서비스 등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몰려 든다. 이
들이 주로 가는 곳은 자본이 얼마 필요로 하지 않는, 진입 비용이 낮은 곳
이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부문에 끊임없이 진출하는
기업과도 경쟁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산업의 직무는 본성상 기술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힘든데다가,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부가가치도 낮
고 임금도 낮다. 현재 한국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곳은 이 부문이다.
고용중심적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밖에 없
는 곳도 이 부문이다.
서비스중심 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서비스 부문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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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산업별 고용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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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히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부문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높은 임금과
높은 이윤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홍경준, 2009). 높은
임금과 이윤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그러면 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고용이 감소한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데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
금수준이 낮아야 한다. 임금이 낮고 서비스 가격이 낮으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가 양
산된다.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는 근로빈곤의 원천이다.
서비스 경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근로자 집단 세력
의 약화이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대량생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다.
동질의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조직화가
쉽게 이루어진다.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은 이러한 조건을 해체한다. 노동
조합 조직률은 하락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상력과

22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력이 약화된다.

제4절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관건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가에 달려 있
다.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가에 달려 있다.

1. 고용률의 변화
일자리는 쉽게 늘어나는가? 그동안 자본주의 발전국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약 60% 정도로 OECD국가의 평균인 70% 정도에 비
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했음에도 지난 30년 동안(1980∼2010년까지) 고용률은 5%포인트 정도만
증가하였다. 그나마 증가한 것도 1990년 이전까지이고, 1990년부터는 경
기순환에 따라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 고용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지난 30년간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4 참조). 이런 국가를 보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
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고용량과 근로시간을 곱한 노동투입량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5]에서는 주요 OECD국가들의 노동투입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노동투입량은 고용률과 근로시간을 곱한 것이다. 근로시간은 주
당 5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1로 하여 각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정규
화(normalize)한 값을 사용하였다.
추세로 보면, 노동투입량은 1980년 이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1980년
대에는 나라마다 편차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평균값에 수렴하고 있
다. 지난 30년간 고용률이 증가하였던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경우, 노동투
입량은 아주 조금만 상승하였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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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OECD국가의 고용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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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늘어났지만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노동투입량의 큰 변화가 없고 서로 수렴한다는것
은 기술발전의 정도가 비슷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고용률이
나 근로시간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을
조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 사람이 아주
길게 일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적은 방식으로 노동투입량을 결정한
반면,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
식을 나아갔다.
노동투입량은 근본적으로 생산의 기술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순전
히 기술적인 관계로 보면 한 사람이 10시간을 일하든 두 사람이 5시간씩
일하든 차이가 없다. 그런데 고용에는 고정비용(fixed cost)이 있기 때문
에,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5시간 일하는 것이 비용이 높다.
경제전체로 보았을 때 동일한 노동투입량을 만족하는 고용량과 근로시
간의 조합은 무한히 존재한다. 노동투입량의 결정은 기술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만, 자본가와 근로자가 어떤 방식의 조합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
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의 고정비용과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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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노동투입(고용량 × 근로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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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고용률×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5일, 하루 10시간 근로를 1로 놓고 국가별
년 근로시간을 정규화한 것임.
자료 : 고용률과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는 OECD Statistics에서 비롯함.

합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고용에 고정비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
를 늘리는 방식은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 되기 어렵다. 이 방식이 비용
을 낮추는 혹은 적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
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또한 그리고 새로
일자리를 얻는 근로자(주로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전일제 근로
자의 시간당 임금보다 적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조정이 충분히 일
어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높여가면서 일자리를
나눌 유인이 약해진다. 사회적 압력만으로 높은 고용률과 적은 근로시간
의 조합이 강제되기는 어렵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높은 고용률과 적
은 근로시간의 조합이 가능하였던 것은 이들 나라에서 이미 다른 나라보
다 상당히 적은 노동투입량으로 생산을 해 왔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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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긴 근로시간과 낮은 고용률의 조합으로 생산해 왔던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투입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
만 기술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노동투입량은 여전히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노동투입량 수준에서 본다면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고용구조가 사회적으로 생산비용을 더 지
불하면서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고용률의 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고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자본주의 선진국과 수렴을 하게 되면 노동투입량도
수렴을 하여야 한다. 추세로 보면, 매우 긴 근로시간을 2000년 이후의 추
세로 줄인다고 노동투입량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고용량이 줄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인다고 하더라도 고용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고
용량이 늘어나려면 생산비용의 증가를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2. 투자와 고용
전통적인 신고전파 성장모형(Solow-Swan 모형)에서 장기성장률은 투
자와 무관하다. 오직 기술변화만이 장기성장률을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로는,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투자율과 성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Temple, 1999). 대부분의 기술은 자본재에 체화되어(embodied)
있다. 기술발전은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구현된다. 그리고 설비투자는
기술이전이 일어나는 방식 중 하나이다.
투자는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의 원동력이며 고용증가의 원천이다. 경제
성장과 고용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투자없이 고용이 늘 수는 없다. 고용은 생산(그리고 수요)으로
부터 비롯된 수요, 즉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다. 고용량은 생산량과
자본과 같은 다른 투입요소와의 기술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량의
증대는 근본적으로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고용이 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투자가 늘지 않으면 고용이 늘지 않는다.
투자는 현재 기의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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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위한 자본축적을 형성한다.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모두 그러하지
만 투자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같이 간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투자증가율(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연평균 5%를 넘었다. 이 기간 동
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9%를 넘었다. 1990년대 이후 투자증가율이 급격
히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투자증가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하였고, 이
시기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4.2%로 하락하였다(표 2-3 참조).
추세로 보면 투자증가율은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만의 일시적인 현상인가? 자본주의
발전국의 경험을 보면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
인 1960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
하였고 200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중진국의 성장률이 빠르고, 자본주의 발전국의 성장률이 둔화
되면 수렴이 발생한다. OECD국가 간 수렴은 회귀분석과 국가 간 성장회
계 분석에서 모두 발견된다(Benhabib & Spiegel, 1994; King & Levine,
1994).
투자증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물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즉 이윤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Temple, 1999). 신고전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장기에
경제는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접근하며, 기술진보가 없다면 1인당 산
출량의 증가는 종국에 멈춰버린다. 장기에 경제가 균형에 도달하는 이유
는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한계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적자본에 대
한 수익률은 한계생산물을 반영하므로 물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한
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집
약도가 늘어나고 따라서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의 비중이 감소한다. 따
라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유가 어떠하든 물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하고, 투자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국에서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한 것은 제조업의 일부 대기업 때
문이다. 한국에서 2000년대 경제 전체의 투자증가율은 1.1%에 불과하였
지만 제조업의 투자증가율은 6.5%에 이르렀다. 제조업의 투자증가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제조업에서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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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투자증가율(실질)
(단위 : %)
총고정자본
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
자산투자

1970년대

5.9

4.5

7.8

6.0

1980년대

5.3

5.2

5.2

8.4

1990년대

2.1

1.3

2.8

7.0

2000년대

1.1

0.9

1.5

2.0

2011～12년

-0.6

-1.5

0.4

2.5

자료 : 국가통계포털.
<표 2-4>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
(단위 : %)
1950～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OECD

3.6

2.4

2.1

1.6

0.7

미국

2.2

2.3

2.2

1.9

0.4

일본

7.4

3.0

3.5

0.7

0.3

7.5

7.6

4.7

3.0

한국

자료 :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반 제조업의 세전 순이익률은 9.4%로서 서비스업의 7.98%보다 높다. 특
히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세전 순이익률은 12%를 웃돌았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모두 2000년대에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하는 탈공업화 현상을 보였으나,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고, 제조업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작
게 감소했다(오영석 외, 2010: 53). 고용 면에서는 탈공업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산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보면 탈공업화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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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제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
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에서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3. 임금과 가계지출의 격차
1975～2005년까지 40년 동안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약 5.5배 증가하였
고, 취업자 실질 평균 소득도 4.4배 증가하였다. 그런데 가계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6배 증가하여 취업자 평균 소득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개인 평균 임금 증가율이 가구지출 증가율보다 낮아지면
서 임금과 가구지출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그림 2-6 참조).
취업자 평균 소득을 가구 지출로 나눈 비율을 살펴보면, 1975년도 취업
자 평균 소득은 3인가구 지출의 118.6%, 4인가구 지출의 97.2%였다. 취업
자 한 명의 소득이 4인가구 지출을 감당할 만큼 충분했다(표 2-5 참조).
[그림 2-6] 월평균 근로소득과 가계지출
(단위 : 만 원)
400

월평균 근로소득과 가계지출 (실질)

350
평균근로소득

300

3인가구지출
250

4인가구지출

200
150
100
50
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주 : 가구 지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것임, 평균 근로소득은 (피용자보
수/임금근로자 수)로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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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평균 근로소득과 가계지출
취업자 평균 소득
(만원/월)

가구지출
(만원/월)
3인

소득/가구지출 비율
(%)

5인

3인

5인

1975

5.4

4.5

6.1

118.6

87.1

1980

14.8

14.6

19.8

101.4

74.8

1985

30.0

28.3

38.6

106.1

77.7

1990

56.8

63.0

87.8

90.2

64.7

1995

104.3

130.5

162.4

79.9

64.2

2000

141.7

171.8

228.9

82.5

61.9

2005

184.6

239.4

292.4

77.1

63.1

2010

223.4

296.0

398.4

75.5

56.1

주 : 가구 지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것임, 평균 근로소득은 (피용자보
수/임근로자 수)로 계산한 것임.

소득/가구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0년 취업자의 평균 소
득은 3인가구 지출의 75.5%, 4인가구 지출의 61.9%에 불과하다. 5인가구
지출에 대한 비율은 56.1%이다. 취업자 한 명의 소득으로는 3인가구의 지
출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근로소득이 가계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1) 가구주외 가구원
(주로 여성)이 취업하여 추가 소득을 얻거나 (2) 가구원 수를 줄이거나
(3) 저축을 줄이고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전보다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절대적인 의미의 빈곤화를
겪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하
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비 수준에 임금이 크게 부족
하며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소득이 충분하게 보장되는 일
자리가 없다는 것, 그러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30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5절 고용촉진정책의 효과와 목적

1. 고용촉진정책의 효과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
리지원정책은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 이 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
리사업은 2010년 현재 202개에 달한다(표 2-6 참조). 종류도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매우 다양하다. 예산은 9조 2,000억 원 규모이다. 고용보험사업까지 감안
하면 그 수와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인적자원육
성관리, 관광전문인력 양성, 전파방송기술인력 양성, 국제전문여성인력양
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에너지자원인력 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등 34개이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자연환경안내원, 아동안전지킴이,
산림서비스 증진, 노인돌봄서비스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
지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매우
드물다. 그나마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들의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금액과 인원의 8.42%와 1.4%에
불과하다(이규용 외, 2011: 48～4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대상은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저소득자,
실업자 등 주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1인당 지원액은 2010년에 1년 동안 평균 500만 원이다. 재
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결과는 저임금 일자리를 갖거나 지원만 받고 일자
리를 갖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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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부처 사업
예산
수
수
(억 원)
(개) (개)
전체

24

202

92,736

직접
일자리창출

18

97

30,894

직업능력
개발훈련

16

41

11,676

고용서비스

6

32

3,896

고용장려금

2

18

7,387

창업 지원

2

10

1,386

실업급여
등

1

4

37,497

주요 사업 내용
(부문별 부처의 일자리사업 예산비중)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희망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복지부 38%, 행안부 16%, 산림청 13% 등)
실업자 ․ 재직자 직업훈련(재학생 제외)
(고용노동부 89%, 지경부 5% 등)
취업지원, 패키지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등
(고용노동부 92%, 복지부 4%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노동부 94%, 지경부 6%)
실업자 창업지원, 시니어 창업교육 등
(중기청 90%, 고용노동부 10%)
실업급여, 체당금 지원
(고용노동부 100%)

자료 : 이규용 외(2011: 36). <표 2-14> 참조.

정부의 고용촉진정책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다. 근로를
강제하든 말든 공공부조의 대상부터 시작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
업의 대상도 그러하다. 정부의 고용촉진정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취업하
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제조업에서는 취약
계층이 얻을 일자리가 없다.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양극화 때문에 중간임
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서비
스업의 저임금 일자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촉진정책은 결국 근로
빈민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현재에도 근로빈민 문제가 심각하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층 중에서 취
업자는 약 40%, 근로 불능자는 20%, 비취업자는 40%이다. 근로 가능자
중 50%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빈곤층이다(홍경준, 2009; 황덕순․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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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이유는 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낮은 임금과 잦
은 고용 단절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인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빈곤층의 약
90%에 이른다. 근로빈민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은 10%가 되지
않는다(최옥금, 2005). 상당수의 근로빈곤층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
들면서 경활과 비경활, 취업과 미취업을 전전한다.
한국의 근로빈곤층은 실직을 자주 경험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향도 매우 강하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이 낮지 않다는 연
구는 너무나 많다. 불충분한 근로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근로빈민 문
제의 핵심이다.
경제 전체로 보아 고용촉진정책 혹은 고용중심적 사회정책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은
임금을 더욱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존재는 고용중심적 정책의 그림자이다. 사회보험
이 고용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한 취업여건이 열악한 빈곤층은 사회보험
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2. 근로의욕이 낮은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데
에 있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대상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있다.
과연 사회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낮은가? 자활대상자나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이 낮지 않다는 연구는 너무나 많다. 저임금 근로자는 적게 근로
하고 있는가? [그림 2-7]에서는 정액급여액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이 얼마
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정액급여가 월 100만 원에
서 150만 원 사이인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정액급여가 높을수
록 초과근로시간은 줄곧 감소한다. 저소득 근로자가 장시간근로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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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정상근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저소득 근로
자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길게 일한다.
자료를 보면 노동조합원의 초과근로시간이 더 길다. 장시간의 초과근
로는 근로자의 육체를 매우 피곤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더 많
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므로, 근로자들은 한편으로 초과근로를 부담
스러워하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마다하지 않는다. 초과급여를 받기 위해
협상력을 이용하여서라도 초과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조
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훨씬 길게 초과근로를 한다.
여성은 어떠한가?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여성보다 저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율이 높다.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이유도 생계
비 보충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학력 여성은 저학력 남성과 결혼하여
가계소득이 적다. 남편의 소득은 생활비로 빠듯한데 자녀의 학원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진출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이다. 공식 통계로 비교해 보아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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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정액급여와 초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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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부(2010), ｢사업체근로실태조사｣; 홍민기(2011: 6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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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비해 1년 동안 두 달 정도를 더 일하고 있다. 현재 모든 근로자들
이 두 달 정도 휴가를 가면 OECD 평균 근로시간과 비슷해진다. 이런 상
황에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더구나 저임금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
이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제6절 소 결

고용을 우선으로 하는 복지와 사회정책은 성장과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는 때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에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졌다.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높아서 자본축적이 이
루어졌다. 이 황금기에 유럽에서는 복지국가가 자리를 잡았다.
이 짧은 시기를 지나고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축적의 속도가 느려
지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완전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체계가 위기에
빠졌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이 정체되면서 복지지출과 재정지출이
늘어났고 재정수입이 줄어들었다. 인구 노령화로 위기는 가속되었고, 노
동조직의 힘이 약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촉진되면서 임금과 사회보장
이 모두 하강세로 접어 들었다(김종일, 2006).
한국에서도 높은 임금과 성장이 동시에 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시기가
1980년대 후반 잠깐 있었다. 이 매우 짧은 시기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졌다. 자본축적과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임금
은 정체되었고,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탈산업화로 나아가고 기술변화가 계속되면서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기
반은 매우 약해졌다.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중심적 복지
정책이나 고용촉진정책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공급 과잉을 부추기게 된다.
가뜩이나 낮은 임금을 더욱 낮추는 압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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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은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반복되
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자
리를 맡을 근로자를 만들어주는 데 있다(노병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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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전후 대부분의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통해
복지국가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를 급속하게 확대
시키고 공적부조의 급여수준을 높임으로써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구가하
였다. 그러나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 이후 고성장-저실업의 자본주의
적 선순환 구조는 더 이상 작동의 힘을 잃어버렸고, 저성장-고실업의 국
면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확대된 복지국가의 재정지출 증가로 복지국
가의 재정위기가 도래하면서, 후기 산업자본주의에서의 복지정책은 고용
-복지의 연계를 근간으로 하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그 핵심적 축으로
작동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근간은 현재에 있어서도 큰 변화의 경향을 보
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고용과 관련된 위험을 제어하
는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독자적인 역할을 수
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즉, 거시적 차원의 완전고용정책과 미시적
차원의 고용보호는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을 보호하였으며, 사회보험과 공
공부조는 재분배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개
인을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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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외, 2011).
그러나 후기 산업자본주의는 더 이상 노동시장정책과 재분배정책이 분
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산성에서 두
드러지게 수익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의 포화로 인해 더
이상 자본과 국가가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본축적을 지속하는 방식
이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다(홍백의․부가청, 2013). 과거 노동시장으로의
종속을 대가로 지불되던 경제적 보장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과
거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그 유용성이 퇴색되고 있으며, 공공부조 수급자에
게도 고용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흐름이 변화하게 되었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에는 복지국가가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통
해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러한 사회적 시민
권은 지속적으로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이러
한 사회적 시민권의 지속적인 확대를 ‘복지’와 ‘노동 윤리’의 통합, 즉 고
용중심적 복지3)의 확대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지연, 2013).
이러한 모색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체
적인 경향은 변함이 없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대표적인 형태로 영미 중심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 정책과 유럽 대륙의 활성화(activation) 정책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근로연계형 복지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그
정책 수단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노동을 통한 복지’

3) 여기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을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 일을 통한 복지
(welfare-to-work), 활성화 정책(activation) 등 다양한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미국식 근로연계형 복지가 공적부조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부
과와 수급 기간 제한을 의미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라면, 유럽의 활성화 정책은
실업자와 청년 및 노인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들 정책들 모두가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통한 ‘고용을 통한 복지’라는
공통된 성격만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미의 ‘고용중심적 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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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OECD나 EU와 같은 국제
기구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OECD는 1994년
OECD Jobs Study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EU의 경우에도 1997년에 Luxembourg
Employment Guideline을 채택하여 활성화 정책을 통해 복지의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6년 복지개혁을 통해 근로연계형 복
지의 전면적 시행을 추진하였다(OECD, 2005).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미국의 공
적부조 수급자들의 수급률과 유럽의 활성화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용중심적 복지로의 전환이 실제로 수급자로 하여금 고용을 통한 자립
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복지 수급자의 삶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
고 이러한 고용중심적 복지로의 재편이 수급자의 자립을 통한 시민권의
확대에 기여하였는지,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시민권의 축소를 담보로 신
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확대 메커니즘의 또 다른 투영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중심적 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을 규명하고,
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그 성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의 평
가를 정리하고, 효과성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

여기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그 의

제3장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39

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고용중심적 복지 개념의 기원은 복지 수급을 대가로 노동을 강제화시
켰다는 점에서, 1601년 영국의 구빈법 체계로까지 그 의미를 소급하여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개념은 미국의 경우 닉슨
행정부가 집권했던 1960년대 후반, 영국의 경우 대처 정부가 집권했던
1980년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Trickey & Lødemel, 2000;
Wiseman, 2001; 정의룡, 2010).
현대적 의미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등장하고 확산된 배경에는 자본
주의 경제위기와 재정적자로 인해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한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개념
은 국가들마다 그 내용과 구성이 매우 다르게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
도 현실이다(정의룡, 2010).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
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는 복지 수급자에게 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영국을 포
함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을 통한 복지(welfare-to- work)’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지 수급자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
인 등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는 대상을 노동시장에 복귀
할 수 있는, 즉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activation) 정책을 포함하
는 다양한 복지체계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Trickey &
Lødemel, 2000).
이처럼 포괄적인 의미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
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orel(1998)은 고용중심적 복지를 그
목적에 따라 ‘사회통합적 접근(insertion approach)’과 ‘근로연계형 접근
(workfare approach)’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사회적 배제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복지 수급자의 복지 의존성을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Nathan(1993)도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고
용중심적 복지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구식 근로연계형 복지(old-style
workfare)’와 ‘신식 근로연계형 복지(new-style workfare)이다. 전자는
1970～80년대의 미국 프로그램들로 주로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제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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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존성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갖는 것을 지칭한 반면에, 후자는 수급
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들을 포
괄하는 것을 지칭하였다. 즉, 전자는 수급자의 급여 수급의 조건으로 근
로를 강제하는 반면에, 후자는 복지 수급자 혹은 잠재적 수급자가 정상적
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근로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Lødemel & Trickey, 2001).
위의 두 연구는 비록 지칭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미국식 근로연계형
복지와 유럽형 활성화 정책을 고용중심형 복지의 대표적 형태로 개념화
하는 데는 동일하다. 반면에, 이보다 넓은 의미로 고용중심적 복지를 정
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Jessop(1993)은 고용중심적 복지를 사회
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목적과 기능에서의 광범위한 변화를 모두 포괄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정책은 국가의 사회조절 양식의
핵심적 요소이며, 현재의 경제 상태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는 과거 케인스주의적 수요 측면의 접
근에서 후기 포디즘주의적 공급 측면 정책으로의 전환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영역의 핵심이며, 이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슘페테리안적 근로복지
국가’로의 전환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체계에서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구조적 경쟁 강화을 위한 요구에 종속되는 것으로, 고용 중심적
복지는 이러한 사회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유사
하게 Grover and Stewart(1999)는 ‘시장 근로연계형 복지(market
workfare)’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을 가장 넓은 의
미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의 강
제적인 근로연계형 복지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임금보조정책 등 광범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Peck, 2001).
이처럼 다양한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 중에서 협의의 개념이 가장 흔
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명현(2006)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
다. 그에 의하면, 제1 영역은 협의의 근로연계형 복지 개념에 가까운 영역
으로 실업보험이나 사회부조를 제공하면서 근로나 직업훈련을 의무화하
고,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조정을 지칭하
는 것이다. 제2 영역은 근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으로 주로 직

제3장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41

업훈련과 직업소개 등이 중심이 되는 영역이며, 제3 영역은 직접 근로와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연금, 의료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의 소득보장
등 각 직역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급부를 기존의 소득과 비
례시키면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프로그램의 구체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의 경우에는 제1
영역과 제2 영역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용중심적 복지의 정치ㆍ사
회학적 의미나 자본주의 구조와의 맥락적 관련성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맥락에서는 주로 제1 영역
과 제2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 정치ㆍ사회적 맥락과 관
련된 논의에서는 제3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를 사용할 것이다.

제3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성격

여기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의 ‘근로연계
형 복지(workfare)’와 유럽의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중심적 복지의 성격
이 사회 구성원의 시민권의 확장 과정이기보다는 빈자에 대한 통제 수단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 메커니즘의 보조적 조율 장치로서의 기능을 규명
하고자 한다.

1.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의 역사4)
미국 복지국가의 성격은 ‘가치있는 빈자(deserving poor)’와 ‘가치없는
빈자(underserving poor)’의 구분을 가장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Handler, 2004). 식민지 시기와 19세기 초에 주요 관심은 근로능력이 있

4) 이 부분은 Handler(2004)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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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구걸(pauperism)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구걸은 폭음, 매춘, 범죄나 문란한 성생활
등과 같이 사회적 일탈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
람의 구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도움을 주
지 못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오직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을 구빈원에 수용하여 도움을 제공하였다(Katz, 1986; Handler,
2004 재인용).
19세기에 복지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빈곤한 일반 대중과 분리된 ‘가치
있는 빈자’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이 집단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후 남북전쟁으로 인한 고
아들과 남북전쟁 부상자 등이 ‘가치 있는 빈자’ 집단에 포괄되었으며, 이
후 ‘가치 있는 빈자’ 집단의 구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19세
기 초에는 빈곤한 한부모와 아동은 이 집단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19세
기 말에 이르러 아동은 부모와 분리되어 이 집단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
다. 하여 마침내 AFDC의 전신인 ADC(Aid to Dependent Children)가
1911년에 재정되었으며, 1925년에는 소위 모성연금(mother’s pension)이
재정되었다(Bell, 1965; Handler, 2004 재인용).
그러나 초기에 ADC는 주로 백인 미망인을 위한 제도이었으며, 흑인,
이민자, 가톨릭신자, 이혼자 및 미혼자 들은 제외되었다. ADC 제도는 제2
차 세계대전까지 주로 백인 미망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지속되었으
나 1950년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남부 지역의 농업 개혁으로 많은 흑인
들이 북부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북부에서는 높은 실업률, 빈곤, 그리
고 주택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 시민권 운동이 활
성화되고 복지가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존에 제외되어 있던
흑인, 이혼자 및 미혼자 들이 ‘가치 있는 빈자’의 범주에 포괄되게 되었다
(Piven and Cloward, 1977). 이로 인해 ADC 수급자와 재정지출이 급속하
게 늘어나게 되고, 1962년에 ADC는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AFDC에 새롭게
들어온 집단들은 ‘가치 없는 빈자’의 멍에를 다 벗어버릴 수는 없었는데,
이들에게는 근로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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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복지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수사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복지 여왕(welfare queen)’이다. 이 정치적 수
사를 통해 복지 수급자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스티그마가 형성되었다. 즉,
복지 수급자는 주로 흑인 여성으로 이들은 복지 급여에 의존하며, 근로
의욕이 낮고, 자신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등한시하여, 결국에는
이들의 아동이 다시 복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범죄, 마약,
약물 투여 등의 사회적 일탈 행위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퍼트리게 하였
다(Handler, 1995; 2004). 즉, ‘복지 여왕’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복지 수급
권의 문제를 인종과 ‘가치 없는 빈자’의 도덕적 문제로 변질되게 되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1980년 후기까지는 레이건 행정부의 복지 수급자에
대한 강제적 근로 요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
반에 이르러 입장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단순히 복지 급여에 의존하
는 경우보다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물질적으로 더 좋다는 결
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6년에 클린턴 행정부는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에 관한 법률(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 PRWORA)에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한 복지는 더 이상
수급권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으며,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block
grants로 제공함으로써 주정부의 재량권을 늘리고, 근로 요건을 강화하게
되었다. PRWORA 법률하에서는 현금 급여를 연속 2년 동안만 지급하며,
생애 기간 동안 최대 5년 동안만 제공하도록 급여 요건을 강화하였다
(Handler, 2004).
이러한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볼 때, 미
국의 고용중심적 복지는 시민권의 확장 과정이기보다는 19세기 초의 구
빈 행정의 철학적 근간인 ‘가치 있는 빈자’와 ‘가치 없는 빈자’의 구분이
아직도 명확히 반영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가치 있는 빈자’
의 범주가 백인 미망인 중심에서 소수 인종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기
는 하였으나, 이들에게 강제적 근로 요건의 강화를 통해 복지 급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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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적 권리가 아닌 처벌적 성격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5)

2. 유럽의 활성화 정책의 역사

여기서는 유럽의 활성화 정책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1950년대 스웨덴이 처음으로 유럽의 활성화 정책을 도입한 이래 정책
의 목적 및 주요 정책 수단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50년대와 1960년대로, 이 시기에는 국가에서 노동의 공
급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경제의 팽창을 가져오기 위해 숙련 노동자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70
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고실업으로 인해 활성화 정책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 시기의 활성화 정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시기에는 노동시장정책
의 주요 목적이 실업자들의 재고용을 촉진하고 복지 수급자들을 노동시
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특징이다(Bonoli, 2010).
가. 전후 시기
각 시기별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시기는 전후의 경기 부흥과 산업 발전에 필요에 노동
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활용되
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은 스웨덴
의 소위 Rehn-Meidner 모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은 평등
한 임금의 분배, 지속가능한 완전고용과 산업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Rehn-Meidner 모델을 실시하였다. 연대임금정책에 기반한 임금의 평등
화와 완전고용정책은 자본가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를
유도하였다. 즉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임금 평등화 정책으로 인한 임
금 상승을 견디기 힘들게 되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였다. 노동시

5) 이 장은 Bonoli(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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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활성화 정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
질 때 이들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스웨덴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
데, 그 출발점은 스웨덴과 달랐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활성화 정책의 대
상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종사한 실업자이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에
는 남부 지방의 비숙련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탈리아는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이 주를 이
루던 북부 지역에서는 숙련 근로자가 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남부 지역의
비숙련 근로자를 훈련시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55년에 견습공 제도를 통해 사내 직업훈련과 견습공에게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와 노조의 반대
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1969년 고용촉진법(Employment Promotion Act)을
채택하여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펼쳤다. 이 법은 독일 사회민주당이 1966
년에 제안한 것에 근간을 둔 것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기술 조
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연방노동사무소(Federal
Institute of Labor)가 실업보상 보험제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교육 및 재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
게 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이 시기에 소극적인 소득보장정책뿐
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실업
자 보호정책을 시작하였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로 인해 노동력 부
족,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재훈련을 통해 산업 팽창으로 인한 노동
력 공급을 수단으로 활성화 정책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훈련과 실
업정책 연계 방식은 각국의 집권 정당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는데,
스웨덴의 경우에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드골 정부, 이탈리아의 기독당, 그
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사민당과 기민당 연정 시기에 도입되었다(Bonol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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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침체기
전후 시기의 노동시장정책은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
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위
기로 파생된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을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전후 시기에는 노동공급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
다면, 이 시기에는 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진행
되었다. 또한 스웨덴은 이 시기에 엄격한 고용보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
여, 전후 스웨덴 모델과 차별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실업률 증가로 인해 1970년대 중반에 노동시장 활성화 정
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비록 근로자의 취업훈련이 여전히 주요한 역
할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1969년에 고용촉진법(Employment Promotion Act)에 기초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실업률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주안점이 변화되었다. 1991년 통독 이후에
동독의 산업이 재구조화되면서, 실업률 감소를 위해 조기퇴직과 노동시
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활성화 정
책으로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의 대량실업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실
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와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노조 간의 갈등으로 인
해 활성화 정책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전체
적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정책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집단
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사회통합(social insertion)’이라
는 명분으로 제공되었으며, 그 주요 정책 수단은 공공부문과 비영리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보조금 정책으로 나타났다. 1984년에 일자리 없는 청
년을 대상으로 하는 TUC(Travaux d’utilite publique - public utility
works)가 도입되었고, 이는 1986년에 이를 보완하여 장기실업자를 대상
으로 PIL(Programmes d’insertion locale)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1989년에
CES(Contrats emploi-solidarite)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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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산 조사 급여인 RMI(Revenue minimum d’insertion)를 도입하였
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수급자와 정부 간에 사회통합적 계약으로 활성화
정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은 사회통
합적 명분을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훈련프로그램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지
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리고 훈련프로그램조차 전후 시기에 장기적인 인적자본 개
발에 초점이 두어진 것과 달리 일자리 창출과 이 일자리에 고용을 촉진하
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 특징이다.

3. 199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OECD 국가들의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격은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실업문제가
저숙련 근로자의 초과 공급과 열악한 임금수준으로 인한 노동 동기의 부
족이 본질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주요 방향
이 노동 동기의 강화와 고용보조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활성화(activation)’가 주요한 정책 방향이 되었다.
덴마크는 이러한 활성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가장 일찍이 시도한
국가이다. 1993년에 집권한 사민당은 실업보험의 개혁을 단행하여,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해 실업보험 수급권을 다시 얻는 것을 제한하고, 급여 기
간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후속 개혁을 통해 1996년에는 최대
급여 기간을 5년으로, 그리고 1998년에는 4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특히 노
동 동기와 인적자본 투자를 강조하여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을 강화하였
다. 예를 들어, 25세 미만 청년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18개월 동안 취업훈련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는 ‘활성화’ 정책으로의 선회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정책에 있어 과거보다 노동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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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와 고용보조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 동
기 강화를 위해 실업 후에 100일 이상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제공되는
어떤 일자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장기실업자와 장
기실업의 위험에 있는 개인들을 위해 개별화된 재고용 관리정책을 시행
하였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은 노동 동기의 강화와 고용보조정책
을 통한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노동 동기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의 급
여 기간을 제한하고,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보조정책 및
개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은 복지국가 유형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정
책의 성격이 변화된다는 점이다. 전후에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고도의 경
제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노동력의 숙련화를 통해 적절하게 훈련된 근로
자를 공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에,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 국
면에서는 노동공급 측면보다는 노동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끝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 동기 강화와 고용보조정책을 통한 ‘활성
화’ 정책이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현황

여기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국가들
을 선택하여 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라
마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정책 수단이 매우 다양
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제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
의 연구 영역 외의 일이라 판단하여 대표적인 국가들을 선택하여 살펴보
았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Er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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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96)은 유럽식 사회통합정책(insertion policy)과 미국식 근로연계
복지(workfare)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Nöel은 Esping-Andersen
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사민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
가 및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Erhel et al.의 분류 방식은 유럽 국가들 내에서 근로 연계 복
지정책의 내용적 차이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Esping-Andersen
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따를 경우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 내에서 근
로연계 복지정책의 이질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한편, Trickey(2001)는 직접적으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목적과 이
념, 정책대상, 집행 및 전달체계 그리고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기준으
로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중앙집권적 유럽
형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둘째는 분권적
인 유럽형으로 노르웨이와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형으로 사회적 배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프랑스가 이에 속한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목적 및 대상, 그리고 정책 수단이
유럽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미국을 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rickey의 유형화에 따라, 유럽과 이질적 성격을 가진 미국, 중앙집권적
유럽형으로 영국, 분권적 유럽형으로는 독일,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강조
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 국
1996년 복지개혁으로 부양자녀를 둔 빈곤가족(특히 한부모가족)을 대
상으로 한 AFDC가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대체되면서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의무 부과와 함께 한시적 부조라는 특징을 가진 TANF는 복지의존
종식과 가족제도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중 복지에의 의
존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급자에게 근로 의무가 부과되고, 수급 개시 24개
월 이내에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근로활동에
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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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그렇지 못하면 수급자격 박탈이나 급여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수급 기간에도 제한을 두었는데, 수급자는 아
무런 조건없이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평생 수급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었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문제가 되는 육아 및 보
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개발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육아
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 중 미국의 TANF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선두 주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보다도 근로유인을 위한 제재 수단과 장려 수단이 다
양하고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제재 수단을 살펴보면 가장 먼
저 수급 기한 제한(time limit)을 들 수 있다. 평생 수급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는데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단축한 경우도 있어 코네티
컷의 경우 21개월, 아칸소, 아이다호 주의 경우 24개월로 기간을 제한하
였고 애리조나, 메사추세츠, 미시간, 오리건 주의 경우는 기간 제한을 두
고 있지 않다. 다음의 제재 수단은 근로 의무라 할 것이다. AFDC에서도
근로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강제성을 띠고 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처음
이며 급여수급 후 근로 의무 부과 시한도 대다수의 주의 경우 즉시 일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부 주의 경우 30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황
덕순 외, 2002).
이러한 근로 의무 부과를 위반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제재 수단으로 제재의 시기와 급여에 따라 성인 수급자에게 지급될 급여
를 주지 않는 부분제재6), 전체 가족에게 지급될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
다가 완전히 중지하는 점진적 가족 제재,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전
체 가족에게 지급될 급여를 박탈하는 즉시 전체 가족 제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마다 다른 제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상한제
를 두어 새롭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수급 자격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
를 과하기도 하는데 23개 주가 사용하고 있다(김종일, 2006).
또한 TANF에서는 위반 시 제재 외에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EITC, 소득공제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소득을 급여만 받는 사람보다
6) 아동의 몫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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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도록 하여 근로유인을 높이려는 전략이라 할 것이다.

2. 중앙집권적 유럽형 : 영국
영국은 정책결정구조가 집권당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는 모델로 정부
주도의 복지개혁이 수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Taylor-Gooby, 2002). 영국
에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대처 집권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Job Club 등 미국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
며 근로경험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었고, 1986년에 강제 요소가 포함된 영
국 최초의 프로그램인 Restart7)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Employment
Act에서는 훈련과 복지급여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6
년에는 사회보험인 실업급여를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 JSA)
으로 대체하여 노동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후 블레어 정부에서는 일
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의 일환으로 뉴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근로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사회정책의 전면에 근로연계 복지가 대두
되었다(김종일, 2006).
블레어의 신노동당에 의해 도입된 뉴딜 프로그램은 권리와 의무의 조
화, 복지 의존의 근절,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김종일,
2006). 뉴딜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신노동당은 새
로운 계약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사회복지가 일반적인 권
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또
한 복지 의존과 근로유인 저하를 영국 복지국가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여
복지의존을 해결하고 노동의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영국의 상황에서
장기실업자, 노숙자 증가, 아동 빈곤 증대 등을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 인
식하고, 그 중 무직과 실직으로 인한 일로부터의 배제가 핵심적 문제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게 된다. 즉, 일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7) 18세 이상 실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의 사람들에게 구직상담과 심층면
접에 응하도록 한다.

52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책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도입된 뉴딜은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50세 이상
의 실업자, 한부모, 장애인, 배우자를 표적화하여 추진되었는데 청년실업
자와 장기실업자를 겨냥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신노동당 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었다(강욱모, 2012). 가장 먼저 시작된 프로그램은
청년 뉴딜 프로그램이었으며, 18～24세 6개월 이상 구직자 수당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의무적 참여, 일반취업, 환경근로, 자원봉사,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주요 대상인 장기실업자 뉴딜(New Deal for
Long-Term Unemployed)은 25세 이상의 18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사람
대상으로 의무적 참여, 교육훈련, 임금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에 취업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8).
이후 2001년 Employment Green Paper에서 뉴딜을 확대 선언하여 근
로연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2단계 뉴딜은 노동시장 편입 정책을 모든 수
급자에게 확대하였다. 한부모, 장애인, 장년 실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
어 한부모의 경우 취업률 70%를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
단계 뉴딜에서는 복지 수급자 배우자를 위한 뉴딜이 도입(New Deal for
Partners)되었으며 뉴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용·급여
통합 서비스기관(Jobcenter Plus : JCP)이 설치·운영되는 등 뉴딜 프로그
램이 확대되고 전달체계 또한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2
단계 뉴딜에서는 취업에 초점을 맞춘 면접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강
제성이 강화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뉴딜은 다양한 제재와 장려책을 사
용하고 있다. 먼저 뉴딜 프로그램 참여자는 시간 규정 등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이탈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
한 기준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구직자 수당의 급여
를 박탈하는 것이 주요 제재로 첫 번째 제재는 2주간, 두 번째 제재는 4주
간, 세 번째 제재는 26주간 지속된다. 또한 구직자 수당 수급자의 경우 적
8) 위 두 프로그램 외 한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ants). 장애인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 장년 뉴딜(New Deal for 55+)이 실시되었으나 이들 프
로그램은 의무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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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수급자는 모든 종류의 일자리 제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 13주 동안에는 자신의 과거 직종이나 급여 수준의
범위 안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나, 6개월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 이를 거절할 시 최장 26주 동안 급여가 중지된다.
뉴딜 프로그램에는 제재 수단 외에 장려책도 있다. 뉴딜 참가자에게는
JSA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되며, 주거급여 및 경비가 제공된다. 한부모 뉴
딜 참가자나 뉴딜 참가자의 배우자로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
급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상에 살펴본 신노동당의 뉴딜 프로그램은 2010년에 수립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에서도 그 맥이 지속되고 있다. 보수-자유 연립정
부는 ‘큰 사회론’을 제시하며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
인센티브 강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단일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
통합하는 등의 큰 방향은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욱모, 2012).

3. 분권적 유럽형 : 독일
독일은 ‘비스마르크’ 모델의 전통에서 노동시장 지위와 연동된 관대한
사회보험 급여체계를 가진 사회보험중심형 복지국가로(Eichhorst et al.,
2006: 4), 완전고용과 표준 고용관계에 의한 높은 고용안정성, 그리고 고
른 소득분포에 의해 지탱이 되어 왔다(황규성, 2008: 156～158).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불황과 실업률 급등에 대응하여 독일은
조기퇴직 유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과 같은 노동공급 감축 전략
을 도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험 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재정이 압박
을 받아왔다(Eichhorst et al., 2006: 4～5). 단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1990년대에는 실업보험 수급자격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일에 대한 자발
성 강조, 이전의 일자리와 차이가 나는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의
도입과 같은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최저소득보장,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사
회보장제도가 사회권으로 간주되는 독일의 전통과(류만희․노대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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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둘째, 활성화 조치와 근로조건이 체계적으로 강조되지 못하고, 국가의
구체적 역할은 명시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의 행정 책임으로 제시되어 있
었다는 점(Eichhorst et al., 2006: 6～7)에 크게 기인한다.
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소득불평등, 빈곤율,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같
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독일은 2002～2005년에 걸쳐 경제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Agenda, 2010)을 추진하였다. 이 중 핵심적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노동시장 개혁정책인 하르츠(Hartz) 개혁인데, 단
기·장기 실업자 대상의 활성화 방안, PES(고용서비스) 및 기타 활성화 정
책을 수행하는 제도의 개혁 방안,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 UB
Ⅱ)의 신설과 같은 개혁이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실업급여 Ⅱ의 도입으로 기존의 실업과 관련된 3층의 소득보장체
계(실업보험-실업부조-사회부조)가 2층 체계(실업보험인 실업급여Ⅰ과,
노동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위한 기초소득보장, 즉 실업급여 Ⅱ)로 개편되
었고, 사회부조는 노동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장애인만을 대상
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실업보상 체계의 실업급여 Ⅱ와 사회부조를 ‘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근로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사회
부조의 체계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순수하게 의학적 기준에 따
라 ‘통상적인 노동시장 일자리에서 하루 3시간 이상 근로가능한 사람’에
게는 정액의 실업급여 Ⅱ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의 재통합 노력을 의무화하
였다. 또한 근로가능성 기준을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활성화 프로그램의 대상을 대폭 확대
하기도 하였다9). 실업급여 Ⅱ 수급을 위해서 구직자는 재통합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동의서에 명시
된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재정적 제재 조치10)가 취해진다(Eichhorst et al.,
9) 과거 제도에서는 공공부조 및 실업부조 수급자의 가구원은 활성화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Hojmeyer et al., 2012).
10) 수급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동의서에 명시된 의무 의반시, 적절한 일자
리 거부 시, 제안된 공공 고용기회를 타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시, 급여가 삭감된
다. 첫 번째 위반 시 30% 급여 삭감, 두 번째 위반 시 60% 급여 삭감, 1년 이내
재위반 시 완전히 급여가 정지된다. 25세 이하의 청년 수급자에게는 첫 위반 시
부터 6주 동안 현물급여만을 제공하는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Eichhorst et al.,
2006: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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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4～26).
한편 실업급여 I(실업보험급여)의 경우, 지급 기간이 종전의 32개월에
서 18개월로 축소되었고, 재통합 동의서 작성과 고용중개소의 직업알선
에 응할 의무 및 소개되는 ‘적당한’ 일자리11)를 개인적 선호 및 이유로 거
부할 수 없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만약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할 시, 적
절한 사유를 급여 수급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급여 수급
이 잠정적으로 중단12)된다(Eichhorst et al., 2006: 17～19).
하르츠개혁에 의해 확대․강화된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사회통합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급여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독
일 활성화 정책의 제1 목표는 개인의 실업 기간을 줄이고, 특히 장기실업
자를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활성화 정책의 주요 타
깃집단은 실업급여Ⅰ, 실업급여 Ⅱ 수급하는 실업자이고, 특히 12개월 이
상의 장기실업자를 주요 대상 집단으로 하고 있다. 하르츠 개혁으로 인해
장기실업자 등 실업급여 Ⅱ 수급자에게만 새롭게 도입된 임시 파트타임
일자리인 One-Euro-Jobs은 실업급여Ⅱ 수급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고
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급자는 완전급여를 받는 동시에
6～9개월 동안 시간당 1～1.5유로(주당 최대 30시간까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금효과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Eichhorst et
al., 2006: 28～29, 45)

11) 적당한 일자리란, 노동시장 상황에서 받아들일 만하고, 사회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15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일자리 또는 이전 임금소득 및 실업
급여액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말한다. 적당한 일자리의 기준
은 개혁 전과 비교하면 매우 완화된 것이다(Eichhorst et al., 2006: 17～19).
12) 구체적으로 적절한 일자리 또는 적절한 활성화 조치를 거부했을 시, 적절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두었을 시, 구직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시, 해고의 경우 그에
대한 사실을 고용사무소에 고지하지 않았을 시, 약 12주 동안 급여지급이 보류된
다(Eichhorst et al., 2006: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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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통합형 : 프랑스
유럽의 사회정책은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로, 실업문제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는 실업을 ‘배제된 실업(exclusion unemployment)’으로 개념화
하고 재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근로연계 복지
정책과는 이념적으로 매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rhel et al., 1996).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활성화 조치는
한편으로는 고용 및 직업훈련 유인책을 도입하여 실직자들의 자격 및 기
술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공급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수
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황덕순 외, 2002), 급여외 추가 근로소
득을 인정해주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하여 실직자의 근로유인
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업보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및 직업훈련 유인책(직업훈련 및 재배치수당, 협력협약, 고용대체
수당 등)과 실업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청년실직자와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계약,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계
약 등)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2001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재
취업지원계획(PARE)을 작성하도록 하는 실업보험 개혁이 단행되었고,
2009년에는 프랑스의 대표적 사회부조제도인 최소통합수당(RMI)의 취업
연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연대수당(RSA)으로 대체되는 등의 개혁
이 단행되었다. 여기서는 2000년대 이후 개혁된 프랑스의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2001년 실업보험 개혁으로 도입된 재취업지원수당(ARE)과 재취
업지원계획(PARE)은 프랑스의 대표적 활성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재
취업지원수당의 급여 수준과 수급 기간은 연령과 실업보험 가입 기간에
철저하게 비례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 조항과 일자리 제
의를 수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추가되었다(김종일, 2006). 가장 중요
한 변화는 실직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재취업지원계획
(PARE)에 서명하는 것을 급여와 연계시켰다는 것이다. 즉 재취업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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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서명한 경우에 재취업지원수당(ARE)과 훈련 및 이동수당(이동비,
숙박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비스(건강 및 주택 등)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급하지만, 만약 실직자가 재취업지원계획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단일감액수당(AUD)만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일감액수당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감액되므로, 대부분의 실직자들은 수당 감액을 회피하기 위
해 재취업지원계획(PARE)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취
업지원수당(ARE)은 ‘제한적(reduced)’ 근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근로소
득과 병행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직자들의 근로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Eydoux, 2004: 53～5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직자들은 국가가 관리하고 재정지원하는
‘연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13), 연대제도의 수급자는 특정 조건
과 한도하에 제한적으로 근로소득과 병합할 수 있다. 1998년에 도입된 반
소외법으로 인해 과거에 실업보험에만 적용되었던 근로소득 추가인정이
연대급여로까지 확대되어 12개월 동안 급여와 근로소득을 병행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대제도에도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취업유인책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Eydoux, 2004: 57～61).
한편 사회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의 고용중심 복지제도는
1988년 도입된 최소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이 대표
적이다. RMI은 프랑스에서 근로연계복지의 출발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25세 이상이거나 한 아이(출생 전 태아도 포함) 이상을 부양하는
기준소득 이하의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RMI가 프랑스 근로연계 복
지정책의 시발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의 목적 중 하나인 ‘통합’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14) 급여가 제공되었다는 점 때문이다(나병균,

13) 장기실업자 등의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대수당
(ASS), 단기간의 근로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직자를 대상
으로 하는 일시적 대기수당(ATA), 그리고 고연령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동
등수당(AER)이 연대 제도에 포함된다.
14) 통합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통합계약으로 구체화되는데, 계약에 따라 참
여해야 할 통합프로젝트, 계획의 이행, 통합과 관련된 제반 활동 평가에 관한 사
항이 결정되며, 계약에 참여한 쌍방(수급자와 통합지방위원회)의 상호 의무가 부
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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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85～290). 그러나 계약은 법적인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다
만 수급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의욕을 유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
을 두었다. 또한 실업보상체계(실업보험 및 연대제도)와는 달리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는 편이며(Handler, 2004:
82), 이로 인해 RMI의 취업연계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2009년 6월에 기존의 최소통합수당(RMI)과 한부모수당(API)을
대체하는 활동연대수당(RSA)이 도입되었다. RSA는 기존의 RMI와 달리
급여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근로요인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되
었다(박찬용, 2012: 241～242). 먼저 근로요인 강화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이 없거나, 월 500유로 이하의 소득을 가진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고용센
터에 등록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및 자활을 위한 코스에 참여해
야 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수급자에게는 급여가 증가하도록 급여구조를
개편하였다15). 또한 육아, 이사, 교통 등과 같은 취업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했다는 점도 과거 제도와는 다른 점이다. 더불어
RSA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보
조금 일자리 창출 방식보다는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
한 취업연계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고용복귀맞춤형지
원(Aide personalisée de Retour à l’Emploi: Apre)을 제도화함으로써 각
수급자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재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
였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고용센터, Pôle Emploi)이 진행
되고 있다(류만희·노대명, 2012: 45).

15) 과거의 RMI에서는 급여와 근로소득의 병행이 12개월로 한정되어 취업 후 1년 후
에는 급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었으나, RSA에서는 급여의 일부(과거 급여-근로
소득 × 0.38)를 계속 지급하여 수급자가 일을 할 경우에는 총소득액이 증가하도록
급여구조를 바꾸었다(류만희․노대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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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효과

여기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기존 효과성 평가 연구의 정치적 맥락과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
적해 보고자 한다.

1. ‘고용 중심적 복지’의 효과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해 개별 연구마다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실제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
거나 합의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에는 주요 대상자가 TANF 수급자인 편모가 대상인 반면에, 대부분의 유
럽 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가
주요 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의 효과
를 기술함에 있어 주로 다양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미국의 근로 연계형 복지와 유럽의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의 효과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는 AFDC 수급자에게 급여 요건으로서 강제적
인 노동 요건을 강화하고, 수급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이 수급자의 근로 동기를 강화하여 수동적 급여 수급보다는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 그리고 수급자의 감소를 통한 복지재정 지출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복지개혁의 효과에 관해서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복지개혁을 통해 TANF
수급자가 급속히 감소한 현상을 두고 복지개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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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1996년 PRWORA가 제정된 이후, 복지 수급자
가 1,220만 명에서 53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1994년에 수급자 비
율이 5.4%이던 것이 1999년에는 2.5%까지 하락하였다. 수급가구 수도
1994년에는 504만 6,000가구에서 1999년에는 264만 3,000가구로 거의 절
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Pear, 2002; 황덕순 외, 2002). 수급자의
감소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빈곤율도 상당한 폭으로 감소
하였다. 1993년에 15.1%이었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
는 11.8%로 낮아졌다(황덕순 외, 2002).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로 인해 공
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자들이 근로연계형 복
지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급자 수의 감소와 빈곤율 하락이 실제로 복지개혁의 결과인
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는 ‘신경제(new economy)’론이 등장할 정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있었고, 복지개혁과 더불어 EITC의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
책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황덕순 외,
2002). 정치적으로 보수적 경향의 연구들은 경제성장이나 다른 정책적 요
인들보다는 복지개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진보적 경
향의 연구들은 복지개혁의 효과가 과도하게 평가되었고 오히려 경제성장
이나 다른 정책의 영향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 연구기관인 Cato 연구소의 Oliphant(2000)는 수급자
감소의 주된 원인이 경기 호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 기준의 강화와
강도 높은 제재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Rector
and Fagan(2001)의 연구에서도 경기 호황의 영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
으며, 복지개혁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성
향의 Brookings 연구소나 Urban 연구소의 연구들은 경제성장과 복지개
혁, 그리고 EITC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적 효과들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들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
면, Besharov(2000)는 경제성장이 약 15～20%, 취업유인정책이 30～45%,
최저임금 인상이 0～5%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개혁의 영향 정도는
30～45%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황덕순 외, 2002에서 재인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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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인 Grogger et al.(2002)에 의하면, 복지개혁이 수급자 감소에
미친 영향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며, 또한 이러한 감소의 거의 절반 정
도도 구직활동이나 고용을 통한 감소이기보다는 처벌적 성격의 엄격한
제재 조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복지개혁이 수급자 수나 빈곤율 하락과 같은 정량적 측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지 수급자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
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복지개혁으로 탈수급을 경험한 사
람들의 대부분은 임금수준이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Hamilton(2002)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판매, 음식, 사무보조 등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상당 기간의 실업을 경
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5.57～8.42달러 수준이어서
연평균 소득이 8,000～16,600달러 정도로 대부분이 빈곤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ogger et al., 2002). 또한 탈수급 후에 일자리를
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상병급여나 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00명의 수급 여성을 대
상으로 이들의 근로활동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27%
만이 시간당 임금이 7.50달러 이상인 전일제 일자리에 근무하였으며, 약
35% 이상이 3개 이상의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Brock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탈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한 연구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DHHS(2001b)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탈수급
자의 약 5분의 3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월 소득이 1,400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탈수급자의 약 41～58%
가 여전히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욱이 탈수급 이후에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edicaid나
Food Stamps와 같은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적으로 TANF 수급을 받
지 못하더라도, 수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Food Stamps 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취업에 의해 소득 수준이 일정 정도 증가하더라도 1년간은
Medicaid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지로의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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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 즉 구직활동이나 직업 준비 훈련 및 개인책
임 계획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ANF나 Food
Stamps을 신청하지 않는 빈곤가구가 복지개혁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5년에 84.3%이던 TANF 신청률이 1999년에는 55.8%로 감소하였으며,
Food Stamps 신청률도 1996년 67%에서 1998년에는 54%로 급속히 감소
하였다(DHHS, 2001a; 황덕순 외, 2002).
이처럼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임시직 형태가 대부분이
며, 의료급여나 Food Stamps 같은 기존 급여의 삭감을 경험하게 되어 소
득수준 상승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또한, 전일제 고용을 통한 자립보
다는 불안정한 임시직 일자리를 옮겨다니며 실업과 고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복지개혁은 복지 수급자의 근로 동기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
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복지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가를 통한 자립보다는 복지
에 의존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복지 수급자에 대한 심층 면접의 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전제 조건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Edin & Lein, 1996; Scott, London, &
Edin, 2000). 예를 들어, Edin and Lein(1996)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이
들 연구는 214명의 복지 수급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복지 수급자의
83%가 과거 정상적인 일자리 경험이 있으며, 약 65%는 복지 수급 5년 이
전 기간 동안에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약 85%
의 조사 대상자는 근로활동을 통해 복지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의
지를 보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복지급여보다 노동시장 참가를 통한 소득이 더 높음에
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 교통비 그리고 의료보험비 등을 고려할 경우
에 노동시장 참가가 현실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저숙련 일자리의 불안정성
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복지급여보다 불안정적인 것을 염려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부분의 저숙련 일자리는 유급 상병휴
가나 연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할당과 병행될 수

제3장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63

없기 때문에 취업을 주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고용 장벽으로 인
해 실제로 근로활동을 열망하는 85%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오직 13%만
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복지 수급자는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
처럼 노동 동기가 약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기보다는 고용을 저해
하는 다양한 장애 요소를 갖고 있다. 복지 수급자가 취업하는 노동시장
일자리가 열악한 것 이외에도 가정 폭력, 장애 아동에 대한 양육, 그리고
복지 수급자 자신의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지 수급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olman and
Raphael(2000)의 연구에 의하면 TANF 수급 여성 중에서 약 50 ～ 60%가
살아오면서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였고, 이처럼 높은 가정 내 폭력 경험
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격리나 가정 폭력에 관한 정보의 오ㆍ남용을 염려
하여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Pearson, Griswold, &
Thoennes, 2001). 또한, TANF 수급자 가구의 아동들은 장애를 가진 경
우가 매우 많아 이들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수급자가 노동시장 진출이 어
려운 경우가 많았다. 수급자 가구의 약 20% 정도가 장애 아동을 갖고 있
어, 일반 가구의 14%에 비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2003). 그리고 복지 수급자의 경우 가정
폭력과 나쁜 영양 공급 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노동시장 참가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
어, Goldber(2002)의 연구에 의하면, TANF 수급 여성의 경우 육체적ㆍ정
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비중이 약 33～44%로 일반 여성에 비해 3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복지 수급자의 경우에는 취업에 관한
장애 요인을 한 개 이상씩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
다(Butler, 2008).
나. 유럽 활성화 정책의 효과
유럽 국가들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미국에 비하여 그 포괄하는 대
상자의 범위가 넓고, 정책의 목표 및 정책 수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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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TANF 수급자에게 근로 요건의
강제와 수급 기간의 제한을 통해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이민자, 한
부모 그리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회서비
스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
의 목적 또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의 복지 의존성의 제거보다는 고
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처벌적 성격의 제재 조치 이외에도 수급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촉진정책을 동시에 수행
하고 있다(박준식․김영범, 2009).
일반적으로 유럽의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이 정책 형태와 대상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먼저 활성화 정책의 유형을 구분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Bonoli(2010)는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정책을
‘시장 친화적 고용을 강조하는 정도’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정도’를 기
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크게 6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고용중심적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중심
과 노동 동기 강화를 위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이러한 분류체계는 미국식 근로연계형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onoli(2010)는 가능
한 6개의 조합에서 4개의 활성화 정책 유형을 도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동 동기 재강화형(incentive reinforcement)’으로 노동 요건 강화와 제재 조치를 통해 급여 삭감을 단행하는 미
국형 정책이 여기에 포괄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직 보조 서비스’로 이
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과 잠재적 고용주 간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포괄
적인 구직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돌봄 서비스의 제공이나 서비스 센
터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1990년대 중ㆍ후
반에 영어권 국가에서 ‘노동 동기 재강화형’ 정책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유럽과 노르딕 국가에서도 사용되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occupation or job creation)’ 정책으로 이는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 일자

제3장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65

리 창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에 유럽 대륙
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던 정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련화
(upskilling)’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과 관련된 직업훈련정책으로 노르딕
국가에서 가장 발달된 정책 형태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유럽의 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6개국의 활성
화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1995～2007년 기간 동안 97개의 연구를 대상으
로 메타 분석을 한 연구(Card, Kluve & Weber, 2009)에 의하면, 전반적
으로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가
39.3%인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도 무려 27.9%나 되
었다. 또한 개별 국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상반된 결과들이 도출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활성화 정책 효과에 대해, Raaum
et al.(2002)의 연구는 노르웨이의 활성화 정책이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반면에, Dahl(2003)의 연구는 강제적 근로 요건
을 부과하는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뿐만 아니라, 1년 혹은 2년 이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활성화 정책의 효과는 정책 유형, 노동시
장의 상황 및 대상자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Dar & Tzannatos, 1999).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Martin(2000)의 연구에 의하면, 활성화 정책의 효
과가 어떤 나라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캐나다․스웨덴 및 미국 등의 나
라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Moe(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시장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
다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효과성이 낮으며, 경기 침체기
에 비해 경제 성장기에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orentzen
& Dah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의 결과를 프로그램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인 활성화 정책 수단인 노동시장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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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및 강의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 컴퓨터 교육, 언어 교
육과 같은 일반 교육 및 구체적인 직업훈련 교육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통해 인적자본
을 고양시키고 이들의 근로 가능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Kluve, 2006). 이론적으로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은 고용 가능성을 높여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생산
성 향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진다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없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경험적 쟁점이 될 것이다
(Calmfors et al., 2002).
유럽에서 노동시장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불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책이 고용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
이라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고, 긍정적이라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노동시장 훈련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고용 가능
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로 고용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에, 최근의 연구들은 노동시장 훈련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가 다른 프
로그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luve & Schimidt, 2002;
Kluve, 2006).
두 번째로, 민간부문에 대한 임금보조정책이다. 이는 고용주가 신규 근
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임금 보조금을 제
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다. 이는 주로 장기실업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는
실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창업에 필
요한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Kluve, 2006). 이론적으로
임금보조정책은 사중손실 효과(deadweight effect)와 대체 효과(displacement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중손실 효과는 임금보조정책이 없을
지라도 동일한 사람이 고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보조를 할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 효과는 임금보조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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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사람을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는 근로자 간의 대체 정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근로자 간 경쟁을 강화시켜 임금을 하
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Calmfors et al., 2002).
민간부문에 대한 임금보조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경험적 효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덴
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및 이탈리아 등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단순히 임금보조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창
출 효과만을 측정하고 있어, 기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대체 효과나 사중
손실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 문
제점을 갖고 있다(Kluve & Schimidt, 2002; Kluve, 2006).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는 공공재 생산이나 사
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실
업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
록 하여 이들의 인적자본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민간부문의 일
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와 달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에 대
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
책이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
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특정 인구ㆍ사회적
집단들을 위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보다는 사회적 배
제와 사회통합을 위해 형평성의 측면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임을 보여주
었다(Kluve & Schimidt, 2002; Kluve, 2006).
마지막으로, 구직서비스나 제재 조치로서 일자리 탐색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비록 근로 요건 강화나 급여 삭감과 같은 제재 조
치는 구직서비스와 다소 차별성이 있으나 구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Kluve, 2006). 이론적으로 구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구직 효율성이
높을수록 고용주는 고용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에 근
로자를 적시에 고용할 수 있어, 즉 개입 효과(treatment effect)로 인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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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증가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높은 구
직 효율성으로 인해, 직업훈련을 마치기 전에는 고용되기를 꺼려 하는 잠
금 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반대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Calmfors et al., 2002).
구직서비스 정책이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직보조, 상담서비스 및 실업자에 대한 사례관
리 등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실업자의 고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이
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정책적 효과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보다는 노동시장 참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숙련 기술을 가진 개
인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었으며,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유사
하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재 조치의
독립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구직서비
스와 제재 조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 감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Kluve &
Schimidt, 2002; Kluve, 2006).
이상에서 미국과 유럽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가져온 효과를 간략하
게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경우 복지 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표면적으로는 수급자 감소와 빈곤율
하락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탈수
급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보면 ‘제재 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
었다. 또한, 재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요건들로 인하여
Medicaid나 Food Stamps 같은 복지급여 수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생활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급
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이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재하여, ‘제재 조치’에 의한 정책이 장
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유럽의 경우에도 많은 나라에서 미국처럼 수급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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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재 조치’의 실
제 사용 여부에 대해 직원의 재량이 많이 주어지고 있으며, ‘제재 조치’
이외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 유형
별로 효과성을 살펴보면, 적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직서비스와
‘제재 조치’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업 감소 효과가 있으나, 정책의 본
래적 목표 집단보다는 고용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
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편,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본 투자 정책
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
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사적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대
체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업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형평성 측면
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효과성 평가의 문제점
이상에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종합
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복
지 수급자의 시민권 확대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존의 효과성 평가가 갖고 있
는 방법론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효과성 평가 결과는 더욱 회
의적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쟁점 중의 하나가 방법론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
다(Kluve, 2006). 여기서는 기존의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들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효과성 평가의 방법론적 문제와 정치적 성격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방법론적 문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비실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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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non-experimental design) 방식에 의한 자료에 의존하였다. 즉, 프로그
램 도입 전과 후에 수급자 수나 빈곤율의 변화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
과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비실험 설계는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효과 이외
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예를 들어 경제적 여건, 사
례 관리자의 태도 및 표본 추출 과정에서의 편의(bias) 등을 통제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가 과소 혹은 과대 추
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후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실험 설계
(experimental design) 방법을 이용하였다. 비록 실험 설계는 비설험 설계
에 비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지만,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에서의 실험 설계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실험 참가자 선택에 있어 편의성이 매우 높아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점이 있다(Oliker, 1994). 미국의 TANF 효과 실험에서처럼, 실험 집
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할 때 오직 급여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된다. 그러나 급여 신청 집단은 아마도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급여 신청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여건이 좋아서 다른 일자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률이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여건이 나쁘면 신청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의 효과성을 우호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즉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이다. 즉, 실험 대상자 선정에 있
어 정책 개발자나 기존 복지기관 종사자가 개입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복지 수급자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작위 실험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로 많은 연구들이 유럽과 미국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하는 연구에서 수급자 선정에 크리밍 효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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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적 속성
효과성 평가는 규범적 연구와 달리 매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성 평가 연구가 실제로 얼마나 정치적 속성
을 가질 수 있는지를, 미국 근로연계 복지정책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 한 연구기관의 발전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Oliker, 1994).
1990년대 이후 복지개혁의 큰 흐름인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기
들은 주로 통계학적 모형에 기초하여,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
후에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통계학적 모형에
기초한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연구 모형이 복잡하
고,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명료하게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통계학적 모형에 기초한 연구 결과는 정치가
들이 정책 입안가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실험 설계를 이용한 평가 연구는 통계학적 모형에 기초한
연구에 비해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과학성(?)과 연구 결과의 홍보 측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실험 설계에
기초한 평가 연구는 정책 형성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1974년에 Ford 재단에 의해 설립된 민간 비영리기
관인 Manpower Demostration Research Corporation(MDRC)이다.
MDRC는 계약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고용중심적 복지
개혁의 시발점이 된 1988년의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의 효과성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프로그램 효
과 평가를 위해 제공되던 연방정부의 기금이 레이건 행정부에 이르러 급
속하게 삭감되었다. 이 시기에 OBRA 시범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주정부(states)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MDRC는 Ford 재단의 적극적
인 지원하에 여러 주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주체로 부상하였
다. 가족지원법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24개의 시범사업 중에서 13개 사
업이 실험 설계에 의한 평가 연구를 채택하였으며, 이 중에서 10개의 시
범사업이 MDRC를 평가 주체로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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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4년까지 MDRC는 개별 주정부의 근로연계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복지체계에 관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직후인 1986년에 WIN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에 대
한 중간보고를 통해 강제적인 근로연계형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이후 이 기관의 보고서는 의회와 입법부에서 근로연계형 복지를 논의
하는 데 있어 단일한 논리의 출처가 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예산 삭감을 통해 대학의 기초 연구를 축소시키고, 재
정적 지원이 많은 민간 연구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이들 민간 연구
소들은 공격적으로 정부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책 평가를 위해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연결
망은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주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들도 포섭하게 되었
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설
립 이래 MDRC의 오랜 재정적 후원자인 Ford 재단이 그 대표적인 재단
이며, 오늘날 빈곤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의 재원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
다. 실제로 의회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MDRC 연
구에 대해 어떤 연구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MDRC 외부의 어떤
연구자도 자료를 본 적이 없으며,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복
지개혁과 관련된 평가 연구는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양성되고, 양성된
연구진들의 연계에 의해 지지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에 관한 결과들을 해석할
때 이러한 평가 연구의 정치적 편향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제6절 소 결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자본주의 복지개혁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
중심적 복지의 개념과 역사적 발달 과정,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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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미국과 유럽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효과성 평가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생
산 및 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복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성과를 스스로 자축(ceremony)하고 있
는 형상임을 알 수 있다(Handler, 2004).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잘못된 믿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수급자
가 취업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산
업자본주의에서 후기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서비스업 분야나 공공부문의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는 점점 더 양극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임
금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복지 수급자가 일자리
를 얻을 경우에 지속적인 노동 경력의 축적을 통해 고용의 상승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을 통해 탈수
급을 하더라도 이들은 주변부적 임시ㆍ고용에 노출되며, 고용과 실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 경력의 축적을 통한 자립은 일
어나고 있지 않으며, 탈수급자의 대부분은 급여 삭감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복지 수급에 머물러 있
는 사람들도 복지급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해 더 불안한 삶을 영위하
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복지 수급자는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해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
분의 복지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으
며,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 아동 양육과 건강 문
제 등 수많은 장애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끝으로, 복지국가의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복지 수급자
를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앞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정책 수단들의 효과
에 대해 명확한 효과성을 보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도 평가의 방법론적 문제와 연구의 정치적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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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둘 경우 그 결과가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자축 파티를 이미 즐
겼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자축 파티가 TANF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Riverside County의 시범사업 결과이었다. 사업의 효과가 그다지 긍
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포장되었다. 이는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에서 과학적인 효과성 평가를 통한 성공 여부는 그리 중
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을 통
해 복지는 시민권적 권리이기보다는 노동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유럽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정부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한 계약을 통해
복지 수급권자를 돕겠다는 믿음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직원과 복지 수급
자의 관계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포장
하기 위해 고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로 인해
가장 취약한 집단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복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및 축적 구조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로의 재편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공동체감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단순히 개인을 노동시장에 밀착시키는 정
책은 처음부터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적 문제 접근 방식은 개인의 삶의 질
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점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이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현실이 이러하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
약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는 정
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
본소득제도는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시민권
을 회복하고, 근로 요건을 강제하지 않음으로 시장 노동으로부터의 속박
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를 논의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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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예산이다. 20세기의 복지국가의 예산으로 미래 사회의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 그리고 이를 넘어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
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아니라 어
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제한된 재원하에서 어떻게 미래에 모
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것인가
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시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갖고,
타율적 노동으로부터의 구속을 벗어나고 자율적 노동의 영역을 확대시키
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수준
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재원의 제약을 고려
한다면, 모든 시민이 아니라 인구집단별로 기본소득을 점차적으로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초노
령연금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을 가장 먼저 기본소득의
단초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급여 수준을 현재의 수준에서 점
차적으로 인상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소요 재원의 규모에 비해 빈곤 제거라는 정책의 목표 효율
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재원의 제약하에
서는 기본소득보다는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탈빈곤
이라는 정책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율적 노동의 확대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공공부조가 단기간에 걸쳐 빈곤 제거 효과는 높을지라도 정치
적 영향에 민감하고, 수급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수치심 그리고 사회적 공
동체감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공적부조
제도에 비해 탈빈곤 효과는 다소 부족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영
향을 받지 않으며, 수급자들이 사회적 수치심보다는 시민권적 권리로 인
식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공동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
다. 그러므로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적 노동을
향유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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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현실화시키고 그 구체적인 점진적 방안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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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고용과 복지를 둘러싼 사회정책은 노동의 본질과 성격, 노동시장의 구
조와 기능, 무급노동/경제와 유급노동/경제의 관계 등에 관한 특정의 전
제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Cook & Razavi, 2012). 이러한 특정의
전제와 가정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 체계 밖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비
정규 저임금 근로자들은 고용과 연계된 복지의 혜택을 온전히 못 받고 있
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 관련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요약
되는 노동력 재생산과 돌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
보호 체계 밖에 있는 유급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돌봄의 공백
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사회화 정책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지만, 우리 사회의 일에 대한 관념, 특정 맥락에서 수행되는 일에 정당성
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전제와 가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정책의 경향을 고용중심적 복지 정책으
로 정의하면서, 고용중심적 복지 정책의 한계와 과제가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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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유급 노동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변화시켜야 한다
는 젠더적 관점의 분석과 제언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실태,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이 유
급노동 중심으로 개념화된 역사 혹은 담론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추진된 노동 및 복지정책이 여성과 아동의 복지에 대
해 갖는 영향과 함의를 논의한다. 여성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중심적 복지
정책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탈가족화 전략과, 가족에게
시간과 자원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
족화 전략을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의 한계와 유
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용중심적 정책이 전제로 하고 있는 탈가족화
와 가족화 전략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
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딜레마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가족 돌봄에 대
한 저평가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정책이 고용과 돌봄 측면에서 균형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
한 대안적 정책 방향이 돌봄노동을 중요한 축으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돌봄의 윤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돌봄노동의 내
재적 특성으로 인해 돌봄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편
적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재정 문제는 궁극적으로 돌봄 비용의 상승을 우
리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회
와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의 재평가는 돌봄 비용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그러
한 비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역할을 강화하는 돌봄에 대한 전략을 재구성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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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과 ‘노동’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화폐의 거래를 매개로 하는 노동에 우위를 두
는 주류 경제학의 노동 개념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있다. 주류 경제학
은 전통적으로 화폐 영역의 경제 안에서 행해지는 노동만을 노동으로서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했다. 화폐 경제 밖에 존재하는 다른 생산적 활동은
여가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화폐 거래가 매개되지 않는 사적인 영역
에서 행해지는 행위도 시장 노동과 똑같은 ‘생산’적인 노동임을 밝히는
것은 경제에서의 여성의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요한
활동이었다. 경제 행위를 화폐 가치를 가진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관점에
서가 아니라 무급노동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경제의
절반 이상이 여성들의 기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주장해
왔다.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한 경제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경제
분석의 기본적인 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ower, 2004).
화폐 거래가 매개되지 않는 활동도 노동이고 경제적 복지에 기여한다
는 시각은 곧 사회의 진보를 경제성장, 즉 GDP의 증가로 측정하는 성장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GDP로 측정하는 경제성장은 엄밀히 따지면 ‘시장’
에서 생산하는 것이 많아졌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 이외의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인간이 누리는 경제적 번영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고용된 노동만이 생산적 활동이라는 시각에서는, 식당에서 한 끼 밥을 사
먹는 것은 생산이지만 집에서 한 끼 식사를 마련해서 먹는 일은 생산이
아닌 것이다(윤자영, 2012).
이러한 GDP에 기반한 성장을 경제 발전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대한 대
안으로서, 인간생활의 공급(social provisioning)을 강조하는 관점은 인간
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을 사고한다.
경제 행위의 1차적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시장 생산의 극대
화가 아니라 인류 종족의 자기보존, 즉 사회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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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조직하고 조달,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육아와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노동은 중요한 경제 행위이다.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 보
지 않고 상호의존적이며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봄노동과 가
사노동은 경제를 분석할 때 반드시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이든 비시장의 영역에서 수행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활동은, 사치품을 생산하는 행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
를 부여받는다(Nelson, 1996; Power, 2004).
성장중심적인 경제적 담론은 도덕심과 이타심을 자연적인 인간의 성정
으로 치부하여 가족과 개인이 무급으로 수행해 왔던 돌봄노동이 무한정
공급될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돌봄과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과 시장노동에 각각 어느 정
도의 시간을 투입할 것인가는 동시에 결정된다. 돌봄노동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시장노동이나 시장 소득의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은 그만큼 줄
어들 수밖에 없다. 역으로 시장노동에 시간을 많이 쓸수록 돌봄에는 그만
큼 적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제약 하
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돌봄노동은 노동력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활동에 꼭 필요한 생산 행위
이다. 부모가 돌봄노동에 시간을 할애해서 키워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근로자, 기업가, 납세자가 되어 부모 세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
로 부양한다. 사회적 부양 시스템은 이렇게 아이를 키워낸 사람에게만 배
타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아이를 길렀건 안 길렀건 상관없이 모
든 사회구성원과 조직은 아이가 노동을 통해 기여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
린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무급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노동
력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
을 수행한 사람, 특히 전업으로 돌봄노동만을 수행한 사람들은 연금제도
라는 사회적 부양 시스템에서 배제된다. 무급으로 제공되는 돌봄노동은
시장경제의 기능과 작동에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중심적 정책
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돌봄의 필요성을 무시해 왔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을 소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에 대
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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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위험에 노출시켰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시장노동과 동일
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념을 재생산한다. 정
책이란 ‘좋은’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내
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
렵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는 양날의 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의 긍
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특정 상황에 의해 달라진다.
한 가지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행위에 대한 저해요인(disincentive)이다. 만일 한 가지 행위가 생산적이고 다른 행위가 비생산적이라면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안할 것인가는 별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
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좋은’ 행위를 유급노동이라고 상정하면서 동시에
돌봄노동도 ‘좋은’ 행위라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행위를 장려할
것인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버린다.
고용중심 정책은 ‘좋은’ 행위를 유급노동에 두고 있다. 돌봄노동을 인간
개발과 사회 재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자 과정이 아니라 여성의 유급노
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간주하였다. 돌봄은 인간의 생애를 구성하는 보편
적 가치이며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는 윤리로 주장되고 있지만(조혜정,
2006), 자립(self-sufficiency)이 삶의 원리로 강조되면서 의존과 돌봄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화되었다. 돌봄노동은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 노동이
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노동’을 시장노동으로 협소하게 규정
하는 관습을 재생산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중심주의는 생산적 일과 재생
산적 일을 분리시키면서 재생산 영역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돌봄노동을
간과하고 있다.

제3절 고용중심 복지정책과 돌봄노동

본 절에서는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추진된 고용중심 복지정책의 전
개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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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구 복지개혁과 돌봄노동
서구 복지개혁 과정은 돌봄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
면서 고용을 우선시하는 규범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 밖의 모성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Orloff(2002; 2006)는 1990년대 미국의 복지개혁은 여성의 고용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고 전업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결과를 낳
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특징과 여성 고용을 여성
해방의 동력으로 보는 페미니스트 기획은 복지개혁이 고용중심으로 발전
하는 데 기여했다. 기존에는 한부모 여성을 잠재적인 복지 수혜자로 보았
지만, 복지개혁은 한부모 여성을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의무와 책임을 가
진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제대로 된 지원이 한
번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이었지만, 복지개혁 이후 고용되지 않
는 여성의 모성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다. 특
히 가난한 한부모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몸소 돌볼 사회권을 박탈해버렸
다. 새로운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참여와 연결되지 않는 돌봄과 재생산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철회했다. 가족 돌봄 제공자로서의 지위에 기반
한 복지에 대한 권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돌봄은 정책에서 훨씬 더 주변
화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보육에 관심을 두었지만 그것은 오직 수급자
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위치시켰다.
보육에 대한 지원은 한정적이었으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한부모는 보
육서비스를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프레이저가 분류한 고용-돌봄의 옵션 가운데 ‘보편
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모든 성인은 고용되어야 하며, 아이는 본질적으로 고용에 대
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 양육은 공적 영역에 위치되어야 한다.
돌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 주어야 좋은 것으로 위치되었
다. TANF는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돌봄, 특히 자기 가족 구성
원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사회정책에서 점차 배제
되었다. 복지개혁 이후, 수급자인 어머니는 집 밖에서 하는 임금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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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존재 가치를 입증받았다. 보육은 Food Stamp나 Medicaid와 같
은 임금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복지개혁 이
후 보육에 투입된 재정은 엄청나게 확대된다. 한부모 여성의 국가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제공되기 시작
했다. 돌봄은 복지개혁 이후 생산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었지만,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다른 TANF 수급자의 자녀를 돌보는 일은 복지 개
혁이 인정하는 12가지 근로활동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다. TANF는 다
른 사람의 아이를 돈을 받고 돌보는 것은 노동이고 자기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Folbre et al., 2012;
Boyer, 2003).
Albelda(2001)은 미국의 복지개혁은 한부모 여성의 유급노동을 장려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1960년대쯤에 AFDC도 근
로를 여성, 특히 흑인 여성이 탈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조하기는 했지
만, 유급노동을 수급 시한을 설정하면서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1990년대 초였고, 이것이 1996년 복지개혁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미국의
복지개혁에 대한 연구들이 한부모 여성들의 고용에 대한 효과에만 관심
을 두었지, 복지개혁이 가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들은 복지개혁의
성공을 복지 수혜자 사례 수의 감소와 탈수급자의 고용률 증가로 측정했
다. 보육서비스의 낮은 질이나 아동 방치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
개혁의 성과는 오로지 고용 측면에서만 평가되었으나, 그러한 성과도 대
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탈수급자들이 찾은 일자리들은 대부분 의료
보험, 병가, 휴가 등의 혜택이 없었으며, 이전부터도 탈수급자들이 가진
일자리와 그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저임금 일자
리가 많았으며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탈수급자들의 소득은 대부분 1인 생
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
했다. 그러나 Blank and Card(2000)과 같은 미국의 진보적 노동경제학자
들마저도 복지개혁이 수급자 수를 감소시키고 고용률을 높였다며 그 성
과를 높이 치켜세웠다.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은 아동의 돌봄 접근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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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 수급자인 어머니에게 임금노동 참여를 조건화
하고 시간 제한을 가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Oliker, 2000). 복지개혁 이후 어머니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보육
에 대한 공적 지원이 급증했지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정지원으로 제공되는 보육 서비
스의 전반적인 품질은 매우 낮았다. 임금노동 참여로 소득은 증가했지만
그 일부를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
적인 생활 수준은 소득이 올라간 만큼 향상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복지개혁의 성과를 아동에 대한 영향, 작업장 환경과 가족 생활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
다. 아동을 둔 엄마가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복지개혁은 이
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부모 가족에게 부과하였다. Cohen and
Bianchi(1999)에 따르면 한부모 여성은 일반적인 아동을 둔 엄마보다 전
일제로 고용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해, 한부모 여성은 당시 아동
을 둔 엄마의 고용 현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매사추세츠 주
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의 60%가 부모 이외의 대리 양육시
설이나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았고, 그 중 60%가 낮은 비용으로 친척이
돌보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가진 탈수급자 여성은
생계를 위한 충분한 소득을 벌기 위해 장시간 일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보
육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거나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
해야 했다. 미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이 한 명의 생계부양자와 또 다
른 한 명의 돌봄 제공자로 구성된 가족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가운데, 탈
수급자 한부모 여성은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벌면서 고용에 기반한 복지
혜택을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생계부양자도 아니면서 전업으로 가
정과 자녀를 돌보는 재정적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복지개혁 이후 탈수급 여성들이 유급노동을 통해 누리게 된 여러 가지
이점, 소득의 증가와 자신감 회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로, 피곤, 아이
들과 보내는 시간 부족 등의 비용이 있었다. 일과 가사일을 결합하기 위
해 엄마들은 항상 바쁘다고 느끼고 있었고, 스케줄 변동, 비공식 돌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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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변동, 재정지원 변동 등 일정치 않은 보육 상황에 아동과 일하는 엄
마 모두 곤란을 겪고 있었다(London et al., 2004).
Christopher(2004)는 주류의 복지개혁 성과에 대한 연구가 한부모들의
생활세계와 무급노동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류의 복지 개
혁 성과에 대한 연구는 한부모 여성 편에 선 연구가 아니라 공무원과 정
치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사례 수 감소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복지의
실질적인 상태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용의 증가도 한
부모 여성들이 진입해야 할 노동시장의 성별․인종별 불평등이라는 사회
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주류 복지개혁 연구들은 한부모가 직면
하는 ‘시간 빈곤’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수급자에서 유급노동자로 이동
한 한부모들은 가사노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
적 네트워크나 지역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시간도 부족했다. 유급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는 보육
비, 교통비, 의류비 등 취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
키지만, 복지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소득에서 이러한 비용을 제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거비, 보육비, 의료비, 교통
비, 세금, 세제 지원, 식료품비를 포함한 모든 주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한 가족이 최소한 필요한 소득을 측정한 ‘자립 표준(self sufficiency
standard)’을 이용한 한 연구(Pearce, 2002: Christopher, 2004: 159에서 재
인용)는 탈수급 한부모의 소득이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복지개혁은 복지 수급자를 일을 하지 않는 ‘의존자’로 가정하는
‘의존 담론(dependency discourse)’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Christopher(2004)는 복지개혁이 약속하듯이, 고용이 항상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 복지개혁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
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의존 담론은 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제공
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음을 간과했다. 모든 성인은
경제적 복지를 위해 ‘서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에 참여
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경제성장이 주요한 사회정책의 목표가 되면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고용을 강조하는 정책이 표면화되었다. 2000년에 발간된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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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정책어젠다(European Commission’s Social Policy Agenda)는 사
회정책의 생산 증가의 동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했고 의료와 교
육 지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증가의
경제적 이점을 역설했다(Lewis & Giullari, 2005: 80).
영국의 복지개혁 또한 소위 ‘노동 윤리’를 전제로 추진되었다(Lister,
2003). 미국처럼 복지 수혜를 조건으로 한부모에게 유급노동을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을 조건으로 취업 관련 집단 상담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Lister(2003)는 영국 노동당이 노동 윤리에 대한 ‘페티시즘(fetishism)’
을 갖고 있는데, 노동을 유급노동과 동일시하고 유급노동을 돌봄노동, 자
원봉사/지역 봉사활동 등의 다른 시민활동보다 우위에 놓았으며 그러한
형태의 활동을 저평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으로
서의 책임이 유급노동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영국 모델이
다섯 가지 사상적 지류가 큰 물줄기로 모아진 결과라고 본다. 첫째, 고용
을 시민권의 근간으로 보는 북미의 뉴라이트 담론, 둘째, 기독교 노동 윤
리의 재강조, 셋째,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계약으로 설정하고, 국가는 복
지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대가로 유급노동이라는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신계약론, 넷째, EC 등이 밀고 있는 사회적 배제 담론, 이 담론에서 유급
노동은 사회적 포섭의 핵심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유급노동을 통
한 경제적 독립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페미니스트 담론도
이에 기여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는 복지국가 개혁
의 방향도 자립, 자율, 독립과 같은 강력한 이념 위에 서서 북구 사민주의
방식의 정책을 지향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사회정책에서의 보육
에 대한 강조, 사회보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다. 유럽에서 벌어진 사회정책 개혁의 공통점은 취
업자가 없는 복지의존 가구 구성원과 엄마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버지로서의 남성의
행동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돌봄의 욕구와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Daly(2011)는 이러한 고용중심 사회정책 개혁의 내용의 배경을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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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른 개념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투자 접근이다. 사
회투자 접근은 1997～2007년의 영국의 블레어 정부, 1998～2005년의 독
일 슈뢰더 정부, 2000～2010년 EU의 리스본 어젠다에 대응하는 제3의 길
의 정책을 틀 지웠다. 사회투자 접근은 아동과 자녀 양육을 핵심적인 것
으로 다루었는데, 아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지출이 미래에 수익을 거
둘 수 있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때 정당화된다. 이러한 접근에서 경쟁과
성장을 지탱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이 정당
화되었다(Lewis and Giullari, 2005: 80).
두 번째 개념적 차원은 신사회위험이라는 관점이다. 사회정책 개혁은
후기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직면하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
성의 노동시장 진입, 실업, 빈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돌봄의 공
백은 후기 산업화 시대의 사회변동 가운데 제기한 신사회위험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남성)근로자가 겪는 사회적 위험에 주목한 복지국가는 아
동기에는 생산 인구가 되기 위해 학습하고 성인기에 노동하며 은퇴 이후
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표준적 생애주기에 기초해 있었다. 복지국가의 주
요 대상은 은퇴 근로자, 재해를 입은 근로자, 실업, 질병 등에 대한 구사
회위험에 국한되어 있었다.
셋째, 성인근로자 모델로 개념화되는 차원에서 사회정책은 남성과 여
성을 개별화된 근로자로 다루고 있다. 고용중심의 정책 지향을 가지고 있
는 복지국가에 대한 젠더적 비판은 복지국가에서 양성 평등과 관련한 고
용과 돌봄노동의 위치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Esping-Andersen의 고용
중심의 사회적 시민권, 즉 사회권이 젠더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에
서 본격화되었다. 복지국가의 질적 특성을 구분하는 사회권 지표로서 탈
상품화, 즉 상품화(고용)되지 않고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한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 효과가 큰 국가일수록 사회권에 기
초한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사회권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분배된
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탈상품화 논의가 임금노
동자로 생활하는 남성의 생애주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노동으
로 인해 상품화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머물며,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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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상품화 개념 자체가 여
성의 자기 결정권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여성은 가족과 국가에
대한 공적인 의존으로부터 개인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여성에게 탈가족화란 자기 자신이 상품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탈
가족화는 사회정책이 여성에게 상품화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남성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고 정의한다.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탈상품화에 초점을 두는 이론틀은 복
지국가 정책이 갖고 있는 성별 분업에 대한 가정이 젠더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받으면서 탈가족화 정도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주요한 개념으로 들어왔다(Daly &
Lewis, 2000).
탈상품화-탈가족화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복지국가 연구자들은 여성
이 남성과 같은 ‘온전한’ 시민으로 자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즉 생산적 시민이라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개념을 암묵적
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여성이 시장의 ‘생산적 노동’에 풀타임으로 참여함
으로써 자율적․독립적인 시민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존의
사회권을 온전하게 향유토록 하기 위한 각종 사회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는 것이다.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돌봄노동에 대
한 책임 때문이므로 여성들이 임금노동을 하는 동안 돌봄노동을 대신할
공공 보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는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가
로막는 주요 걸림돌인 돌봄노동을 최대한 사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Bergman, 2008).
여성이 고용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성인근로자 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당시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흐름
이 소위 소극적 복지와 반대되는 ‘적극적’ 복지를 강조하고, 권리가 아니
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근로자 모델이라는 고
용중심적 모델로 이동하는 데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던 듯싶다. 다
만 어떠한 ‘조건’ 위에서 성인근로자 모델로 이동하는 것이 옳을지 구상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Orlof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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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근로자 모델은 개인의 주체성, 즉 ‘선택’을 가치로운 것으로 상정하
는데, 노동시장 참여는 이러한 ‘선택’의 표현으로 장려된다. 전통에서 근
대로 옮겨오면서 인간은 제약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주
체가 되며, 결혼과 돌봄 등 가족생활 영역도 그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그
러나 유럽에서의 사회정책의 변동을 성인근로자 모델로 규정하면서 어떠
한 사회정책 조합이 성인근로자 모델을 특징짓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
명하지 않았다(Daly, 2011). 다만, 부모의 고용장려, 돌봄이 가정 밖에서
제공되는 ‘탈가족화’, 사회보장을 개인 단위로 추진하는 것 등이 성인근로
자 모델의 징후라고 보았다. 아동에게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더 많이 부여
하거나 성인 남녀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연결되는 혜택, 세제 지원, 서비
스 제공을 하는 것 등이 성인근로자 모델의 내용이라고 느슨하게 정의했
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조합이야 어찌되었든 ‘개인화’ 전략은 부모의
고용을 장려하고 돌봄을 가정 밖에서 제공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는 측면에서 미국의 복지개혁이 전제로 하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대
한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성인근로자 모델은 이념대로 양성평등을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Lewis and Giullari(2005)는 성인근로자 모델
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여성들이 전
통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적 책임감’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돌봄노동을
우선시할 것이므로 성인근로자 모델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또한 돌
봄의 상품화에 기반하여 성인근로자 모델을 추진하는 유럽의 사회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구 유럽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여성의 파트타
임 근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성인근로자 모델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정책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혹은 개인화된 ‘성인 근
로자’ 모델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인근로
자모델은 2인 전일제 가구보다는 1인 전일제와 1인 시간제 근로자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성인근로자 모델에서 돌봄이 공식 유급 영역으로 이동
할 것으로 가정하고 돌봄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노동시
장 참여의 중요성 측면에서만 양성평등은 부분적이고 도구적인 방식으로
언급되고, 돌봄노동의 가치 부여와 남녀 공유의 측면은 강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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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돌봄노동의 불평등한 분업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했지만, 그것을 교정하는 수단은 여성의 고용
을 ‘경제성장의 엔진’의 일부로서 강조하는 수단들에 국한되었다. 여성 고
용을 강조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현상은 여성이 더욱 유연한 형태의 일자
리를 점하게 되고 개인화의 관점에서 정의된 양성평등이 남성과 똑같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좋은 일자리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EU는 성인근로자 모델은 탈가족화 전략 가운데서
도 돌봄노동을 상품화시켜 공식 영역에 위치시키는 전략을 바람직한 것
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Lewis & Giullari, 2005). 보육서비스에만 초점
을 두었지, 현금이전이나 다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강조를 덜 두었다. 또한 가정 안에서의 무급노동에서의 양성
평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돌봄노동의 상품화에 기반을 둔 성인근로자 모델은 시장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든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든 양성평등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기 어렵다. 돌봄을 ‘완전하게’ 상품화하
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Folbre & Nelson, 2000).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돌봄을 상품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
다. 돌봄을 상품화한다고 해서 돌봄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노동을 완벽
하게 외주하는 것은 어렵다.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개인화와 돌봄노동
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돌봄노동의 복잡다단한 특성을 간과했다.
완벽하게 상품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돌봄노동의 특성이라면 돌봄노
동을 상품화하는 전략과 함께 남녀,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
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인근로자 모델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시장노동뿐만 아니라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Daly, 2011). 아마티야 센 등
의 역량(capabilities) 접근은 양성평등과 돌봄의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돌봄을 선택할 수도 있는 ‘진정한’ 자유가 부과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돌봄노동을 인정하고 가
치를 부여하지만 돌봄의 남녀 공유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은 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남성에게 시장노동과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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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때 남성의 선택은 여성의 선택을 제약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
한 정책 메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할 시간과 돌볼 시간, 돌봄 서비스를
구매할 재정지원, 돌봄 제공자에게는 돌봄 수당, 직접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모두 마련될 때에야만이 진정한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복지개혁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시장노동 참여 책임을 강조한 것과 대조
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권리뿐만이 아니라 돌봄을 받을 권리 등 돌봄에
대해 ‘권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Knijn & Kremer, 1997: 332).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노동을 남성의 ‘생산적 노동’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등가적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
에 관해 프레이저(Fraser, 1997)는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이
상적인 모델은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
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 시민 개
념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보다 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즉 시민권의 핵심적 자격 요건에
돌봄 수행을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의 ‘여성의 일’이라 간주되었던 돌봄노
동은 남녀 모두의 기본적인 시민적 역할로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한국의 고용-복지정책과 돌봄노동
본 소절에서는 한국에서 전개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전개 과정을
일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고용중심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하
고자 한다.
가. 고용-복지 정책의 전개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국가가 대응하고 있는
방식은 고용중심적 사회정책의 전개였다. 외환위기의 한국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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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정책은 소위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능동적 복지’ 등 복지
와 노동의 관계를 노동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여성․복지 관련 정책은 권위주의적 성장주의의 보
조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다.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했던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는 특색 있는 사
회 정책 지향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아이, 노인, 장애인, 환자의 돌봄을 위
해 가족의 책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정책의 중요한 근
거는 사회정책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보는 ‘복지 개발주의’이다(장경섭,
2011). 즉 사회정책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노
동시장의 오작동으로 인한 실패와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주요 초점을 두
는 반면, 의존자들의 필요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가족에게 강하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유교주의적 가족주의’는 극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가족을 보조하는 데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을
정당화했다. 국가의 사회 재생산에 대한 책임의 공백을 메운 것은 기업이
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특징은 일터나 ‘기업형 복지’로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회 재생산에 필요한 지출을 한 것이다(Kim, 2010).
교육비, 육아복지 보조금, 일터에서의 육아서비스 시설 등을 포함한 가족
관련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이 임금노동자로 고용될 필요가 있었고,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1997년 경제
위기 전 고도 경제성장기에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은 안정적인 전일제 일
자리를 보장받았던 배우자를 통해 소득 보장과 사회보호를 제공받았는데,
적어도 이러한 홑벌이 가족 모델은 중산층의 이념과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개발자유주의의 유제로서 사회 재생산의 가족책임성 및 개발지향성이
온존한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아예 경제 전반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전개되
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량실업과 불완전고용 및 빈곤이 만연하자, 국
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며 개인의 경제적 자립
과 자조를 강조하고, 시장실패를 완충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
고,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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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잔여적 형태의 복지 체제를 갖추게 된다.
경제위기로 서민층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서 복지국가 확립 담
론이 본격화되었지만 거의 동시에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관한
담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노동 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맹목적’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책이라
여겨졌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보장의
핵심은 노동력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
러한 생산적 복지는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시녀로, 다시 말해 경제 발전
을 위한 필요의 측면에 기반하여 설정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
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발 자유주의
국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기조였다(이선우․여유진, 2001).
이후 노무현 정부는 신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보육
지원의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 고용과 무관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등장한 복지 담론은 사회투자
국가론이 지배했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론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정립하
기 위한 이론적 기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김영순, 2009).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 동원에 있어 사회투자국가론의 담
론적 유용성은 복지비용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수익
을 가져오는 생산적․투자적 지출이라는 주장, 그리고 예방적 지출을 통
해 복지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의 호소력에 있었다. 그러
나 김영순(2009)는 결국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지출을 투자와 소비로 나
눔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생산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한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정책이
목표로 한 집단은 바로 ‘비생산적’ 인구라 여겨졌던 무급 돌봄노동을 전
담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인적자본과 노동력화가 경제성장 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
정 양립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확장시켰는
데, 이러한 사회복지 개혁은 1997년 이후 경제 발전론자의 노동시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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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략과 여성계의 성평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도 했다(Peng,
2009).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은 돌봄의 문제에 대한 공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고 고용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는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수단으로 전제하고 시민의
권리로서 돌봄에 대한 인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마경희,
2010).
다시 말해 ‘생산적 복지’와 그 이후 이러한 기조에서 추친되어 온 정책
들은 외환위기 이후 여성들의 시장노동을 강조하고, 그러한 시장노동을
전제로 하는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러나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었고, 상품화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일자리의 형태로 등장했다. 개인과 가구의 생존
을 시장노동을 통한 불완전한 자립과 자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과 동시
에, 돌봄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국가 개입은 재정을 지원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나. 고용중심적 정책의 한계와 돌봄노동
1) 일․가정 양립정책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
게 되는 경력단절이 문제이며, 경력단절을 회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지
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라 보고, ‘일․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하여 출산 휴
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과 같은 ‘일시적’ 무급 돌봄 노
동에 대한 전면 혹은 부분적 유급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것은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참여할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에 우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정 양립정책, 여성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고용을 기반으로 한 혜택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Cook and
Razavi(2012)이 지적하듯이, 육아휴직과 같은 고용중심 복지의 혜택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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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비정규 고용이 만연한 노동시장 맥락에서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고용을 통해 사회
보호체계에 통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품화는 고용중심 복지에서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
야 하는 탈상품화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윤홍식, 2011).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참여는 반드시
탈상품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상품화에서 탈상품화로의 이행에서 배
제된 집단의 절대 다수가 가족 내 돌봄노동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 근로
자라는 사실은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탈상품화 권리를 재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은 비정규
직 여성들과 정규직 여성이 동등하게 일·가정 양립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 박선영 외(2011)에 의하면 2011년 8월 현재 25세 이상 40세 미
만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자들을 제외하고 72.2%가 고용보험에 가입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크게 차
이가 나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81.8%인 반면 비정규직의 가
입률은 53.7%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출산 당시 산전휴휴가를 신청한
정규직 여성은 71.2%인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46.3%밖에 되지 않았으며
(김영옥․전기택 2007),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혜는 사무직 및 전문직,
1,000인 이상 모성보호제도가 안정화된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권혜자, 2011). 고용보험 기여금을 내고 있지만 유연하고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여성 근로
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위 고용과 연계
된 복지인 근로자에 대한 양육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육아휴직의
낮은 활용도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하
여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50만 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인 정
률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통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이
육아휴직을 통한 육아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완전한 상품화로 인한 육아휴직 수급권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고는
돌봄 지원의 혜택에서의 계층적 형평성이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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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가족화 정책
여성도 시장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은 개인과 가족 차원
이 아닌 사회 전체가 돌봄을 조직하고 공급하는 사회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를 상승시켰다.
Esping-Anderson(1999)의 탈상품화 논의와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탈가족화 논의는 여성 고용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전략의 배경을 형성하
였다. 탈가족화와 가족화에 대한 협소한 정의와 양자 간의 대립적 시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족주의 시스템이란 가구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구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탈가족화란 개인의
복지가 친족에게 달려 있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EspingAndersen, 1999: 51). 그러나 에스핑-엔더슨도 인정하듯이, 이러한 ‘가족
화’와 ‘탈가족화’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탈상품화나 상품화
를 측정하는 것보다 어렵다. 가족 안에서 생산되는 복지는 어떤 것을 포
함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복지가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은 어
렵기 때문이다. 에스핑-엔더슨도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무급 가사노동
(household self-servicing)이 금전적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워 가족화-탈
가족화 정도를 측정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탈가족화 정도의 지표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정도,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
조(가족수당과 세제 감면), 공공 보육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수당과 세제 감면은 생계를 위해 가족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
스의 비용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때문에 탈가족화의 수단이다. 그러나 가족수당/세제 감면이 총 가구 소득
에 연동되어 있을 때 혜택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이 고용을 포기
하게 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을 때, 이러한 가족 수당/세제 감면이 여성의
탈가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한다. 이렇듯 서구
의 논의에서 탈가족화 - 가족화는 단순히 여성의 돌봄노동 책임에 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가족 복지에의 의존의 정도를 논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논의의 탈상품화 - 상품화 - 탈가족화-가족화 논의는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성별 분업에 대한 함의에 집중되어 있다. 윤홍식
(2011)은 탈가족화라는 개념이 탈상품화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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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면서, 탈상품화가 유급
노동의 중단이라면, 탈가족화는 무급노동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
라서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은 탈가족화와 여성의 관계에서 모호한 위치
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성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가족이나 결혼관계
로부터 경제적 의존이 감소하여 여성의 독립성이 증가, 가족 복지에 대한
의존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지만 (탈가족화), 수당은 시장노동에 대한 필
요를 감소시켜 탈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탈상
품화보다는 상품화가 우선이며 탈가족화는 상품화되기 위한 전제라고 보
는 시각에서, 상품화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수당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탈가족화 정책은 가족 내 돌봄노동 책
임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구현되어야 돌봄의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의 정신적․육체적 부담까지 사회화할 수 있는 정
책이라고 본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가족이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
는 가족 내 성별 노동 분업을 강화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간주된다.
가족의 돌봄 책임을 가족이 수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탈가족화 정도
를 규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의 대립적 이해로 이
어지고 있다. 탈가족화를 사회적 돌봄의 확대로 보는 쪽에서는 서비스의
사회화를 추진하면서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의 돌봄 수행과 그 의미, 사회적 돌봄을 중
심으로 한 탈가족화 논의가 다시 여성의 일-돌봄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
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가족화 정책도 상품화 권리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
에 한정하여 논의함으로써 상품화 맥락 밖에서 가족화가 어떠한 방식으
로, 어떠한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
하다.
탈가족화 정책이 가족 안에서 여성이 돌봄노동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과 동일시되면서 특정 맥락에서 행해지는 돌봄에 대해서만 사회적 지
원이 행해진다. 즉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아동과 노인 대상의 공공 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 이혼이나 사
망하게 된 가족 실패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용인되었던 데 반해, ‘정상’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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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은 돌봄의 문제에 대한 공적 대응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고 고용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은 성장잠재
력을 가지는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수단으로 전제하고 시민의 권
리로서 돌봄에 대한 인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마경희, 2011). 따라
서 여성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 현금이 아닌 서
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화 방안이라 여겨진다(장지연,
2011).
이렇게 상품화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에 국한하는 탈가족화 정책은 가
족 내 돌봄 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상품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본
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확대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양
육수당16)은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여성이, 특히 저소득층 여
성이 시장노동 대신 전업 엄마 노릇을 선택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우리나
라의 양육수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즉 가정에서 아동보육을 전담하는 대
가로 주어지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상품화에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할 수는 없다. 물론 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돌
봄서비스, 개별화된 돌봄서비스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의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양육수당
에 대한 대립적 이해는 상품화를 위한 돌봄 지원만 ‘바람직한’ 돌봄 지원
으로 상정한다. 양육수당은 가족 내 성별 분업, 특히 유보임금이 낮은 저
소득층 여성이 유급노동 대신 돌봄노동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성별 분업
을 강화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양육 지원에 대한 시설이 아닌
현금 지원에 반대하는 논리로 제시된다. 그러나 탈가족화가 결국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유급노동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성별 직
종분리를 포함한 사회적 성별 분업을 강화하고 있거나, 분업이 가능한 기
혼부부를 모델로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고 있다거나, 전업으로 돌봄노동
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왜 저소
16)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
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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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 여성은 유급노동이 아닌 돌봄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지에 대해
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탈가족화 전략은 시장노동 참여와 돌봄노동 수행을 상호 배타적인 것
으로 상정하면서 돌봄의 상품화가 성인근로자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조
건으로 치부한다. 고용된 엄마도 여전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돌봄노동
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무급 돌봄노동자로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고 간주해 버린다. 어떤 일을 ‘주되게’ 하느냐가 정체성과 사
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존자의 욕구
를 충족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는 아무리 상품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유
급과 무급 돌봄노동의 조합으로만 가능하며 유급과 무급 돌봄노동의 대
체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무급 돌봄노동만으로 의존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돌봄서비스를 확보할 수 없으며, 보육시설이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상품화된 돌봄도 가족이 제공하는 무급노동의 조력 없이 효과적으로 전
달될 수 없다.
돌봄노동은 서로 다른 주체들 간에 연속적으로, 보완적으로 협동에 기
반해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돌봄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시
설서비스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불가능할 경우에 선택되는 양상을 보인
다.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 위치한 시설을 선호하며, 가족의 관심과 참여는 노인이 제공받
는 시설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돌봄은 방문요양서비
스와 가족돌봄, 민간서비스, 24시간 입주 요양보호와 결합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다(최인희 외,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아닌, 가족 복지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는 다른 유
형의 탈가족화 정책이 반드시 여성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도 아니다. 탈
가족화는 사회적 돌봄뿐만 아니라 세제/장려금 지원의 형태로도 이루어
지는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지원의 여성 상품화에 대한 효과는 불명
확하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인 가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 자산가치 총합이 1억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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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12년부터는 무자녀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개선하고 지급금
액을 확대하여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러한 정책이
야말로 가구 단위로 수혜 자격 조건을 정함으로써 2차 소득자인 여성의
상품화를 가로막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
시한 자녀장려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
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자녀양육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
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자녀장려세제는 자녀를 둔 평균 소
득 120% 가구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는 세액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세금
을 안 내는 경우에는 보조금 형태로 육아장려금이 지원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유자녀 가구에 대해 근로를 전제로 돌봄을 지원하지만 이러
한 정책이 여성의 상품화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
3) 성별 분업의 변형과 지속
고용중심 복지정책이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돌봄노
동에서의 공평한 남녀 공유를 위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
장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기존에 수행하던 돌봄노동에 시장노동을 얹
어 이중노동 부담의 짐을 떠맡고 있다. 아무리 돌봄노동이 사회화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는 것, 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 보
육시설에 보내는 것, 아이를 시간 맞춰 데려오기 위해 동료와 상사의 눈
치를 보면서 정시 퇴근해야 하는 것, 퇴근 후 아이를 씻기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돌봄노동의 사회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
성들은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은 시장노동
을 선택하면서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수 없거
나 면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중노동 부담(double day)에 시달리게 된
다. 전업주부는 배우자에 비해 총 근로시간이 짧은 반면 전일제 취업주부
는 배우자보다 훨씬 긴 시간을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할애한다(Yoon,
2010).
성인근로자 모델이 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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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돌봄노동을 공유할 것이라 가정했지만,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
착화된 남성들의 ‘일 중심적 삶’은 강한 생계부양자 의식의 고수와 장시
간 노동 체제의 수용과 지지를 통해 지속되어 가족에 할애할 수 있는 시
간을 구축해 버리고 있다(신경아, 2011). 그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는 2011
년 기준 연간 2천 90시간을 일함으로써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
으로 최장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고 있다.17) 그의 거울 이미지로, 우리
나라 여성은 주요 OECD 국가 여성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자녀 돌보는 데 쓰고 있다(윤자영, 2010).
이러한 무급 돌봄노동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에도 불
구하고 누그러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림 4-1]는 한국 시간사용 조사를
이용하여 1999년과 2009년 사이 시장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할애된
시간의 변화가 전체 인구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어떻게 나타
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19～64세 학생을 제외한 전체 인구를
보면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시장노동 시간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이 다소 증가한 반면,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시간은 크게 감소했다. 남녀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의 완화와 여성의 시장노동 증가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요
구가 일정 정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보인다. 외식
산업 등 가사일의 기계화와 상품화, 1인가구의 증대는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노동 시간이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시장노동시간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거나 다소 증가했지만, 돌봄노동 시
간도 증가하였다.
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탈가족화 전략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계층 간 여성의 차이로 이동시키면서 사회적 성별 분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고임금계층 여성의 고용 증가는 입주 가
사도우미와 보모시장을 확대시켰다. 보육서비스는 젊은 층 여성들이 주

17)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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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일 평균 시간사용 변화(1999∼2009) : 전체 인구와 6세 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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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사하는 반면, 간병 및 요양보호사는 중년층 이상 여성들이 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하층계급으로 전락하고 있다(최은영, 2011). 돌봄직종 간
에서도 ‘인지적’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보육서비스와 유치
원교사의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등장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전문적인 간호 영역에서 분화․
분리되면서 노인돌봄 직종의 저평가에 기여했다(Peng, 2010). 장기요양보
험 도입 이후 무급 돌봄노동 시간의 비중은 크게 줄었지만, 돌봄노동의
여성 중심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친척은 노인에게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제공하고 있다. 비친척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즉 주로 여성 중고령자인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비중이
2008년 14%에서 2010년 21%로 증가했다(Yo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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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돌봄의 비가시화
가족화 논의가 탈상품화 권리를 전제로 한 유급 휴가권에 초점이 맞춰
지면서 상품화 맥락 밖에 존재하는 가족돌봄은 주변화되고 있다. 윤홍식
(2011)은 ‘탈상품화 권리에 근거한 가족화 정책’으로 육아휴직을 이해하
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가족 내에서 돌봄을 위해서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화 정책은 여성 근로자
가 돌봄책임을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대해서만 논
의되고 있다.
가족이 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돌봄노동은 여성이 시장노동에 포섭되
지 않는 한 여전히 개별 가족과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지만 그러한 노
동은 여전히 비가시화되고 있다. 무급 가족돌봄은 사회화된 돌봄의 크기
보다 훨씬 크다.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도 무급 비공식 노인돌봄은 공식
노인돌봄의 2배에 달하였다(Lundsgaard, 2005). 미국의 한 연구 결과도
2009년에 무급 노인돌봄의 가치는 4천 500억 달러였고 유급 노인돌봄 서
비스의 2배에 달했다고 한다(Feinberg et al., 2011). 공식 돌봄서비스 수
준이 높은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할머니는 과거보다 비공식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Tobio, 2004).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의 경제적 가치는 2008년 현재 66%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전체 돌봄 비용에서
10%만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돌봄에서 가족의 돌봄 수행의 비중은 더욱
큰데, 돌봄 비용의 88%가 가족이 담당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
하는 공식 돌봄은 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Yoon, 2013).
탈가족화-가족화 논의에서 가족돌봄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
한 충분한 논의의 부족은 가족돌봄을 저평가하는 일련의 암묵적인 가족
화 정책들에 비판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거나 장려하는 성
격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배
우자가 돌봄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 요인과 돌봄을 받는 노
인의 선호가 가족 요양보호사 선택으로 이어진다. 노인이 별다른 소득원
이 없고 동거 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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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돌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
득한다. 비교적 돌보기 어렵지 않은 3급 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이 원할
경우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돌봄 제공자가 되고 있
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5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급자
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택했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1일 방문요양 비용 청구 시간을 기존의 90분에
서 60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최인희 외, 2011). 현재 요양보호사가 자신
의 가족을 돌볼 경우 하루 1만 7,000원, 타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하루 4만 2,000원의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상품화 맥락에서 타인에 의한 돌봄만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정책은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와 타인에 의한 요양보호를 차등적으
로 보상하는 가족돌봄 정책을 묵인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가족 돌봄
자들의 편법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18). 노인 이용자와 같이 살면서 가족돌
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방문요양기관에 등록하고 수수료
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요양비라
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최인희 외, 2011). 그
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직접돌봄 지원은 고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가족요양비라는 수당으로 제도화될 가능
성은 희박하다.
가족돌봄에 대한 저평가는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관철되고 있다. 시장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 지원보다 가족 내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저평
가한다.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만, 양육수당의 수

18)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7일에서 10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감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8월부터 다음해 7월까
지 요양보호사 9,000여명이 요양급여를 교차 청구, 290억 원가량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된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을 돌보고도 마치 타인을 돌
본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실제 요양보호사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의 어머니와 남편을 수급자로 돌봤으면서도 요양급여 청구 시 상대방의 가족
을 돌본 것처럼 교차청구해 1,600만 원가량을 부당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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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보육료 지원의 가치보다 낮다는 점에는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다. 어차피 지원을 하지 않아도 공급될 노동이며, 사랑의 노동은 낮은 보
상을 받아도 된다는 관념을 재생산할 뿐이다(Folbre & Nelson, 2000).

3. 돌봄통합적 사회정책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유급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호에도 실패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고용중심적이 아닌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패러다임 전환
고용중심적 사회정책의 이념형인 성인근로자 모델은 장시간근로, 비인
간적이고 평등하지 않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으로 인해 남녀가 고용
에 기반한 동등한 시민권과 그로 인한 사회보호 혜택의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조건으로 하는 성인근로자 모델은 여성
고용을 강조하면서 돌봄노동의 남녀 공유에 대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성과의 평등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남성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 즉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돌봄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무게 추를 이동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Lister, 2003; Daly, 2011).
Daly(2011)는 가족화․탈가족화 이분화보다는 가족화의 반대편에 탈가
족화가 아니라 개인화(individualization)을 위치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주
장한다. 가족화․탈가족화 구도는 양성평등을 위해 가족이라는 제도를
지지할 것이냐 붕괴시킬 것이냐를 둘러싼 논점을 형성한다. 특히 성인근
로자 모델이 여성 상품화를 위한 탈가족화에 몰두하면서, 개인이 속해 있
는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인 가족을 개인의 기능 수행을 위한 단순한 배경
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성인근로자 모델이 함축하고 있는 개인
화는 지나치게 한 면만을 보고 있어 현실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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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개인화를 ①) 사람을 개인으로 다룰 것인가 가족구성원으로 다룰
것인가 ② 선호하는 돌봄의 위치, 그리고 돌봄을 유급으로 또는 무급으로
구성할 것인가 ③ 가족을 제도로서 다루고 있는가 ④ 양성평등을 다루는
방식이 어떠한가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고용뿐만이 아니라 돌봄을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 가능성, 양성
평등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돌봄이 무급으로 무한정 공급되
는 것이 아니라 탈산업화 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경제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고용중심 복지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공적으로 조직하지만, 돌봄의 기회비용 상승이 초래하는 돌봄
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돌봄 비용 상승은 돌봄노동을 수
행할 권리와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돌봄의 위기는
자본주의 진전 과정에서 임금노동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무급의
돌봄노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진 반면, 비전형가구의 증가, 노령인
구의 증가 등 고령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
다. 그러나 이는 오직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돌봄의 위기의 본질은 돌
봄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는 데 있다. 돌봄노동은 노동 과정과 결과에서
관계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Himmelweit, 2005). 돌봄노동은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존재하는 대인서비스이며, 돌봄노동은 돌봄노동자와 돌봄대상
자 간의 관계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돌봄노동이 관계의 발전을 조건으로
하는 노동 행위라는 것은 한 번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의 수에 한계가 있음
을 의미한다. 돌봄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을 넘어서면 돌봄대상자 수의 증
가는 돌봄서비스의 질의 감소를 야기한다.
돌봄노동이라는 상품은 기존 노동과 사뭇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산업에 속한 노동에 비교해 돌봄노동의 상대적 비
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제 행위에서 노동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
인다. 어떠한 경제 행위에서 노동은 투입(input)이다. 무엇인가를 생산하
기 위해 노동은 소요되는 자원이라는 뜻이다. 노동이 투입인 경제 행위에
서 생산성은 시간당 산출(output)에 다름 아니다. 보통 자본 투자나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Baumol, 1967). 이러한 경제 행위가
지배적인 제조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자본 투자나 기술혁신의 집중이 있

제4장 고용중심적 복지와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 관점 107

다면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한 양의 노동 투입으
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노동이 투입이 아니라 산
출이 되는 경제 행위가 있는데 바로 돌봄노동이 그렇다. 제조업에서 기대
할 수 있는 순수한 생산성 향상, 즉 같은 수준의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투
입 근로시간을 줄이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서 의미하는 높은 생산성은 바로 돌봄노동 부문에서
는 산출물의 낮은 질을 의미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만족시
켜야 할 일정 수준의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면, 돌봄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에서 일정량의 시간이 고정적으로 돌봄 영역에 투입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돌봄 표준을 올리거나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일정량의 시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혁신과 시장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상
대적으로’ 돌봄 비용의 상승을 야기한다. 일정량의 돌봄서비스를 생산하
는 시간이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문의 재화와 서비
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봄노동
의 상대적 기회비용의 상승은 돌봄 영역에 존재하는 비효율성 때문이 아
니라 돌봄노동의 관계적 성격에 내재하는 본질적 효과로부터 나온다. 실
제로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부문
의 생산성 격차에 대해 1970～2007년까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
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하봉찬,
2012). 돌봄노동의 상대적 기회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개인화’ 전략이 돌봄노동의 상품화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
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은 개인에게는 비용이지만 사회
전체에는 ‘투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는
사회투자론과 거리를 둔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으로 각광받게 된 ‘사회투자론’은 유럽 국가들
이나 OECD의 신자유주의 실패에 대한 사회정책적 처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투자론은 시장 실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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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인적자본
에 대한 투자, 특히 아동의 역량과 기회와 고용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정
당화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투자론은 케인지언식의 복지국가의 복지에
대한 접근이 ‘소비’와 ‘의존’을 조장한 소극적 접근이었다고 거리를 두었
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지출은 현재의 소비가 아니어야 하며 현재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데 쓰인다 하더라도 미래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투자국가가 전후의 복지국가와 다른 점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역량(capabilities)의 평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투자국가론이 돌봄과 양성평등에 함축하는 바는 다소 만족
스럽지 못하다. 우선 아동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었다. 청소년, 성인이나 고령자보다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었다. EU가
사회지출을 삭감하던 1990년대에도 가족과 아동에 대한 지출은 성장하거
나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았다. 아동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과 수익률은 사회투자국가론의 관점의 주된 관
심이었다(Jenson & Saint-Martin, 2003).
‘사회투자론’은 미래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동에 대한 투자에 관심
을 기울이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는 무급 돌봄노동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세대
를 재생산하는 데 쓰는 노고에 대해서는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 사실 사회투자국가론이 주장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의 성공이나 수익률도 실상은 엄마들의 무급 노동의 지원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엄마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은 사회투자국가론에서 다시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노동이 되어 버린다. 아동에 대한 투자와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관점은
양성평등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다고 간주되는 노인
이나 병자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해답을 제시할 수 없
다.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시각은 왜 재
생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Razav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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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 접근은 돌봄노동이 여성과 남성의 시장노동에서 수행하
는 일의 종류와 성과의 차이를 조건 짓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를 결과 짓는 조건이나 기회
의 평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남미에서 시행된 아동에 대한
투자를 엄마를 통해 운영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엄마-아동이라는 강고한
연대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Jenson, 2009).
인적자본은 단순히 학교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화된 틀만을 통해서
형성되지는 않는다. 아동수당의 도입 등은 아동 양육의 금전적 부담을 가
족으로부터 덜어낸다는 점에서 개인화 정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상
품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아동수당은 개인으로서 아동이 부모의 고용 지
위와 상관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김영순(2009)이 우려했듯이, 이러한 유·무급의 돌봄노동에 대한 재정
적 지원은 투자가 아닌 소비로 간주된다. 사회복지지출은 정부 회계에서
‘소비지출’로 분류되지 ‘투자지출’이 아니다. 투자지출은 SOC나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출이 소비지출이라는
분류는 이 지출이 현재 세대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는 전제에 기반해 있다.
즉 수혜를 받는 여성이 득을 보거나 아동이 득을 본다는 개념이다. 재정
위기는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악화
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을 축소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
지지출을 투자지출이 아닌 소비지출로 규정하는 것은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한 회계 기간 동안 ‘투자’를 위해서만 차입이 가능하고 기본
적으로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골든 룰’을 도입했다. 즉 재정 안정
화를 목적으로 한 회기 내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차
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Himmelweit and Perrons(2006)는 이러한 재정정책은 젠더 편
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현재 지출은 대부분
보육과 돌봄 등 생산성이 내재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에 대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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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출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크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골든 룰은 젠더 편향을 생
산한다. 골든 룰의 유사한 버전은 유로존 국가에도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복지지출을 재정 위기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진영에서 재정 위기가 불거
질 때마다 이러한 원칙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의 국가 회계에서 투자와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회계를 설
정하는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현재와 미래 세대에 혜택을 주는 지
출이냐에 따라 투자와 투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과 정확히 대응하
지 않는다. 즉 기존의 국가 회계에서는 보육, 교육, 돌봄 등 미래 세대에
혜택을 주는 인적자본의 기여는 주로 여성이 많이 담당하지만 투자가 아
닌 현재의 소비지출로 간주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남성이 주로
기여하는 영역은 자본 지출로서 기입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정 차입은 정당화되는 반면 인적자본을 위한 재정 차입은 금지
된다.
이러한 국가 회계상의 구분은 전형적인 남성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저평가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재정 원칙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경력개발 기회가 없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돌봄의 비용을 개별 여성이 흡수하도록
만든다. 또한 골든 룰은 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개인적 차원에서 마련
할 수 없는 개인이 직면하는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더욱 심화시킨다. 즉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대출을 통해 질 좋은 보
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취업을 통해 향상된 소득으로 그러한
대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경
제적 기회가 제약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
이다(Himmelweit & Perrons, 2006).
문제는 돌봄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정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돌봄의 기회비용 상승은 바로 다른 생산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자
원은 사회적으로 존재한다(Himmelweit & Perrons, 2006). Gorz(1999) 역
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성취해 온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면 21세기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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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기 이전에 연간 1,0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 즉 사회적 부의 증가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의 감소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본소득, 시민소득, 참여
소득 등 소득분배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주은선·
김영미, 2012에서 재인용). 여기에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재분배와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 돌봄 지원도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는 기본적으로 돌봄이 비용
이며, 현재 세대를 위한 소비지출로 간주되는 한에서는 불가능하다.
나. 구체적 정책 처방
재분배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Fraser(1997)가 제안한 보편 근로자양육자 모델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질 좋은 보육서비
스의 재원과 조직을 국가가 지원하는 데 지속가능한 공적자금이 투입되
어야 한다. 또한 보편 돌봄자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일정 정도 가족이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급 돌봄 제공에서의 성별 분업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
정을 사용해야 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장기적인 비전은 규범으로서 유급 노동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
하는 것이다(Lister, 200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상품화
정도를 완화시켜 시간을 자본-시장으로부터 해방시켜 가족화시켜야 한
다. 일 중심적 사회, 장시간근로 체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삶의 질에는 가족과 이웃을 충분히 돌볼 시간의 확보가 포
함되어야 하지만, 현대적 삶의 시간은 더욱 가속화되고 압축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개인의 시간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시간근로를 강요하
는 시스템에서 여성의 상품화는 여성 근로자의 시간 부족과 시간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다.
장시간근로 체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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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옥(2006)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범과 그에 기인한 보상제도가 가
지고 있는 성별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법정 근로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 근로시
간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초과근로시간은 남성이 높아 이러
한 제도로 인해 남성의 장시간근로를 통한 임금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시간근로 고소득자에게 강하게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
하여 근로시간 감소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이나 누진세 강
화가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유급노동만을
‘좋은 행위’로 전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 내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갖는 성별 함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Figart and Mutari(2000)
은 근로시간 유연화 담론이 노동시장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의 부활을 뒷
받침해 왔다고 주장한다. 시장노동 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조직에서
의 변화는 성별 관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주 40시간 노동 규범은 남
성 중심적인 규범을 반영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 재생산,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주 40시간 노동 규범을 깨뜨리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근로시간 규범을 깨
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종 등장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을 재정의하는 데 보
탬이 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유연화 정책은 성별 불평등을 축소하기보
다는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유연화는 남성
지배적인 산업에서 연장근로의 증가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고, 남성의
장시간근로와 여성의 파트타임이 결합하여 변형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의 지속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Beechey and Perkins(1987)은 주당 근로시간 길이에 초점을 두는 근로
시간 단축, 예를 들어 3일 10시간, 4일 8시간, 4일 10시간 등과 같은 집약
근무제나 선택근로제는 남성 중심적인 근로시간 체제라고 본다.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자의 선택권
보다는 기업 수요 측의 요구로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
책임을 가진 근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성의 가족 책임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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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한 근로시간 체제는 일일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것이다.
5일 6시간 근무, 근로시간대 조정, 야간 혹은 휴일근로 제한 등이 이에 포
함된다. 일상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은 단기적
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장의 ‘가족친화성’
향상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일반 근로자, 즉 남성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가족 책임의 요구와 필요는 사
업장에서 ‘비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이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배
양하고 가족 책임으로 인한 비용을 내부화시키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그러한 가족 책임으로 인한 비용
을 외부화시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도 보탬
이 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휴가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의 사회화, 즉 넓은 의미의 탈가족화 정책 추진을 통해 개인 소비 및
지출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 주거, 의료 등 소비의 공공화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 초과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돌봄 지원
무급 돌봄노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가능한 방
법은 돌봄근로자에게 ‘가사노동임금’ 이나 ‘월급’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
이라 잘못 오해되기도 한다. 과거 서구에서 여성 운동이 이러한 요구를
했던 적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권을 옹호하는 집단이 우선시하는 정책은
아니다.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무급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아닐 뿐더러 성평등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돌봄을 정책적으로 지
원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가능한 정책 범위는 돌봄 제공자의 수당,
모성 연금, 세제 혜택, 직장 내 보수 및 무보수 휴가, 사회보험 크레딧과
사회서비스 등에 이른다. 이런 정책의 다양한 옵션들은 유럽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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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화 국가에 이미 자리 잡혀 있다(Razavi, 2007).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상품화 맥락 밖에서 수행되는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제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공 보육서비스 공급에 비하여 공공부문에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기는 했지만 성평등 관점에서 이 정책은 몇 가지 여성에게 불리
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Daly, 2001). 즉 현금 지급은 가족구성원에 의
한(종종 어머니) 돌봄 공급을 강화시켜 다른 생산적 활동을 가로막게 된
다. 지불액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보호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노동권에도 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문제는 수당을 성 중립적인 형태로 제도화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고 여겨진다. 즉 돌봄 제공자 수당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아동 양육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에게 돌봄이 제공될 경우로 확장한다면 여성이 돌봄
노동을 전담하게 되는 순환 고리를 반드시 강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Orloff(2002)는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한부모 여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이 없어지자 100인 여성위원회가 주창한
저소득층 한부모 대상 돌봄수당 제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
고 있다. 그는 유급노동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여성이 돌봄수당
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100인 여성위원회의 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고용된 부모도 보육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고 다른 여성의 전업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다. 유급노동을 하느라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이 고용된 엄마들이다. 따라
서 전업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수당보다는 돌봄 책임이 있는 가족의 경제
적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 미국에
서 유급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이나 돌봄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돌봄수당보다는 가족수당이 정치적으로 더
현실화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주장한다.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의존자의 복지가 가족 (아
동의 경우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완화하는 탈가족화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자가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
제적 의존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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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영국에서 도입한 1년에 48주 이상, 주당 35시간 이상 누군가에게 돌
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연금 크레딧도 가정의 돌봄 노동
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 사회보호 체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
는 성적 편견을 극복하고 시민권을 진정으로 통합적인 방식으로 구성하
기 위해서 돌봄은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시민권을 부
여받아야 한다(Standing, 1999). 상품화 맥락 밖에 존재하는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가족 돌봄의 남녀 간 분담을 기대하거나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자동적으
로 남성의 돌봄노동에의 참여를 제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고용기반 돌봄 지원의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여성 근
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
차적 방안일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보다 근
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임
신․출산 때문에 고용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어 자신의 모성보호 권리
를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비임금 근로자의 돌봄노
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이 아닌 부모보험이나 기금
을 통해 최소한 1년 동안의 육아에 대해 근로기간과 고용상의 지위에 상
관없이 육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3) 보편적 소득보장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 가족 내 돌봄의 공백,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저임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선진국가들의 사회정책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구
상되고 있다.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
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근로가능성과 고용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은 일, 생산, 복지에 대해 근로연계복지와는 다
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출발점은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이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또는 타
인의 임금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적 삶을 꾸려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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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물적 조건이 제공되는 사회”라는 데에 있다(Van Parijs, 2000). 이
는 ‘정규직 풀타임 남성 임금근로자’를 ‘온전한 시민’으로 전제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종 제도와 규범이 굴러가는 기존 사회의 근간에 대한 매우 근
본적인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완고한 성별 분업 규범으로 인해 노
동시장에의 진출이 제한되고, ‘사적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도맡아 수행하
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개별 남성의 시장노동을 통한 소득에 의존해서 살
아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기본소득의 의미는 막대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불함으
로써 ‘생산’적인 행위를 시장노동에 한정해서 사회권과 사회보호를 제공
하는 패러다임을 지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탈상품화 전략
으로 이해되기도 한다(Panitch, 2011). 기본소득은 공공 서비스를 대체하
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돌봄노동의 공
적 서비스 조직과 공급은 기본소득이 대체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탈상품
화와 탈가족화 정책 가운데 어떠한 정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지에 대
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평등하
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도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경제적․정치적 지배-종속 관계에 놓이지
않으며, 가족의 물질적․정서적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
이 강제적 분업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수행되고, 그리하여
그 구성원들이 평등, 민주주의, 상호의존 등의 미덕을 일상적 삶을 통해
익히고 구현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족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자영 외, 2010). 가족구성원 간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성, 노인, 어린이들이 대안적 생계수단의 부재로 인
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하는 상
황을 막을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경제적 의존관계가 약화되면 정서적 공
동체로서의 가족의 기능과 중요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노인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대안적인 형태의 가족이 형성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
는 물질적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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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고용중심의 복지개혁과 사회정책은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조건으로 하
는 성인근로자 모델을 지향하지만, 고용기반 사회보호에서의 남녀 불평
등, 돌봄노동에 대한 시장노동의 우위 재생산, 무급 돌봄노동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무관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사회가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돌봄(유급과 무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그
러한 성인근로자 모델을 보완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
런 목표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 지원은 돌봄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의 전환을 동반할 때 가능하다.
돌봄 통합적 사회정책은 가족 정책과 그 이외의 경제 및 노동정책의
전통적인 구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은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상호작용, 가족 간의 자원 이전을 틀지우는
방식을 규정한다. 가족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의 일부분
이다. 돌봄은 가격이 없다고 해서 무한정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타주의와 상호 책임에 대한 강한 문화적 가치는 무급의 돌봄노동 공급
이 무한히 변함없이 계속될 것을 보장하는 듯하지만, 그러했던 적이 없으
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타인을 돌보는 노동의 기회비용의 상승
은 공급되는 돌봄 서비스의 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
라는 인구학적 경향과 신자유주적 경제 질서의 지배라는 사회경제적 변
화는 돌봄 경제를 복지국가 안에서 어떻게 재조직, 건설할 것인가라는 과
제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돌봄에 관한 사회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일․가정 양립정책
과 돌봄의 사회화 논의는 부모의 상품화를 조건으로 하는 돌봄노동에 대
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돌봄 경제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넘어서는 경
제 전반의 돌봄노동에 대한 이론적 성찰과 전략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서 돌봄 서비스란 의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급과 무급 형태의
노력을 의미하며, 개인과 사회에 필수불가결인 유급과 무급의 돌봄 서비
스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로 폭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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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그리고 이해관계자(국가, 시장, 가족, 공동체) 간에 돌봄 책임을
어떻게 공평하게 재분배하거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마련해야 한
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들이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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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용’의 극복과 ‘노동’의 회복

노동은 한쪽에서는 너를 놓아주지만
또 한쪽에서는 다시 너를 붙잡는다.
— 빅토르 위고, 뺷레미제라블뺸

제1절 머리말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에 나오는 아래의 구절은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생각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머리말에 갈음
하여 인용될 만하다.
국립박물관의 고려청자 전시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중학생
과 인솔 교사가 들어왔다. 그때 나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이 도자기들은 고려
의 도공들이 억압 속에서 노예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으며,
차라리 증오해야 할 물건들”이라고 그 젊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언했던 것이
다. 도공들이 뼈저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들의 신
분은 비천했으며 그들의 작업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제 손목을 자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룩한 작업의 가치를 그 생산 제
도의 성격으로만 따질 수 있을까. 도공들이 그 아름다운 그릇들을 억압과 고통
속에서, 원한과 분노 속에서 만들었지만, 도공들은 또한 그 도자기를 통해 자
기 재능을 실현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세계에 대해 그 나름의 개념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도공들은 그 아름다움을 어디서 끌어왔겠는
가.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닐 것인가. 교사는 도공들의 편에 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도공들을 모욕한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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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2절 노동(종속)에서 고용(종속+복지)으로

노동을 뜻하는 프랑스어 ‘트라바이(travail)’는 라틴어 ‘트리팔리움
(tripalium)’에서 온 것인데, 트리팔리움은 소나 말 같은 짐승을 수술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다리가 셋 달린 일종의 고문 기계를 의미한
다. 트리팔리움은 이로써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어 트라
바이도 처음에는 고통을 의미했다가 나중에 일꾼의 육체적 활동을 가리
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종국에는 현재와 같이 노동을 의미하는 일반적
인 명사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21) 그런데 트라바이는 ‘외브르(oeuvre)’
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라바이는 일꾼의 고달프고 힘든 노동을 의미하
나, 외브르는 장인들의 자유롭고 명예로운 작업을 의미한다. 노동과 작업
을 구분하는 것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언어들이 공통적으
로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리스어 포노스(ponos)와 에르곤(ergon), 라틴어
의 라보르(labor)와 오푸스(opus), 영어의 레이버(labour)와 워크(work),
독일어의 아르바이트(Arbeit)와 베르크(Werk) 등의 구별이 그러하다. 각
언어에서 전자는 노동을 의미하고, 후자는 작업을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
는 노동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고, 작업은 인간 실존의
비자연성에 상응한다고 하면서, 고대와 근대의 모든 유럽 언어는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왔던 활동을 뜻하는 말로 어원적으로 무관한 이 두 단
어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집요하게 동의적 용법으로 사용함에도 불
구하고 그 두 말을 보존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22)
이처럼 노동을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생존을 위하여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으로 이해하는 관념은 기독교적 알레고리를 통해서 흥미롭게 제시되
19) 황현산(2013), 밥이 선생이다, 난다, pp.78～79.
20) 본 절의 내용은 노동법연구 제20호(2006)에 실린 ｢사회적 형평화, 사회적 양극
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21)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Antoine Jeammaud(2004), Droit du travail(제22판),
Paris, Dalloz, p.1 참조.
22) 한나 아렌트(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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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구약성경을 보면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신이 아담에게 말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23)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창세기의 제1장과 제2장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일하는’ 신의 모
습을 그리고 있으며,24) 신이 인간을 자신의 일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말하
고 있다.25) 프랑스의 노동철학자 도미니크 메다는 성서 속의 노동의 가치
가 이렇게 형벌과 축복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근대적 개념으로
성서의 텍스트를 번역하고 재해석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일하는 신의 모습을 그리게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라고 지적하고 있다.26)
우리말에서도 노동(勞動)은 어원상 수고로움과 고통을 의미한다.27) 허
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는 ‘勞’를 “力으로 熒을 생각한다. 불은
집을 태운다. 힘을 쓰는 것을 勞라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설문해자
에 주를 붙인 단옥재(段玉裁)는 이를 “집에 불이 나 이를 끄기 위해 힘쓰
는 것”이라고 풀고 있다. 그리고 ‘動’의 옛 글자는 죄를 짓거나 전쟁에 져
노예가 된 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쪽 눈을 칼로 그은 모습
을 상형한 것으로서, 그 원래 의미는 노예의 고통스러운 일을 뜻한다.28)
23) 창세기 제3장 17절. 이브에게 내려진 벌은 출산의 고통이다. 그런데 프랑스어 트
라바이는 여자의 출산을 뜻하기도 한다.
24)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
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세기 제2장 2절).
25)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창세기 제2장 15절, 19절).
26) Dominique Méda(1995), Le travail. Une valeur en voie de disparition, Paris,
Flammarion, 초판은 Aubier, 1995.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벌로 아담이 해야 하는
것은 노동이지만, 신의 천지창조에 동참하는 일은 작업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
별할 수 있을 것이다.
27) 우리의 관심은 노동과 근로의 어원적 의미를 역추적하는 것이다. 현재 이 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성태(1994),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참조.
28) 하영삼(2004), ｢한자 뿌리읽기 47 : 노(勞)와 동(動)｣, 동아일보, 4. 29. 성경의

122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근로(勤勞)의 ‘勤’은 설문해자에 따르면 ‘勞’와 같은 의미이다. 중국 최
고(最古)의 동의어 사전인 이아(爾雅)도 ‘勤’은 ‘勞’와 같은 말이며, ‘勞’
는 ‘勤’과 같은 말이라고 하고 있다. 요컨대, 근로는 여전히 수고로운 일이
긴 하지만 노예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는 덜어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견 근로는 유럽어에서 작업을 뜻하는 말들
(oeuvre, ergon, opus, work, Werk)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정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作’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이다.
작품(作品)이나 창작(創作) 등에서 보듯이 ‘作’은 자유롭고 명예로운 일
을 가리키는 데 주로 쓰인다. ‘作’의 이러한 뜻은 불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 관대한 자비심에 기대어 출가자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
고 탁발로 생계를 꾸려 나가도록 하였던 인도의 원시 불교와 달리, 자선
을 잘 하지 않고 인색한 중국의 선종은 거대해진 절 식구의 의식주를 해
결하기 위하여 승려의 경제적 활동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교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백장(百丈) 선사는 노동을 참선의 일환으
로 승격시켰다. 선불교에서의 노동의 관념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백장청규(百丈淸規)에 나오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
는다.”(一日不作 一日不食)라는 구절이다.29)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고전적 의미의 자
유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
운 존재로 만들었다. 이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삶의 축복이 되었고, 노
동을 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는 거지와 부랑자는 “동정의 대상에서 게
으른 식객으로,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첫 번째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으로
전락”하였다.30) 거지는 마가복음 제10장 25절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에서도 일을 나타내는 단어와 노예를 나타내는 단어는 동일하다(Lee
Braude(1975), Work and Workers : A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조안 B. 시울라(2005), 일의 발견, 다우출판사, p.58에서 재
인용).
29) 불교에서의 노동 개념에 대해서는 정성본(1999), ｢선불교의 노동문제｣, 대각사
상, 제2집, p.105 이하와 박경준(1999), ｢인도불교 계율에 있어서의 노동문제｣,
대각사상, 제2집, p.149 이하를 참조.
30) 조안 B. 시울라(2005), 앞의 책, p.8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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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구절
을 더 좋아하는 반면,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자기 일에 능
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
지 아니하리라.”라는 잠언 제22장 29절을 더 좋아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노동 윤리를 형성한 프로테스탄티즘은 부의 축적과 신의 선택을 연결시
킴으로써 노동을 저주에서 소명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조안 시울라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일
을 강제적인 것이자 저주로 보았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일에 ‘단순한 위
엄(simple dignity)’을 부여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일에 ‘매력’
을 부여했다. 그러나 신교도들은 일을 의미와 정체성, 구원의 징표를 찾
는 과정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일, 즉 소명으로서의 일 개
념은 일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특징을 강조했다. 일은 일종의 기도가 되
었다. 일은 삶의 수단을 넘어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일은 저주에서 소명으
로 변화했다. 그리고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긍정적인 의
미를 함축하게 되었다.”31)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이 곧바로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노동하는 자들이 비인간적인 착취와 가난 속에서 신
음하였던 사실은 새삼 언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이 순수한 개인
주의와 결합한 결과이다. 근대 서구 문화의 초석인 개인주의는 개인들 사
이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근대 계약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삼았다.
모든 이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법적
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계약적
관계로 분석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생존을 위하여 자신
의 노동을 제공하여야 하는 자와 그로부터 이윤을 획득하는 자 사이의 실
질적인 불평등을 왜곡 또는 은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는 근대의 법질서가 터잡
고 있는 평등 원칙 그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신분에서 계약으
로’ 전환을 이루어 낸 근대의 법질서에서는, 공적 신분 관계를 제외하고
적어도 사적인 관계에서는 계약을 통해서가 아니면, 계약상의 의무 이행
31) 조안 B. 시울라(2005), 위의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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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명목이 아니면 타인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은 인격 그 자체로서 계약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노
동은 아파트나 자동차와 달리 노동하는 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어
서 노동을 구매한 자 혹은 임대한 자는 결국 노동하는 자의 인격을 지배
하지 않고서는 그 노동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이 갖는 의미다. 여기에서 모든 딜레마가 발생한다.
근로계약은 종속 자체를 개념적 요소로 포섭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종속’
을 가능하게 하며, 그런 점에서 종속이란 곧 ‘노동의 점유 불가능성에 대
한 보상’32)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이와 같은 모순성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속성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법 최고
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근대법 자체의 기초를 허무는 셈이 된다.
요컨대, 종속이라는 개념은 평등 원칙의 형식성을 고발하고 있다. 프랑
스의 노동법학자 알랭 쉬피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프랑스 노동법의 형성은 형식적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법적 구조
속에 구체적 평등의 원칙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33)
이러한 구체적 평등의 사상은 노동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노동자의
집단적 대표의 인정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34) 그러한 과정
을 거쳐 노동은 개인주의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고용 모델과 결합하기에
이른다. 역사적 발전 과정이 프랑스에 비해 대단히 압축적으로 진행되었
다는 점만 다를 뿐, 한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용 모델 속에서 노동하는 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에게 종
속되는 것을 ‘자유롭게’ 합의한 대가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보장받았
다. 종속과 복지의 결합은 현대 노동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
였고,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그러하다.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그 대가로서 적정한 임금의 보장, 일을 하는 동안에는 각
32) Muriel Fabre-Magnan(1988), “Le contrat de travail défini par son objet”, Le
travail en perspectives, Paris, LGDJ, p.119.
33) Alain Supiot(1994), Critique du droit du travail, Paris, PUF, p.135.
34) 이에 대해서는 박제성(2014), 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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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사회적 또는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충격을 완화시
킬 수 있는 제도적 보장 등은 모두 이 종속과 복지의 함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였다. 이 함수 관계를 가장 완성된 법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프랑스에서는 ‘CDI’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의 발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임
금과 노동조건 및 사회보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
여 “지표면 혹은 지표면 가까이 놓인 물질을 다른 물질과 자리를 바꿔 놓
는 일”을 하는 자와 “타인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키는 일”35)을 하는
자 사이의 구체적 평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들 사
이에서도 구체적 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어느 작업장에서 일
하는지, 어느 업종에서 일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
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등과 상관없이 자신이 일한 것에 따른 정당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장 수준과 현실화의 문제
를 논외로 하면, 한국 노동법도 어느 시점까지는 이러한 경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6)

제3절 짧았던 체리의 계절

37)

: 고용 모델의 파괴

한국에서는 1987년부터 대략 19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까지 종속과 복
지를 대가 관계로 하는 고용 모델이 성립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뒷받침한 법 원칙은 크게 무기계약 원칙과 중간착취금지 원칙 두
35) 버트란드 러셀(1997), 게으름에 대한 찬양, 사회평론, 1997, p.18.
36) 프랑스의 노래 ‘체리의 계절(Le temps de cerise)’은 체리의 붉은 색과 체리가 피
는 5월의 이미지가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속되었던 파리 코뮌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노동자의 혁명 운동을 상징하는 민중 가요로 사랑받았다.
37) 본 절의 내용은 2009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학술대회 법과 노동
의 소통 2에서 발표한 ｢8할의 인간 사회를 위하여｣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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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무기계약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조문 번호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변함없이
유지되다가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법에 의하여 폐지된다. 조문의 형식
으로만 보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확인하는
해석을 내렸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것, 곧 고용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무기계약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고용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노동자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의 보장은 “근
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근로기준법 제4조)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 전제이다. 사실 노동자가 노동조
합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란 두 가지뿐이다. 해도 안
짤리는 경우와 안 해도 짤리는 경우. 그러므로 고용의 보장은 헌법이 보
장한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차적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원칙인 중간착취금지 원칙은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원
칙으로 확인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제9
조) 그리고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중간착취금지 원칙은 종
속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
응하는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착취
를 하려는 자가 착취의 대상이 된 자에게 보호를 제공할 리야 만무하지
않겠는가. 이 시기 대법원은 중간착취금지 원칙을 몰래 벗어나려는 시도
를 단호하게 제재하면서 이른바 ‘간접고용’에서 종속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본 다음 이를 보호 체계의 적용과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빠져 있는 제3자는 중간착취자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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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보장과 보호 체계(그 강도는 차치하고서라도)의 적용을 통해
종속-복지 함수를 정립한 것은 이때의 시기를 ‘아름다웠던’ 시절로 만든
법적 뒷받침이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아리밖에 없던 자들은 자신의 자
동차를 타고 주말 나들이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Renault 5에
포도주와 치즈와 바게뜨를 싣고 주말에 피크닉을 가는(이 광경은 무산자
가 중산층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영광의 30년’(제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시대의 프랑스 노동자들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짧았던 ‘체리의 계절’은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
면서 끝나버린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종속과 복지의 함수는 파괴된다.
법적인 것의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통해 그 파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무기계약 원칙의 폐기이다. 여기서는 ‘폐기’라는 말을 써도 좋을
듯하다.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
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
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1996년 8월 29일 KDK 사건 전
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
다.38)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전히 해체하여 버림
으로써 기간제 근로의 ‘눈부신’ 증가에 지대한 법적 기여를 하였다. 대법
원은 장기 근로의 방지라는 명목으로 종속의 반가치성을 말하고 퇴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실업의 가치로움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
반대로, 종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전혀 가치롭지 못하고 퇴직의 자유를 실
현하는 행위는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파멸적 가치일 뿐임이 드러났다. 유
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이 비정규직의 양산과 사회적 양극화의 법적 전
위로 전락한 것이다.
둘째, 중간착취금지 원칙의 완화이다. 1998년 파견법의 제정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적으로 중간착취금지 원칙을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판례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앞에서 우리는 체리의 계절 동안 대법원이 간접고용 관계를 어떠한 관점
에서 접근했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파견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38)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 KDK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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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관계에 대한 법원의 접근 시각은 돌변한다. 이른바 ‘불법파견’
논쟁에서 법원은 직업안정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파견법을
준거법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삼을 수 있는가 여부만을 다투게 된
다. 파견법 적용 부정론과 적용 긍정론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대립은
2008년 예스코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 긍정론을 택
함으로써 일단락되지만, 그동안 간접고용 혹은 하청노동은 사실상 법적
규율을 받지 않은 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된다.
셋째, 노동자 아닌 노동자, 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가 있다. 일
하는 모습은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계약의 형식이 근로
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 지입 계약, 위탁 계약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자가 노동자인지 여부는 오래 전부터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이다.
판결례를 훑어 보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이들의 노동자
성을 인정한 판례가 곧잘 눈에 띈다.39) 아니, 적어도 대법원 수준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느낌까지 든다. 그러나 대법원
이 1994년 12월 9일의 판결(94다22859)을 통해서 노동자성 판단의 기본
구도를 확립한 후에는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결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종속-복지 함수가 두 가지 방향에서 파괴되었음
을 보여준다. 첫째는 종속은 존재하되 그 대가인 복지가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비정규 노동자의 존재 조건이다. 흔히 기간제 노동
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을 일컬어 비정규 노동자라고 말한다.
이들은 가장 좁은 의미의 노동자, 즉 법적으로 종속성이 인정되는 노동자
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통적인 고용 모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규 노동자를 모델로
삼고 있다. 그 속에서 비정규 노동은 예외적인 현상이어야 하고 또 실제
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 왔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을 엄격히 제한
해 왔던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도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우리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이어서 비정규 노동을 예외적
39) 정인섭(2000),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김유성교수회
갑기념논문집, 법문사, p.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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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둘째는 종속 자체를 은폐 또는 제거함으로써 함수 관계를 아예 지워버
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부르고자 하는 특
수한 유형의 노동에 종사하는 자들의 존재 조건이다. 골프장 캐디, 학습
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레미콘이나 화물트
럭 지입차주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지금도 어느 현장에서 새로운 유
형이 생겨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들은 흔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는데, 그것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금노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용 모델에서 이들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권과 사회보
장권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이들은 종속될수록 평화로우며 자유로울수록 고통스럽다는 역설적 상
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한 자들, 이른바 ‘근로빈
곤층(working poor)’이다. 과거의 빈곤층은 노동하지 않는 빈곤층이었다
는 점 그리고 고용 모델에서 노동자는 빈곤층이 아니라는 점과 비교할
때, 노동하는 빈곤층의 출현은 고용 모델의 쇠락을 웅변하며 탈산업사회
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근로빈곤층의 존재는 노동과 빈곤을 분
리시키고자 하였던 근대적 기획이 실패하고 노동과 빈곤이 다시 결합하
는 ‘전근대적’ 상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패는 또 다른 측면에서
도 극적이다. 그것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하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일련의 논리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
는 창출되지 않는 뜻밖의 사태, 즉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그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130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4절 탈노동사회론의 문제 의식 및 그 비판

이 글에서 우리가 ‘탈노동사회론’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사상적 흐름은
이를테면 ‘노동’을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생산에 고유한
활동으로 정의한 다음,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노동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
역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노동’
에 근거한 사회, 이른바 ‘노동사회’는 유효성이 다했다고 본다. 여기서 노
동사회란 한국과 같은 장시간 노동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그런 점에
서 노동사회를 ‘노동중독사회’ 또는 ‘일중독사회’40)로 표현하는 것은 오해
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41)은 옳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과 여가 등
(남성)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가 표준화된 노동 ―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
략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 40주 노동과 40년의 기대 노동생애 ― 기준
으로 보장되고 제도화된 사회”42)를 뜻한다. 요컨대, 노동사회란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향유 가능성이 임금노동에 결부된 체제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탈노동사회론은 특히 하버마스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하
여 주로 독일 쪽 학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며, 앙드레 고르나 도미니크 메
다 등 프랑스의 일부 학자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노동
사회론 혹은 그 지향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사회론’은 앙드레 고르에
의하면 “노동에 기초한 생산주의적 사회에서 자유시간 사회―경제적인
것보다 문화와 사회활동에 더 커다란 중요성이 부여되는 사회―로의 이
행과 연관된 문제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독일에서 ‘문화사회’라고 부르는
사회로의 이행”43)에 관한 담론이다.
가령, 노동에 대한 하버마스의 접근법은 마르크스의 생산 패러다임이
40) 홀거 하이데(2000),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 박종철출판사 및 강수돌(2007), 일
중독 벗어나기, 메이데이 참조.
41) 안정옥(2002), ｢문화사회와 탈노동사회｣, 창작과 비평 겨울호, p.406.
42) 안정옥(2002), 위의 글, p.406.
43) 앙드레 고르(1993),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 : 노동시간의 단축 - 쟁점
과 정책｣,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의암출판,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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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노동’과 상징적 재생산을 수행하는 ‘상호작용’
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하버마스는 헤겔이 도구적 행
위 영역으로서의 ‘노동’과 명명 및 상징화의 영역으로서의 ‘언어’ 그리고
인정과 소통 영역으로서의 ‘가족’을 구분한 점에 근거하면서, “엄밀히 말
하면 마르크스는 노동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마르크스
는 이 세 가지 계기들 중의 하나 곧 의사소통 행위를 사회적 실천이라는
불특정적인 타이틀하에 다른 계기, 곧 도구적 행위로 환원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노동에 기초한 생산력의 발전은 해방을 위
한 전제일 뿐 그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자유의 왕국’이 출현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억압적 사회구조는 노동이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의 차원
에서 행해지는 실천적 활동에 의해서만 변혁이 가능하다. 하버마스가 보
기에는 복지 국가를 구성하는 케인스주의적 타협도 소외된 노동의 해방
을 총체적인 사회 해방의 요건으로 삼는 유토피아적 사상의 유산이며, 다
양한 계기들을 생산 패러다임 안에서 언제나 노동으로 환원하는 것에 불
과하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노동에 근거한 사회는 끝났으며 따라서 복지
국가의 위기는 노동이 중심적 준거가 되기를 그칠 때에만 극복될 수 있
다.44)
프랑스의 노동철학자인 도미니크 메다는 1995년에 출판한 노동 : 사
라지고 있는 가치45)라는 책에서 하버마스의 생각을 이어받는 동시에 인
간의 활동을 노동(labor)과 작업(work)과 행위(action)로 구분한 한나 아
렌트의 논의46)에 기대어, 오늘날 우리는 노동이 뿜어대는 마력의 포로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술을 깨고 노동의 마법을 풀어야 한다, 그리하
여 생산이 아닌 다른 공간, 즉 공적 공간의 매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라
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치활동
곧 아렌트의 용어로 하면 행위에 기여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이 아니라 행위야말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44) Joë̈l Jung(2000), Le travail, Paris, Flammarion, p.210.
45) Dominique Méda(1995), Le travail. Une valeur en voie de disparition, Paris,
Aubier.
46) 한나 아렌트(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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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메다에 의하면 오늘날 국가가 할 일은 돈을 쏟아부어 고용을 유
지하고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적인 것(res
publica. 공화국을 뜻하는 republic의 라틴어 어원이다)’에 관심을 갖고 흥
미를 느껴 공적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하고 결사하는 것을 고무
할 수단을 발굴하는 것이다.47)
47)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메다는 약간 어조를 완화시킨 듯 보인다. 2011년
11월 22일 르몽드에 기고한 ｢어떻게 노동에서 자기 실현을 이룰 것인가?｣
(Comment s’épanouir au travail?)라는 칼럼에서 메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는 노동을 생산 요소이자, 인간의 본질이자, 권리와 복지의 담지자이며 사회통합
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순적이다. 만약 노동이 생산 요소
라면, 노동은 다른 궁극적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 궁극
적 목적이란 생산의 수준, 매출액 혹은 이윤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노동
활동이나 노동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노동이 무엇보다 ‘인간의 본
질’로 여겨질 때에는 노동과 노동자의 완전한 자기 실현이 목적이 될 것이다. …
어떤 조건에서 노동은 방정식의 단순한 항이 아니라, 즉 비용의 삭감 나아가 비
용의 완전한 소멸이 기업의 성과를 조건짓는 생산 요소,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
는가? ... 임금노동은 종속에 의하여 특화된다. 즉, 타인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다
는 사실이 임금노동을 규정한다. 노동을 고안하는 것과 노동을 실행하는 것이 분
리되고, 노동이 분업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생산의 전 과정을 장악하는 데 어려
움을 겪는다. 따라서 작업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본주의 생산 체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간에 노동자를 이윤 실현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만
든다. 끊임없이 생산성과 이윤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노동강도의 강화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의 사용 그리고 지속적인 인원 감축으로 이어진다. 그러
므로 노동에 다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경제주의 및 생산주의와
단절하는 진정한 혁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동안 노동의 재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노동권을 논의의 중심에 놓는 것이 긴요하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만연되어 온 실업은 너무 큰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노동이라는 이 제일의
재화를 나누고, 일관성 있는 수단들을 고용의 창출에 투입하는 것은 노동권에 대
한 재논의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에 다시 규칙을
부여하는 것, 더 이상 몇 시간짜리 노동을 진정한 고용으로 간주하지 말 것, 비정
규직의 사용과 해고에 보호 수단들을 부여할 것, 노동의 가치에 합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것 등이 긴요하다. 국제노동기구가 천명한 디센트 워크(decent work)라는
지향은 공통의 사회적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시
민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노동자들이 모든 결정 과정에 온전히 참여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은 매우 혁신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에 제일의 자리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순전히 양과 돈으로만 성과를 판단하면서
현재 우리의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표들(국내총생산, 이윤율 등)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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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훨씬 더 급진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독일 크리시스 그룹은

노동을 거부하라48)고 외친다. “초역사적인 ‘노동’ 범주가, 사실은 모든
욕구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현대 상품 생산 체계의 특정한 행위 양식이라
는 사실이 20세기 말의 세계 위기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 그 어느때보
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근본적인 자본주의 비판이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노동’ 자체에 반대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노동사회’와 상품 생산을 훨씬 넘어 자라나 버린 노동력을 이성적
으로 투입하는 것이다.”49)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무렵무터 문화과학 연구자 집단이 이러한
담론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가령 문화과학 제17호(1999년 봄)는 ｢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제20호(1999년 겨울)는 ｢노동과 노동 거부｣라는 주제
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50) 그 주요 연구자 중 한 명인 강내희는 2000
년에 출판한 신자유주의와 문화 :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에서 “노동
거부의 문화정치”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 안
에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생산에 종사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는 한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할 수 없다 ; 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할 권리와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이를 충족
하는 것은 바로 소득보장과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
인다 ;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려면 노동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간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 노동의 멍에
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을 갈망하는 욕구는 문화적 삶에서 생산된다.”51)
사회가 시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
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지표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적 통합, 자연 유산의 변화 같은 것들 말이다. 이 새로운 지표들과 진정한 부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한 새로운 발전 양식을 채택하는 것은, 생산성의 끊임없는 증
가에 대한 요구를 문제삼음으로써, 확실히 노동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방식이다.”
48) 크리시스(2007), 노동을 거부하라, 이후.
49) 크리시스(2007), 위의 책, p.22.
50) 문강형준(2006), ｢노동사회 비판과 문화사회의 이론적 지도｣, 문화과학, 제46호,
p.137 이하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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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사회론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탈노동사회론에서는 문화가 노동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 노동사회에
서는 노동하지 않는 자, 가령 실업자가 패배자라면 문화사회에서는 반대
로 노동하는 자가 패배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하
여 고된 노동을 감내하는 자들을 패배자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
로 정당한가? 탈노동사회론의 첫 번째 문제점은 노동하는 자의 존엄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점에 있다. 이는 탈노동사회론이 노동과 문화, 생산과
의사소통,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대립시키면서 후자를 강조하는
동안 전자의 영역에 대한 고민이 실종되어 버리는 데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패러다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적절한 까닭이다. “상징적 구조의 측면과 정치적 영역이 중시되는 반면
경제의 영역이 소홀히 취급되는 까닭에,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초래되는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 구조에 관해서는 규범적 차원의 민감한 반
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영역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적 소외의 현
상은 ‘정상적인’ 것 혹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더불어 양 차원 간
의 변증법적 내적 연관성이 간과되는 까닭에 정치적 영역의 왜곡된 의사
소통 구조가 경제적 영역의 임노동/자본의 대립적 모순에서 배태된, 억압
적 지배구조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란 전망이 애
초부터 차단되어 있다. 규범적 비판의 칼날은 오로지 사회문화적 생활세
계의 요소들에 한정되어 있다. (…) 하버마스는 노동을 단순히 도구적 차
원에 한정시켜 초역사적 행위 범형으로 고정하고 노동의 ‘사회적 형태’의
변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탐구를 소홀히 함으로써, 훼손당하지 않은 본래
의 ‘온전한’ 형태의 노동이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뒤틀리고 손상
되었는가를 통찰할 수 없으며 특히 자본주의적 도구화를 해명할 수 없게
된다.”52)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 속에 혼재되어 있던 도구적 차원과
의사소통의 차원을 구분하여 후자를 사회 비판의 핵심적인 준거점으로
51) 김명환(2001), ｢문화운동의 힘 있는 실천에 대한 고민｣, 진보평론, 봄, p.425 이
하의 글에서 소개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52) 선우현(1996), ｢노동 패러다임과 상호작용 패러다임의 상호보완성｣, 철학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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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으면서 그 반작용으로 노동을 순전히 도구적 차원으로 축소시켜 버렸
다. 도구적 차원으로 축소된 노동은 더 이상 해방의 기획이 될 수 없고,
해방은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
었다. 복지국가를 거치면서 노동에 시민권이 부여된 사회에서 그 시민권
의 유효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바탕 위에 사회 질서를 정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버마스식의 논의를 아직 노동의 사회권이 확보
되지 않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한국도
탈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알바’로 분식되고 있는 실업의 문제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논의를 주의깊게 검토하는 것은 필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실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임
노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과제와 임노동을 극복하는 과제를 동시에 수
행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자도 ‘루저’가 아니고 실업자도 ‘루저’가 아닌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김명환이 강내희의 문화사회론에 대해서 노
동 자체를 어떻게 인간다운 노동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대목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53)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은 유의미하다. “이러한 새로운 기획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전히 임금노동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럼으로 인해 여가와 노동, 필요와 욕구, 일과 놀이라는 자본주의
적 이분법의 논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임금노동은 힘든 것,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며 많은 경우 자신의 욕구와는 상
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은 최대
의 부분들은 여가를 위해, 욕구를 위해, 놀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의 개념 자체가 좀 더 확장되어, 더 많은 부분이 생산적 노동
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임노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최소화되어야 하는 부분, 즉 하기 싫은, 힘든 부분인
임금노동 시간은 고통스런 시간으로 용납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전히 다
수의 사람들은 임금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시간
은 자신의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금 임금노동을 수
53) 김명환(2001),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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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업 상태에서 여전히 생존을 위해 새로운 임금 노
동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금 노
동은 여전히 열악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권위적인 통제하에 놓여
있다. 아니 오히려 많은 경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
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일까? 이와 더불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임금노동을 좀 더 민주적이고
쾌적한 것, 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한 것은 아닐까?
노동의 인간화, 생활 전반의 유의미성이란 바로 이러한 노동의 영역을 개
조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단지 여가
시간의 확대나 새로운 생산적 노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54)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등의 저작에
서 자신이 하는 일의 공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
하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면서, 노동
하는 삶에서는 공동체의 존속에 관한 생각과 행위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아렌트의 이러한 생각은 일하는 삶보다 관조하는 삶을 더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닿아 있다. 그러나 리처드 세넷은
그러한 구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의식은 노동의 바깥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일하는 과정 내부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라
고 주장한다. 즉 인간은 일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문화와 정치를 배우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건 자체를 변화시켜 ‘평범한 노동의 본래적 존
엄성’55)이 옹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넷은 “나는 나이가
들면서 일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에 희망을 거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56)라
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에서도 이미 나
타난 바 있다.

54) 김철식(2003), ｢탈노동 사회의 비전 :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질
라라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55)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p.58.
56) 리처드 세넷(2010), 장인, 21세기북스,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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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느 베이유는 ｢자유의 원인과 사회적 억업에 대한 고찰｣57)이라는
글에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인
간의 노동은 항상 필연성에 종속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베이유는 생각했다. 필연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
도 인간의 존엄성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이 필연성
을 인식하고 그것을 단순히 외적인 그 무엇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통제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노동자들이
공장이나 사회에서 좀 더 큰 계획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존재와 노동조건
을 각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계획은 도덕적으로 노
동자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인 것(노동)의 부정성과 사회적인 것(문화)의 긍
정성을 대립시키는 탈노동사회론과 비교할 때, “노동과 일상적 삶의 양식
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시각”58)으로서 ‘문화로서의 노동, 노동으로서의
문화’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인간의 노동과 삶에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
인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 곧 노동의 양가
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가령, 프랑스의 노동법학자 알랭
쉬피오는 이탈리아의 노동운동가이자 법학자인 트렌틴 브루노가 쓴 노
동의 도시59)에 대한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브루노는 그람
시 같은 지식인이 어떻게 과학적 노동 관리가 초래한 탈인간화 문제에 대
해서 눈 감을 수 있었을까 묻는다. 브루노는 그러한 태도에서 노동을 처
벌과 고행으로 간주하는 기독교주의의 유산을 본다. 이처럼 노동을 순수
한 부정성으로 단죄하는 내재적 율칙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테일러주의
에 대한 추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몬느 베이유와 트
렌틴 브루노가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부정성과 순수한 긍정성 그 어느 하
나로 환원할 수 없는 노동의 양가성이다. (…) 트렌틴이 좌파에게 요구한
것은, 사회를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
57) Simone Weil(1999), “Réflexions sur les causes de la liberté et de l’oppression
sociale”, 1934, Œuvres, Quarto Gallimard, Paris, p.273.
58) 안정옥(2010), ｢시간의 탈구와 일상의 비참｣, 사회와 역사, p.348.
59) Bruno Trentin(2012), La cité du travail : Le fordisme et la gauche, Paris,
Fayard.

138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고 노동문제를 엄연한 정치적 문제로 재설정하라는 것이었다. (…) 그
의 비판은 우리의 시대 곧 탈산업사회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이끈다.”60)
알랭 쉬피오의 말은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쉬피오는 앞
에서 언급했던 도미니크 메다의 책 노동 : 사라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서평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탈노동사회론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쉬
피오에 의하면, 경제적 사고의 역사적․철학적 우발성을 비판하는 논자
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경제적 사고의 틀 안에 갇히는 우를 범
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것이
다. 그러한 이분법은 현대 사상의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서 뒤르켐이나
뒤몽 혹은 폴라니가 잘 보여준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이고 우발적인 것
이다. 그리고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은 불가분적으로 경
제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행위라는 점, 추상적 노동은 결코 구체적
노동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 속박이 없이는 어떠한 창조도 없으며, 채무
가 없이는 채권도 없으며 ,노예가 없이는 주인도 없다는 점 등과 같은 기
본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과 경제적 가치를 한 쌍으로 하
고, 행위와 사회적 가치를 다른 한 쌍으로 하여 이 둘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노동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처지를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61) 반대로 노동의 양가성을 인식하면서 노동이라는 개념
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이분법을 전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현재의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이중의 틀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단일하고 포괄적인 틀 안에 자
60) Alain Supiot(2012), “Réinvestir la question du travail”, Le Monde, p.28.
61) 일리치는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섹스와 구별되는 토속적 젠더의 애매한 상보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물리학의 인식론
에서 이루어낸 일을 사회과학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 빛은 입자의 패러다임에
도 들어맞고 파장의 패러다임에도 들어맞으며, 어느 한 이론만으로는 그 복잡한
실체를 전달할 수 없고, 그 이론구조를 더 확장한다 해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는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
개념에도 그와 비슷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에
게 새로운 이야기이다.”(이반 일리치(1996), 젠더, 도서출판 따님, p.90) 노동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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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게 한다. 가령, ‘자녀 양육은 경제적 영역과는 무관한 자유로운 행위
를 구성한다’고 말하는 것과 ‘자녀 양육은 엄연히 노동 곧 비임금노동이
며 노동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 없이는 경제 생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62)

제5절 노동과 삶의 총체성을 위하여

아렌트처럼 노동을 labor, work, action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양에
특유한 분석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동양의 총체적 사고법에서는 이 셋을
다 노동의 속성으로 이해한다. 즉 노동은 labor이자 동시에 work이며 또
동시에 action이다. 이러한 총체적 개념을 나타내는 사회과학적 용어는
아직 없다. 다만, ‘일[事]’이라는 말은 그러한 총체성을 어느 정도 표현하
고 있다. 공장일[工事], 농사일[農事], 집안일[家事], 나랏일[政事] 등의 용
법이나 나아가 그림 그리는 일, 시 쓰는 일 등의 우리말 용법에서 보듯이,
이 일[事]이라는 말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으로서
의 ‘노동’과 인간 실존의 비자연적인 것에 상응하는 활동으로서의 ‘작업’
및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
로서의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왠지 ‘일’이라고 하
면 사회과학적 개념이 아닌 듯하고 그로 인해 학문적 엄밀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우리가 전개하는 논의의 힘을 약화시킬까 우려된다. 사
실은 우리의 학문 전체가 이러한 말의 위계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이 글에서는 일단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일’을 뜻하는
의미로 ‘노동’을 사용하고자 한다.63)
62) Alain Supiot(1995), “Regards sur... les ouvrages : Le travail. Une valeur en
voie de disparition, Dominique Méda”,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n°
4, p.243.
63) 이러한 의미에서의 노동은 ‘토속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산업 사회 또는 토
속적 사회에서 삶의 필연을 위한 노동은 또한 동시에 삶의 자립과 자존에 기여하
는 노동이기도 하였다. 양자는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것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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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이 총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동을 괴로움, 필연에의 종속으
로만 좁게 바라보고, 노동 밖에서의 자유만을 추구할 뿐, 노동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노동 안에서의 종속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다. 그 결과 삶의 총체적 해방은 불가능하게 된다. 노동도 삶의 일부분
일진대 삶의 일부분을 종속적 상태에 놓아 두고서는 삶 전체의 자유를 획
득할 수 없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 본 노동의 의미는 “一日不作 一日不
食”이라는 백장청규에 담겨 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걸식에 의존했던 인도 초기 불교와 달리 절에서 대규모 집단 생활을 했으
며 걸식이 여의치 않았던 당나라의 상황에서 노동은 생존을 위하여 필연
에 종사하는 일로서, 노동의 생물학적 차원을 반영한다. 둘째, 대규모 수
행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율로서, 노동의 문화적 차원을 반영한다.
셋째, 수행자는 노동하지 않는다는 초기 불교의 노동관을 극복하고 노동
을 수행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노동의 영적 차원을 반영한다.
이른바 포드주의적 복지 국가는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향유 가능성을
노동의 특수한 형태, 즉 ‘고용’에 결부시킴으로써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 가치 평가를 초래하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인간
의 모든 고유한 활동들을 모두 임노동화하려는 시도를 낳았다. 이는 노동
의 종속성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반대 급부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체제였
다.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이라는 비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한 사회
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여성이 임노동 시장으로
진출하여 임금 노동자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 매춘부의 권리 보장을 위하
여 매춘을 임노동으로 규정하고 매춘부를 성노동자로 규정하려는 시도
등은 현대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비임금 노동에 대한 부정적
리된 것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였다. 산업사회는 구체적이며 또한 서사적이기도
한 이 토속적 노동을 추상적이며 탈서사적인 경제적 노동으로 변모시켰다. 나는
‘토속적’이라는 말을 일리치의 ‘토속적 젠더(vernacular gender)’라는 개념에서 얻
었다. ‘vernacular’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반 일리치(1996), 젠더와 그림
자 노동 (2005)을 참조할 것. 젠더를 번역한 최효선․이승환은 ‘verna- cular’를
그냥 ‘버내큘러’라는 발음 그대로 적고 있으며, 그림자 노동을 번역한 박홍규는
‘고유한’으로 번역하고 있다. 젠더에 대한 서평 ｢하느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녹색평론, 2013년 11～12월호)를 쓴 박경미는 이를 ‘토속적’이라고
번역했는데, 나는 박경미의 번역어가 가장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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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평가는 임금노동의 ‘정상화’ 또는 ‘표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64) 이
는 임금에 대한 물신화의 이면이며, 고용중심주의의 반영이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비임금노동을 독자적인 범주로 구성하기, 즉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동등화가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라고 선언하면서, 사회권은 고용에 근거한 권리가 아니
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권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일원으
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이지, 임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조건부 권리가 아
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 시민권’ 개념으로서, 복지국가 그 이후를 전망하
는 관점이기도 하다.
복지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문제 삼는다면 복지국가 이후는 권력의
재분배를 문제 삼는다.65)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가 종속 안에서의 풍요를
기획한다면 복지국가 이후는 노동 안에서의 자유를 기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 임금노동은 본질적으로 자유와 종속의 모순이다. 노동자
가 자유롭지 않으면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근로계약 자체가 성
립할 수 없다. 계약은 자유롭고 평등한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계약의 실현이 불가
능해진다. 근로계약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신체를 지배하기 위한 계약
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복지국가는 노동 안에서의 종속과 노동 밖에서의 풍
요를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노동의 종속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이후의 문제란 곧 임노동의 종
속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66)
64) 마이클 데닝(2013), ｢임금 없는 삶｣, 뉴레프트리뷰.
65) 홍기빈(2011),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p.281, 267 참조.
66) 이는 곧 구상과 실행의 재결합이다. 종속이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고 할 때(테일러
-포드주의 시스템이 의미하는 바이다), 구상과 실행의 재결합은 곧 자유일 것이
다. 하지만 현대의 경영은 구상과 실행의 재결합 자체를 다시 새로운 종속으로 바
꾸어 버린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구상하면 노동자는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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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임금노동이 아닌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럽 사회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에 관하
여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인 고용을 넘어67) 일명 쉬피오 보고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쉬피오 보고서는 노동권
과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임금노동에만 결부시키는 체제를 비판하면서,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및 나아가 비영리 노동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포
괄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보장 체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권리 체계는 4개의
동심원 구조를 형성하는데, 가장 안쪽은 임금노동과 관련된 권리보장의
영역이고, 그 바깥쪽은 비임금 영리노동까지 포괄하는 권리 영역이며, 그
바깥쪽은 자원봉사 등 비영리노동까지 포괄하는 권리 영역이며, 마지막
으로 가장 바깥쪽에는 비노동까지도 아우르는 권리 영역이다. 그리고 각
영역은 절대적으로 닫혀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간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생애
전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적절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도구가 ‘사회적 인출권(social drawing
right)’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예로 들어 보자.
프랑스의 1936년 3월 총선에서 반파시즘 좌파연합당인 인민전선이 집
권한다. 인민전선의 승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촉발시켰
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국적으로 총파업과 공장점거 투쟁이 전개되
었지만, 현재의 노동자는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끊임
없이 평가받는다. 한병철의 피로사회에서 잘 그려지고 있는 스스로 착취하는
노동자의 모습이다. 초기 산업주의 시대에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정신노동과 육
체노동의 분리를 의미했다. 사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아무리 단순한 육체노동
도 정신노동이다. 그런 점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별은 사물의 본성적 구
별이라기보다는 계급의 구별에 상응한다. 정신노동은 상위 계급에, 육체노동은
하위 계급에 할당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제2조)”라고 규정
하고 있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오래된 계급 차별 의식의 무의식적인 반영인가?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신노동의 대표적인 예인 과학이 생산 과정으로 편입되었
다. 그 결과 정신노동이 육체노동의 과정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정신노동 자체
가 ‘구상하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과정으로 편입된 정신노동, 즉 ‘실행하는 정
신노동’으로 분리된 것이 탈산업사회의 한 징표이다.
67) Au-delà de l’emploi : Transformations du travail et devenir du droit du travail
en Europe, Rapport pour la Commission européenne, sous la direction de Alain
Supiot(1999), Paris, Flamma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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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36년 6월 7일 노사정 사이에 역사적인 마티뇽 협정이 체결되었다.
마티뇽 협정을 역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와 주
40시간제를 도입했다는 점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1848년 2월 혁명에서도 ‘8시간 노동, 8시간 휴
식, 8시간 학습’이 주장되었을 뿐, 프랑스에서도 유급 휴가는 19세기 내내
의제가 되지 못했다. 유급 휴가는 1920년대에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공무
원이나 기자들 그리고 몇몇 공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자들만 이를 향유했
다. 가령, 1922년에 <랭포르마시옹>이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이 신문에 칼럼을 쓰던 레
옹 블룸은 이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1926년에 프랑스노동총동맹
은 유급 휴가를 의제로 채택한다. 레옹 블룸은 인민전선이 집권하면서 수
상이 되고 마티뇽 협정의 체결을 주도한다. 1936년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의식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의 어떤 노
동자가 들려준 일화는 그 변화를 잘 보여준다. “어느 일요일, 집 앞에서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지나가더군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했고, 사장이 이러더군요. ‘내가 차를 저쪽에다 세워놓았는데 자네
가 세차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네.’ 저는 대답했죠. ‘죄송하지만 사장님 그
건 단체협약에 없는 사항인데요…’”
1936년 여름, 사상 처음으로 유급 휴가를 갈 수 있게 된 노동자들은 해
변으로 몰려갔다. 그때까지 자기들만 해변의 여유를 누리던 유한계급은
경악한다. 프랑스의 유급 휴가는 1936년 15일에서 출발하여, 1956년에 3
주, 68 학생운동과 5월 총파업이 있었던 1968년에 4주로 늘어나고, 사회
당이 집권한 1982년에 5주로 늘어나서 오늘에 이른다. 유급 휴가를 인정
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곧 소득 감소 없이 연간 총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연 단위 노동일수의 단축이 핵심이다.68)
주 40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했을 때, ‘1일 6시간 × 주 5일’ 방
68) 이와 관련해서는 앙드레 고르, 앞의 글도 참조할 것. 고르는 매일의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고정한 채 노동시간을 일직선으로 단축하는 것은 가장 효과가 적은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시간을 실제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근무시간표와
근무 시기를 비동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노동시간이 줄
어들수록 노동은 단속적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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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니라, ‘1일 10시간 × 주 3일’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자
의 방식은 생산직에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무직에게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무급 노동시간을 확대할 위험이 크다.69)
노동일수를 줄이는 방식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주 40시
간제의 연간 총 노동시간은 2,080시간(40시간 × 52주)인데, 주 30시간제의
연간 총 노동시간은 1,560시간(30시간 × 52주)이다. 연간 총 520시간이 단
축되는 것이다. 이를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일수를 줄이는 방식으
로 해소하면 총 65일, 13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지금의 3주와 합하
면 모두 16주, 약 4개월의 유급 휴가가 된다. 이 가운데 2개월은 휴가로
쓰고 나머지 2개월은 적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6년에 12개월, 1년의 유급
휴가가 적립된다. 아니, 유급 휴가가 1년에 2개월만 되어도, 1개월은 휴가
로 쓰고 1개월은 적립해서 6년 지나면 적어도 6개월의 자유 시간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유급 휴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필요
에 따라 인출하여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유급 휴가는 노동자들의 선택
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물적․재정적 수단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또 있
는 것이다. 여행하기, 집에서 쉬기, 운동하기, 공부하기, 정치 참여, 사회
참여, 농사, 아이 돌보기 등등.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이라면 뭐든지 좋다.
이러한 발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에 스웨덴의 경제학

69)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삶 전체를 노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삶 전체가 노동에 복무하게 되면서 노동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한다. 테일
러 - 포드주의적 노동시간 개념은 동질적이고 추상적이며 계산 가능한 객관적 시
간 개념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발상은 이러한 시간 개
념에 근거하고 있다. 시간이 마치 모든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포스트포드주의적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시간과 노동
시간의 불균형’(크리스티안 마라찌(2013), 자본과 언어, 갈무리, p.222) 문제가
발생한다. 포드주의적 산업노동에서는 노동시간이 그리고 노동시간만이 생산 시
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통신사회는 비노동시간조차도 생산 시간으로 전
환한다. 가령, 우리가 트위터를 하는 시간은 물질적인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
요한 노동시간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획득한 여가시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
업의 이윤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으면서 생
산하기. 이것이야말로 정보통신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제5장 고용의 극복과 노동의 회복 145

자 고스타 렌(Gosta Rehn)이 자유로운 선택의 사회를 향하여(Towards
a Society of Free Choice, 1977)에서 유사한 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쉬피오 보고서가 제안하는 사회적 인출권 개념은 이를 재해석한 것이
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하여 쓰는 것처럼, 자신
의 사회권을 적립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인출하여 쓰는 것이다. 그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그 수
준을 넘어서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인출
권을 통해서 임금노동자의 권리를 임노동 바깥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임금노동을 포함하여 노동하는 모든 이에
게 보편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가사와 돌봄이라는 비임금노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임금노동도 가능
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과 국가는 임금노동의 직접적인 생산 기여만이
아니라 비임금노동의 간접적인 생산 기여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
고 한다면 임금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분을 기업과 국가가
부담하듯이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을 기업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조금 더 확장하면, 돌봄노동만이 아
니라 사회 곳곳의 비임금노동 혹은 비영리 노동이 모두 부(富)의 생산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노동에
대해서 임금노동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하였듯이, ‘사회의 일원으로서(as a
member of society)’ 향유해야 마땅한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은 거꾸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킴으로써
‘노동 안에서의 자유’라는 미래 기획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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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어떻게 양극화를
70)

초래하는가?

OECD는 심화되는 불평등 :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보
고서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여 불평등의 심화라고
진단하면서, 불평등을 타개할 가장 유망한 방법은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
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
력에 대한 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다음과 같이 야심차게 말한다.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세계화와 기술적
변화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로부터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통해 시장을 더 효율화하고 동시에 고용을 촉진하며 불평등을 줄
여야 한다.”71)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불평등이 줄어
들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는가? 아니면 못 하는가? 누가, 무엇
이 이런 노력을 방해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조건에서 이런 정책이
또는 다른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
구성원이 100명인 사회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72) 구성원들 각자의 행
복을 사회적 기본재 지수로 측정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척도는 1에서 10
까지 숫자로 표시된다. 10은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여주고, 1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을 보여준다. 이제 이 사회가 두 가지 제도를 놓고 선택
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자. 제도 A는 척도 9에 25명,
척도 6에 50명, 척도 3에 25명이 분포하게 되는 제도이며, 제도 B는 척도
7에 25명, 척도 5에 50명, 척도 4에 25명이 분포하게 되는 제도이다. 제도
A에서 행복의 총량은 (9 × 25) + (6 × 50) + (3 × 25) = 600이 되고, 제도 B에
70) 본 절과 다음 절은 2013년 3월 21일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춘계 정책토론회 양극화와 사회통합에서
발표한 ｢공정과 양극화 그리고 노동법｣을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71) OECD(2011), 심화되는 불평등 :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p.21.
72) 이하에서는 데이비드 존스턴(2011), 정의의 역사, 부글의 사례를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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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7 × 25) + (5×50)+(4×25) = 525가 된다. 구성원들의 분포 격차는 제
도 A가 더 크지만, 공리의 총량도 제도 A가 더 크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사회는 제도
A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A는 B에 비해서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더 크
다. 양극화 혹은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이다. 공리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하는 까닭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공리주의의 단점
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이다.”73) 첫
번째 단점의 예는 노동삼권이 경제성장 또는 시장의 질서에 방해가 된다
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는 주장이나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삼권
을 원칙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과 비교하여 인정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계산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그런 논리로 노동삼권을 인정하는 주장도 결
국 공리주의에 속한다). 두 번째 단점은 좀 더 결정적이다. 이 획일성이야
말로 시장전체주의를 떠받치는 이념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에 의하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원
칙, 즉 차등의 원칙에 따라 제도 B를 선택하게 된다(제도 B는 미국에서
말하는 ‘대압착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비록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
은 줄어들더라도 불평등의 정도는 완화된다.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일수
록 공정론이 매력을 갖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공정론을 좀 더 깊이 들
여다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능력주의 공정론이다. 로크는 소유권의 기원이 자연에 노동
을 투여한 데 있다고 했다. 따라서 투여된 노동의 차이만큼 소유의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은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노동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
을 낳는다. 이러한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 실력주의 사
회, 혹은 ‘메리토크라시’74)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메리토크라시는 사람들
73) 마이클 샌델(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p.361.
74) 장은주(2012), 정치의 이동 : 분배 정의를 넘어 존엄으로 진보를 리프레임하라,
상상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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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불평등을 사람들이 재화의 생산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와 연결시
켜 공정하다고 정당화한다. 대학교수가 청소부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
은 교수의 기여도가 청소부의 기여도보다 크기 때문이므로 공정하다는
식이다. 이 능력주의 공정론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칙 없는 사회와 공정 경쟁을 지향한다. 페
어 플레이 정신. 가령, 재벌이 ‘농단(壟斷)에 오르는 것’75)은 시장을 어지
럽히는 불공정 경쟁으로 비난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개혁이란
선진국과 달리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이라도 갖추자
는 것이다”76)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요컨대, 공정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
심’77)으로 간주된다. 능력주의 공정론은 혈통이나 신분에 따른 불평등을
비난하면서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론은 능력의 임의성을 도외시하며 경쟁의 틀에 대
한 문제 의식이 빠져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능력주의 공정론에서 표상되
는 이미지는 100미터 달리기이다.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하면 공정하다
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각자 능력껏 결승선을 통과할 뿐이다. 그리고 결
과에 대한 승복. 그러나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는 달리기보다는 차라리 바
둑의 이미지를 표상한다. 바둑의 정의론은 3단계를 구성한다. 1단계에서
는 흑백이 번갈아 한 수씩 두어 집이 많으면 이긴다. 2단계에서는 흑에게
덤 6집 반을 안긴다. 3단계에서는 접바둑을 둔다. 박제성과 이세돌이 각
자 능력껏 맞바둑을 두어 승부를 겨룬다는 것은 넌센스다. 능력주의 공정
론은 딱 거기까지만 말할 뿐이다. 능력주의 공정론에서 주장되는 재벌 개
혁은 재벌의 권력을 하나의 소여(所與)로 전제하고 있다. 그 위에서 재벌
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문제를 따진다. 그런 의미의 공정이란 결국
75) 농단(壟斷)은 높은 언덕을 의미하는데, 농단에 오른다는 표현은 “시장의 높은 언
덕을 찾아 올라 좌우를 살피면서 이익을 독차지한다(必求壟斷而登之 以左右望
而罔市利)”라는 맹자의 말에서 유래한다. 이로부터 “～을 농단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다.
76) 장하성(2012), ｢시장경제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조선일보 2012. 6. 4.
77) 최배근(2013), ｢상생, ‘혁명’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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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겸양, 양보, 자숙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재벌이 현재 누리고 있
는 부와 권력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소유의 역사를 말해야 하고, 그
렇게 함으로써 재벌을 중심으로 한 분배의 틀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제
대로 따져야 한다.78)
능력주의 공정론은 공리주의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특권
과 특혜에서 배제되는 자가 언제나 다수일 수밖에 없는데, 공정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들의 공리가 침해되어 결국 공리의 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는 이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복지제
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철학은 자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소년소녀 가장이나 무의탁 독거노인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 대상의 복지제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
득의 가장 밑바닥을 끌어올려서 전체의 수준을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이
다.79)
두 번째는 평등주의 공정론이다. 평등주의 공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
론은 롤즈의 정의론, 즉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론’80)이라 할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이 갖는 매력과 차등의 원칙이 갖는 실천적 의미는 이미 앞
에서 살펴본 바 있거니와, 롤즈의 가장 중요한 비판자이기도 한 샌델조차
“롤스의 정의론은 미국 정치철학이 아직 내놓지 못한, 좀 더 평등한 사회
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81)라고 극찬한다. 우
리나라에서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82)
78) 이병천(2012), 한국 경제론의 충돌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 후마니타
스.
79) 김정호(2012), ｢국가와 시장 :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고 난
후｣, 한국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p.139.
80) 존 롤즈(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81) 마이클 샌델(2010), 앞의 책, p.231.
82) 최태욱(2011)(엮음),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롤즈의 정의
론은 꽤 매력적이며 함의도 풍부하다. 가령 노조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에서 말하는 ‘공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롤즈의 정의론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도출된다. 첫째, 다수 노조(그 조합원들 포함)와 소수 노조
(그 조합원들 포함) 사이에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평등원칙). 둘째, 차별은 소수 노조와 그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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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의도는 공리주의를 대체할 만한, 사회계약론의 전통 속에 함축
된 대안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달된 이론은 그 성
격에 있어 지극히 칸트적인 것이다.”83) 그러나 과연 그 의도가 충족되었
는지는 약간 의문이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롤즈의 정의론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상에 있다. 롤즈에게서 정의의 원칙들이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84)을 의미한
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원초적 상황의 당사
자들이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85) 이 구
절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공리주의적 개인이다. 공
정으로서의 정의론의 핵심은 차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리주의적
개인들은 왜 이 차등 원칙에 합의하는가? 자기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는 원칙을 선택하는 것
이 자신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선택
함에 있어 각자는 자기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자 한
다.”86) 이 가정의 공리주의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서 롤즈는 당사자들
은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바 또는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모른
다고 가정한다. 이른바 무지의 베일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무지의
베일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롤즈의 정의론이 갖고 있는 공리주의적
한계를 드러내어 준다.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콜랭은 무지의 베일에 쌓인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종의 게임을 벌
인다고 하는, 전형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설정과 반공리주의 철학인 칸트
의 철학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비판한다.87)
공리주의는 공리의 최대화를 정치적 결정의 정당성 근거로 삼는다. 그

83)
84)
85)
86)
87)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차등원칙).
존 롤즈(1985), 앞의 책, p.13.
존 롤즈(1985), 위의 책, p.33.
존 롤즈(1985), 위의 책, p.35.
존 롤즈(1985), 위의 책, p.161.
Denis Collin(1997), Les grandes notions philosophiques : La justice, le droit,
Paris, Se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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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 공리의 최대화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어떤 절대자가 사회 구성
원 모두의 공리를 계산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다. 국민투표도 어렵다.
투표권이 없는 자의 공리가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공리주의는 각
자가 자신의 공리를 최대한으로 자유롭게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
론에 이른다. 그 총합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최대 공리가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말하자면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의 목적 원리이며 자유주의는 공리
주의의 실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차등 원칙을 통해서 공리주의적 결과는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공리주의적 목적은 극복하지 못했다. 공리의 극대화라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결부되어 있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넘어서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철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론에는 정의의 내용이 없다. 공리의 극대화라는 목적이 폐기되지 않고 여
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 공리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 신
자유주의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불평등을 공정론
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물에 빠진 자가 자기 상투를 잡는 격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정
으로서의 정의론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에서 공부하
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학교시민교육연구회가 기획한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시리즈 가운데 정의편은 제목이 정의 : 얼마나 공정한가의 문제88)이다.
그런데 이 시리즈는 미국 시민교육센터(CCE)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육프
로그램 중 하나인 ｢민주주의의 기초｣를 한국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미국
에서야 정의가 얼마나 공정한가의 문제이겠지만, 과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공리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양한데, 그 중 공화주의
자들의 목소리가 단연 돋보인다. 맹자를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신만은 확실히 공화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양
88) 양설․김원태․이미림(2009), 정의 : 얼마나 공정한가의 문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학교시민교육연구회 기획, 미국 시민교육센터(CCE)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유 출판 도서,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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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왕이 “선생께서 불원천리 오셨으니 이 나라에 이익이 되겠군요.” 하자,
맹자가 대답했다. “왕은 왜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십니까?” 이른바 하필왈
리(何必曰利)의 정신이다. 맹자는 계속해서 말한다. 모두가 서로 이익을
다툰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그러므로 왕은 오로지 인의(仁義)
만을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89)에서 두 가지
의 불평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이, 건강, 체력의 차이나 정신과
영혼의 자질 차이 등 자연에 의해 정해지는 불평등, 곧 자연적 불평등이
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약속에 좌우되고 사람들의 동의로 정해지거나 용
납되는 불평등, 곧 정치적 불평등이다. 이 구분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자연적 불평등이 아닌 한, 그러한 불평
등에 합의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용인하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 결
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화주의적 정의론은 정의가 공정한 분
배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 즉 권력과 정치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나, 거기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나라, 즉 가
난한 자들의 나라와 부자들의 나라가 있네.”90) 가령, 자유주의적 공정론
은 결코 부자들의 고위 공직 금지 같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경주 최부자의 가훈이기도 하였고, 플라톤의 정의론이기도 하였다. “지배
자는 영혼의 금을 가졌으므로 세속의 금은 가질 필요가 없다.”91) 복지국
가의 사유화를 일컫는 이른바 ‘마태효과’92)와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 시
대에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진보적이기까지 한지 알 수 있다. 신자유주
의 시대의 초상화 하나는 이처럼 기존의 모든 가치 판단을 뒤엎는다는 데
있다.
장은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공정성’의 문제로
이해한다. 그러나 정의란 단순히 특정한 유형의 분배 정의 그 자체가 아
니라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 지배와 배제, 무시와 모욕 등으로부터 해
89)
90)
91)
92)

장 자크 루소(2003),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플라톤(2005), 국가, 박종현 역주, 서광사, p.422e.
플라톤(2005), 위의 책, p.416e.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태복음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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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된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정치적’ 개념이
다. (…) 그래서 민주주의적 정의가 중요하다. 이 정의는 우리 사회의 시
민들이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의 실현에서 표현된다. (…)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것은 언제나 민주공
화국을 민주공화국답게 만들고 시민들 사이의 튼튼한 정치적․도덕적 연
대, 곧 ‘시민적 연대’의 강화 시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93)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공리주의적 정의론의 문제점은 자유를 간
섭의 부재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 이 관점은 국가나 타인들의 간섭으로
부터 개인을 지켜낼 때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 간섭에 맞선 투쟁
은 매우 전투적이며 진보적이다. 하지만 간섭의 부재와 함께 투쟁은 멈추
고 보수적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에 공화주의는 우리가 타인
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즉, 자유란 지배의 부재
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란 “타인이 내릴 수 있는 특정 선택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94)을 의미한다. 가령, 관대한 주인이 노
예의 행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있는 경우
에도 언제라도 주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즉 자의적으로 노예의 행위
에 개입할 수 있을 때,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95)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공
리주의자는 법의 규제를 간섭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하
지만, 공화주의자는 법의 규제가 자의를 차단하기 때문에 자유의 핵심이
라고 주장한다. “법의 지배가 엄중하게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자의적인 의사를 타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법 대신
사람이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
고, 이들을 억압하거나 이들이 하는 일을 방해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자유
93) 장은주(2012), 앞의 책, pp.35～39.
94) 필립 페팃(2012), 신공화주의 :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나남, p.127.
95) 지배를 의미하는 영어 domination, 불어 domination, 이탈리아어 dominazione 등
은 노예를 지배하는 주인을 뜻하는 라틴어 dominus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므
로 domination은 공적인 통치자나 지도자가 아닌 사사로운 주인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모리치오 비롤리(2006), 공화주의, 인간사랑, p.36 참조.

154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를 박탈할 수 있는 특정인들이 존재하게 된다.”96) 법의 지배란 모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법에 의한 제한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
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 법집행자들도 두려워하는 특정한 시민이 존재하
는 경우, 따라서 이 시민이 제 마음대로 법의 제한을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경우,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97) 법의 지배가
개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법이 개인들의 합의를 표현하고 있기 때
문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개인들을 타인의 자
의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을 예속으로부터 지켜내려면 근
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을 지켜주고, 또한 사용자의 자의적 권력
을 통제하는 법이 필요하다.”98)
원조 공리주의자 벤덤은 거의 혼자서만, 법이 하는 일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아무리 자유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결국 모든 법은 자유의 침해일 뿐이라고 집요하게 반
복해서 주장했다.99) 벤덤의 수제자 자리는 아마도 밀튼 프리드만에게 돌
아가야 할 것 같다. 프리드만은 이렇게 썼다. “법의 규정 때문에 면허 없
이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미국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유
의 본질적인 부분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100)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를 개인(個人)의 자유라고 한다면, 공
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는 인간(人間)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개
인의 자유는 사막에서의 자유이며,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에서의 자유이
다. 개인의 자유에서 타인은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이지만(나의 자유
는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춘다), 인간의 자유에서 타인은 나의 자유가 가
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타인과의 연대가 강해질수록 나의 자유 또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에서 타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투

96)
97)
98)
99)

모리치오 비롤리(2006), 앞의 책, p.109.
모리치오 비롤리(2006), 위의 책, p.111.
모리치오 비롤리(2006), 위의 책, p.119.
Isaiah Berlin(1969), “Two Concepts of Liberty”(1958), in Isaiah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한국어 번역판으로는 이
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2006).
100) 밀튼 프리드만(1990), 자본주의와 자유, 형설출판사,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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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곧 나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간의 자유는 개인의 자
유가 멈춘 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노동법에서 의미있는 실천성을 갖는다. 공화주의
는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조건을 따진다. 노동자
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느낀다면 단결권은 무의미
해질 것이며, 파업하다가 해고되고 손배가압류당하면 어쩌지...이런 생각
이 들면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규정들은 죽은 언어로 전락한다. 또한 사용
자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법적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하청노동자
들의 노동삼권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법정 노동시간만으로는 인간다
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임금’(헌법 제32조제1항)이 보장되지 않을 때,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는 실현될 여지가 없다. 고세훈도 이와 유
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진보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들
의 실질적 향유를 위한 사회적 요건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창출할 것인
가의 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시장에서 대항 권력 혹은 계급의 상쇄력을 제
도화하는 일이다. (…)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형식적 타당성이 실
세계의 실효성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이런 비판
의 발단은 사람들이 기본권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수단을 추가적
권리의 형태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구체적 상황에서 그것들을 향유할 실
질적 능력을 결여한다는 인식이다.”101)

제7절 필라델피아 정신과 노동의 교의적 기초

한때 공정인가, 복지인가? 논쟁이 있었다. 가령, 김동춘은 “복지라고?
천만에 ‘공정’이다”102)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장하성은 “시장경제의 기본
101) 고세훈(2011),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최태욱 엮음, 폴리테이아, p.123.
102) 김동춘(2012), ｢복지라고? 천만에 ‘공정’이다｣, 한겨레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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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103)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반면, 정승일 같은
이는 “장하성 등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답한다 : 등록금 문제 해결이 급
한가 재벌규제가 급한가?”104)라는 글을 통해 공정 우선론을 비판하면서
복지가 곧 공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좀 거칠게 정리하자면, 공정 우선론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시장 미비의 문제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
장 질서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잘 작동된다고 간주되는 선진국에서 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
장 이후의 문제 혹은 시장 과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복지
우선론도 마찬가지다. 개발 국가의 양극화와 복지국가의 양극화에는 공
통점이 있다. 그것은 공히 노동의 교의적(敎義的)105) 기초가 무너진 결과
라는 점이다. 노동의 교의적 기초란 무엇인가?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 조약 제13편에 의하
여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보편적
이고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 제
103) 장하성(2012), ｢시장경제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조선일보 6. 4.
104) 정승일(2012), ｢장하성 등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답한다 : 등록금 문제 해결이
급한가 재벌규제가 급한가?｣, 프레시안 6. 12.
105) 교의란 ‘교조’ 또는 ‘도그마’라고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도
교의적 기초 없이는 성립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합리적 근
거를 갖다 대어야 한다면 인간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이다. 토크빌은 이 점
을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어떤 시기에나 교의적 신념이 존재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생하거니와 또 그 대상과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
황에서건 교의적 신념이 존재하지 않는 일은 없는데,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끊
임없이 조금도 의심하거나 따져보는 일이 없이 어떤 견해를 받아들인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려 하거나 또 자기 혼자 안출해 낸 고립
된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려 한다면, 불과 소수의 사람도 어떤 공통의 신념에
의해 결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통의 신념이 없이는 어떠한 사회
도 번영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이다. 아니 사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통으로 소유하는 이념이 없이는 공동의 행동이
있을 수 없고, 또 공동의 행동이 없이는, 인간 개개인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
지만 사회적 집단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알렉시스 드 토크빌(1997), 미국
의 민주주의 II, 한길사, pp.56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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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
피아 선언｣은 이를 재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사
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과대망상
이나 기우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이성적 사고다. “국제노동기구
의 헌장 속에 포함된 선언의 정당성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히 증명”(필라
델피아 선언)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정의를 모든 국내외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고 경제정책은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필라델
피아 선언의 정신, 곧 ‘필라델피아 정신’106)은 전쟁 이후 국제 질서를 정
초(定礎)하는 모든 작업의 원칙이 된다. 필라델피아 정신의 힘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관철된다. 제헌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
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
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사
회적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며, 경제적 자유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반면, 현행 헌법에서는 개
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기본 원칙으로 격상되었다(제119조 제1항. 이
는 1963년 헌법부터이다). 경제의 민주화도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기
는 하지만(제119조제2항), 제헌헌법과 비교해 보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 하는 당당한 의지가 퇴색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정의’라
는 말 자체도 사라졌다. 사회 정의라는 말은 제헌헌법 이후 1988년 헌법
개정 때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이해가 되기도 한다. 전두환 독
재 정권에 의해서 심각하게 오염된 사회 정의라는 용어를 이른바 민주헌
법에서 채택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사회 정의는 헌
법 조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사라져 버렸다.
이 필라델피아 정신은 일종의 금기(禁忌)다. “금기는 공포에서 비롯된
다.”107)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선언이 채택된 데에도 1914년부터 1945
년까지 세계를 갈가리 찢어놓았던 전쟁의 공포가 있는 것이다. 전쟁은 인
106) 알랭 쉬피오(2012),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한국노동연구원.
107) 왕챵(2002), 금기, 범하고 싶은 욕구, 비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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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에 늘 있었다. 하지만 양차 세계대전은 그리고 전쟁 동안 자행된 대
규모 학살은 새로운 공포를 안겨 주었다. 이 공포는 “인간을 ‘인적자원’
(나치의 어휘)이나 ‘인적자본’(공산주의적 어휘)처럼 ‘과학적으로’ 파악하
고, 자연자원을 착취할 때와 마찬가지의 효용 계산과 산업적 방법을 인간
에게도 적용하는 것”108)으로부터 비롯된다. 그것은 인간을 탈인격화하는
것, 인간을 사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장 먼저 천명하고 있는 까닭도 노동의 상품화가 사
회적 정의를 훼손하고 결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
문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 이것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다. 폴라
니가 말했듯이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
구다.”109) 그러나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허구다. 그리고 허
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법 외에는 없다. 자본주의적 노동법은
그렇게 노동을 상품으로 의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므로 노동법이라
는 법률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위에 터잡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 폴라니는 허구를 현실로 착각하는 시
장 유토피아가 사회적 실체를 억압할 때 사회는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가
르쳐 준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노동이 진짜 상품인 것처
럼 착각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이것
은 공포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금기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교의적
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모든 사회경제적 제도와 정책은 이 교
의적 기초 위에 세워졌다. 교의적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그것들은
정당한 것이었다.
교의적이라는 말은 무턱대고 믿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것이다. 이것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논증의 전제 조
건이다. 가령, 인간의 존엄성 개념이 그렇다. 인간의 존엄성은 논증의 대
상이 아니라 모든 논증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
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토론과 합의의 결과라면, 논증에 실패하고 합의가
108) 알랭 쉬피오(2012), 앞의 책, p.2.
109) 칼 폴라니(201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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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터무니없
고 위험한가를 인정한다면,110) 교의적인 것은 반이성적 맹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성을 정초함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의 존엄성에 근거하지 아니한 모든 논증의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거부하
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교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이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매리 더글러스 여사는 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여러 사회적 관계 가운데에서도 결정적인
핵심을 이루는 관계들의 집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결정적 관계들의 집
합은 사회가 고안해 낸 장치로 보여서는 안 되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관계들은 마치 물리적 세계나 초자연적 세계
또는 영원성에서 그 형식적 구조를 찾을 수 있는 것인양 사람들이 여길
수 있도록 해줄 모종의 비유가 있어야 한다.”111) 홍기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였다. “어느 사회이건 그 사회를 조직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둘러싼 담론과 조직 원리는 어김없이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면 이는 그때
부터 자연과학이나 신학적 사변의 대상이 되어 결코 사회적 분석에 의한
비판과 담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는 어
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회적 가장 근본적인 초석이 되는 제도나 원리
가 끝없는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그 사회의 근간까지 흔들
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112) 이는 그대로 교
의적 노동 개념에 대한 좋은 설명이다.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례
(儀禮)고 다른 하나는 금기(禁忌)다. 그런데 의례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금기다. “～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10) 우리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37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도 그러하다.
111) Mary Douglas(1986), How Institutions Think, Syracuse, NY : Syracuse
University Press, p. 48; 제프리 잉햄(2011)의 돈의 본성(삼천리)을 번역한 홍
기빈의 ｢옮긴이의 말｣(p.424)에서 재인용.
112) 홍기빈(2011),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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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라고 하는 금기의 적극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단군 신화에서 환
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금기였다. 햇빛을 보지
말 것. 마늘과 쑥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햇빛을 보아서는 “안 된
다”라고 하는 금기다. 이 금기야말로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한, 인
간 사회에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자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금기
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으뜸가는 원리다.
노동의 비상품성, 곧 노동의 인격성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교의다.
그러므로 노동의 인격성에 근거하지 아니한 모든 논증의 합리성은 체계
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지금 이 말이 다소 황당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시장주의가 이 교의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시장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확
산시키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시장이 교리로 자리 잡으면 인간은 상
품으로 전락한다. 인간의 노동은 노동시장의 상품이 되고, 신발을 사고파
는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수요 공급 법칙이 그대로 인간의 노동에도 적
용된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금지
하려 했던 상황이 다시 연출되는 것이다. 시장이 교리가 되면, 시장에 근
거한 주장들은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입
증 책임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로 시장 교리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성
을 입증해야 한다. 당연히 논쟁의 추는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법학자는 알 것이다. 때로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실체적 정
당성의 판단 문제를 대신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 해법도 자명하
다. 노동의 교의적 기초를 회복하는 것이다. 롤즈는 ‘계약에 대한 자연스
러운 경건심’113)을 말했는데, 이를 빌리자면,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
건심’ 위에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정초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
회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덜게 되고, 반
대로 사회권을 부정하는 쪽에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성을 입증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교의적인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효
력이 있다. 그리고 이 효력은 구체적인 정책을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는 힘을 갖는다.
113) 존 롤즈(1985), 앞의 책,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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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노동의 인격성이 금기로 자리 잡게 되는가? 법
적 구속력이 단순히 수규자의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
례를 매개로 한 사회적 통제와 비판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인류학적 통찰
이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된다. “법 규칙의 제재는 단순히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구속력의 특수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술한 바처럼 그것은 상호 의존성에 기초하고 호혜적 봉사의 동등한 대
가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권의 조합으로 구성된 복합적 상호관계에 의해
실현된다. 게다가 거의 모든 행위에는 의례적 측면이 있고 여기에는 공적
통제와 비판이 수반되므로 구속력은 더욱 강화된다.”114)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하나의 금기로 자리 잡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상품화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도 단호
한 태도로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비난하고, 공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할
때, 노동의 인격성은 금기로 자리 잡고, 그제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제도
와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규범적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제8절 소 결

이 글은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노동이
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끝난다. 뫼비우스의 띠. 시지푸스의 노
동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노동의 의미를 탐구하는 노동도 언제나
새로운 노동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노동을 정의(定意)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다양한 표상(表象)과 변용(變容)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의 특정한 표상 양식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을
사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선험적 노동 개념에 사로
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의 고유한 문제 양식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14)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2010), 미개 사회의 범죄와 관습, 책세상,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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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동을 산업사회의 특수한 노동 형식인 임금노동 그
리고 그것의 정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에 두꺼운 의미 외벽을 둘러치고 노
동과 노동 아닌 것 사이의 절대적 단절을 시도하는 논의에도 분명히 반대
하고자 하였다. 노동 그 자체는 선도 아니며 악도 아닌 것이다. 노동을 순
수한 선으로만 바라볼 때 노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될 것이며,
노동을 하지 않는 자 예컨대 실업자는 시쳇말로 ‘루저’가 될 것이다. 반대
로 노동을 순수한 악으로만 바라볼 때에는 노동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될 것이며, 노동하는 자 곧 노동자가 ‘루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양단(兩端)은 꼭 좌파나 우파 혹은 진보나 보수 어
느 한쪽의 바람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노동의 가치(valeur du
travail)’라는 이름 아래 노동은 좋은 것이니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
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했던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부의 예가 희극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장시간근로를 할 수
있는 처지 자체가 하나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한국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웅변하는 것처럼, 때로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는다. 반대로, 노동시간의 단
축은 ‘주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내거는 요구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산업주의가 이룩한 가장 뿌듯한 업적”이기도 하다. 슈마허는 냉철
하게 지적한다. “현대 산업주의의 근본 목표는 노동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업
주의가 이룩한 가장 뿌듯한 업적은 노동시간을 절약한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115) 달갑지 않은 일
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노동자의 삶은 품위 없는
삶이 되고 만다.
하지만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노동 없는 삶
혹은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해서 노동을 벗어난 삶에서 품위를 찾으려는 시
도는 그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실존성을 배반하고 오히려 삶의 총
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귀족의 삶이나 조선시대 양반의 삶을 희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노동하는
115) 슈마허(2011), 굿워크, 느린걸음,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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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적자생존에서 밀린 패배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런 구도에서라
면 노동을 덜하는 것 외에 ‘좋은 노동’을 위한 기획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다”라고 갈파하였다. 인간
이 모순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노동도 마찬가지로 모순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의 어느 극단으로 내몰리지 않으면서 삶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노동의 양가성(兩價性)을 부정하지 않고 ‘그 양단을 두
드리면서[叩基兩端]’ 조심스럽게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닐
까 생각한다. 이것을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표현했다. “노동을 하지 않으
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
다(Sans travail, toute vie pourrit. Mais sous un travail sans âme, la vie
étouffe et me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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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가능성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실효가 없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제3장에
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으로 수급 대상자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고용률이 늘어났지만 빈곤율은 낮아지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보았다.
제4장에서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의 대립관
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공동체 관계에 대해 화폐 거래관계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나아가 노동은 유
급노동에만 국한시켜 편협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급노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일자리를 얻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정
책이 필요하다.
소득을 보장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빈곤층에 집
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제한없이 누구
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처럼 보장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인 정책에 비해 빈곤층을 배타적으로 또는 주요 표적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이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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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론적으로는 선별적 정책이 효과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Marx, 2012)116).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계층과 정치적으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중산층 간의 이해의 구조적 연대를 만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별적 제도는 가장 불우한 계층, 즉 사회 이전의 유일한 수
혜자와 중산층, 즉 이러한 제도에 자금을 대기는 하나 이를 통해 수혜를
입을 전망은 없는 계층 간의 내재적 갈등을 낳게 된다.” (위의 글, p.271)
시민의 권리처럼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역수당’,
‘국가보너스’, ‘데모그란트(Demogrant)’, ‘시민급여 (citizen’s wage)’, ‘보편
수당(universal benefit)’, ‘기본소득(basic income)’, 사회인출권, 사회적
지분권, 사회수당 등 다양한 형태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산 심사나 노
동 요구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당장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어렵다면, 인구 집
단별로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소득을 제공하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제도 중 이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이다.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수
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농어민 기초소득보장의 시행도 당장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급노동에 대해서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
하면서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를 집
에서 스스로 돌보는 것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자녀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노동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부여하는 아동수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
시켜 준다.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아동수
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시장 돌봄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가 부
여된다. 아동수당은 시장에서 화폐로 거래되지 않은 돌봄노동에 대해서
도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화폐적 방식이다.
116)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만 특히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는 제
도, 즉 보편주의 속 표적 설정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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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처럼 보육시설이 시장화되어 있으면 아동수당의 결과가 왜
곡될 수 있다. 아동수당이 아동보육시설 사용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보육시설이 시장화된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더 좋은가, 아니면 아동수
당 없이 질 좋은 공공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대립적
으로 생각하면 아동수당이 반드시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하여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아동보육, 주거, 교통
등 현대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가치 있는 삶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
화가 지나치게 시장화된 상황이라면 보편적 소득보장의 효과는 매우 제
한적이다. 비싼 대학등록금의 극히 일부로 사용되고 나면, 보편적 소득보
장이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
서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가 어떠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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