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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연구하다 보면 밝고 희망적인 측면보다 어두운 측면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빈곤과 불평등, 복지 사각지대, 자

살 같은 단어들은 사회복지 연구자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다. 여기에 더해, 사회복지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불투명

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계부채 증가, 세수의 부족까지 더해지면 현

실은 더욱 막막해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

는 것이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많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와 복지국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러한 대안들은 수많은 논쟁과 구체적인 설계를 거쳐 제도화로 이어졌다. 

지난 이 십여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보

육서비스, 근로장려세제, 각종 사회서비스 등 많은 복지제도들이 도입되

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미 존재했던 제도들

도 내실화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발전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

다. 급속한 고령화와 부양의식의 약화가 맞물려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회원국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증가

와 세자 자의 몰락으로 중산층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결

혼과 출산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불안정한 사회에 맞서고 있다. 대

안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중심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중심적 접근은 현

실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좀 더 근본

적인 처방을 제시해 주는 데는 취약성을 드러내곤 한다. 한편으로는 긴급

발간사 <<



한 현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중심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차분히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좀 더 근본적

인 처방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에 시사점을 주고

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노동시장, 교육, 가족구

조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하고, 복지제도의 구조, 전달체계, 재정의 역사

적 발전과정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복지국가의 제약요인과 그 극

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여유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연구진으로 김미곤 연구

위원, 강혜규 연구위원, 최준  연구원이, 원외에서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동아대 김수정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교수, 강원대 정준호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하 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

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내의 이태진 연구위원, 정은

희 부연구위원, 그리고 인제대 이선우 교수, 강남대 김수완 교수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이 밖에도 보고서의 틀을 잡고, 내용을 채우는데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한국과학기술대 김 순 교수 외 많은 자문위원께

도 감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관련 연구 분야의 토론

과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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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ing new-institutionalism as its analytic framework, 

this study explores the circumstantial characteristics and in-

stitutional legacie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the past and 

present, with a view to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an improved welfare state for the country in the 

future. 

This report is composed of 11 chapters. Chapters 1 and 2 are 

devoted to introducing the overall structure of this report’s an-

alytic framework. The most basic premise of this report is that 

welfare state is linked on the one hand with market economy 

and on the other with democracy, and that the process of de-

mocratization (democratic-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in-

dustrialization (market-economy characteristics) in many 

countries is pivotal to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their wel-

fare state regimes. 

Chapter 3 discusses the formation of Korea’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terms production, social welfare and 

capitalist diversity. Chapter 4 is an examination of the increas-

ing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s the main source of in-

come for people and their families. In Chapter 5, the authors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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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country’s higher education system. 

Chapter 6 shows in a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at 

Korea’s welfare regime remains strongly familistic in character 

despite the rapid change the country has seen in its family 

structure and intra-family support.

Chapters 7, 8, 9, and 10 are devoted to discussing in what 

ways the Korean welfare state, given its unique characteristics, 

c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se chapters take a histor-

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discussing the structure of 

Korea’s unique welfare state, its financing and service delivery, 

and people’s attitude towards the various elements of social 

welfare. Lastly, Chapter 11 revisits and refines what has been 

discussed in previous chapters, analyzes the outcome of the 

troika of capitalism, democracy, and welfare state in Korea’s 

historical context, and explores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Korea’s future welfare state.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문제 중심적, 혹은 제도 중심적인 한국 복지

국가에 대한 분석 대신 신제도주의라는 분석틀로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적 유산을 분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미래 복지국가 설계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 같은 접근은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몇 가지 한계로부터 출발함. 

○ 첫째, 복지국가에 대한 협소한 역 설정

○ 둘째, 복지국가의 역사성에 대한 상대적 간과

○ 셋째, 철학의 빈곤과 관점의 비일관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보고서는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전체적인 보고서의 구성과 이론적 배경으

로서 제도주의 분석틀을 소개하는데 할애됨. 

○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사회․문화

적 특수성을 산업구조, 노동시장, 교육과 가족의 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음.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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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부터 제11장까지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한

국형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할애됨. 

제2장 제도주의 관점과 한국형 복지국가

  1. 문제제기

⧠ 복지국가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기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와 연계되어 있으며, 각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과정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산업화·시장경제의 특징과 민주화·민주정치의 특성이 

중요

○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유형과 대안 모델을 논의하기 전에, 

상호보완하면서도 상충하는 현대 국가에서 대의제 민주정치와 자

본주의 시장 경제 각각의 이상 및 원리들이 어떻게 상호충돌하면

서 복지국가의 논리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

펴봄. 

○ 신제도주의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와 민주정치가 사회구

성의 원리로 자리 잡은 나라들에서의 복지체제의 보편성과 특수

성을 밝히고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과 과제를 밝히고자 함. 

  

  2. 시장경제, 민주정치, 그리고 복지 제도화의 신제도주의 분석틀

⧠ 제도를 개인들(조직)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거나 특정한 선택과 행

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집합으로 이해하는 신제도주의는 개인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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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여 각 특정한 국가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 

○ 역사적 제도주의는 복지제도와 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화와 민

주화라는 역사적 시기와 계기, 순서는 각 나라의 복지제도의 특수

성과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음.

－ 제도가 도입된 후 수확체증, 학습효과, 이익집단의 형성, 비용

체감 및 환류효과를 통하여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일어남.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국가 

관료주의의 형성의 시기와 순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

적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제 사회세력과 국가가 대응하는 가운

데 발달하게 된 특유의 복지국가의 제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

○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일반적으로 제도란 개인들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게임규칙으로 비공식 또는 공식적인 형

태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상정. 

－ 그 제도들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이 제도가 주는 제약을 

수용하면서 또 제도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

익'을 관철시키려 할 것임.

－ 행위자(개인과 조직)와 제도의 관계는 '상호 구성적‘(Jackson 

2010, p.64). 

－ 이 과정에서 제도는 형성되고 고착될 수 있지만, 변형 또는 가

능. 제도 속에 잠재된 경합된 논리, 잠복된 권력 투쟁은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체의 의지를 통하여 발현되고 현실

화되어 다양한 방식, 특히 점진적이나 변혁적인 방식으로 제도

를 변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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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와 제도의 ‘상호 구성적’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음. 

〔그림 1〕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가치와 선호, 권력, 이익의 상호작용

자료: 장수명(2014) 84쪽 [그림 1]을 수정 보완

⧠ 각 나라의 산업화 및 탈산업화의 내용과 경제구조, 그에 따른 계층구

조, 이들이 각 나라의 민주적 대의정치 구조 내에서의 정치세력화의 

역량, 사회 문제의 경중, 경합하는 담론과 의제 설정, 그리고 투표로 

위임된 권력과 관료와 전문가의 역량, 정치지형을 변형하는 사건 등

을 통하여 복지제도가 착근되거나 변형되거나 재창조될 수 있음. 

○ 그러나 복지국가와 개별 복지정책의 밑바탕에는 서로 갈등하고 

경합하는 보편적 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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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복지국가의 제도형성

⧠ 민주주의 논리와 시장경제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추진력

은 시장(사회), (시민)사회와 국가에 있음.

○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불완전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유인 구조에 반응하는 합리적 개인이나 조직의 선택

과 행위를 변화시킴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

－ Barr(1992)는 복지국가가 가능한 경제적 논리를 시장에 존재

하는 불완전정보와 정보의 비대칭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다수의 집단이 함께 경험하는 위험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

는 문제에서 찾음.

－ Lindblom(2001)은 각국 복지국가의 현실은 어떤 역에 어

떤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권력, 이해관계와 유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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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 선호로서 보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면서도 

때로 내부에서 경합한다고 봄. 

○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 확보되었을 때 시장경제의 

계급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그 구성원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공평

하고 정의로운 것이 됨(Mashall, 1949 Rothstein, 1998). 동시

에 자치공동체인 공화국의 시민을 통합하는 사회적 유대와 연대

의 기초가 됨. 이와 같은 민주주의 원리는 보편적 복지의 논리적 

기반이 됨.  

○ 이와 같이, 복지국가는 보편적 민주주의와 경쟁 시장원리의 경합

이 국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양태로 보임.

  3. 복지국가의 제도화: 자본주의와 복지체제의 유형

⧠ 본 글은 각 국가마다 복지국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

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산업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수준과 

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두 개의 다른 역의 체제가 국민국

가 건설과 관료제가 발달하는 가운데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

리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유형

을 설명하고자 함. 

○ 관련하여, 복지국가의 기원과 분류에 활용되는 두 가지 이론을 소

개함. 

－ 첫째, 권력자원과 연계된 이론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을 상정하

면서도 복지국가는 다면적 정치 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선

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대중조직과 정당들이 어떻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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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원하는가 하는 중요한 주장을 다루고 있음. 

 동시에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민주주의 장이자 제약으로서

의 제도의 중요성을 함께 제기하고 있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기의 역사적 기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두 번째 설명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으로 이 이론은 현대 국

가 공동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주로 작동하는 시

장사회 역에서의 주요한 행위자인 기업에 주목

 기업의 경쟁력 전략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조정시장경제

(독일, 오스트리아 등)와 자유시장경제로 구분.

－ 이 두 이론은 각각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복지국가의 기원과 유형을 설명하고 있음. 

○ 결국,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고 대체

로 갈등하고 통합하는 두 원리를 현실에서 타협한 결과이기도 하

고 또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되, 대의제 민주정치를 통하여 자유, 

평등과 공화주의라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이상과 원리를 실현

하고자 하는 인간 노력

－ 두 개의 충돌하는 원리 때문에 복지 제도 자체가 민주정치나 

시장경제와 보완관계를 가질 수도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잠재된 변화의 씨앗으로 작동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복지제도, 프로그램을 경제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가 이해관계, 권력관계 그리고 가치와 규범

의 역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지지하거나 변화시키려 하는가와 경

제와 복지가 얼마나 경제 역에서도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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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산업구조와 발전주의 모델

  1. 문제제기

⧠ 산업화와 민주화가 걸어온 길과 관련지어 복지국가의 전망을 성찰

하는 작업이 필요

○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이것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고찰

○ 이를 위해 역사 제도주의 관점에서 산업세계의 다양성, 생산-복

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 또한 산업화의 사

회경제적인 효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경로 제시, 조

립형 산업화와 추격형 발전국가의 유산이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산업세계의 다양성과 생산·복지체제

⧠ 후발국가나 낙후지역이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존재함(Schmitz 1999, p.478): 현지 중소기업이 주도하

는 산업화, 외부의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산업화를 주도하는 것, 두 가지의 조합

○ 우리나라는 ‘위로부터의 산업화’, ‘조립형 전략’(assembly strategy)

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전략으로 산업화 추진. 이러한 전략은 

최신 공정기술의 확보가 생산성의 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이지만, 수평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는 혁신역량 축적에

는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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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경쟁력 기반은 품질이 아니라 가격이며, 이는 사회적 

분업에 대비되는 기업 내 정교한 기술적 분업에 의존하며 기업 

간 관계는 수직적 하청 관계를 형성함.  

⧠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생산(혁신)-복지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

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기업들과 같이 기업 특수적 숙련형성을 

통해 다각화된 대량생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지만, 실업보호 수준은 미형 국가의 그것과 유사, 그

러나 고용보호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임. 

  3. 우리나라 산업화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 한국의 산업화에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성장전략의 가설을 집

중적으로 검토하여 양극화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 음. 

○ 이 전략은 기계가 쉽게 노동을 대체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생산체

계를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가정하고 있어 고숙련 모형이 아님.

－ 이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는 모

형이기 때문에 중간 숙련기반이 협소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이 

제한되어,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

－ 이러한 산업화는 숙련수요가 J자형 곡선을 따라 이동하여 노

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숙련체제를 수반

○ 이러한 가설에 대한 몇 가지 경제적 지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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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경로는 복선형 산업화보다는 숙련 절약적인 조립형 산업

화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고용창출의 제약, 대외 취약성의 

심화, 산업연관 고리의 약화 등은 이를 반 하는 사례들임.

⧠ 동아시아와 한국의 발전국가의 논의에 따르면 크게 정치적 조건, 경

제적 기회, 그리고 재산권-제도적 조건 등 세 가지 조건들이 우리나

라의 성공적인 산업화에 향을 미쳤음. 

○  경제적 기회는 국가가 선별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과 기

업에 조건부 지대를 창출했다는 점. 이를 위해 수출 보조금, 생산

보조금. 무역보호조치 등이 활용됨. 

－ 이러한 기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탈정치화와 독재, 반공과 

냉전체제를 활용하여 노동이나 복지 등의 의제들을 경제성장

에 종속시킴. 이러한 독재와 탈정치화는 조건부 지대의 창출과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강제로서 기능. 

－ 투자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억압, 강제저축, 인플

레이션을 통해 부의 강제적 재분배가 일어났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토지와 재산권에 유보와 제한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조정과 유인의 제공 

등과 관련된 발전주의적인 규율방식은 정치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모방이 힘든 것. 그 유산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작동에 향을 미

치고 있음(Khan and Blankenburg 2009).

⧠ 이러한 성장경로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양극화로 이해될 수 있음. 

○ 조립형 산업화는 산업연관의 취약과 대외 의존의 심화로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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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의존적인 산업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것이 얼마만큼 국내 산업기반에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낳는가임.

－ 조립형 산업화는 자동화와 모듈화의 기술적 조건 아래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어서 고용창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음. 특

히, 대기업의 설비 의존적인 조립형 전략은 고용창출을 확대시

키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 대신에 비정규직 사용을 증대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온존케 하고 있음.

－ 또한, 조립형 산업화는 고도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

업과 기술수준이 낮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존

이라는 이중구조를 배태함(핫또리 타미오 2007, p.248). 

－ 2000년대 이후 우리의 산업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즉,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를 뒷

받침하는 기술적 조건, 정책적 의지, 그리고 지정학적·지경학

적 대외조건은 소득격차 심화의 중요한 요인임. 

  4. 소결: 조립형 산업화와 추격형 개발국가 유산의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 이러한 생산체제에 대한 검토가 복지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줄 수가 있을 것임

○ 기업규모, 산업특성과 이에 따른 숙련유형에 따라 복지체제가 혁

신체제와 일정한 보완적인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혁신과 사회적 결속이 유연안정성 모델로 일목요연

하게 요약되는 중소기업 위주의 덴마크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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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임. 

○ 보몰의 서비스의 저생산성의 논리, 즉 생산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감

정 노동의 대표격인 복지서비스의 저비용화 추진, 산업화의 논리로, 

즉 유치산업 육성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음. 

○ 강제저축과 국가주도적인 민관협력의 개발주의적 거버넌스의 유

산은 관피아의 문제와 규율의 공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와 시장규율을 넘어서는 생태적 규율과 민주적 규율의 구축과 상

호신뢰와 상호부조로 이어지는 복지사회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제4장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1. 문제제기

⧠ 복지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정책들은 주

로 고용과 복지 역에 존재함. 

○ 복지와 고용의 관계는 해외 사례에서 보더라도 복지국가 형성에서 

핵심적인 요소 으며, 근대적 고용 관계와 복지국가 제도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 음. 

○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노동시장이 가지는 특수성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설계하

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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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과 복지국가

⧠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은 복지에서의 임금노동과 사회보험의 결합은 

근대국가의 중요한 기획의 하나 

○ 사회보험으로 보호되는 임금노동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하여 안전

성을 제공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의 토대. 고용은 공동선에의 참여, 

사회적 지위와 부의 배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정착됨. 

－ 즉 고용은 사회로의 통합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개인적 위험에 직면하여 신분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함. 

－ 반대 방향에서 복지는 노동시장의 평등화에 기여함. 

○ 복지국가의 탈상품화는 저임금노동의 의중임금과 교섭력과 발언

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복지국가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은 완전고용에 의

존함. 전후 복지국가의 형성기에 완전고용과 복지정책의 결

합은 선순환의 구조를 창출하 음. 

 높은 고용수준은 조세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자의 수를 줄임

으로써 복지국가의 안정적 재정에 기여함.

⧠ 그러나 고용이  반드시 복지국가를 보장하거나 성공 지표는 아닐 수 

있음. 

○ 고용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 향도 받으며,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비교해보면, 고용과 

사회지출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0에 가깝고, 국가별 자료 비

교를 보면 고용과 복지국가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보다는 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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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관계가 더 많이 나타남. 

○ 실제로 고용과 복지의 결합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고용이 사회보호시스템에 미치는 향은 급여가 조세에 기초하느

냐 임금노동에 기초한 기여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조세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기초한 북구형 사민주의 

모델의 경우 고용과 복지의 결합과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

반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반면, 사회보험에 기초한 모델의 경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1980년대 이후 완전고용이 어려워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

행됨. 

－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사회복지의 안

전성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으로 대처 

－ 대륙형 복지국가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부담을 서비

스 부문으로 전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하

고, 이는 복지정책의 이중구조화로 진행됨. 비정형적 고용형

태의 확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회적 보호의 확대와 강화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정책의 이중구조화(이중구조의 

제도화)를 초래. 

－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복지국가의 관대성을 현저

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이 복지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조건지우기도 하

지만, 복지국가의 형태와 내용이 노동시장을 규정하기도 함. 

○ 노동시장과 복지국가는 서로 인과적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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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대적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금노동 자체에 대한 보호(고용 보

호), 임금노동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사회보험 기능), 사회적 부조 

기능(시민권에 기초한 국가적 부조) 등을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고

용보호, 사회보험, 공적부조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유

형도 달라지고 노동시장도 달라짐.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

⧠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중구조화. 

○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대기업들은 1차노동시장의 핵심노

동자들과의 암묵적인 지대 공유에 기초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서

비스 부문으로의 비용 절감 부담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을 강화시

켰고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남. 

○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히 진전되었

고, 계약직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적 고용이 크게 

증가

－ 여기에 막대한 규모의 전근대적인 고용 형태에 따른 이중구조

화의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음. 

－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아래 부분은 저임금고용, 비공식고

용, 세자 업, 그리고 근로빈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속적이며 고용친화적인 경제성장으로 

자 업과 비공식부문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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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성숙이 중단되었고, 빠르게 확산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팽창이 과도한 상태에 달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정책과 복지에이 부담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

○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향후 확

장될 가능성도 높지 않음. 

－ 숙련에 기초한 내부노동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일부 

역을 제외하고 이미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고 여

타 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크게 약화되어 유연성 

제고 전략의 이점이 크지 않음. 

－ 또한 외주하청, 사내하청, 민간위탁 등으로 저생산성 역과의 

상생의 구조보다는 착취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근대적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부담을 전근대적인 서비스 

역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더욱이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 노조의 제도 형성 능력이 떨

어져 있음. 

○ 근대적인 임금노동의 약화는 청년 세대의 고용의 양과 질의 저하

로 이어져, 노동시장이 지속가능한 세대 간 사회계약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의 공존

이 공존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4. 한국 노동시장 특수성의 시사점 

⧠ 현재 한국의 복지 시스템의 제도적 모습은 ‘노동시장의 구조는 앵글

로색슨형의 전근대적 형태이면서 대륙형의 사회보험 제도 설계에 사

민주의형의 복지 제도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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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국가 전략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들로는 유연안전성 정책, 노동시장근대화 정책, 사회

보험 확장 정책,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정책 등임.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복

지국가의 전략적 우선 순위는 ‘노동시장근대화·정상화 정책-사회

보험 확장 정책, 사회서비스와 공적부조의 확장 정책-유연안전성

(유연화를 위한 사회계약) 정책’으로 판단됨. 

－ 노동시장의 근대화 정책은 근대적 고용관계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는 정책이며, ‘노동법의 실패’를 해소하는 것. 다만 현실적

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일자리와 세자 업 

부문의 구조조정(규모 축소)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

고,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작은 규모로 결합되어 있으며 빈

곤완화 효과도 사회보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임. 특히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이중구조화와 결합되어 상호 강화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확장 정책은 노동시장의 근대화·정

상화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상승작용하면서 발전

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가 일차적 과제이지만, 노동시장

의 유연화와 오랜 기간 정착된 전근대적 노동시장 관행을 단기

간 내에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세 기반의 소득보

장체계의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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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역할이 필요

 다만, 저임금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또는 저임금노동

에 대한 고려 없는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복지국가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음.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은 

저임금-비공식 노동시장의 개선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

요가 있음.

○ 근대적인 역에서는 시장 주체들 사이의 사회계약을 통해 연대

의 정신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 

－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1차 노동시

장 역에서는, 청년고용과 중장년일자리의 대체 관계가 존재

하고, 따라서 임금과 고용, 고용과 복지의 사회적 교환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역들이 존재함. 

－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 부문에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

리 나누기, 임금 자제와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간

접고용 자제, 대중소기업 협력(민간위탁, 사내하청 등) 등은 한

국형 복지국가 형성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성장하도록 사회주

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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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육체제의 특수성 및 변화가능성

  1. 문제제기

⧠ 한국의 교육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간

주되었고, 개인들에게는 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옴.

○ 이 가운데 한국 교육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 기업가 및 일반 

시민의  불만과 불평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기업

들은 대학과 직업계열 고등학교로부터 충분한 숙련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은 상당한 사적 자원을 공교육 밖에

서 투자하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대학진학과 다른 직업계열 학교나 현장 경험을 바

탕이 되는 숙련제도가 충실한 대안적 경로가 되지 못한 것과 관련

이 있음. 다른 한편,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와 깊은 연계성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의 수준은 복지와 관련을 가질 수 있음. 

○ 본 장에서 일반적 복지투자와 교육투자의 관계, 교육투자와 민주

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함. 이와 함께 높은 고등교육진학률

로 노동시장의 분절적 서열이 고등교육의 서열과 연계되어 있음

에 주목하여, 고등교육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2. 교육체제분류

⧠ 교육은 숙련체제와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측면들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 교육숙련체제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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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체제가 시장경제의 생산의 측면을 강조한 자본주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숙련체제는 각 유형의 체제가 경쟁력을 갖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성과 배분 및 세대 간의 계층 이

동에 다른 향을 미침. 

○ 복지체제가 민주주의의 작동과 연계된 측면을 강조한 권력자원의 

동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노동시장의 분배 및 재분배와 

연계를 가지면서도 민주주의 강화에 향을 주고받음. 

○ 이런 측면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시장원리가 지배적인 미국형, 민

주주의 원리가 지배적인 스웨덴, 조합주의가 지배적인 독일 형으

로 나타남. 

－ 계층별로 미국은 고학력과 높은 일반적 숙련이 강조됨으로 사

립대학과 명문대학 등의 대학과 서열이 중요하고, 개인부담이 

높은 시장원리 중심형 

－ 스웨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교육체제로서 계층이동

의 대학과 서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등교육까지 

국가의 책임 하에 있음. 

－ 조합주의적 특성을 지닌 독일의 경우 현장에서 이루지는 도제

를 통한 숙련이 강조되고 이 투자에 대한 경제적 수익도 높음. 

반면, 고등교육의 진학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고등학교까지

의 일반적 학업성취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 고등교육

의 기회는 적지만, 공공의 책임이 강하게 유지됨. 

○ 교육을 통한 시장경제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선호와 가치

규범도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과 복지

지출이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이론적, 분석적으로 재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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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들 모든 모형들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사고-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원리-에 향과 세계화와 숙련 편향적 기술변

화에 향을 받아 점차 고학력과 시장주의 원칙이 도입되고 있음. 

－ 이들 경향은 미국 모형으로의 수렴현상으로 나타나나 시장원

리가 미국처럼 지배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스웨

덴은 초등학교 교육에 학교선택과 경쟁을 도입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님. 독일의 고등교육에 등

록금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음.   

  3. 한국고등교육의 분석

⧠ 한국 초중등교육에 대한 공적투자는 일본보다 높고, OECD 평균보

다 약간 낮은 수준. 그러나 사교육비와 고등교육비에 대한 사적 부

담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는 미약한 사회보장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보험이고 높은 소득

불평등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투자의 형태라 할 수 있음. 

⧠ 권위주의적 관료체제 하에서 교육정책과 고등교육정책은 산업정책

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 음. 몇 차례의 역사적 시

기를 통해 고등교육제도의 형태가 형성됨. 

○ 해방 후 미군정 시기로, 이 시기 보수 성향의 미국 유학경험을 하

던 기독교계가 고등교육의 제도 도입을 주도하 으며, 사립대

학이 재정지원 없이 설립가능한 대안이었으므로 이를 적극 수용

한 것으로 보임. 

－ 이문원(1992)은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의 고등교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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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학입시정책의 ‘원칙과 운 방법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된 점, 대학입학정원 정책이 사학의 부패, 국가의 인력수

급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향을 

받았던 점, 사립대학(법인)의 권한 확대 또는 방임과 사립대학

에 대한 국가통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사립대학과 개인부담 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두 가지 역사적 계기가 역할을 했음. 

－ 1980년대 이후 한국고등교육체제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

은 계엄 하에 발표된 1980년 7월 30일 발표된 전두환 정권의 

7.30 교육개혁의 졸업정원제와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김

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이 설립준칙주의 및 정원 자율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신자유주의의 개혁의 시발로 간주되는 국가주도의 문민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자율화로 표현되는 자유주

의와 경쟁으로 표현되는 시장원리'(장수명 2009, p.13)로 규제

철폐나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

○ 이러한 한국의 고등교육체제의 형성은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들의 부담은 높고 고등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중산층들이 자녀를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선제적

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동안에 출산 파업을 감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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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복지체제 제도와 한국의 교육체제의 방향

⧠ 한국의 교육모형은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강하게 강조한 

모형으로 고학력과 대학의 서열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교육의 민주

주의 원리나 가치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운용을 강조함. 

⧠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새로운 유형의 복지교육체제로 보임. 한국의 

경우 국가가 교육과 복지에 있어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첫째, 유아 보육을 위한 국가의 공공재정 지출을 확대할 뿐 아

니라 서비스 전달체제에 있어 사적 역을 공공 역으로 흡수하고 

안정된 고용을 창출하며 유아에게 기회균등을 실현해 줄 필요

가 있음. 

○ 둘째, 고등교육 분야 또한 유사한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접근

이 필요함. 특히 저소득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분야에서 지역별 균

형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장경제의 지배적 원리들을 약화시

켜야 함. 

○ 셋째, 고령, 질병, 실업, 불안정 취업, 차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작동이 줄어

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전반적인 사회지출을 확대해

야 함. 

－ 유아 보육과 초중등의 교육기관 이외의 사적 투자, 고등교육

에 대한 무분별한 사적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

람들의 선호와 가치 규범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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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주의 레짐의 한계

  1. 문제제기

⧠  가족과 관련된 주요 사회지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 가족은 서구

사회의 가족과 유사한 모습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들 사이에서 불균형 발전,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을 띠고 있음.

○  이 장에서는 한국 가족의 변화를 주요 지표를 비교국가적 관점에

서 조명함으로써 변동의 맥락과 의미,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밝히

고자 함. 특히 한국 가족의 변동의 속도(tempo)와 시기(timing), 

배열(sequence)의 상이성에 주목함으로써 한국형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초로서 가족이 갖는 특수성을 밝히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가족구조와 가족부양체제의 변화

⧠ 초저출산 사회인 한국은 저출산과 여성의 저고용이 병행되는 저출

산 저수준균형(low-equilibrium)상태이며, 서구와 달리 저출산은 

개인주의의 확대에 의해 추동되기보다 자녀중심의 가족주의가 변형 

재생산 되는 현상임. 

○ 개인화의 또 다른 인구학적 지표인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음. 북구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우리사회가 현재 도달한 1인가구 수준에 도달해있었고 독일 역시 

높은 수준의 1인가구 비율을 보임. 가족주의가 강한 남유럽, 동아

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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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1인가구 증가는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진행되고 있

고,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비율이 높음. 개인주의 확대

의 결과물로 해석하기 어려움(김혜 , 2007).

○  가족변동의 또 다른 축은 가족관계 및 혼인규범에서 찾을 수 있

음. 보편혼, 평생혼 규범의 변화로 인해 혼인, 출산, 양육, 섹슈얼

리티 역에서 표준가족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던 관계가 느슨

해지고 있음. 그러나 비교국가적으로 한국은 경제위기의 향으

로 이혼율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보편혼의 규범이 지배적이고 조

혼인율이 높음. 

－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자녀가구는 많지만 한부모가구는 적고 

자녀양육의 중심은 양친가구에 있음. 혼인내 출산, 혼인후 출

산이라는 출산규범 역시 여전히 강해 혼외 출산율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임.  동거에 대한 허용성도 낮아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동거율이 낮게 보고되고 있음. 

⧠ 1990년대 말 이후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음. 거

시적으로 남성이 생계의 중심에 있고 남녀의 성별분업에 의해 기혼

여성이 돌봄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분업구조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사회에서 여성의 학력과 노동시장참여의 

관계가 정의 관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프라임타임

의 여성노동력에게서는 그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고학력자의 노

동시장참여가 낮음. 

－ 맞벌이화가 진척되고 있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모성고용률)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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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5~54세 코호트의 여성고용률이 60.3%이며, 15

세미만 자녀의 경우 52.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성의 고용

률 자체도 낮지만, 모성고용률도 멕시코, 터키에 이어 가장 낮

은 국가에 속함.  우리나라는 모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문제

가 되지만, 덴마크와 같은 북구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모성고용

률이 더 높게 나타남.

－ 모성고용률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레짐이 

지배적이고 여성의 고용은 제한점임.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이 낮고 특히 여성근로자가 양립의 과제

를 떠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중생계부양자 체제’

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가족주의와 복지레짐

⧠ 서구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개인화

와 이념적 개인화, 개인주의가 동반되는 현상임. 한국에서는 가족지

표의 다양한 역에서 개인화가 나타나지만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의식이 온존해있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의 특성이 있

음(Chang and Song 2010). 

○ 한국인의 가족주의 의식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ISSP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데이터를 한국 사회종합

조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함.

○  북구국가들에서 가족 및 젠더 가치관이 가장 개방적 허용적 개인

주의적임. 한국은 여전히 보편혼 규범이 강하고, 이혼, 동거, 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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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군집분석 결과 가족가치관에서도  기존의 복지레짐분류와 유사한 

국가군집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구국가가 하나의 국가군을 형성하고, 

반대의 극단에서 가장 가족주의적인 대만과 일본, 한국이 하나

의 국가군으로 묶임. 

－ 가족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남유럽 국가들은 가치관에서는 상

당정도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보여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중

부유럽 국가들과 유사성을 보임.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가족주의가 

지배적이고 의식수준에서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주의적 특징

을 띰.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사회적 지원뿐 아니라 문화적 인

정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가족변화를 신사회위험이라는 측면에서 탈산업사회적 조건

이라는 점과 연관지워 분석하기 위해 보놀리(Bonoli,2007)의 분석

틀을 원용하여 분석함.

○  분석에 포함된 가족차원은 여성고용률, 이혼율, 합계출산율, 노

인인구부양비, 1인가구비율의 5가지임. 노인인구부양비는 노인

돌봄의 필요성의 대리변수로 포함시킴.

○ 분석결과 가족변동의 ‘시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대만과 유사, 

일본보다 10년정도 늦음. 각 국가의 구조적 지표들이 도달한 시

점(타이밍)을 벤치마크년도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2003년, 2004년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늦었고, 스웨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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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이 중부유럽 국가들보

다는 20년 정도 뒤늦은 변동을 경험하고 있음.

○  위험의 연대기에서 뒷쪽에 배치될수록 글로벌리제이션, 노동시

장 불안정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위험의 차원이 더 중층적, 복합

적이 되고 해결의 여력은 줄어들지만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음.

○  각국의 가족변동의 시간과 가족정책지출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가족변동에 대해 북구국가들은 적극적 정책적 대응을 통해 복

지국가 재편에 성공했고, 1990년대말 2000년대초 가족변동의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가족지출을 증가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중심적) 가족주의의 경제적 귀결을 살펴보기 위해 OECD 대표

국가들과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여성 고용률 지표를 비교함.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보수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

으로 다른 취약 인구집단에서 나타나는 높은 빈곤율과는 달리 상

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며, 아동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

이 높은 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빈곤위험은 노인가구에 집중됨. 가족주의적 연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중심이 자녀에 있고, 노인에 대한 사회

적 보호가 미발달했기 때문임. 아동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의 경

우  한국의 경우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4배). 

○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배제를 보여줌. 동시에 여성은 가족관계의 변동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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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적 리스크 집단임을 알 수 있음. 

○ 한국 가족주의의 자녀중심성과 성별 분업구조는 가족에 대한 경

제적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우선성을 분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동빈곤율, 낮은 여성고용률, 최악의 노인빈곤의 형태로 

인구집단별로 위험을 차별적으로 분산함. 

4. 소결: 가족구조 변동의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가족변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는 ‘다양한’ 가족의 

특징을 보이지만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적 성향이 지배적이

며, 부양구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별분업이 지속되고 있음. 

○ 그 경제적 귀결은 자녀중심적 가족주의 레짐의 주변에 있는 노인

가구, 한부모가구 등에 빈곤위험이 집중되고, 여성을 가족관계 변

동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듦.

○ 19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족의 변동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인 ‘저출산대책’과 가족정책을 통해 가족과 관

련된 위험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음.

－ 가족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가족관련 서비

스도  크게 증가했지만 예상했던 제도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지속가능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음. 어

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낮고 경력단절 

현상이 만연해 있음. 가족복지 확대와 관련하여 예산상의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함. 다양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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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 기조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의 책임과 의무에 기반한 

제도적 가족주의에 기초해있고, 정작 이혼가족, 비혼 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적 삶의 양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

책은 미약한 상태임. 

○ 가족의 변동이 민주적인 관계, 사회적 평등의 진작으로 이어지고 

가족주의 레짐의 부정적 결과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

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점검하

고 민주적이고 평등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족정책

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7장 복지제도 및 구조의 특수성

  1. 문제 제기

⧠ 본장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제도 구조와 특수성

을 검토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경로 의존적 한국형 복지모형’의 성

격을 규명하고, 규범적인 ‘경로이탈적 한국형 복지모형’을 모색하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 “한국 복지국가 논쟁”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후, 역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복지제도를 분석하고, 그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요약 33

  2.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인 ‘생산적 복지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로 규

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음.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신자유주의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논거는 ① 복지에서 시장역할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 ② 원

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계은행과 IMF의 권고에 따른 점, ③ 빈

곤 및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음(조 훈, 

2002; 정무권, 2002; 손호철; 2005, 김 순, 2009)

○ 반면, 송백석(2006)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국

가와 시장 관계의 양분법적 인식의 문제, ② 정통 마르크스주의 

오류의 재등장, ③ 정책의도와 정책결과의 부조응성 관점에서 비

판하고, 신자유주의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노무현 정부 후반에 사회정책을 지배한 담론으로는 보편적 복지국가

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들 수 있음.

○ 김 순(2007)은 “사회투자정책의 강화는 동의하면서도 특정 정

책만을 투자적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대안적 복지모델로 상정하

고 그 담론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김연명(2007) 등은 “사회투자전략은 후기산

업사회의 신사회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고전적 복지국

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경제, 사회, 인구학적 구조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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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이 부각된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

에 서 이른바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쟁점

으로 부각됨.

○ 진보진 에서는 무상급식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모든 아동에게 

시행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 보수진 에서는 공짜점심, 재벌급식으로 격하시키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저소득층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 음.

⧠ 한국의 복지국가 이론화를 둘러싼 입장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

제도의 발전을 추적하지 않는 ‘현재주의적’(presentist) 입장에 주

로 놓여 있어 제도 변화의 연속성과 변화 기제를 잘 보지 못하고 측

면이 있음.

○ 이런 점에서 과거의 제도 로직의 재생산은 끊임없이 사회환경적 

변화와 새로운 행위자들의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진적 변

화이론’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

  3.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

⧠ 전쟁, 빈곤과 외원의 역사와 그 잔재들

○ 해방이후 복지 형성에 어떤 역사적 제도적 맥락이 있었는가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측면의 

일제 강점기의 빈민구호 정책을, 그리고 맥락(context)이라는 측

면의 미군정 구호행정, 전쟁과 외원이 미친 향을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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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된 조선구호령(1929년 제정)은 당시의 경

제사정  및 6‧25 동란으로 빈곤대책의 기능을 구현할 수 없었음.

○ 해방이후 미군정시대의 실제적인 구호 재원은 우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되는 구호금품과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기부금품이었음.

○ 당시 빈약한 경제상황과 6‧25 동란은 한국 복지 틀에 형성에 적어

도 두 가지는 향을 미쳤음.

－ 사회권에 대한 인식 미흡과 빈약한 경제사정은 잔여적 복지로 

이어지고, 전쟁의 혼란으로 인한 이재민의 증가와 빈약한 공공

재원은 민간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형성으로 이어졌음.

⧠ 정당성 위기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복지의 발달

○ 연금보험은 공무원 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

(1975년), 국민연금(1988년) 순으로 도입되었음.

○ 5‧16 이후 개정된 ｢제6차 개정헌법｣에 도입한 ‘사회보장’의 개념

과 ｢생활보호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목

표는 실현되지 못하 음.

－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복지’의 발전을 경제성장에 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

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구주의적’으로 활용하는 권위주의

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에서 찾을 수 있음.

－ 이혜경(1993) 등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

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채택되고 개

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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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은 국가 엘리트 그룹에 대한 선(先) 사회보

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복지제도 도입 시기를 보면, 대체

로 산업노동력에 대한 제도에 비해 먼저 도입되었음.

－ 국가 엘리트 그룹에 대한 선 보장에 대하여 양재진(2004)은 

제 3공화국은 본격적인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기 

전에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하고자 국가 엘리트에 대해 제한적

이나 공적 복지에 착수해, “이들 집단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

한 은급적 성격의 제도 도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

었다고 평가되지만, 6차 개정헌법의 정신을 실현하기에는 경제적

인 여력이 부족하 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낮은 수준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보

험제도 도입임.

－ 남찬섭(2006)에 의하면, “1973년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이 각각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국민연금복지법안 중 경제

기획원이 제시한 법안은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재원마

련을 수단으로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하려고 하 다고” 주장하

고 있음.

⧠ 개발주의적 접근의 일환으로서의 복지의 발달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특징 중의 하나는 복지제도 발달과정이 기

업규모가 큰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하향식으로 접근하 다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복지가 발달하 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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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 경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제도를 도

입하고 중소기업 순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도입임.

－ 이는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기업의 재정상태, 

대기업의 노동력 확보 차원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 

해석됨.

○  한국사회에서의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이유는 기업복

지가 국가복지의 성장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닌 국가복지의 

회피 내지는 대체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송호근(1993)은 “한국의 기업복지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복지 부담을 지게 된 이유

를 일종의 ‘정치적 비용’ 지불로 해석”하고 있음.

  4. 논의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전에는 복지수준과 경제수준 간의 선형

적 관계를 발견하기 힘든 저복지 수준 상태 음.

○ 우명숙(2011)은 이를 “민주화 이전의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은 

‘산업화 이론’ (the logic-of-industrialism thesis)에 반하는 

일탈사례로 취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이혜경(1993) 등은 “권위주의적 발전국

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

그램들이 채택되고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민주화 이후 IMF 경제위기는 비록 외부의 강요된 복지제도 정비 



3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내지는 구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국민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예산의 증가가 괄목하게 

증가하 음.

－ 이와 같은 변화가 실렌(Thelen)이 언급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

점의 전환점(경로이탈)으로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음.

○ 경로이탈에 대한 개념 규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양적 변화 보다

는 질적 변화, 낮은 탈 상품화에서 높은 탈 상품화로의 이행, 제도

에서의 사회권 담보,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한 복지철학

의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런 관점에서 사회권을 담보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도입, 무

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은 경로 이탈적 성

격을 지닌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음.

－  하지만, 몇 가지로 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복지 전반을 경로

이탈적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임.

－ 그 이유는 아직도 ‘저부담, 저복지’ 형 복지국가에, 안정적 노

동시장 지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남 

유럽형인 ‘지위 유지형’ 복지제도 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한국 복지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특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음.

○ 과거 잔여적 복지의 지향과 하향식 복지발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문제를 야기

－ 사회보험이 하향식(top down)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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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이 상향식(bottom up)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지

만, 사회보험과 기초보장제도 자체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양자 간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자 업자 등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잔여적 복지, 하향식 복지발달, 그리고 연금제도에서의 재정 

중심의 적립방식 채택 등은 OECD 국가 중 노인 상대빈곤율 1

위, 자살률 1위로 이어짐.

 불평등의 증가는 건강사회문제의 증가, 사회이동성의 저하

로 연결(Wilkinson and Pickett, 2009).

－ 따라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더 이상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의 사회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상대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복지와 검

증되지 않은 시장주의 도입 등은 복지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음.

－ 복지제도 도입 초기 자본과 국가 간의 ‘암묵적 거래’로 형성된 

기업복지 및 민간전달체계가 오늘날 복지서비스 질의 하향으

로 나타나고, 수가결정 과정 등에서의 역학관계는 또 다른 갈

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본의 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제도

가 이익집단에 포위될 수 있는 위험을 단순히 기우라고 치부할 

순 없음.

－ 따라서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 적정 수준의 공공성 확보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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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1. 문제제기

⧠ 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및 검토 필요성

○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복지제도의 관리, 운 ,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 인력, 관련 기제를 의미하여, 복지 수요자가 필요

로 하는 급여‧서비스를 이용‧제공받기까지 설계‧기획된 제도‧기준‧
규율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직‧인력의 구조, 기능, 절차, 관계 등을 

포괄(강혜규, 2012). 

○ 전달체계의 구성 양태, 운  원리 및 방식, 실효적 작동 상태는 복

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수요자의 체감도와 편의성을 결정짓

는 주요 요인

○ 복지 수요의 포착과 대응, 이에 기반한 복지서비스의 창출 및 공

급,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  및 재정 운용 등 복지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여건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성할 필요

⧠ 분석 목적 및 범위

○ 전체 연구과제에서 설정한 “우리사회의 문제들, 우리 복지국가에 

대한 진단, 우리가 지향할 복지국가의 모습과 선결조건”을 탐색

하고자, 복지 전달체계 부문을 점검

○ 분석 틀로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주목하는 “제도”로서의 전달

체계와 그 변화의 “맥락(context)"으로서 제도적 환경, ‘역사적’ 

과정을 검토, 복지 전달체계가 지닌 외부적‧내재적 제약의 요소, 

‘경로의존’의 경향성과 변화요구에 대응하는 발전 가능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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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분석 결과

⧠ 전달체계 형성과정에서 ‘경로의존’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 지자체 복지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도는 경로의존의 경향성을 띄고 있음.

－ 지자체에 위임해온 복지 행정의 수요가 복지제도의 확장에 따

라 크게 확대되고, 복지업무의 성격도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화 경향과 결합한 지자체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형성은 일정 궤도를 유지한 채 지속 

－ 두 번의 시범사업과 2006년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 2011년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2012년 시군구 희망복

지지원단 운 , 2014년 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가 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 모형으로 설계 

○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경로의존의 경향성을 파악

－ 새로운 사회서비스 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만, 전통적 복지

서비스를 담당해 온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복지사업 위탁 제도

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제도적 제

약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제도의 ‘점진적 변화,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 최근 (후기) 제도주의에서 고려하고 있는 내재적 요인들의 균열과 

갈등의 요소가 전달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점진적인 변화의 양상은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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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적 요인으로서, 전달체계 관련 사건사고(2005년 불로동 아

동사망사건, 2009년 복지공무원의 회계 비리 등)로 촉발된 정부

의 대응책으로 착수된 전달체계의 개편 작업이 전달체계의 개편 

시도로서 작용

⧠ 구조적 제약요인인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 제도로서의 ‘복지 전달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의미있는 변수들은 

무엇보다 지방행정제도와 재정제도

－ 현재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

도와 단체의 역량을 비롯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관련 제도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 

－ 재정제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의 

지표인 국고보조사업의 분담비율 문제, 자체사업의 확대를 가

능하게 하는 지방의 재원확보 문제와 결부  

○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와 상호작용하는 변수는 사회서비스 제도

－ 시장원리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설계 방향은 전달체계의 구도

와 요소간의 역동에 크게 파급

⧠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결과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발견되는가. 이와 관련된 의미있는 ‘발생 시점과 

순서(timing and sequence)’은 무엇인가

○ 전달체계 관련 사건사고로서 2005년 불로동 아동사망사건, 

2009년 복지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은 각각 2006년의 주민

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 2010년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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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계기로 작용 

○ 2005년의 전격적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서비스 사

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바,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

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주도성이 약화되어, 서비스 확대의 

동력과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

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판단 

⧠ 경로의존의 탈피․극복을 내재한 제도 내적인 ‘균열과 갈등’의 요소

는 무엇인가

○ 복지 수요의 증가, 제도의 다양화, 여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복지사업 추진은 전달체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서, 이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전달체계의 변모가 어려웠다는 것

은 곧 경로의존적 경향성을 지닌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모습

○ 후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변화 가능성을 내재한(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력을 발휘할) 균열과 갈등의 요소를 찾

아보자면, 현재로서는 이들의 자체 역동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시

도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정책 

기획 단계의 작용은 활발

－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의 주축인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의 

역할갈등으로 가시화된, 복지부문과 행정부문의 갈등

－ 복지와 고용, 보건 등 연계와 통합의 욕구를 지닌 분절된 전달

체계 속의 유관부문간의 갈등

－ 민간 서비스 부문 전달체계에서 전통적 사회복지사업을 담당

해 온 (복지법인 중심의) 비 리 사업자와 바우처등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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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들의 균열

  3. 소결: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특성과 주요 과제

⧠ 한국의 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특성과 그에 따른 주요 과제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음. 

특성 주요 과제

복지제도의 급속한 성장과 
인프라 개편의 지체, 부조화

• 유관부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gateway 
마련

• 지자체 행정의 서비스중심 일선사무소 운
• 현금급여 행정과 서비스 행정의 재구조화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서비스중심 역할 전환

복지영역의 확장 추세와 세부 
영역간 강한 경계, 분절

• 욕구 역별 통합적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의 제약

•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구조 개편
• 지방공무원 ‘계층제’의 단점 보완 및 제도 개선 

(직위분류제 고려)

공공성(공공의 책임성) 발현의 
지체

• 지자체의 서비스행정 기능 강화
• 부적정수급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원리 
도입으로 인한 민간 
복지주체의 정체성 혼돈

• 서비스사업의 재정이전 방식 개편 검토
• 위탁,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정비

‘인력’에의 과도한 의존 혹은 
경시

• 공공서비스행정 인력의 확충
• 민간 사회복지사를 비롯, 복지부문 종사인력의 전면적인 

고용의 질 제고

정보화와 효율화의 우선 
추진이 초래한 정책 효과의 
반감

• 행복e음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정보시스템의 활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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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복지재정의 특수성과 대안적 재정체계

  1. 문제제기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살펴본 후, 미

래 복지국가의 발전에 조응하는 재정체계의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자 함.

○ 현재 한국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체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주도형 경제체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개선 없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이에,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체제에 조응하는 대안적 재정

체계의 모색이 필요함. 

  2.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특징

⧠ 한국의 저부담·저복지 상태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사회복지

지출이라는 재정체계의 특징을 반 하고 있음

○ 개발연대(1960〜70년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자본형성

과 저임금체제를 지원하는 재정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이

러한 개발연대의 정책기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향을 미치고 

있음.

○ 낮은 세율과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 지하경제 등은 낮은 조세부

담률의 주된 원인이며, 높은 비중의 국방비와 경제사업 비중은 사

회복지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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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체계의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의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소비

세,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금융자본거래세

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

○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소득세

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은 복지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등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

의 세부담이 크기 때문은 아님.

－ 법인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개별기업의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소득세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고, 고소득 자

업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되어 있으며, 고소득자와 고액자

산가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임.

○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사회보험의 미가입자 비중이 높으

며,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임. 

－ 특히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

으로 인해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비와 경제사업, 낮은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재

정지출의 배분 효율성과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사회복지지출 구조는 잔여적(residual) 성격의 복지체제를 대표하



요약 47

는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 가깝지만,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불균형적인 재정지출 구조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

각지대가 크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와 관계없

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1차

적으로는 시장에서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2차적으

로는 국가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

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짐.

○ 2010년 우리나라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칠레에 이어 두 번

째로 낮은 수준임.

  3.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의 역할

⧠  최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소위 ‘고용 없는 성장’과 ‘임금 없는 

성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낮은 고용률과 실질임금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가계

소득을 위축시키는 반면, 증가된 기업소득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

어지지 못하여 내수부족, 고용 정체, 자 업 침체, 근로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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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소득 대비 부(wealth)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

되며, 이는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여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경제는 이른바 ‘소득주도형 성장체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윤주도형 성장전략과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음.

  4. 논의 및 소결: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체계

⧠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

이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정책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성장

의 결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함.

○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공평한 분배구조는 

내수기반의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고용 증대는 물론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전제 조건임 .

⧠ 개별 국가들은 고유의 문화와 제도,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복지국가 발전의 보편성을 뛰어넘어 개별 국가에 적합한 복지국

가 모형과 그에 조응한 재정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이 낙수효과에 기대면서 감세정책과 ‘작은 정

부’를 지향한다면,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대안적 재정정책은 기존의 이윤주도형 성장전략을 소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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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성장전략으로 바꾸는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며, 소득주도형 성장체제의 성격을 갖는 한국경제에 보다 적

합한 정책임.

○ 특히 거시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의 경우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신자유주의적 정

책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음.

⧠ 개발연대의 재정체계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면, 복지국가 시대의 재정체계는 연대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

며,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제도

를 확충하는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국

가 시대에 조응하는 재정체계의 대안일 수 있음.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란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

적으로 변동되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누진적인 조

세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복지국가의 국제비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편주의 복지를 통

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 전체

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세수기반을 

확충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 선거제도에서의 대표성 강화, 참여예산산제도의 활성화와 국민

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확립도 복지국가의 대안

적 재정체계를 위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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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한국인의 복지태도

  1. 문제제기

⧠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연구의 측면에서, 복지레짐별로 복지국가

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내적 일관성과 외적 차별성을 보여주는지를 확

인하고, 그러한 레짐별 혹은 국가간에 복지태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매개로 한 한국 

복지정치의 지형의 현 실태를 유추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복지레짐과 복지태도

⧠ 본 연구에서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s)의 

2006년 “정부 역할”(Role of Government IV)과 2009년 “불평

등”(Inequality IV) 원자료를 활용하여, 복지레짐별 복지태도의 차

이와 유사성을 확인해 보고자 함. 

○ 복지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함: 성공의 조건, 정

부의 재분배 책임, 분야별 국가책임, 분야별 예산확대에 대한 태도. 

⧠ 성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부유한 가족과 지인이 성공에 중요하

다는 점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음. 

○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를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는 ‘연

줄망 사회’로 간주하는 논의들도 이러한 결과와 일맥상통함. 복지

국가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러한 연고성에 기초한 강한 네트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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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의 연대’에 기반해야 하는 복지국가 형성을 저해하며, ‘우

리끼리’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를 조장한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음. 

⧠ 정부는 재분배를 위해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은 남유럽 국가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국가 개입에 대한 요

구 역시 사민주의 국가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음. 

－ 특히, 한국은 소득격차 인식 등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

장 높은 수준임. 즉, 현실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과 정부 개입

의 요구 수준이 오히려 남유럽 국가들과 매우 유사. 

－ 이러한 높은 요구 수준은 노르딕 국가들과 같인 조합주의 전통

과 강한 계급 결속력에 기반하 다기 보다는, 결집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 수준의 요구와 인식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남유

럽 국가들과 유사성을 가짐. 

⧠ 정부는 어떤 역에 개입해야 하는가?

○ 한국과 대만의 경우, 소득 격차 완화, 일자리 제공, 물가 안정과 

같이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러한 특성은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즉, 개발

주의적 권위주의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공보다는 직접적인 시

장 개입—물가안정, 일자리 제공, 법정 퇴직금—을 통해 국가

복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음. 

⧠ 정부는 어떤 역에 지금보다 더 개입해야 하는가?

○ 분야별 예산 확대에 대한 태도의 경우 대체로 건강, 퇴직,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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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는데 비해, 실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자유주의와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나 지금보다 약간 더(남유럽, 동아시아 국가들) 확

대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이는 ‘근로능력 있는 빈자’ 또는 실업자에 대한 국가 개입을 상

대적으로 꺼려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역에서 남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가군에 비해 예산 

확대를 좀 더 강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군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3.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 본 연구에서는 각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복지태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함. 이를 통해, 복지레짐별로 복지지지의 수준

에 차이가 있는지, 복지태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요한 향을 미치

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복지레짐이라는 ‘제도적 차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향을 유추해 보고자 하 음. 

○ 분석의 결과는 “복지국가에 따른 복지국가 태도의 일정 구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레짐 유형에 조응하는 서구 국가들 간의 태도 

유형을 명확하게 군집화하기는 어렵다”(Kulin 2011, p.10)는 기

존의 대략적인 연구 결과들과 거의 일치

○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은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복지태도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자유주의 복지레짐에서 

다른 복지레짐에 비해 강한 향을 미쳤음. 소득계층을 통제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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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그 향력과 향 변수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남. 

－ 사민주의 복지레짐에서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부문 종사

자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에 대해 더 지지적인 태도

를 보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좌파정당을 지지할수록 복지에 대

해 지지적인 태도를 보임. 

  4. 논의와 소결

⧠ 분석의 시사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한편으로는 강한 시장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국가 중심적 사

고의 모순된 경향

－ 특히, 성공과 관련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줄망의 중

요성을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닫힌 사회, 

연줄망 사회 등 좋지 않은 시그널로 보임.

○ 정치적인 아레나에서의 조합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민사

회의 연대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 

－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한 요구 

수준은 매우 높음(전형적인 남유럽형 태도). 

－ 이익집단에 의한 clientelism, iron triangle의 형성 가능성

(복지 공급자의 이해와 복지 수요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복지제도 형성 가능성. 이 경우 특히 권력동원이 약

한 집단(빈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집단과 비정규직 등의 노동

약자들)의 이해와 무관한 방향으로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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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태도는 복지제도의 형성, 확대, 성숙에 따라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 2005년 전후까지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계급은 

복지태도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대다수, 그

러나 2010년을 전후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들의 

향력이 강해짐. 

－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자기 이해 혹은 계급적 이해에 대해 의식

하게 되는 계기. 어떻게 이러한 이해와 의식을 좀 더 바람직한 

복지국가 발전으로 모아낼 것인가가 관건

제11장 결론: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 본 연구는 경제․노동시장․교육․가족 등 좀 더 폭넓은 역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역사

적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통찰함으로써, 부정적 요소들에 대

한 탈(脫)경로의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 그 전제는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에서 대의제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각각의 이상 및 원리들이 상호 충돌하고 

때로 타협하면서 나름의 복지국가의 논리적․제도적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임.



요약 55

⧠ 지금까지 논의해 온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적 특성, 제도적 유산과 

대안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주요용어: 한국형 복지모형, 특수성,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구분 형성적 특성 제도적 유산 탈경로의존적 대안

산업
노동시장

∙위로부터의 산업화
∙조립형전략

∙기업․산업․노동시장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포용적 성장전략(생태적․민
주적 규율과의 조화 추구)

∙노동시장 근대화∙정상화
∙유연화를 위한 사회계약

교육
∙고등교육의 사적재화 
성격

∙입시위주․주입식 교육

∙입시경쟁심화(고비용구
조․교육불평등 심화)

∙고숙련화 교육 실패
∙민주시민교육 약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숙련교육체계로의 개편
∙민주시민교육 강화

가족
∙강한 가족주의
∙가족의 강한 복지기능

∙가족주의 사고틀(단, 핵가
족중심)을 유지한 채 급
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탈가족주의적 복지기반(아
동․노인복지) 마련

∙합리적 가족문화의 전승

복지제도

∙외원․민간복지에의 의존
∙공공부조중심의 복지
∙특수직역, 대기업 중심 
사회보험․기업복지

∙민간 중심 전달체계
∙잔여적 복지국가 특징
∙불안정계층의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공공전달체계와의 경쟁 유
도를 통한 공공성 확보

∙제도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사회보험의 보편성 확보
∙보편적 복지 확대

전달체계

∙지자체 중심의 일선 
전달체계

∙법인 중심의 민간전달
체계

∙사회복지직․행정직 갈등
∙보건․복지․노동 간 분절
∙법인과 신규사업자간 갈
등

∙보건․복지․노동 간 유연․통
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공공․법인․개인 간 경쟁을 
통한 공공성․서비스질 제고 

재정구조

∙국가주도․대기업 중심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
한 높은 감면률․비과세

∙지하경제용인
∙국방비 ․경제개발비가 
높은 세출구조

∙낮은 세율․각종 비과세
∙낮은 실질 조세부담률
∙여전히 높은 국방비․경
제사업비 지출

∙과세기반 확충(감면․비과세 
축소)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및 
누진성 강화

∙세출구조조정(경제사업비 
등 축소)

복지태도
∙가족․연줄망 중시
∙상대적으로 낮은 합리
성․민주적 시민의식

∙가족․연줄 중시사고․시장
주의적 사고․국가에 대
한 높은 요구도가 혼존
하는 상태

∙합리성․시민 연대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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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제1장  서 론

제2장  제도주의 관점과 한국형 복지국가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사회를 이룬 이후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항상 철

학적 주제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동양의 공자, 맹자에서, 서양의 소크라

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회의 이상과 현실 사

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철학의 ‘오래된 미래’ 다. 그리고 20

세기 들어 ‘풍요롭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사회라는 오랜 이상이 마침내 

목전(目前)에 놓여 있는 듯도 보 다. 적어도 일부 산업화된 선진 자본주

의국가들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복지국가’라는 환상의 트라이엥글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했다. 길지 않은 황금기 복지국가 시기에 ‘빈곤의 

종말’은 물론이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역사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때 이른 ‘인간 이성(理性)의 승리’를 예단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주의 이후」에서 월러스타인이 예견했듯이, 1980년대 이

후 우리는 ‘자본주의—민주주의—복지국가’라는 자유주의적 컨센서스

(consensus)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변주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더 이상 황금기 복지자본주의 이상의 대안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이는 별

로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 물에 배를 띄웠던” 운 좋은 복지국가

들과 달리 썰물에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산업사회의 가

족주의와 공동체주의에 의지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산업사회

의 불안정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위험

까지 중첩적으로 도전장을 내 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강한 유교문화

서 론 <<1



60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가 지배했던 전산업사회, 식민지 지배, 전쟁과 분단, 그리고 권위주의적 

경제발전의 유산(legacy)들은 사회복지의 이념형적(ideal typical) 발전

에 ‘경로의존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문제 중심적, 혹은 제도 중심적인 한국 복지국가

에 대한 분석 대신 신제도주의라는 분석틀로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

경과 제도적 유산을 분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함

으로써 미래 복지국가 설계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

은 접근은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몇 가지 한계로부터 출발

한다. 

첫째, 복지국가에 대한 협소한 역 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말 그대로 –제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제도중심

적’ ‘문제중심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정 사회복지제도 혹은 제도

들이 어떠한 구조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무엇인

지에 대한 논의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사회복지제도들을 둘러

싼 환경들은 단순히 제도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거나, 외생변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날실과 민주주의 정치체제

라는 씨실의 복잡한 조직과 구조의 산물이며,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자

유주의, 자유방임주의의 넓은 스펙트럼 간의 투쟁과 타협의 결과이다. 따

라서 경제성장, 인구증가, 사회적 물리력의 동원과 정치적 발달, 문화적 

변화, 그리고 국제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변화 간의 인과적 상관성을 이

해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온전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정책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조직의 구조에 의존하며, 역

으로 경제조직의 정당화와 효과적인 작동은 사회정책의 지지적인 체계에 

의존한다(Atkinson 1992). 예컨대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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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는 ‘집합으로서의 복지제도’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복지국가의 

기본설계와 가정, 즉 완전고용과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위기를 촉발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문
화 제도들은 단순히 복지제도에 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들이라기보다

는 복지제도와 상호작용하는 ‘복지국가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둘째, 복지국가의 역사성에 대한 상대적 간과이다. 물론 동아시아 복지

레짐, 생산주의 복지레짐, 유교문화론 등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복지레

짐 연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러 있으며,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라는 대안과의 접합을 시도한 연구는 드

물다. 

복지국가는 넓은 의미에서 국민국가(nation state)의 구축 과정에서 

순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정치적 타협점으로서 민주적 

복지자본주의를 표방한 데서 출발하 다.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 관계, 국가의 성격과 정치적 지형(constellation)의 특성 

등에 따라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형태와 제도의 성격이 상당 부분 결정되

었다 해서 과언이 아니다. 립셋과 로칸의 ‘결빙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기 제도 형성 시기의 제도적 특성이 이후 변화의 선택지와 스펙트럼을 

상당히 제약하는 소위 ‘경로의존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복지국

가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대안적 발전 방향을 모

색함에 있어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E. H. Carr가 

언급한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미래는 일어

나지 않은 현재이다. 

셋째,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의 빈곤과 비일관성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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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제도중심적 접근, 문제중심적 접근은 관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

다. 즉, 제도와 문제에 따라 상이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거나, 단순히 문제

와 대안을 나열함으로써 관점 자체가 부재할 수 있다. 

구딘(Goodin 1988, Introduction)이 지적한 것처럼 “복지국가는 그 

자체로 단일하고, 통합된, 명백한 실체가 아니라, 엉성하게 상호관련되고 

불완전하게 통합된 프로그램 주머니(ragbag)일 따름이다”. 따라서, 외형

적으로 엉성하게 얽혀 있는 프로그램들의 형성 배경과 상호관련성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꿸 수 있는—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점(perspective 또는 approach)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들을 염두에 둠으로

써,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역사적이며, 일관된 접근

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안의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의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설계에 있어 비판과 

반비판의 논쟁점을 촉발하기에는 적절한 방식이라 사료된다.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의 신제도주의

적 접근의 기본틀을 이하 9개의 개별 장에서 녹여내고자 하 다. 좀 더 구

체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전체적인 보고서의 구성과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도주의 분석틀을 소개하는데 할애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

구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전체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 방법을 서술하

으며,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이후의 장에

서 공통적으로 녹여낼 신제도주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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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복지국가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기제, 다른 한편

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있으며, 각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과정과 체

제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산업화․시장경제의 특징과 민주화․민주정치의 특

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제

도주의가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이 복지제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속의 개인들이 어떻게 공동의 게임규칙에 

순응하고 자기 이해를 관철시키며 또 한편 이를 변형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민주주의—복지국가의 역사적 형성과정 속에서

의 경합과 자기실현적 과정의 차이를 복지체제의 유형화로 설명함으로써 

이후 장에서 이러한 분석틀을 명시적․내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 다.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사회․문화적 특

수성을 산업구조, 노동시장, 교육과 가족의 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

다. 먼저, 제3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산업구조의 형성과 특성을 생산․복지

체제와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한 단초를 산업화 과정에서의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성장전략에서 찾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안

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이중구조

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 공존하는 현상을 

외환위기를 전후로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공식

고용, 세자 업 등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

서 제5장은 한국 교육체제의 유형과 특성을 고등교육체계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교육모형이 미국식의 자유주

의적 시장원리를 강하게 강조한 모형으로 보고, 해방후 고등교육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원리가 관철되는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

다. 제6장에서는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부양체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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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주의 복지레짐이 온존하고 있음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제7장부터 제11장까지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할애되었다. 먼저, 제7장에서는 현재 

복지체제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전쟁과 외원의 잔재, 정당

성 위기, 개발주의적 접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가 가지는 함의

를 논의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한국의 복지전달체계가 도입되고 형성되

는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제시하고, 전달체계 형성과정에서의 경로의존

적 특성과 변화 요인․제약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전달체계의 문제점

과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한국의 저부담․저복지 상태를 낮

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재정체계의 특징에서 찾고, 

그 역사적 기원과 경로를 추적하 으며, 이러한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벗

어나기 위한 대안적 재정체계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지

금까지의 복지를 둘러싼 경제․노동시장․교육․가족 제도와 복지체제의 특

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인이 어떠한 복지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국가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장에서는 지금까지

의 논의를 재정리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복지국가의 삼각체계가 형

성되는 역사적 과정에서의 특수성이 빚어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제1절 문제제기

복지 국가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기제가 자원생산과 분배의 양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립되는 산업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대의제 민주정치가 집

합적 의사결정의 양식으로 확립되는 민주화와 연계되어 있다.1) 또한 복

지국가는 관료주의의 발달을 동반하는 국민국가 형성 및 건설

(state-forming and building process)과 관련이 있다. 근대화를 가져

온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각국의 복지국가를 탄생시키는 동력이라 볼 수 

있다(Flora and Alber 1981, 송태수 2003). 산업화는 도시화, 빈곤, 인

구변동을 가져왔고 이것들은 많은 사회구성원들과 노동자들을 열악한 주

거와 생활조건, 빈곤, 질병 및 조기 사망의 위험으로 몰아넣었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으며, 초보적 국민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참을 일정 정

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거나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함으로 태동하

는 국민국가에 위협이 된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운동을 예방해야했다

(Flora and Alber 1981). 따라서 19세기 서구에서 시민의 복지에 대한 

국민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두 개의 힘은 초기 부터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산업화와 함께 미국과 프랑스에서 민주혁명으로 

집약된 민주화로 간주할 수 있다(Kuhnle & Sander, 2010 63쪽)2).  

1) 송태수(2003)은 주요국의 다양한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비교연구하면서 각 나라의 상이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 주목하여 본 연구의 논의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의 역할이나 ‘제도’의 역할과 관성이 어떻게 이와 관련되었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2)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two sets of forces were set 
in motion which slowly, but persistently and radically, came to change the 

제도주의 관점과 한국형 
복지국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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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기능주의적 해석인 근대화 논리는 산업화가 가져오는 다양

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업화를 복지국가 발달의 

주요한 추진력으로 보고 있다(Flora & Alber 1981, Wilensky 1975). 

이들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제기하는 사회 문제들-도시화, 인구성장, 빈

곤-해결하고 건강하고 믿음직한 노동력 확보하기 위한 국민국가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 이후 PRT-O’Connnor 1973, Offe 1984, Korpi 1983, 

Baldwin 1990, Schmidt 2001)은  복지국가의 동력을 민주화 또는 민

주주의 또는 민주적 정치동원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원이론들은 복지국

가의 건설을 계급투쟁의 관점이나 민주정치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노동조합과 사민주의 정당의 역할과 정치연합을 통한 정치적 자원

의 동원을 복지국가의 발달의 추진력으로 해석하고 민주화와 정치적 민

주주의 내의 정치적(계급적) 분파의 힘과 그들 사이의 역할관계에 주목하

고 있다. 근대적 산업화가 복지국가의 추동력이라고 보는 주장은 경제 

역을 강조한 반면, 정치동원을 강조한 후자는 복지국가의 정치 역

을 강조하 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각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과정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산

업화와 시장경제의 특징과 민주화와 민주정치의 특성이 중요하다. 자본

주의 시장경제가 확립되는 과정인 산업화는 많은 나라에 유사한 사회문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state for the welfare of its citizens. 
One derived from the change attendant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other revolved around the radical new conception of rights of individual 
emanating from the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Kuhnle & 
Sander(2010, 63쪽)

3) Schelkle(2012)은 지금까지의 복지 연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역을 통
합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두 가지 역의 경계는 다툼이 일어
나고 모래위에 그려진 것처럼 깨지기 쉽지만, 눈에 뛸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두 

역의 분리를 통하여 복지국가의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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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발생시키지만, 산업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는 역사적 시점, 그 시

점의  산업 구성 및 구조, 주요한 시장경제 세력의 분포, 쟁점이 된 경제 

및 사회문제, 국제적인 사상과 담론의 흐름 등이 복지국가의 발전 양태에 

큰 향력을 형성할 수 있다. 보통선거권이 확보되고 인권과 시민권이 확

립되는 민주화는 민주화의 시점, 민주화의 주체 세력의 형성과 특성이 당

시의 중요한 사회적 쟁점과 특정한 의제 설정과 연계하면서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산업화와 민주화는 또한 현대 국가의 역할과 기능 확대와 관련이 있

다. 국가는 초기에는 전쟁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경제

발달과 생활상의 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시설의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하다

가 마지막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공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보험은 다시 보건, 교육 및 노동권 보호 등의 시민권 확대로 이어진다. 따

라서 관료주의 발달4)과 국가의 역할과 기능 역시 복지국가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ibfried and Mau 2008).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유형과 대안 모델을 논의하기 전에, 상호 

보완하면서도 상충하는 현대 국가에서 대의제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각각의 이상 및 원리들이 어떻게 상호 충돌하면서 복지국가의 논리

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불평등하게 배분

된 재산과 거래에 기반을 두는 시장경제는 모든 성인이 동등한 1인 1표를 

갖고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와 갈등의 관계를 갖기

도 한다. 그래서 일부 지배세력이 1인 1표제가 사회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자본주의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

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자발적으로 시장경제를 폐하고 사회주의를 선택

4) 연방제도나 분권의 수준과 내용은 관료주의의 발달과 접한 관련이 있다(Leibfried and 
Mau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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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통치 수단이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

동자 계급을 억압할 것이나 종국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투쟁을 통

해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본 사회주의

적 견해 역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에서 반드시 대의제 민주

주의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5), 거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상호 간의 긴장과 균형

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상충하고 보완하기 때문이고 

또 국가의 복지 제공을 보완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갈등과 통합의 수준이 바로 그 사회의 복지체제의 역량과 관

련이 있다고 보고 한 나라의 복지제도의 발전은 그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

화의 과정, 내용 및 주체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아래 설명하게 될 신제도주의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시장

경제와 민주정치가 사회구성의 원리로 자리 잡은 나라들에서의 복지체제

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과 과제를 밝히

고자 한다.6)  

5)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발전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동자의 시민권이 확대되었음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폐지하는 사회주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6)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정치 제도와 시장 구조에 끼친 향을 이후에 분석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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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장경제, 민주정치, 그리고 복지 제도화의 
        신제도주의 분석틀

  1.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  세 

가지 신제도주의의 통합된 관점은 각 국의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민주화 이후 대의제 민주정치, 그리고 산업화로부터 출발하여 지

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도전을 받고 있는 복지국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 학파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달

리, 외생적으로 주어진 선호와 목표를 가진 개인과 조직의 행동에만 초점

을 맞추지 않았고, 또한 구제도주의 학파나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개인과 

주체의 행동의 미시적 기초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나 제도만을 강조하지

도 않았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인과 구조의 상호관계와 그 상호관계의 

동학을 잘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제도를 개인들(조직)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거나 특정한 선택과 행동

의 기회를 제공하는 집합7)으로 이해하는 신제도주의는 개인과 구조와 상

호작용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여 각 특정한 국가의 사회현상을 설명

하는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해준다.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

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제도 형성의 역사적 계기기 되는 결정적 시점으

7) 일반적으로 제도를 개인의 행동과 을 제약하는 것으로만 보는데 제도는 개인들에게 행동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이에 따른 혜택을 준다. 이점에서 Streek(1997)는 그 제약
이 주는 혜택을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로 제약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적 제약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지나친 개인적 이기주의의 
비용을 고려한 공적 효율성 제고 등을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제도는 때로 
강자에게 때로 약자에게 행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권리로서
의 보통선거권 제도는 개인의 행동과 선택의 기회를 늘렸다고 본다. 제도를 제약과 기회
의 집합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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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복지국가제도의 발전과 유형의 지속성을 설명하

는데 유력하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계기(사건들의 시간과 순서가 

중요한)를 통하여 형성된 제도는 특정한 경로로 진입하여 형성되었고 쉽

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복지제도와 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적 시기와 계기, 순서는 각 나라의 복지제도의 

특수성과 지속성도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특정한 역사적 시

기에 제기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담론, 이데올로기, 

특정한 사상, 생각)가 정치적 투쟁 과정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권력이 많은 집단의 이익이 보다 우선시되도록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

한다. 제도가 도입된 후 수확체증, 학습효과, 이익집단의 형성, 비용체감 

및 환류효과를 통하여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 일어난다(Pierson 2000; 

Peters, Pierre and King 2005). 특히 민주화와 산업화가 일어난 특정

한 시기나 기간8) 또는 두 사건(과정)의 순서는 각 나라의 복지제도형성에 

큰 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

에 이미 민주정치가 발달하여 노동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서민대중이 정

치적 동원능력이 있고 정치연합을 결성할 수 있었던 나라와 보수적 지배

집단이 산업화가 완결될 때까지 정치권력(국가)을 장악하여 갈등을 관리

해 온 나라의 복지제도는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

는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 진보적 개혁 사상이 담론의 주류를 이루는 것

과 시장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가 담론의 주류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정치세력들의 복지제도 형성에 대한 주체적인 노

력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이 글의 분석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의 제 요소들-정당체제, 특정

8) 아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부가 주도한 압축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뒤이은 단기간의 
민주화 실현과 함께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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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분권화, 행정부의 수장선출, 등등-

이 민주화 과정에서 제도화되고 쉽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Lijphart 1992). 시장구조의 특성들-금융시장 제도

와 관행, 기업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경쟁전략 등 또한 산업화 과정에

서 제도화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에

서의 국가의 역할 또한 제도화과정을 경험하고 지속화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국가 관료주의

의 형성의 시기와 순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제 사회세력과 국가가 대응하는 가운데 발달하게 된 특유의 복지국

가의 제도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특유의 제도들이 상호 보완적이라면,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특정한 나

라에서 제도화된 민주주의 원리나 시장원리 또는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의도되고 기획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결과 

un-intented consequence’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효율적일 수도 비효율적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개인들은 어떻게 대

응하는가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로 잘 설명할 수 있다. 합리적 제

도주의는 일반적으로 제도란 개인들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의 게임 규칙으로 비공식 또는 공식인 형태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며 전

체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상정한다(Peter 2013; 하연섭 2004). 그러나 

합리적 개인(조직)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도의 효율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또는 조직)들은 공공의 관점에서 제도가 비효율적이

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자원이 없는 한, 또는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한, 그 제도들이 효율적이던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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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던 이 제도가 주는 제약을 수용하면서 또 제도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것이 곧 효율적 또는 

비효율적 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여기서 이들에게 자신들의 관점에

서 보는, 즉,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인식하고 구성한 이익과 유인 구조

를 보고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과 조직들은 사회·경제·정치 

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과 제 세력에 향을 받게 되고 그 힘

과 향력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그 제도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기존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에서 다수의 가

난한 자들이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선거와 투표에 있음에도 ‘계

급 배반’ 투표가 나오는 것은 선호,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권력과 그 향력 그리고  선호와 이해관계가 또한 여기에 

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행위자들의 이익

과 유인 구조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선호 등의 형성에 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선호나 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역사적 경험이라는 미시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Jackson 

201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에서 특정제도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조직하는 제도들도 포함하여) 

대중들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선호와 가치를 통해 구성된 이익

과 정체성,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세력의 권력관계가 상호 작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개인들은 시장과 시민사회의 제도 속에서 가족과 조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호와 가치를 형성하며

(Peter(2013)의 인식론적 사회학 신제도주의),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

익과 인센티브 구조를 이해하고 시장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며, 동시에 정

치에 투표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의 권력 형성과 재형성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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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권력은 다시 선호와 가치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된 이익과 인센티브 구조는 다시 

선호와 가치 형성,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통한 권력과 향력에 다시 

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순환적인 관계를 만든다. 행위자(개인과 조직)와 

제도의 관계는 ‘상호 구성적 as being mutually constitutive of one 

another’(Jackson 2010, p.64)이다. 

〔그림 2-1〕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가치와 선호, 권력, 이익의 상호작용

자료: 장수명(2014) 84쪽 [그림 1]을 수정 보완

따라서 과정에서 제도는 형성되고 고착될 수 있지만, 변형 또한 가능하

다. 복지국가 제도 집합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들의 선호, 이해관계, 

권력관계가 상호작용하고 상호보완 하여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경로의존

의 가능성을 높인다. 제도는 규칙, 관행 및 담화 또는 이 셋의 ‘ 리한’ 결

합을 통하여 개인들과 조직들에게 지시되고 집행되고 강요된다

(Lowneds & Roberts 2013). 그러나 행위자(agents)는 단순히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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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수동적으로 받지만 않고 주체적 행동(agency)을 행함으로써 제도

를 변화시킨다. 행위자들은 제도 속에 내장된 갈등과 다양한 세력들의 충

돌을 활용할 수 있다. 주체들은 또 새로운 담론이나 아이디어가 제기되거

나 여론 및 선거결과의 변화, 문화적 변화, 시장 역의 경제적 변동(‘경

제정책, 실업, 인플레이션, 성장’ 등9)) 등의 일부 요소들의 변화가 생기면 

이를 계기로 주체 스스로 제도의 균열을 야기하면서 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제도 속에 잠재된 경합된 논리, 잠복된 권력 투쟁은 결정적 시기

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체의 의지를 통하여 발현되고 현실화되어 다양한 

방식, 특히 점진적이나 변혁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Thelen 2010, Alexander 200110)). Lowneds & Roberts (2013)는 

이 주체적 행동들을 ‘집합적이고, 전투적이며, 누적적이고, 결합적이며, 

또한 제약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77쪽).11) 

한 예로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정은 이런 주

체와 제도변화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특정한 정치집단들은 현재

의 공무원 연금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중에게 제기함

으로 담론을 주도하고 시민들이 공무원 연금을 자신들의 이익과 유인 구

조와 연계시키도록 하고 있다.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갖는 공무원 집단의 

정당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론 정치’로 제도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

은 제도변화에 대한 주체적 노력의 한 예이다. 다수의 언론인 및 전문가

들이 한국의 전반적인 연금체제의 강화라는 대안보다 공무원과 국민연금

 9) Campbell(2010, 88 쪽 ). 
10) Alexander(2001)은 민주화 이후 정치제도가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가설(Lijphart 1992)을 부정하고 제도개혁의 혜택 때문이거나 기득권이 피해자의 투쟁
과 선호, 예상보다 낮은 기회비용 등으로 정치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민
주화 이후에의 그룹간의 경합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 권력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제도가 집행되는 세 가지 방식은 Lowneds & Roberts(2013)
의 제4장 ‘power and agency’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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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비교와 차이를 강조하고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담론

으로서 그 동안 문제제기가 약했던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인식 속에서 재구성하도록 하는 사례가 된다.  물론 이 재구

성이 어떤 방향을 취할지는 특정 시기의 경합하는 정치세력의 동원 능력

과 여론상태가 될 수 있다.   

  2.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제도화

19세기와 20세기 각 나라의 산업화 과정은 봉건제적 지주나 플랜테이

션 또는 자 농의 농업경제에서 제조업 등 산업화된 부문에서 고용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경제의 확립의 확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농촌에

서의 도시로의 이주, 소득 불평등과 빈곤, 인구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

다(Todaro & Smith 2009 한국어판 2012).  토지와 주(지주)에게서 

자유로운, 사회로부터 뿌리 뽑힌 노동자는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

었다. 우선 질병, 해고, 노령과 사고의 위험 등이 그것이다. 낮은 임금 노

동과 불안정한 시장경제로 인하여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

호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저항행동은 반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체제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어떤 형태와 수준

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험을 제공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민주화 과정은 매우 다양하나 민중이나 노동운동 시민운동 여성운

동을 통하거나, 식민지 제국으로부터 이식되거나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통하여 대의제 정치제도의 확립과 폭넓은 시민권의 확대로 이루

어진다.12) [그림 2-2]에서 각 나라의 발전은 좌측하단의 낮은 민주주의 

12) 시장경제의 수준이나 민주주의 수준을 논하는 척도가 필요하나 여기서는 시장경제는 1
인당 GDP 수준과 자원의 생산과 거래 분배에 차지하는 시장의 몫으로 판단하고자 한
다. 민주주의 수준은 대체로 Dahl(1998)의 정의한 ‘현실로서의 최소 민주주의(다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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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낮은 시장경제의 수준에서 두 가지로 발달할 수 있다. 높은 수준

의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하는 국가

로 단선적 형태이나 다양한 굴곡을 갖고 이동할 수 있다(상단 우측). 또 

다른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를 달성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민주

주의를 이룬 국가(상단 좌측)로 이동하고 여기서 또 우측으로 이동할 수

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좌측 상단의 나라군은 흔히 선진 민주주

의(advanced democracies)나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ized democ-

racy) 또는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Streek 2011)으

로 불리고  OECD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나라들

은 흔히 민주적 자본주의, 산업화된 민주주의(industrialized democ-

racy) 등으로 불리고 있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달을 

경험한 국가군(우측 상단 역)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 강조와 민주주의 

원리 강조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장경제의 원리

가 강조될수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 경

우 다수 약자들의 민주적 권리, 특히 사회적 시민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의 성과에 긍정적 향을 미치면,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시장원리를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시장의 1차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경제 

발달에서는 이를 실현하는 것이 난제일 수 있다. 

의제 민주주의)에서 이상으로서의 최대 민주주의(‘대중주권 즉 민의 의한 통치 by the 
people’과 ‘정치적 평등 political equality’과 참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 좀 더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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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다양한 발달 경로

중서부 유럽의 복지국가의 형성에 결정적 시기 던 19세기 말(1880년

대)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경로를 창출하는 사회보험정책을 산업화의 문

제에 대응했지만, 민주화를 억제하면서(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회주의 표

현과 정당을 억누르고) 국가가 위로부터 계획하고 집행하 다.13) 다른 유

럽국가와 미국 등에도 국가의 사회보험이 국가책임이라는 사상은 확대되

13) 복지국가의 형성과정의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Kuhnle & Sander(2012), Nulimeier 
& Kaufmann(2012), Esping-Anderson(1990), Bonoli (1997), Castels & Mitchell 
(199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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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노동계급의 동원, 종교적 사고와 기독교와 가톨릭의 갈등과 경쟁 

또한 각 나라별 복지국가 유형 발전에 향을 미쳤다. 시민사회 역할 역

시 중요한데 한 예로 국의 친선단체의 사회보호 기능 또한 일정한 역할

을 수행하 다. 이런 이유들로 사회보험은 후발 산업제국이었던 제헌 군

주국가(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사회보험이 의회민주

주의 국가인 국이나 미국보다 강력한 국가 통치와 높은 사회갈등을 완

화하고 국가 통치의 향력이 높았으므로 빨리 발달하 고 이후 의회 민

주주의 국가들은 점차 보통선거권의 확대를 거치면서 넓은 수준의 보험

적용 범위와 높은 보호의 적절성을 확보하 다. 이것으로 민주화와 복지

체제의 제도화, 산업화와 복지체제의 제도화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후자 내의 차이는 자발적 친선단체 들도 일정한 역할을 했

다.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회보험이 국보다 더 빨리 발

전한 이유는 국의 친선단체 등이 보호기능을 수행하 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장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수준과 민주주의의 발전수준이 

사회보험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각개의 복

지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복지 형태 및 수준은 각기 다른 경로로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및 사회세력의 향, 국가의 역할 및 복지 사

상적 담론의 경합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우연성이 존재한다. 

1920년대 이후 투표권이 확대되어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정당들

의 투표자 동원이 본격화되고 양차 대전 기간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강

화되면서 복지제도는 확산되고 통합된다. 점차 시민권으로서 사회보장원

리(social security principle)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특히 사회

적 시민권과 사회 정의는 위험 앞의 인간의 평등성에 기초한 것으로 민주

주의 확대와 뚜렷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930년대의 대

공황 극복과정의 복지확대와 2차 세계 대전의 공공 역 확대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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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강화 경험은 전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국가 확대의 역사적 경로

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된다. 그 예로서 국의 Beveridge 보고서, 노르

웨이 보수정당의 복지 공약, 스웨덴 사민당의 공약 등이 전후 복지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미국의 복지정책은 노령, 은퇴, 질병, 산

업재해와 실업의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Nullmeier and Kaufmann, 2010)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

득분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 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보

험적 성격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던 전후 1945에서 1973년까

지를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린다. 1973년 이후 오일 쇼크로 인하여 고

도 성장기가 끝나고 재정 제약과 부채 문제, 탈산업화와 저성장, 국제화

와 탈산업화와 함께 경제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

는 시기, 그리고 이후 국가 사회주의가 몰락한 1989년 이후는 복지국가

가 위축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로 출발한 각국

의 금융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는 다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시도되고 

있는 시기로 보여 진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화 및 산업구조의 전환은 복지국가에 매우 중

요한 요소이고 국제적 경쟁과 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는 여전히 국가 역

할의 발전 및 변화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대

의제 민주정치의 발달은 선거권의 확대와 정당세력 발달, 노동자 농민 등 

대중 조직, 중간계급과 중위 투표자의 역할,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여성

조직, 시민사회 조직(종교 및 친선단체), 이들 사이의 정치적 연합, 사상

과 담론의 발전이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결합되어 복지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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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변화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는 각국의 복지를 확대시켜 왔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의 주체(정당과 대중조직) 형성, 

투표자 동원 전략(정치연합과 선거연합), 정치적 담론을 통한 여론 형성 

역량이 복지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은 민주주의의 수준과 복지수준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사민

주의 정당과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지가 

‘사회적 시민권’의 담론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의 지위는 오일쇼크로 1973년 이후의 경

제침체, 일부국가들의 재정위기, 세계화, 제조업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 인구구성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기존

의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는 미

국과 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정당들의 집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득세, 국가 사회주의의 몰락, 소득격차와 노동자계급의 다양화와  등으로 

담론과 정책규범이 크게 변화하 다. 특히 복지국가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은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로부터 나왔

다. 아래 주 14)의 대처의 발언은 이를 상징한다.14) 

 보편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상호 충돌하여 긴장하는 것

14) “I think we’ve been through a period where too many people have been 
given to understand that if they have a problem, it’s government’s job to 
cope with it. ‘I have a problem, I’ll get a grant,‘ I’m homeless, the 
government must house me.‘ They’re castin their problem on society. And 
you know,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There are individual men and 
women, and there are families. and no government can do anything except 
thorough people, and people must look to themselves first. It’s out duty to 
look after ourselves and then, also, to look after our neighbour. People 
have got entitlement, unless someone has first met an obligation.” Margaret 
Thatcher(1925~), U.K. Prime Minister 1979~1990, talking to Woman’s Own 
magazine, 31 October 1987 (Leibfried & Mau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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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의제 다중 민주정치와 복지를 통해 통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긴

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평화로운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나라의 산업화 및 탈산업화의 내용과 경제구조, 그에 따른 계층구

조, 이들이 각 나라의 민주적 대의정치 구조 내에서의 정치세력화의 역

량, 사회 문제의 경중, 경합하는 담론과 의제설정, 그리고 투표로 위임된 

권력과 관료와 전문가의 역량, 정치지형을 변형하는 사건 등을 통하여 복

지제도가 착근되거나 변형되거나 재창조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개별 복지정책의 밑바탕에는 서로 갈등하고 경합하는 보편적 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복지의 제도화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구조를 

제시하려 한다.  

〔그림 2-3〕 복지국가의 제도형성

  



82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내용과 주체에 따라 역사적으로 그 사회에 이미 존

재했던 제도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담론과 아이디어가 주도하거나 결합

되면서 복지정치를 형성함으로서 복지를 제도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

정을 [그림 2-3]을 통해 알 수 있다.

  3.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이상적 원리’15)

현실의 타협적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정치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근저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와 보편적 민주주의의 정치 

논리가 있다. [그림 2-4]는 장수명 (2012)의 [그림 11]을 수정한 것이다. 

민주주의 논리와 시장경제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추진력은 시

장(사회)16), (시민)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Pierson(2004)이 Max Weber에 근거하여 제시한 국가의 역할이 시민, 

시민사회, 시장에 대해 상호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본 것과 유사

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시장사회 역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 체제를 

통하여 국가에 향력을 행사하고 법령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자체 내의 

관행과 관습, 담화 통하여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속한 개별 사회(또는 조직)에서의 활동과 담론

을 통하여 또는 사회운동을 하는 가운데 아이디어와 담론을 조직함으로

써 복지국가의 제도화와 제도의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위자들은 현제도가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현제도를 수호할 수도 있고 변화된 조건에서 새로

15) 본 절은 장수명·정충대(2011)과 장수명(2012)에 기초하여 논의를 확대하 다. 원리는 
논리(logic)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16) Heilbroner & Milberg(2007, 한국어판 2010)(2007, 한국어판 2010)는 경제사회 
economic society와 시장사회 market society라는 표현으로 자본경제의 사회를 묘
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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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제도로서 자신들의 이익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제도를 제시

하고 실시하려 할 수 있다. 재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권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치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담론 등은 새로운 취향과 

정체성을 만들 수도 있으며, 참여자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적 

구성을 고착화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역으로 우연한 권력의 변화는 

국가의 입법, 사법 및 정책 입안 수행 역할을 통하여 이해관계와 선호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는 시장의 수요-공급의 급격한 변화는 이해관계뿐 

아니라 선호도 변경하고 결국 국가 권력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국가는 

대립되거나 일정한 정도 보완하는 보편적 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시

장경제의 원리 중에서 특정 원리를 보다 강조하면서 구체화하는데  집중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정치가 발달한 나라에서 

대의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 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그림 2-4]의 상단의 우측 역에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설명했다. 신고

전학파 시장경제의 논리는 초기 배분된 자원(재산과 재능 등)을 바탕으로 

법의 재산권 보호 아래 작동한다. 개인들과 기업은 시장의 가격이 주는 

신호를 따라 자신의 선호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

고자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유로운 거래와 교환의 확대를 통해 사

회의 복지(효율성)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비교 우위를 바탕으

로 한 분업화를 통한 전문성 고양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과

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작동되는 시장도 관습과 법으로 존재하는 제도, 

즉 시장 행위자들의 임의적 행동을 제약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에

서 국가를 필요로 한다(Lindblom 2001, 한국어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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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복지국가를 통한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의 통합과 갈등

국가

민주주의 원리 헌법 시장원리

자유

소극적 자유 + 권리 법체계 초기배분/재산권

적극적 자유 + 권리
행정 및 관료체계

대통령 중심 vs 내각 중심
기업과 개인의 선택 자유

조직 내부 자유 + 권리 의회: 비례 ⇔ 다수결 기업과 개인의 존재와 목적

조직 선택 자유 + 권리 사법 분업거래, 교환의 법칙

평등

본질적 평등
⇔이념 아이디어 담론⇔

↑↓
시장의 배분적, 기술적  
효율성과 생산성

정치적 평등
원리의 제도화: 정책수립 법 

집행
생산성, 경쟁 및 적자생존

사회적 평등 시장원리 적용영역 쟁점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택, 

실업 노령 등 위험대비, 
재분배)

경제적 평등

공화
주의

대의 투표 제도 선택 및 민영화

직접 참여제도
민주적 가치와 시민 대표성 

실현 문제
기업의 위계질서

합의제와 다수결주의 정당 또는 정치적 대표자 경영주의

⇩⇧
원리의 제도화의 힘

투표 ↑↓ 여론 운동 

　
연대: 연결하는 

시민사회(예: 산별 
노동조합, 환경단체)

아이디어, 정책담론, 공론화, 
의제설정

　
 시장 사회

기업

　
결속: 통일하는 

시민사회(예: 계급, 종족, 
종교, 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시장사회의 조직
법령 관행 습관 담화

　
고용주-고용주 협회 

각종 이익단체
각종 상거래 관계

　 ↑⇩ 　

시민
사회

민주주의 원리
개인(가계) 

사회(선호 및 가치, 권력과 
영향력, 이익과 이해 관계 및 

유인 구조)선호
시장과 민주주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생산과 배분 에 
대한 가치 기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 인식
권력과 자신의 힘에 대한  

구성된 인식
사적 관계

시장
사회

시장원리 지배

공감과 연대 초기배분(유산과 운)

소통과 대화 자원과 권력

시민조직 ⇔ ⇔ 탈 인격적

갈등 경쟁

투쟁 기업

자료: 장수명(2012),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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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초기 조건, 즉 시장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배분된 재산이 극단적인 분포를 보일 경우에 가능

하다. 17) 또한 시장을 창출하는 과정이거나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 을 경

우에만 한정하여 개입해서 정당화된다.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불완전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유인 구조에 반응하는 합리적 개인이나 조직의 선택과 행위를 변

화시킴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arr 

(1992)는 이것이 복지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이

론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고전적인 실패-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규모체증, 공공재, 수요 공급 불일치 시장, 소득외부효과, 가치재 

등은 잔여적(선별적) 복지, 즉 안전망만을 정당화할 수 있을 뿐이며, 사회

보험, 의료보호, 등 광범위한 역이 공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

아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교정역할이 복지국가의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Barr에게 현실에 존재하는 복지국가가 가능한 경제적 논리를 시장에 

존재하는 불완전정보와 정보의 비대칭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다수의 

집단이 함께 경험하는 위험-경기 수축기의 실업과 인플레이션기의 연금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에서 찾았다. 이 경우 시장의 참여자가 

실업이나 질병,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우에 보험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비

효율적이거나 아예 시장 내에서는 그 누구도 이들 상품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위험을 합쳐서 

‘pooling’ 안전망 수준 이상의 강제적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이것을 정당

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Barr는 현실에서 드러난 ‘복지국가란 John 

17) 지주에 의한 토지의 과도한 집중이 토지개혁의 대상이 되어 자본주의 농업 발전을 연 
것을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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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s의 무지의 베일 뒤의 개인들과 위험을 기피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

로 맺는 보험계약‘(Barr 1992, p.795)으로 간주하 고 좁은 의미의 사회

보험뿐 아니라 “보편적” 혜택과 사회부조도 태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계

약된 시계(time horizon)가 매우 긴 보험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지국가는 정보비대칭의 논리를 따르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

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보편적 혜택과 사회부조를 공동으로 사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무지의 베일이 벗겨진 상태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즉 초기 배분(타

고난 재능, 부모의 심리적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사적 재화이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

급의 법칙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Barr가 제기한 정보문제도 다양한 기법

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질병, 실업, 노령 등에 대한 대비

는 개인들이 사적 보험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노동의 상품화나 계층의 완화를 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보험을 구입하지 못해 시장복지(기업, 가계, 사회

가 제공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최소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최소화 된 복지이다. 이것은 복지의 최소화를 의미하며 자신의 사회적 위

험을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자산 

및 소득 조사에 바탕을 둔 선별적 복지가 된다. 

국가의 복지 긴축(welfare retrenchment)을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

는 ‘복지국가가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의 일부로 보는’ 담론을 

형성하 다. 특히 신공공관리의 논리는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가운

데 관료들이 사회의 이익(공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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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확장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치유하려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고 민 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위계질서와 재산권에 기초한 경

권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쟁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의 어떤 재화와 

용역들이 바로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역들로 또는 국가가 공급해야 하

는 역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문제와 서비스의 공급방식이다. 군대와 경

찰 같은 보안과 안전의 역, 법과 치안과 관련된 역(교도소와 판결과 

기소 행위), 식품과 안전, 아동의 돌봄, 초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실

업, 노령, 질병에 대한 보험, 보건, 주거 등 각 나라가 어떤 역을 기본적

으로 시장원리로 운 하고 어떤 역을 공공 역에서 운 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고 그 사회의 제도

화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시장원리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국

에서 보건의료는 국가의 주요한 역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등교육이 

사적 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고 핀란드나 스웨덴의 

경우 고등교육은 공공 역에서 이루어진다.18) 또 하나의 쟁점은 특정 

역을 조세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시장 기제를 통해 공급할 것인가 

공공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정부를 통해서 공급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

하다. 예를 들어 시장의 사설기관이 개인에게 배부된 바우처를 통하여 공

급될 수도 있다. 초등학교 교육, 보육기관, 요양기관 등 광범위한 역이 

이에 속할 수도 있다. 프리드만의 교육의 바우처 제도 도입 주장은 대표

적인 사례이다(Friedman 1962). 

Lindbolm(2001)은 어떤 재화나 용역이 시장체제에서 작동하기 위해

서는  대상과 역이 통제 가능해야 하고, 희소성을 가져야하고 자발적으

18) 언론은 시장 역인가도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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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혜택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많은 복지 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시장체제만이 사회적 조율자라는’ 관념이 

비현실적이라고 보았고, ‘최대한의 역을 조율하는 시장체제’를 ‘대부분

의 사람들이 무자비한 것으로 여긴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국의 복지

국가의 현실은 어떤 역에 어떤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권력, 이

해관계와 유인 구조, 그리고 사회적 선호로서 보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

으면서도 때로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다. 스웨덴 초중학교 교육에 해당하

는 종합학교교육에 광범위한 선택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스웨덴이 서

비스 공급에서 시장원리를 적용한 것은 그 한 예이다(Blomqvist 2004, 

Klitgaard 2007). [그림 2-4]에서 좌측 상단에 제시된, 자유, 평등 및 공

화주의라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원칙들은 어떤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논리

가 되는 것일까? 과거 사회주의 복지나 독일 비스마르크 공화국의 복지제

도 도입에서 보듯이 복지국가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전제로 발전하지 않

았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 발달이 현대 복지국가의 

발달에 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는 시장경제의 발달

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주의 몰락이

나  전체주의 국가의 몰락, 그리고 입헌군주제 복지국가의 민주국가로의 

전환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에 관한 매우 다

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Dahl(1998)이 민주주의 입문서에

서 제시한 두 개의 민주주의-이상적 민주주의(민주주의 최대)와 현실의 

민주주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Dahl에게 현실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선출된 대표자, 자유롭고 공정

하며 빈번한 선거, 표현의 자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 결사의 자율

성, 위의 권리들이 복합적으로 보장받는 융합적 시민권의 요소를 포함한

다. 이어 Dahl은 다양한 헌법 사례를 제시하고 의회중심과 대통령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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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다수결 또는 비례 대표제, 양당제 다당제 등 현실의 대규모 대의 정치

의 형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형성할 가능

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이상에서 민주주

의 즉 ‘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준을 ‘효과적인 참여, 투표의 평등, 계

몽적 이해의 확보, 의제설정에 대한 최종적 통제의 행사, 성인들의 수용’

을 제시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가 다른 통치의 형태보다 우수한 이유로 

‘전제정치의 방지, 본질적 권리들, 일반적인 자유, 자기 결정, 도덕적 자

율성, 인간계발, 본질적인 개인적 이익들의 보호, 정치적 평등, 평화의 추

구, 번 ’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을 난폭한 결혼생활에 비유하면서, 민주주

의를 통하여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달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가 수

많은 분권화(개인들과 조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거대한 사적 소유자

이자 민주주의 지지자인 중간층을 양산하여(Dahl 1998, pp.218~219) 

민주주의에 유리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장은 스스로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민주적) 정부

와 갈등하며, 시장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다두 민주주의’19) 

민주적 참여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규제와 관여의 일부로서 정

부활동을 제시하 는데 고령연금, 의료보호, 교육, 공원, 안전규제 등이 

포함되어 공공재와 국가복지 프로그램들을 포함하 다. 따라서 복지국가

는 시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Dahl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실태와 이론을 연구하고 분석한 연구자

들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핵심어는 자유와 평등이고 이것들이 공화주

의(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했다. ‘민의 지배 by people’란 

19) 이것은 일반적인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을 Dahl(199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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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개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자유20)와 그리고 평등을 통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역으로 민주주의를 통하여 개인들의 폭넓은 자유

와 평등이 실현된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성과이자 민주주의 내용이 된다. 민주주의에서 개인들이 자유

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평등이 매우 중요하다. 본질적 평등에 기초한 정치

적 평등은 개인들이 공동체 또는 공화국의 정치참여를 통해 가능한 폭이 

넓고 깊이 있는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평등은 반드시 

완전한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지 않지만, 시장경제에서의 상당한 경제적 

불평등과 시장에서 나이, 질병, 사고, 실업 등으로부터 ‘버려진’ 개인들은 

‘정치적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받음으로서 정치적 평등을 해치기 때문

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Dahl 1999). Dahl이 민주주의 조건이라는 

효과적인 참여나 투표의 평등 또는 계몽적인 이해 등등이 실현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들은 최소한 사회에서 동등한 배려와 대접을 받는다는 

평등을 요구하며 복지는 사회적 평등을 위한 것이 된다. 이때 사회적 평

등은 사회에 따라 ‘최소’가 될 수도 있으며 ‘최대’가 될 수도 있다.

공화주의(공동체 참여)는 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낸다. 개인들이 공

화정 내에서 어떤 그룹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룹에 속한 개인들은 ‘동등

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은 각

자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타인을 동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보호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시민이 공화국에 대한 책임

을 갖는 것(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보다 나은 시민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과 마찬가지로 공화국은 시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상의 위험-실

업, 질병, 노령,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평등)이 필요하다. 이

20) Dahl(1998)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특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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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권리를 분명하게 서술한 것이 일반적 시민권(civic right),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에 이어진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를 포함하는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다.

 이것이 확보되었을 때 시장경제의 계급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그 구성

원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된다(Mashall, 1949 

Rothstein, 1998). 동시에 자치공동체인 공화국의 시민을 통합하는 사

회적 유대와 연대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원리는 보편적 복

지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  

이처럼 시장원리나 체제가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 원리와 제도의 바

탕이 되고 있는 것인 반면, 민주주의 원리는 보다 폭넓은 보편주의 복지 

원리와 제도의 바탕이 된다. 또한 한 사회의 각 그룹이나 계층이 노동시

장의 내부자 외부자로 구분하고 기여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이 다른 보수

적 조합주의적 복지가 많은 나라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의 모

든 복지 프로그램이 모두 보편적이거나 또는 선별적이거나 또는 기여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어 있다. 다만, 프로그램

들의 지배적인 원리와 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국가의 유

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반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이 한 시기에 집중

적으로 도입될 경우 그 결정적 시기에 한 나라의 복지형태가 결정된다고 

간주된다. 이것은 특히 압축적 산업화 성장으로 급격하게 시장경제를 확

립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는 나라일수록 종합적인 형

태의 사회보험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초기 상태에

서 프로그램 기획에 보수적인 접근이나 시장주의 접근을 하거나 시민대

중 정당 연합의 민주적 정부가 보편주의 접근을 할 수도 있으니 민주주의

의 수준과 주체의 정치적 역량이 복지제도의 일반적 특징을 결정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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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Flora & Alber(1981)는 산업화 과정을 ‘근대화 mod-

ernization’로 표현하여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 도시화, 그리고 관료주의 

발달을 고려했으며, 근대화와 더불어 입헌주의와 시민권의 확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민주화 과정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 중요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와 관료주의의 발달은 복지국가의 발달과 접한 관련이 있

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주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달한 권위주의적 국

가와 관료제가 산업화에 우선 발달하고 도시화, 인구성장, 빈곤화가 급격

하게 함께 진행됨으로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반발이 크게 일어

난 경우 국가는 다양한 기존 세력과 협력하거나 해체하고 복지를 제공함

으로써 대응한다. 이것은 Thelen(2004)이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하여 조

망한 것인데 국가 권력의 성격은 정치자원이론의 권력자원의 동원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 동원은 정당이 시민사회(노동조합이나 자발적 결

사체)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21) 

복지국가는 보편적 민주주의와 경쟁 시장원리의 경합이 국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양태로 보인다. Iversen(2010), Cox(1998), 

Offe(1987) 등은 이런 원리의 갈등을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국내에

서의 논의도 복지국가의 논리를 탐색하고 있다. 민경국(2013)은 시장원

리 및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정치질서에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익성(2005), 권혁철(2013) 등은 시장원리를 강조

하는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원섭(2013)은 정의관

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다룸으로서 이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 다. 송

태수(2003), 홍종학(2010), 장수명·정충대(2011), 장수명(2012)은 두 

원리의 보완성과 상충성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면서 시장경제의 논리를 

21) 현대 정치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 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이는 
Pierson(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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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수용하고 있지만, 역에 따라 보편적 복지, 노동자의 세력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의 복지체제를 강조하고 있다.22) 

제3절 복지국가의 제도화: 자본주의와 복지체제의 유형

에스핑-앤더슨(1990)의 세 가지 복지 국가 유형 분류는 비교 정치경제 

연구에 큰 향력을 행사하면도 후속 연구들을 촉진했다. 후속 연구에 대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정치의 분

배 및 사회정책 연구에 한 시금석을 놓았다.

그는 ‘복지국가란 그 시민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

해 줄 것을 책임지는 국가’ (에스핑 앤더슨 1990, p.48)라는 교과서적 정

의를 소개하고 이 조작적 정의가 각 나라의 사회정책의 정치적 지향을 불

명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시장과정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내버려 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서구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을 Titmuss(1958)의 복지국

가 유형 분류와 Marshall(1960)의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해서 사회보험

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들로 분류했다(에스핑 앤더

슨 1990). 그는 시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대비를 염두에 두

면서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을, (사회적) 권리와 노동의 탈 상품화, 그리고 

시장경제 내의 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

국가’,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나누었다.23) 24)자유주의 복지국가(미

22) 강명세(2014)는 ‘좋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원리가 확장된 상태를 
지칭하면서, ‘좋은 민주주의’가 평등을 기준으로 볼 때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 다. 

23) 안상훈(2005)은 세 가지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보이지만, 분
배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경제성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강조하는 중심원리를 각 사회가 선호(가치), 권력 및 이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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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의 탈 상품

화를 최소화하며 (시장을 극대화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가 복지에 

의존하는 ‘평등한 빈곤’을 보장받는 계층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

보험에 의존하는 계층을 나누는 계층화 체제를 지지한다. 조합주의적 보

수적 복지국가(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시장과 상품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집착’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계급적 계층적 지위의 격차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 집중하며 가족을 

강조하고 여성을 배제한다. 한편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스웨덴, 노르웨

이)등은 국가와 시장의 이중구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이중구조를 허

용하지 않는 보편주의 단일 보험체제를 적용하여 상품화를 최저화하고 

계층을 평등화하는데 기여한다. 시장위험을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

족에게 맡기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해결한다. 이런 분류를 참고로 복지국

가 분류 연구는 하위 그룹들을 분류하거나 동유럽 국가, 동아시아 국가들

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로 확대되면서 세 가지 유형의 분류가 매우 제한되

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동아시아 모형에서 주택과 교육의 중요성과 앵

글로 색슨계열의 교육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탈 상품화와 계층화의 

기준만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장 큰 과제는 왜 

다른 나라들이 다른 형태의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하

에서 그것이 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다.25) 

24) 김 범(2003)은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를 검토하면서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적 복지제도를 강화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5) Iversen(2005)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하에서 복지국가가 갖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하
고 있는데 첫째는 왜 다수인 빈자들이 부자들에게서 ‘빨아내지’ 않으며, 둘째, 민주주의 
하에서 왜 자본주의가 활발하며, 셋째 보다 평등한 노동시장 결과를 가진 나라들이 왜 
더 많이 분배를 시행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첫째, 둘째는 빈자들도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
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고 자본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빈자들에게도 더 유리할 뿐 아니
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을 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고 정당들도 그런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의문은 경로의존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인데 선호의 내생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Rothstei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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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분류는 몇 가지 점에서 도전을 받았다. 서구 산업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한 이 분류는 상품화와 계층화의 매우 다른 수준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각 그룹별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을 가졌다는 것

이 밝혀졌다. 또 산업화된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서도 이 세 가지 복지국가 분류방식이 도전을 받았다. 또 다른 연

구들은 이들 나라들에 대한 역동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분

류 자체가 매우 제한된 시기에 적응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권의 문제와 붕괴는 탈 상품화의 기준에 매우 큰 도

전을 제기한다. 특히 복지국가 유형론의 비판-복지국가의 형성과정과 발

생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분류하기에 

한계를 가진다.26) 

따라서 본 글은 각 국가마다 복지국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산업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수준과 

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두 개의 다른 역의 체제가 국민국가 건

설과 관료제가 발달하는 가운데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합

하거나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라는 틀 속에서 선호(가치, 정체성, 합

법성), 이익과 이해관계, 그리고 권력관계를 상호제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화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경제에서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시장의 가

치를 수요하고 시장 친화적 선호를 갖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 수 있고 이를 도덕적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거나 지지할 

에 따르면,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이 분배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6) 복지국가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Ferragina & Seeleib-Kaiser(2011), 역사적인 

재적용과 평가는 Danforth(201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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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역으로 국가는 권력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위험을 다루는 복지

도 가능한 한 시장원리를 강화하려고 하며, 이를 복지제도로 구체화할 수 

있다. 한편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시민들은 시장의 부정적 역할에 저

항하며 민주적 평등 원리를 선호하며, 이를 자신의 이해와 동일시 할 수 

있고 정치연합의 형성이나 권력 위임도 이를 지향하는 정당에게 할 수 있

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 역시 복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과정

에서 선호와 이해관계에 역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서 다른 유형

을 복지국가가 제도화 될 수 있다. 앞 절에서 제시한  [그림 2-1]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도형이다. 개인(가족)들은 사회 속에서 사람(성인)

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선호와 가치를 형성하고 관행을 익히고 배운

다. 그 사회는 노동하는 기업일수도 있고 학교 등 공적 기관일수도 있으

며 계모임이나 친목 모임 또는 종교모임 또는 노동조합일 수도 있다. 그 

사회는 시장사회와 시민사회로 나눌 수 있다. 시장사회는 불평등하게 배

분된 애초의 자산과 능력, 교육과정에서 익힌 각기 다른 숙련을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1주 1표와 같이 능력과 위계를 인정하는 사회이

다. 따라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호 거래에서의 정보와 권력의 비대칭과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

장거래의 관점에서 상호 만나고 관계(계약)를 맺는다. 때로 경쟁하고 적

자생존을 해야 하고 자발적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시민사회에

서 개인들은 평등을 기반으로 만난다. 노동조합과 같이 시장사회로부터 

출발한 조직도 시민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 계 모임 등도 모

두 평등과 자발성(자유)을 전제로 만난다. 종교와 인종, 문화가 중요할 수

도 있고 가치가 중심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 고향이나 취향이 같아서 모

일수도 있다. 대화와 담화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동이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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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일 가능성이 매

우 크다. 복지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농민의 협동조합이나 단

체의 가입비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시장사회는 보다 

시장경제의 논리로 움직이기 쉽고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논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경제 및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에 대한 직접

적인 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당과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과정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당들은 대중들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정책으

로 전환할 수 있고 집권을 하게 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여기서 다수의 

투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투표자의 소득분포, 정치적 가치

와 취향, 투표권자가 속한 시민 및 시장사회의 상호작용이 향을 미친

다. 중위자 투표와 비토(veto)포인터, 선거 쟁점, 그리고 정당들의 정치 

정책 연합 등 선거 전략과 투표권자의 투표 관행이 집권정당에 향을 미

친다. 정당 또한 권력을 잡는 과정이나 권력 행사와 정책집행에서도 헌법

적 법적 제약, 즉 제도적 제약 하에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시

장 또는 시민들이 국가와 상호 작용하는 것인데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

득권을 가진 이익세력이나 기존의 제도가 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빈번한 선거과정에서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택, 실업 노령 등 

위험대비, 불평등에 대한 대응 등을 국가의 역에 둘 것인가, 비용과 공

급 모두를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 적용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비스는 시장을 활용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정당들과 전문가(학자와 관

료)에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시민들의 투표행위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

게 된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내면서 이 과정은 다시 순

환할 것이다. 

다음에서 위에서 소개한 [그림 2-4]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기원과 분

류에 활용되는 두 이론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Iversen(20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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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제도적 디자인의 모델의 모수들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자본주

의의 형태를 결정하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나온다”(the parameters 

for our models of institutional design are derived from the spe-

cific historical conditions that shaped capitalism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p.184))는 구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즉 ”분배정

치를 결정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p195)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적용된 것이다27). 

첫 번째 설명은 권력자원이론과 그 비판자들의 주장을 대의제 민주주

의와 투표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권력자원이론을 에스핑-앤드

슨의 분류에서부터 중위자 투표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까지 활용할 수 있

다.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선거제도를 통해 권력의 합법성을 인정

받는 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당과 시민사회 조직(특히 노동조합)

을 통한 직접적인 정치 투쟁과 투표를 통한 세력의 동원을 강조한다. 공

직자 선출의 대의제도와 선거제도 그리고 참여자의 경제적 이해와 선호

(또는 규범)가 정당의 전략이나 이념 또는 개인들의 투표에 향을 미치

는 규칙의 집합일 수 있다. Myles and Quadagno(2002)에 따르면, ‘권

력자원이론 power resource theory’은 우선 Lenski(1966)에서 제시

한 민주정치는 다수가 연합하여 권력을 잡고 국가를 통하여28) 특권의 소

수가 가능한 많은 사회적 잉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다. 시장

이라는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자산계급의 향력과 

27) 그는 근래의 정치경제학의 전환은 ‘설명력과 서술(記述)능력을 동시에 가진 제도 디자인
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 국가, 그리고 그 안에 사는 행위자들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역사적 제약과 엄격한 이론
화가 필요하다는 밝히고 있어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제도주의를 결합하여 설명한 
자본주의 다양성의 이론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28) 권력자원이론은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지배계급이 도구라는 관점을 부정한 것이
며 동시에 계급투쟁을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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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고비용의 선거제도 하에서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다수가 수

적 우세를 바탕으로 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다수를 동원하기 위해서 노

동조합과 정당의 대중적 조직을 통한 동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의미한 재분배(이 연구에서는 세금과 복지)를 위해서는 보통 선거권과 

자유롭게 경쟁적인 선거를 포함한 의회민주주의의 공식적 제도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고 하층계급이 투표권을 그들을 대변할 정당

에 투표하는 것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림 4-4]은 노동조합이나 농민의 

협동조합 등 하층의 시민사회 조직과 이들의 요구를 조직하고 대변할 노

동정당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초

기 모형의 근저에는 자본가 그룹이 역할과 향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옹

호하는 것으로 제한했고 국가 권력이 자동적으로 그들의 도구가 아니라

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후 발전한 ‘권력자원이론’들은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높은 지출과 보편적 자격부여는 민주주의하의  

제 배분투쟁에서 사민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

장했고 이후 기독교 민주당이나 기독교 사회당이 복지지출을 높이는 데

도 좌파정당들과 노동조합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향을 미친 것을 확인

했다. 정당사이의 경쟁과 투표율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사민주의 정당이 농민 등 서민대중 정당으로 탈바꿈

하면서 이루어낸 연합 정치(coalition politics)가 중요하다는 점도 밝히

고 있다(Iversen 2010). 

일부의 연구는 중산층이나 화이트칼라 노동자 또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Baldwin 1990, DeSwan 1988, Hacker 

and Pierson 2002). 이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역할을 강조하

는 것과 유사하다. 중위투표자는 소득의 중간에 있는데 왜도(skewness)

가 클수록 중위자가 저소득자의 편에 서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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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실증연구는 소득분포의 왜도가 클수록 소득의 재분배가 높

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Iversen 2010). 

그런 권력자원 이론은 복지나 재분배 의제만으로 개인들과 집단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동시에 제기됨으로 

개인과 집단들이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정책에 어떻게 투표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종, 종교, 지역 등과 같은 다

른 요소에 관한 투표 참여자들의 다른 선호들이 선거를 재분배나 사회정

책만으로 투표하지 않는 다면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서 여성운동이

나 여성의 문제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약

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들은 다양한 선호를 가짐으로써 다중의 쟁점에

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도화된 선호가 매

우 중요한데 한국 정치의 문제에서 호남의 갈등은 계층이나 재분배가 

투표자들의 투표에 크게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낮은 노동조

합과 좌파정당의 취약성 때문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분배와 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조직화된 집단(노동조합

과 사용자 단체, 각종 이익단체)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투표에서 조직화된 

힘으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이들 조직들이 역으로 개인들의 

정치선호에 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Ebbinghaus 2010).    

또한 투표와 복지정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 정당 및 공직자 역

할 분담이다. 대통령 중심제 대비 의회 중심, 중앙집권화 대비 지방분권, 

비례대표 대비 1선거구 1인 선출제도,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결 민주주

의 제도 등이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집권한 권력이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제약이나 조건으로서 거시적 차원에서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Immergut 2010, Schmidt 2010). 

일반적으로 권력자원과 연계된 이론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을 상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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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복지국가는 다면적 정치 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대중조직과 정당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원하는가 하는 

중요한 주장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민주주의 장

이자 제약으로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함께 제기하고 있고 제도가 만들어

지는 초기의 역사적 기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설명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으로 이 이론은 현대 국가 공동체

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주로 작동하는 시장사회 역에서의 

주요한 행위자인 기업에 주목하 다.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들이 왜 어떻

게 고용을 보호하고 사회보호를 지지하게 되는지를 기업의 경쟁력 전략

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모형들은 시장경제를 조정

시장경제(독일, 오스트리아 등)와 자유시장경제로 나누고 있다. 각기 다

른 시장경제에서 상호 연계되고 보완된 제도들은 수확체증을 통하여 기

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집합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

히 조정시장경제에서는 노동보호와 사회보험정책은 노동자를 값싸게 고

용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노동자가 특수적 숙련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특수적 숙련에 기초한 기업전략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반면 일반적 숙련에 기초하는 자유 시장경제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호가 

불필요하며 보다 값싸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

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보호제도가 기업의 생산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을 보여주

었을 뿐 아니라 제도들은 -노사관계 시스템, 금융 및 기업의 지배구조 시

스템, 훈련 및 혁신시스템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다. 이 자본주의 다양성은 매우 큰 복지국가가 어떻게 생산적이고 활력적

인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점은 매우 중

요한데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 하에서 복지국가가 경제 역에서 경쟁력



102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을 잃고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지속적

으로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란 시장이나 

자본주의 시스템의 적대적 원리의 제도화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깊이 의존하는 비시장적 관계로서 시장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22. Leibfried and Mau 2008 서문).29) 

그러나 경제의 탈산업화(또는 서비스화), 세계화의 지속, 과도한 세금

부담 등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 협력적 시장경제와 두터운 복지

국가를 대중의 지지를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특히 신자유주의 담론을 통한 해체가 구조적 위기

와 결합되면서 점차 부분적으로 제도적 침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에 대응하는 정당과 대중조직의 이념, 아이디어, 담론과 전략 그리고 권

력자원의 동원이 다시 주목받게 된다. 한편 권력자원이론은 이후 자본주

의 다양성이 제기했던 숙련형성체제에 대한 보다 많은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등교육 취학률과 같은 개인들의 선택에는 단순한 권력

자원 동원 전략뿐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제도 집합 역시 내부에 다양한 잠재적인 상호 충돌

의 요소들이 있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환경

과 담론, 갈등의 틈 속에서 제도들은 새로운 겹치기, 대체, 방치 등이 방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Thelen 2005). 

<표 2-1>과 <표 2-2>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대의제 민주

정치와 어떻게 상호 지원 또는 대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리들을 Offe(1987)

가 정리한 것이다.

29) 자본주의 다양성은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등의 도제제도를 통한 숙련의 이중제도
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 자유주의적 국가들
의 기업과 기업가 단체의 전략 차이에 대한 것을 잘 해명해주고 있다. 사민주의 국가들
이 도제제도 없이 높은 수준의 노동보호와 숙련을 유지하는 것을 설명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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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상호작용의 개념화

자료: Offe(1987) 

〈표 2-2〉 정치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상호작용의 개념화

자료: Offe(1987)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고 대체로 갈등하고 

통합하는 두 원리를 현실에서 타협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시장경제를 기

초로 하되, 대의제 민주정치를 통하여 자유, 평등과 공화주의라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이상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 노력이다. 따라서 

두 개의 충돌하는 원리 때문에 복지 제도 자체가 민주정치나 시장경제와 

보완관계를 가질 수도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잠재된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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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으로 작동한다. 한 면의 관계가 지배적일 때에도 다른 관계는 잠복된 

논리로 특정한 계기와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현실화할 수 있다. 복지국

가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보완성과 갈등에 기초

하고 이 둘을 결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갈등 관계가 내재하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이나 행위자가 제도 사업가들의 선호와 가치, 권력관계, 그리

고 유인구조 등에 변화가 생기면 이들은 복지국가의 개혁을 시도하는 담

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변화를 위한 운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보편적 민주정치의 양 원리에 바탕을 둔 

구조적 틀로 복지국가의 유형과 제도를 분석하면,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제도가 들어선 또는 들어설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라는 거시 구

조적 환경을 동시에 인식함으로써 산업화 탈산업화 같은 시장경제의 구

조적 역사적 변화가 가져오는 향과 민주화와 같은 정치 역의 권력 변

화가 가져오는 향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 역의 주요 

행위주체들과 정치 역의 행위주체들의 행동과 역할을 함께 볼 수 있으

며 상호의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다 쉽게 파악된다. 특히 정치자원이

론의 내용과 자본주의 다양성의 이론을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에스핑-앤드슨의 탈 상품화나 계층화기준도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얼마

나 더 이탈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주의적’ 요

소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나 이는 민주주의 원리로도 충분한 설명이 가

능하다. 권력자원이론도 복지국가가 상당부분 대의제 민주정치의 틀에서 

이루어지며, 권력 경쟁도 결국 민주주의의 제도의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둘째,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과 관성을 

양 역 (정치 역과 시장 역)과 상호관계를 가지고 폭넓게 설명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변화의 동학 역시 양 역에서 분석하고 보다 다양한 요인

과 시점 그리고 변화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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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정치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과 통합의 

경향에서 동학과 연속성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두 역에서 역사적으로 

탄생되고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합리적인’ 개인들과 개인들이 속한 느슨

할 수 있는 ‘조직’, 그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강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됨으로써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제도주의, 그리

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변화하는 산업구조

나 미완성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나라들의 경우 이 구조를 통해 일정한 전

망을 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독재를 경험하고 

이후 민주화를 경험하는 나라들의 경로를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

를 갖게 된다. 넷째, 일정 시점의 유형분류가 아니라 두 상충하는 원리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역사적 경험 경로를 분석하는 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복지국가의 분류는 연구자별로 개별 프로그램 분석을 통

합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별 프로그램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원리의 양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연금 프로그램이 탈 상품화

의 기준과 더불어 전체 사적 연금의 비율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

와 시장원리 중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한 예로 교육에 있어 공교육과 더불어 시장 역에서 많은 사교

육 투자를 감행하는 아시아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체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모형은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모든 모

형은 복지국가 제도의 변화와 지속성을 설명하는 공통의 주요한 요인을 

잡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산업화(또는 탈산업화)와 민주화의 과

정, 시점과 순서가 나라마다 특유하기 때문에 공통의 요인을 잡아내지 못

할 수 있어 체계적인 설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시장원리가 작동하

는 역들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 가계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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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인보험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개인들이 사적건강보험을 얼

마나 구매하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교육에서 자녀들의 사교육

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쉽지 않다. 

복지국가의 유형을 민주주의 이상적 논리와 시장경제의 이상적 논리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보편적 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

원들 사이의 적용되는 동등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고 따라서 개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서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따

라서 이는 정치공동체가 참여와 연대를 촉구하면서 그 구성원에 갖는 책

임으로서 차별을 행하지 않는다.  개인들은 개인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

다. 이 공동체는 개인과 제 세력의 차이를 존중하지만, 대우의 차이를 인

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과 자연의 결과로 주어진 초기 배분이나 시장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민들에 대한 동등한 존중과 배려를 위배할 경우 이

를 합의된 국가권력이 민주적 공적 공간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둘

째, 시장경제의 선별적 복지 논리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시장에서의 개

인의 재산권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시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

고 소외된 개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복지수혜를 선택하는 

자는 자신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를 해명해야 하며, 가능한 한 경제적 활

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청받는다. 셋째, 복지는 일정한 기여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들과 공동체가 물질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통한 공동체 참여는 필연적이며, 복지의 일부를 공동체의 

시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배하지 않는 한, 시장경제의 활동에 대한 

일정한 기여를 고려하는 공동체 차원의 위험해결을 활용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에 존재하는 복지체제도 세 가지 

유형의 복지 원리를 모두 활용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원리로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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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라에서 초등교육은 국가가 조세를 통하여 공공 역에서 모든 시민

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려고 한다. 한편, 연금제도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한 기여를 인정하고 기여가 높을수록 높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유인

체제를 유지한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

정한 조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노후, 실업, 위험, 교육 및 보건 등에 어떤 

원리를 주요하게 적용하게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여성, 아동, 소수자 등에 대한 노동 시장참여와 복지의 관계

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이 차별의 대상이었

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 역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시장경제의 역에 의존

하거나 공공 역에서 의존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복지 정책이 때로 특정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복지국

가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다. 가장 경제에서 

복지 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

서 볼 때 경쟁력이 낮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준다.  세금이 노동할 

유인을 줄일 수 있지만30),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

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

간을 감축하는 한 계기가 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특정한 복지제도, 프로그램을 경제사회와 시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이해관계, 권력관계, 그리고 가치와 규범 의 역(제

7장 참조)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지지하거나 변화시키려 하는가와 경제와 

복지가 얼마나 경제 역에서도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점이다(한국의 경

우 본보고서 제3, 4장 참조). 

30) Rothstein(1998)은 오히려 세금으로 낮은 소득을 보전하려 일을 더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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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개도국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 양자를 성취

한 예외적인 국가에 속한다. 1986~88년 3저 호황, 1987년 민주화와 노

동자 대투쟁, 1997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련의 굵직

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발자취는 사회적 양극화와 씨

름하면서 기억의 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와서 대

기업-중소기업, 기업소득-가계소득, 수출기업-내수기업, 정규직-비정규

직 등 사회경제적 균열은 임시방편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고 있다. 양극화의 시대가 온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복지국

가에 대한 각계의 열망은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치유 또는 극복으

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규모와 복지자원

에 대한 접근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지루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균열선이 그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은 서구국가의 추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산업화

-민주화-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산업화와 민주화하는 다른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성장체제제

의 경로가 여러 갈래이듯이 복지체제의 유형도 다양하다. 성장-복지체제 

간의 단선적인 일대일 대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전망을 둘러싸고 진보는 서구 국가, 특히 

북유럽의 경험을 많이 참조하여 그 이행의 당위성을 호명하고 있다. 역사

경제·산업구조와 발전주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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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선적 이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가 걸어

온 길과 관련지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전망을 성찰하는 작

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작업은 거의 없는 듯하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돌

이켜보고 이것이 복지국가의 전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절에서 역사 제도주의 연구들을 호명하여 

산업세계의 다양성, 생산-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

한다. 3절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조립형 산업화 가설로 요약하

고 이를 입증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이러한 산업화의 사회경제적인 효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의 경로를 제시한다. 4절에서는 조립형 산업화와 추격형 발전국가의 유산

이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과연 생산

-복지체제 간의 제도적 보완성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것인가, 둘째, 조

립형 산업화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기술과 숙련의 분리와 이에 따른 중간 

숙련의 협소화가 초래하는, 서구에서 복지국가 정치의 기반이 되는 노동

의 발언권과 연대성 약화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개발주의적인 거버넌스 

유산으로 비용 관점에서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조건부 상호성의 논리 등

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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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세계의 다양성과 생산·복지체제

  1. 산업세계의 다양성

후발국가나 낙후지역이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Schmitz, 1999: 478). 첫째는 현지 중소기업

이 주도하는 산업화이다. 둘째는 외부의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를 계획

적으로 육성하여 산업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두 가지의 조합이다. 

이는 산업화를 수행하는 주요 경제주체 중인 하나인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의 산업화를 ‘아래로부터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 

from below)라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연합으로서 결사체 경제

(associational economy)를 지향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19세기의 

국의 산업지구, 근래에는 이탈리아의 제3이탈리아를 거론할 수 있다. 

Sabel and Zeitlin(1997)이 이러한 산업화 궤적을 비교사적으로 조망하

면서 이를 ‘가능성의 세계’(a world of possibilities)로 요약한 바가 있

듯이 현실 세계에서 소생산자들의 수평적인 전후방 연계, 비시장적인 사

회적 조정기제, 경쟁과 협력,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한 ‘지역에는 내부적

이지만 기업에는 외부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적 이득, 즉 집합적 효율성

(Schmitz, 1999)을 의도적으로 창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Levy and 

Kuo(1991)는 하청(下請)에 대비되는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과 협력에 기

반한 횡청(橫請)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만의 중소기업들의 전략을 부트스

트랩(bootstrap) 전략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는 기술적 분업

에 대비되는 사회적 분업을 전제하고 있어 상이한 독립적인 기업들 간의 

연계가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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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산업화가 사적 개인들 간의 거래에 의해 자연발생적으

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Lazonick(2005)은 국의 산업지구와 제3

이탈리아 모형을 비교하면서 후자의 경우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제

도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한다. 제3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조합, 지방정부에 의한 금융 및 세제지원과 같은 통상적인 개별적

인 기업지원이 아니라 컨설팅, 마케팅 등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가능하지

만 맞춤형 현물 기업지원을 실시하는 리얼 서비스(real service)의 제공, 

기업가적인 좌파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정준호, 2012b).

두 번째 유형은 ‘위로부터의 산업화’라 일컬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Ley and Kuo(1991)에 따르면, 

부트스트랩 전략과 대비하여 이를 ‘조립형 전략’(assembly strategy)이

라고 일컫고 있다. 이는 기업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단위비용에 직면하

더라도 일단 조업을 감행하는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와 실행에 의한 학습

을 통해 기술경험을 기업 내부에 축적하여 제품설계와 조업역량을 확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자본투자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요구된다. 이 전략은 단순기술에서 복잡기술

로 상향하는 기술학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신 공정기술의 확보가 생

산성의 증대와 경쟁력의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수평적 차원의 기술과 지

식을 결합하는 혁신능력 확보, 즉 남과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역량

의 축적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경쟁력 기반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아니라 

가격이다(정준호·이병천, 2007, 정준호, 2012b). 이는 사회적 분업에 대

비되는 기업 내 정교한 기술적 분업에 의존하며 기업 간 관계는 수직적인 

하청 관계를 형성한다. 최근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쟁우위가 재

벌체제에 기반한 수직계열화, 즉 기술적 분업의 정교화(준내부화)에 기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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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유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혼합형(hybrid)으로 대표적

인 사례로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

는 산업세계이다. 하지만 이 세계가 단순히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산물

만은 아니다. Thelen(2004)이 잘 예증하는 바와 같이, 독일의 대·중소기

업의 균형적 발전을 가능케 한 직업훈련체제가 독일제국의 조직노동을 

견제하기 위한 중산층의 육성 수단으로서 장인수공업의 지원, 이에 따른 

장인노동의 숙련형성에 대한 독점적 권한의 행사, 이를 둘러싼 장인노동

과 일부 자본분파와 조직노동의 정치연합 간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따

른 역사적 산물이다. 

산업화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 성장은 수확체증의 기반을 창출하는 것

이다. 鹽澤由典(1997)에 따르면 수확체증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학습효

과,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창출가능하다. Marshall(1890)은 내부

경제와 외부경제를 구분하고, 전자는 기업 내에서 후자는 기업 간에 적용

되는 생산비용의 절약을 일컫고 있다. 산업조직의 관점에서 수확체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규모의 경제와 내·외부경제 간의 조합을 하면 역사적으

로 중소기업 중심의 마셜형 외부경제, 대기업 중심의 숨페터형 내부경제, 

그리고 이들의 혼합형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Lee and Jeong, 2011). 

경제적 이득에 따른 산업조직을 한 축으로 하고, 기업·산업 간 개방성

의 정도(네트워크)를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하면 <표 1>과 같이 다양한 산

업세계를 가정할 수 있다(정준호, 2012a). 첫째,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규모의 외부경제라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적 조정을 통해 지

속가능한 산업세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덴마크, 제3이탈리아, 미국의 

실리콘 밸리 등을 거론할 수 있다(Sabel and Zeitlin, 1997). 실리콘 밸

리는 엔지니어 중심의 급진적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세계이고 벤처자

본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의 일부이지만, 앞의 두 사례는 장인과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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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숙련 중심의 점진적 혁신에 기반으로 한 산업세계이고 조정시장경제

의 일부이다. 이는 또한 아래로부터의 산업화와 접히 연관되어 있다.

둘째, 대기업에 의한 규모의 내부경제가 지배적인 산업세계이다. 대표

적으로 우리나라, 스웨덴, 미국을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

역별로 상이한 형태를 가지며, 이는 주로 동부의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GM이나 포드와 같은 수직통합형 기업의 경우 현장노동과 엔지니

어 간의 숙련분단과 신뢰부족, 시장거래에 따른 기회주의가 만연하지만, 

특정 업무의 아웃소싱에 따른 선별적인 기업 간 협력도 존재한다. 경제적 

편익은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배분되는 자유시장경제이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조직노동의 발언권을 통해 노사정 삼자의 조합

주의에 기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생산·배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직노

동이 기본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혈연 중심의 폐쇄

적인 재벌이 경제적 편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산업세계는 위로부터

의 산업화 경로와 친화성이 크다. 

〈표 3-1〉 산업세계의 다양성

구분
경제적 이득에 따른 산업조직

규모의 내부경제 규모의 내부와 외부경제 규모의 외부경제

(외부) 
역량에 
대한 

개방성

고
미국

(노동배제)
 -

실리콘 밸리
(엔지니어 중심)

중
스웨덴

(노동포섭)
독일

(산별노조)

덴마크
(노동포섭)

제3이탈리아
(노동포섭+장인)

저
한국(재벌)
(노동배제) 

일본
(기업별노조)

-

   주: 점선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정준호(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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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규모의 내부경제와 외부경제의 다양한 혼합형이 존재하는 

산업세계이다. 이는 위와 아래로부터의 산업화의 혼합형과 연관이 높으

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

일을 들 수가 있다. 전자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미군정이 재벌(zaibatsu)

을 해체한 후 다시 계열(keiretz)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이 소

유권을, 반면에 종업원은 잔여 통제권(이용권)을 가지게 되어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헌신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종업원의 경 참가와 금융자본의 해체, 그리고 

강력한 산별노조를 통해 조직노동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제국의 조직노동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장인수공업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강력한 중소기업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2. 생산(혁신)-복지체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와 경쟁력의 제고에 인적 자본이 핵

심적이라는 사고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교육과 숙련이 정책형성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인적 자본은 다른 물적 자본처럼 쉽게 생산되고 축적될 수 

있는 것인가? 

제도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숙련형성과 가용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

은 숙련이 단순히 무제약적인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경제

의 제도적인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Finegold and 

Soskice, 1988, Thelen, 2004; Trampusch, 2010). 전자의 입장, 즉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연관된 기업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의사결정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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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숙련형성을 바라보는, 다소 기능주의적이고 비역사적이기는 하지

만, Estevez-Abe et al.(2001)의 숙련형성에 대한 논의는 생산(혁신)체

제와 복지체제 간의 연관을 사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

은 기업의 생산조직에 따른 상이한 유형의 숙련 가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이라는 시

각에서 그들은 숙련형성이 시장이 아닌 비시장적 조정기제에 의해 이루

어진다면, 이는 점진적 혁신을 수행하고 특수한 숙련투자가 발생하는 기

업의 생산조직과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특정 숙련의 가용성에 기반한 생

산체제와 그에 조응하는 사회정책 간에 제도적 보완성31)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언하면, 한 기업이 특정 생산전략과 연계되어 합리적으

로 행동을 할 경우 이러한 특정 숙련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사회정책

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3-1〕 생산(혁신)과 복지체제 간의 제도적 보완성: 숙련을 중심으로

자료: Estevez-Abe et al.(2001: 154).

31) Estevez-Abe et al.(2001)는 생산(혁신)-복지체제를 “기업의 제품시장 전략, 숙련형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 경제, 정치제도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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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방의 상호의존의 정도를 나타내는 

윌리암슨(O. E. Williamson)의 자산특수성의 개념에 의거한 세 가지 유

형의 숙련은 이를 지원하는 보완적인 고용과 실업보호제도와 기능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업들은 다각화된 대량생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기업특수적 숙련에 기반하고 이에 조응하는 고수준의 

고용보호와 저수준의 실업보호 장치가 나타난다. 일본형 직무교육, 연공

서열, 그리고 평생고용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고품질

의 틈새시장 전략을 구사하는 소생산자 중심의 덴마크의 기업들은 산업

특수적 숙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준의 실업보호와 저수준의 고

용보호 장치들이 이에 조응한다. 이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

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은 고용에 대한 외부의 수량 유연성을 추구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가 이를 보완

하는 고숙련모형이다.32) 고품질의 혼합형 전략을 추구하는 독일기업들은 

기업특수와 산업특수적 숙련 양자를 요구하고 고수준의 고용과 실업보호 

장치들이 이를 보완한다. 산별노조를 통한 노사협상과 직능교육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적인 장치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IT, BT

와 같은 과학기술분야와 고숙련의 금융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고도의 

과학적․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일반적 숙련을 요구하고 이에 조응하는 유연적인 사회보호 장

치들이 제도화된다. 

Estevez-Abe et al.(2001)은 주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술한 네 

가지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여준 바가 있다. 그러나 그 분석대상

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다. 정준호(2012b)는 자료의 가용성 때문에 

Estevez-Abe et al.(2001)이 사용한 동일한 변수들은 아니지만 이와 유

32)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는 정준호(2013)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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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대리변수들을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OECD 국가의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생산-복지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하 다. 

〔그림 3-2〕 생산-복지체제의 변동: 주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의 생산-복지체제 2000년대 후반의 생산-복지체제

   주: 2000년대 초반은 2003년 기준이고, 해당 자료가 가용하지 않는 경우 2004년 자료를 사용하
으며, 2000년대 후반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하 으나 일부 자료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7년 자료를 활용하 음.
자료: 정준호(2012b).

[그림 3-2]에 제시된 주요 OECD 국가의 생산-복지체제의 유형화는 

Estevez-Abe et al.(2001)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기업들과 같이 기업 특수적 숙련형성을 

통해 다각화된 대량생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로 대변되는 재벌 대기업이 2000년대에 전자와 자동차산업에

서 소니나 도요타와 같은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는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2000년대 초·후반 사이에 큰 변동은 없

지만, 일본과 스웨덴의 그것은 낮아졌다. 고용보호는 사회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계열적 이동이 단기간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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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업은 단기간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업보호 수준의 시

계열적 이동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보호 

수준이 높아진 반면에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것이 낮아졌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업보호 수준은 미국, 국, 호주 등 미형 국

가의 그것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과 비정규직 등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정준호, 2012b). 

제3절 우리나라 산업화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33)

  1. 우리나라 산업화의 특성: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 가설을 중심으로

2014년 8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KAIST 경 학과 장세진 교수는 

우리나라 초일류·우량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 대해 “선발 기업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장과 상품·제품들을 개량하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화를 무

기로, 가격·물량 경쟁을 능숙하게 해온 게 삼성전자” 으며, “삼성전자는 

스스로 새로운 상품·제화 카테고리를 만들었거나 새 시장을 개척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전세계 연간 특허 랭킹이 3~4

위쯤”이지만, “특허 상당수가 제품기술이 아닌 공정기술에 관련된 것”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33) 이 부분은 정준호(2012b; 2013)의 2절 일부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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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moto(2006)는 한국기업들이 반도체나 범용강, 범용석유화학 제

품 등 자본 집약적인 개방형 모듈제품34)에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는 재벌이 가진 자금 동원력, 신속한 의사결정의 그

것의 집중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성재 외(2004)는 

이러한 논리가 가전제품과 자동차부문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

서 전자의 경우에는 조직역량이 후자의 경우에는 암묵지적인 기업 특수

적 숙련이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현장노동

과 엔지니어 간의 연계가 분절되어 있으며 엔지니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즉 기술과 숙련의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했던 제조업은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성장을 거듭하 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

로 세계 5대 제조업 생산 국가이고, 제조업 비중도 31%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다. 제조업 생산규모는 1970년 5억 달러(40위)에서 2011년 3천

억 달러(5위)로 급격히 증가하 다. 이러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으로

도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전·후방 산업연관, 생산재·소비재 산업부문의 

비례적 성장을 동시에 밟아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익진(2003)은 이를 

가리켜 ‘복선형 산업화’라고 일컫고 있다. 3대 제조업 강국 일본처럼 우

리나라는 최종조립과 부품·소재업체를 동시에 아우르는 풀세트형 산업화

를 지향하여 왔다. 

34) 제품의 각 기능은 부품에 할당되고, 그 부품 간의 연계관계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설계 
사상을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라고 하며, 제품의 기능과 부품 간 대응관계 및 이들 
부품 간의 인터페이스의 규칙의 차이에 따라 ‘통합형’과 ‘모듈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부품 간의 인터페이스가 기업 내 또는 기업 간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폐쇄형’과 ‘개
방형’으로 구분이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폐쇄-통합형’(예: 자동차), ‘폐쇄-
모듈형’(예: 공작기계), ‘개방-통합형’, ‘개방-모듈형’(예: PC, 인터넷 제품, 신금융상품) 
등 네 가지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개방-통합형은 존재하지 않는다(Fujimot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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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제조업 생산의 국제 비교: 2011년 상위 20개국 기준

(단위: 2005년 환율을 이용한 2005년 가격 기준, 미달러)

구분
제조업 GDP (십억 달러)

제조업 GDP 순위
(237 국가 대상)

제조업 GDP/전체 GDP(%) 

70 80 90 00 11 70 80 90 00 11 70 80 90 00 11

미국 689 821 1052 1534 1866  1  1  1  1  1 24 21 18 16 13

중국   -   -    -    - 1506  -  -  -  -  2  -  - -  - 32

일본 327 499  797  866  944  3  2  2  2  3 34 27 26 22 19

독일   -   -  476  512  617  -  -  3  3  4  -  - 27 22 23

한국   5  21   38  152  301 40 26 12  8  5 19 25 27 28 31

이탈리아 113 206  256  291  268  6  4  4  4  6 27 28 23 28 16

영국 167 188  227  248  233  4  5  5  5  7 29 23 20 16 11

프랑스 119 166  186  229  233  5  6  7  6  8 23 21 18 15 10

인도  16  24   49   87  188 22 21 16 13  9 14 16 17 16 14

멕시코  40  80   98  152  171 12 11 11  9 10 20 19 20 21 18

브라질  40  97   99  119  151 13  8 10 11 11 27 33 26 17 15

대만   6  22   44   71  148 36 24 18 16 12 30 36 32 25 26

스페인  59  94  116  146  142  9  9  8 10 13 27 25 21 18 14

캐나다  60  85  107  160  134  8 10  9  7 14 22 19 17 19 11

러시아   -   -    -   89  131  -  -  - 12 15  -  -  - 22 16

터키  13  22   44   67  110 25 25 19 17 16 21 23 29 21 18

인도네시아  32   -    -    -  101  -  -  -  - 17  -  -  -  - 24

폴란드   9  15   11   36   84 29 31 43 24 18 32 32 32 17 18

네덜란드  32  45   56   73   83 14 14 15 15 19 25 18 18 15 13

스위스  42  49   56   61   80 11 13 14 19 20 23 23 20 18 18

세계평균  14  20   26   29   43  -  -  -  -  - 15 14 14 13 12

자료: Rhodes(2014: 5).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위로부터의 산업화 및 조립형 

산업화로 특징져 있다(Ley and Kuo 1991; 핫또리 타미오 2007). 이 전

략은 기계가 쉽게 노동을 대체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암묵적이

든 명시적이든 가정하고 있어 고숙련 모형이 아니다. 환언하면, 이는 작

업장 숙련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숙련절약형 또는 기술-숙련 분리 

모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서 핵심적인 공정기술의 확보를 위해 중

간 엔지니어의 역할이 강조되고(Amsden 1989), 비용절약이 용이한 비

정규직 사용이 확대되고,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간 관계, 즉 비

대칭적이고 위계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활용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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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결과 중간 숙련의 위치가 축소되고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 여

의치 않아 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보완관계가 아니라 비용전가의 대

체관계로 인식된다(정준호․이병천 2007, 조성재 외 2008). 

이러한 산업화는 숙련수요가 J자형 곡선을 따라 이동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숙련체제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중간 기술 

및 작업장 숙련에 토대를 둔 관계 특수적인 조정시장경제의 기제가 작동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매우 허약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업장에 기반

한 일본과 독일과 같은 고숙련경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일종의 함정이 드

리워져 있다(조성재 외 2006). 

〈표 3-3〉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패턴의 특성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조립형 산업화
최종재의 생산에 특화하는 조립형 
기업전략, 유연한 대량생산

수평적 산업연관의 지체

재벌 주도
계열사 간의 기술적․수직적 
분업을 통한 혁신 및 조정의 용이

기업집단 외부로의 위험부담 및 
비용 전가

기술-숙련의 
분리

엔지니어의 기술 주도,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 절약

노동시장(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한 제도주의적인 논의와 숙련형성에 대한 역사·제

도적 시각(예: Estevez-Abe et al. 2001, Busemeyer and Trampusch 

2012)은 숙련기반의 기능적·계층적 통합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생산과 복

지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

면, 일본의 숙련형성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와 작업장이 통합

된, 즉 현장노동이 조직적 학습과정에 통합된 생산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Lazonick 2005).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통합의 기반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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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하고 사실상 분리되어 미국처럼 작업장을 배제한 엔지니어와 경 자 

주도이고, 중간 엔지니어가 현장 노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있

다35)(조성재 외 2008; 김철식 외 2011). 

전술한 우리나라 산업화의 특성에 대한 요약은 <표 3-3>에 나타나 있

다. 우리나라 산업화는 복선형 또는 가공형 풀세트 산업화를 지향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립형 산업화의 특성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

다. 이러한 산업화의 특성들은 핫또리 타미오(2007)의 ‘조립형 산업화 가

설’로 일목요약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첨단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첨단 가공기계나 부품·소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고도의 기계나 부품·소재를 국내에서 단기간에 조

달할 수 없으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술혁신이

나 제품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기계나 부품·소

재의 첨단화·고품질화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해당 산업들은 이

에 충분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험과 숙련

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19세기에 산업화를 시작한 후발 국

가인 일본은 후발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계나 부품·소재를 2차 세

계대전 이후의 시대처럼 용이하게 수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 시대의 

기술혁신의 속도가 현재와 같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과 숙련을 축

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전 시기에 축적됐

던 장인기술과 사회분위기도 기술과 숙련의 축적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제도적·지경학적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다른 

후후발국가(예: 한국)의 산업화 경로와는 달리 일본은 가공형 산업화의 

35) Lazonick(2005)은 혁신기업의 본질은 집합적이고 누적적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숙
련(기반)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통합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의 기업들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되는 고유한 조직통합 방식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미국
과 일본형 혁신기업의 혼합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혼합형 그 자체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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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핫또리 타미오(2007)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가

공·조립형 산업화 가설의 요지이다. 

본고에서는 핫또리 타미오(2007)의 조립형 가설을 원용하면서 생산과 

복지체제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숙련을 사고하기 위해 ‘기술과 숙련 분리

의 조립형 산업화’로서 우리나라의 산업화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36) 전

술한 바와 같이, 이는 특정 기술적 조건, 대외분업구조, 적극적인 산업정

책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이다(정준호 2012b).

핫또리 타미오(2007)의 논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기술적 조건에 

대한 지경학적인(geo-economic) 인식이다. 이는 생산방식에서 기술과 

숙련의 통합과 그것의 역할,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함의를 내포하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을 용이하게 추격할 수 있

었던 기술적 조건은 바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NC 자동화기계의 도입

과 확산,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배제적인 자동화 설비투자,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IT기술에 기반한 모듈화이다. 이는 기술과 숙련의 

분리 또는 숙련 절약을 가능케 했던 일련의 기술적 조건들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70년대 이후 이러한 기술적 조건들을 잘 활용하여 선진 기업

들을 재빠르게 추격하 으며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이를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주로 현장 인력의 기술역량의 축적이 필요한 부문보다는 

제품수준의 고도화가 가능한 분야로 전기·전자산업이 대표적이다. 전술

한 바와 같이, Fujimoto(2006)는 한국기업들이 반도체나 범용강, 범용

석유화학 제품 등 자본 집약적인 개방형 모듈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국산화 노력을 경주하여 단순

기술과 복잡기술을 제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기술의 축적과 

36) 개념의 사용과 그 함의에 차별성은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대
한 특성들을 여러 논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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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라는 위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활용하여 모듈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철식 외 2011).

〔그림 3-3〕 한국의 전체 부품소재 및 대중국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불, %)

자료: 소재부품 통계종합정보망(http://www.mctnet.org)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공급자의 요소기술의 제

공, 그리고 표준화 등의 진전 등으로 생산 공정의 모듈화가 확대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중

국 기업들의 견고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조건

이라고 생각된다. 모듈화는 기술 특수적 기술과 숙련 투자 대신에 산업 

특수적 생산시설의 공유를 통해 요소비용을 절감하고 설비가동률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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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모의 외부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게 제공한다

(Sturgeon 2002). 이는 후발주자에게 기술과 숙련 축적의 시간을 상당

한 정도로 절약할 수 있게 한다. 모듈화가 생산의 지리적 이전을 가속화

시켜 추격시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놀라운 최근 성장

세는 이러한 모듈화에서 기인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 추격시차가 줄어

들었다고 해서 선진국의 경제적 이득이 현저한 정도로 감소했다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큰 기술 집약적인 통합형 아키텍처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Shintaku et al. 2006). 또한 모듈화

는 기술과 숙련 축적과정이 공간상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

라 병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성문화된 지식에 기반한 표준화를 

가능케 하는 모듈화가 후발국가의 산업화에 주는 시사점은 후발국가의 

기술 추격과정이 비지형(leapfrog)으로 매우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즉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일부 후발국가에게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

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립형 산업화는 핵심 부품·소재와 설비기계 분야에서 단시일 내 기술

과 숙련 축적의 상대적인 미약으로 수입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핵심 관련 부품·소재의 수입과 기술이전, 완성품 소

비시장 간의 국제 분업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1980년대까지 냉전을 배

경으로 한 한미일 분업구조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결정적인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조건이었다. 그 이후에는 한중일 분업구조로 변하기는 했으

나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중·고급 부

품·소재의 공급지, 중국은 초·중급 부품·소재 및 최종재 시장, 그리고 미

국은 중·고급 최종재 시장으로 기능하 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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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가 그 기조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그 이

후 그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의 약 

50% 정도가 대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과 부품소재의 공급지로서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제조업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은 우리나라의 조립형 산업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 다. 이는 핫또리 타미

오(2007)의 가설과 부합되는 중요한 경험적 증거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일

본이 우리나라와의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해 부품소재와 기계류 수입의 

핵심 무역 파트너로서 기능하여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 기기 부품 등 

부품·소재 전반에서 대일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수출 증가의 가속화

와 쌍을 이루면서 악화되어 왔다. 2010년 이후 그 추세가 약간 반전되었

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 사태와 연관된 것이고, 그 대신에 2010년 

이후 대독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일본과는 현재 약 200억 달러 안

팎, 독일과는 약 50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두 국가와

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는 부품소재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반기계와 정 기기 부

품 분야에서는 무역 파트너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모두에서 무역수

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기계 부품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미국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전

반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2000년대 후반 이후 흑자 기조로 전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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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부품·소재의 대일본·독일·미국･이탈리아와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불)

부품소재 일반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정밀기기부품

자료: 소재부품 통계종합정보망(http://www.mctnet.org).

제조업 강국과의 부품·소재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더디고 심화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립형 산업화 본래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경제의 세계화

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비용 경쟁력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비핵심적인 

부문의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값싸고 질 좋은 중간재를 외부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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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는 산업화 초기부

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

립형 산업화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그에 따른 해외 수요(수출)의 적극적 

발굴과 핵심 부품소재 및 기계류의 수입으로 인해 대외 의존적인 수출 산

업화를 내장하고 있으며(그림 3-5 참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의 심화는 국민경제를 대외 변동성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Lee 

and Jeong 2011). 

〔그림 3-5〕 GDP 대비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http://www.bok.or.kr)

산업화가 효과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미사용된 금융과 인적 자원들

의 동원과 이러한 자원들의 효과적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자원들의 발전주의적(developmental)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산업정책



132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자원들을 특정 산업부문 또는 기술분야

에 사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원의 양적인 배분뿐만 아니

라 자원들의 동원과 이용을 둘러싼 경제주체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유인의 제공 또는 규율을 동반한다(Khan and Blankenburg 

2009). 시장에 대한 정치, 문화, 제도적 장벽이 제거되기만 하면 경제성

장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고는 유치한(naive) 것이고 발전주의적인 

정치적 강제와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정준호 2012a).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은 이러한 소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다. 이를 통해 노동을 배제한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모형을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 다. 이는 조건부 지대에 의거하여 각종 금융 및 재정

지원, 기술학습과 학습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등의 조치들을 주로 대기업

들에게 제공하면서 소위 국가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보증에 의해 연성제

약을 수반하 다. 이는 기업가적인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 다. 

Chang and Cheema(2001), Khan and Blankenburg(2009), 

Amsden(1988) 등 동아시아와 한국의 발전국가의 논의에 따르면 크게 

정치적 조건, 경제적 기회, 그리고 재산권-제도적 조건 등 세 가지 조건들

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업화에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

다(그림 3-6 참조). 경제적 기회는 국가가 선별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특

정 산업과 기업에 조건부 지대를 창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Aoki et al. 

1996). 이는 수출과 같은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목표에 미달하면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성장 강화적인 기제의 물적 토대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수출 보조금, 생산보조금. 무역보호조치 등이 활용되었다(Chang and 

Cheema, 2001).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탈정치화와 독재, 반공과 냉전체제를 활용하여 노동이나 복지 등의 의제

들을 경제성장에 종속시켰다. 이러한 독재와 탈정치화는 조건부 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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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강제로서 기능했던 것이 사실이다(Khan and 

Blankenburg 2009). 투자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억압, 강제

저축,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의 강제적 재분배가 일어났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토지와 재산권에 유보와 제한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산업

단지의 개발을 위해 토지와 재산권의 제한이 다반사로 발생하 으며, 적

절한 보상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사적 자본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

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서구의 시초축적

에 비해 그 과정의 폭력성이 덜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Lee and 

Jeong 2011).

〔그림 3-6〕 산업화의 성공 조건의 해부: 추격형 발전국가

이러한 발전주의적 제도적 배치는 1987년 이후 민주화와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상당부분 와해되거나 변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87년 민

주화 이후 사유재산권이 강화되고 특히 소유권 절대주의가 전면화되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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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인 다양한 이용권을 활용한 공적 개입이 사실상 힘들다. 해외 금융자

본과 국내 산업자본(특히 재벌)의 향력이 증대되어 이들은 과거와 같은 

공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양자가 행사하는 권력의 효과와 그에 대

한 통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적 자본의 향력 확대로 산

업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성장제

일주의 지배적 담론의 효과로 인해 기능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을지

라도, 이것이 국가주도의 수직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하는 효과를 낳고 있

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조정과 규율방식에 대한 새로

운 제도적 배치, 가령 민주적 통제와 생태적 규율(예: 확고한 공정거래 질

서의 확립)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

준호, 2012b). 예를 들면, 국가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그 

분야에 대한 제도적 배치를 설계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

적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기제와 금융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규제는 정부의 역에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장 간의 지대추

구적인 행위의 남발과 이해관계자와의 결탁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생태적 또는 민주적인 규율이 제대로 착

근되지 않고 있다. Khan and Blankenburg(2009)의 지적대로, 우리나

라의 산업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조정과 유인의 제공 등과 관련된 

발전주의적인 규율방식은 정치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모방이 힘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산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작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  

  2.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로서 양극화

그렇다면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가 가지는 사회·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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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화의 특성과 긴 한 연관을 가진다. 전술한 바대로 핵심 중간재의 

수입에 의존한 단기적인 제품수준에서의 신속한 고도화는 선진국과의 추

격을 앞당기고 이를 능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술과 

숙련의 축적은 요원하여 복선형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로에서 벗어나 조립형 산업화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산업연관의 취약과 대외 의존의 심화로 구체화된다. 이는 글로벌 시

대에 국민경제의 완전한 자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부

문의 연관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림 3-7〕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및 설비기계의 대외의존도 추이

최종수요 단위당 부가가치 유발계수
일반기계 수입물량지수/기계설비류 

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http://www.bok.or.kr), 통계청(http://kosis.kr)

대외 의존적인 산업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

만큼 국내 산업기반에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낳는가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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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7]에서 보듯이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90년대 중반 이

후 사실상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의 일정 

비율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 유출되는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비기계의 대외 의존도는 2000년대에 급격히 상승

하고 있다. 다만 2008~10년 사이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 의존

성이 감소하 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중

반까지가 내수부문이 확장된 시기이고 복선형 산업화의 경로를 충실히 

밟았던 시기이다. 가령, 현대자동차에서 숙련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하던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

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조립형 산업화의 경로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대규모 투자와 아웃소싱으로 무장한 일

부 대기업이 이러한 추세에 기민하게 적응하여 그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

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핵심 성장동력을 구성하는 IT 산업군의 후방연계도를 

분석한 [그림 3-8]도 하나의 예시로서 산업연관의 취약성을 일본과의 비

교적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다. 물론 2000년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림 3-8]은 반 하고 있

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한·일 산업연관표의 세부 부문의 차이로 인해 직

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일본의 IT 산업군은 부품·소재 분야의 전기기계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연관도 상대적으로 한국의 그것에 비해 조

하다. 반면에 우리의 IT 산업군은 주로 최종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산업연관도 일본의 그것에 비해 덜 조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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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 비교: IT 산업군의 경우

한국 일본

   주: 2000년 한·일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결절
산업으로 확인된 것임. 

자료: 김선배 외(2005).

〔그림 3-9〕 소득 증가에 따른 제조업 고용비중 추세의 국제 비교

(단위: %, 미달러)

   주: 1인당 GDP는 1990년 PPP 조정가격이고, 제조업비중은 전체고용 대비 제조업비중임.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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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긴 히 연관된 조립형 산업화

는 자동화와 모듈화의 기술적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고용

창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IT 기술의 도입은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조직된 전투적인 

노조를 우회하려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후후발 추격의 지경학적·기술적 

조건이기도 하 다.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특화 전략은 기업 내 기술적 분

업의 심화를 지향하고 다양한 부문들이 파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 

따라서 다양한 고용의 창출과 산업 간 연계가 약화되어 사회적 분업의 심

화를 더디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산업화의 여지를 축소

시키는 것이다.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제

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여 소득과 제조업 고용비중 간에는 역 U자형 관

계가 성립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의 국가들을 보면 1인당 GDP가 약 

7,000달러를 전후로 하여 제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소

득 증가에 따른 고용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미국, 독일, 일

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이 정점에서 20%이하로 감소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한 세대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그 절반에 불과한 실

정이다37)(정준호 2012b). 특히 재벌 대기업의 설비 의존적인 조립형 전

략은 고용창출을 확대시키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 대신에 비정규직 사용

을 증대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온존케 하고 있다. 이는 설비가동의 극대화

를 통해 요소비용의 절감에 의존하는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력에 기대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한다.

조립형 산업화는 고도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업과 기술수준이 

37) 한국 14년(1989년 27.8%→2003년 19.6%), 미국 30년(1953년 32.3%→1983년 19.8%), 
독일 33년(1970년 38.1%→2003년 20.0%), 일본 28년(1973년 27.4%→2001년 20.0%
(정준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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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존이라는 이중구조를 배태하

다(핫또리 타미오 2007, p.248). 많은 국산화 노력과 부품·소재에 대한 

지대한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과 소재분야에서 이들 중소기

업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경기

변동 또는 비용절감의 완충역할을 수행하여 그 자체역량이 제고될 수 있

는 여지가 적었다. 소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들 간의 과당경쟁,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요소비용의 절감 압력, 기술과 숙련 축적의 미약 등으로 인해 

광공업의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

다. 198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한 이후 이들 기업들 간의 생산성과 임

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광공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 추이(1960~2012년)

(단위: %)

   주: 1) 1999년 이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그 이전과 시계열이 완전히 연속적이지는 않음.
        2) 중소기업은 종사자 규모 10~299인 이하이고, 대기업은 300인 이상임.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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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우리의 산업화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부격

차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OECD 국가

와 비교하여 보면 소득격차 수준이 OECD 평균의 그것보다 높으며 빈부

격차가 심한 미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단, 남녀 간의 임금격차 정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OECD 국가들

에서 소득격차가 심화됐지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

럽 복지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하지 않다. 우리와 유사한 

생산·복지체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소득격차 수준이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Estevez-Abe et al.(2001)의 가설에 따르면, 일본과 같은 생산·

복지체제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으로 인해 소득격차의 정도가 낮을 것으

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심화는 여

러 요인들에서 기인할 수 있지만,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조건, 정책적 의지, 그리고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외조

건에 기인한다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NC기계화, IT화 및 모듈화라는 기술적 조

건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중간 숙련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과 숙련을 분리하는 생산방식으로 인해 중간숙련의 고숙련으로의 업

그레이드에 대한 비전이 상실되어 이에 따른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소득

격차의 심화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계 특수적인 숙련형

성은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복지체제가 일

본과 같은 유형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은 상이하다. 



제3장 경제･산업구조와 발전주의 모델: 경제･산업구조 양극화의 기원 141

〈표 3-4〉 OECD 국가 간 소득 격차의 비교

구분
9분위/1분위 

소득비율
9분위/5분위 

소득비율
5분위/1분위 

소득비율
남녀임금격차

(%)

저임금비율
(중위소득 

2/3이하)(%)

1999 2009 1999 2009 1999 2009 1999 2009 1999 2009 

호주 3.00 3.33 1.84 2.00 1.63 1.67 14.29 16.36 14.31 14.44 
오스트리아 - 3.36 - 1.94 - 1.73 23.14 19.36 - 16.02 
벨기에 2.39 2.25 1.70 1.66 1.41 1.36 15.18  8.92 -  4.00 
캐나다 3.63 3.68 1.81 1.90 2.00 1.94 24.11 19.73 23.06 20.48 
덴마크 2.49 2.73 1.70 1.71 1.46 1.60 14.72 12.11 8.00 13.60 
핀란드 2.36 2.59 1.69 1.76 1.40 1.47 21.72 19.68 -  8.48 
프랑스 3.10 2.84 1.94 2.01 1.59 1.41  9.21 13.13 - -
독일 3.22 3.67 1.83 1.82 1.76 2.02 23.05 21.55 20.04 20.15 
아일랜드 3.27 3.94 1.92 2.12 1.70 1.86 19.73 10.38 17.79 20.22 
이탈리아 2.50 2.27 1.60 1.56 1.56 1.45  7.69 11.76 10.42  7.98 
일본 2.97 2.99 1.84 1.85 1.62 1.62 34.55 28.28 14.58 14.65 
한국 3.83 4.69 1.97 2.25 1.94 2.09 40.55 38.90 23.41 25.68 
네덜란드 2.89 2.91 1.74 1.76 1.66 1.65 21.53 16.66 14.81 -
뉴질랜드 2.68 2.83 1.70 1.83 1.58 1.55  8.33  7.75 12.31 12.54 
노르웨이 1.95 2.29 1.41 1.47 1.38 1.55 10.14  8.67 10.42  7.98 
스웨덴 2.24 2.28 1.64 1.68 1.36 1.36 16.85 14.93 - -
스위스 2.53 2.69 1.70 1.83 1.49 1.47 22.32 19.51 - -
영국 3.44 3.59 1.90 1.99 1.81 1.81 25.27 19.81 20.12 20.57 
미국 4.50 4.98 2.21 2.36 2.04 2.11 23.46 19.78 24.45 24.84 
OECD평균 3.01 3.34 1.80 1.97 1.65 1.68 19.67 15.92 16.76 16.30 

자료: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외환위기 이후 혁신과 숙련주도의 강한 경쟁전략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

고, 인위적인 저환율정책과 수량적 노동유연성을 활용한 요소비용 최소화 

전략, 즉 약한 경쟁전략이 우리경제의 성과를 여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다(정

준호·이병천, 2007). 이는 기본적으로 조립형 산업화의 기술적 조건, 정책

적 의지 및 대외조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의 활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첨

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숙련이 분리되는 조립형 산업화, 즉 약한 경쟁전

략에 의존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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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기술과 숙련 분리의 조립형 산업화와 양극화

자료: 정준호․이병천(2007) 수정·보완

제4절 소결: 조립형 산업화와 추격형 개발국가 유산의 복지
국가에 대한 함의

  1. 생산(산업)세계와 복지세계 간의 제도적 보완성

산업세계와 복지세계 간의 제도적 보완성을 논의하기 위해 2절에서 

Estevez-Abe et al.(2001)의 생산(혁신)-복지체제의 개념을 도입하 으

며, 우리나라의 생산-복지체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검토한 바가 있다. 

이는 생산체제의 유형에 따른 산업발전 경로와 이와 제도적으로 상보적

인 복지체제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한국과 일본이 동

일한 생산-복지체제에 속하지만 제3절에서 조립형 산업화 가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생산-복지체제의 동학은 상이하다는 것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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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생산-복지체제 간의 보완성에 대한 단선적·기

능적인 해석은 많은 난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생산-복지체제 간의 제도적 보완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적실

성이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Estevez-Abe et al.(2001)이 예

시하는 바와 같이, 첨단기술과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일반적 숙련형성

이 지배적인 미국과 같은 생산세계는 잔여적인 복지체제가 형성될 가능

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산업․기업특수적인 숙련형성이 지배적인 경우, 복

지체제는 독일처럼 노동시장의 참여자에게만 그 혜택이 제한되거나, 일

본처럼 기업차원에만 한정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덴마크처럼 국민 모두

에게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

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숙련체

제의 특성, 산업특성, 정치적 역학관계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Thelen 2004). 따라서 생산-복지체제 간의 단선적이고 기

능적인 제도적 조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환언하면, 복지체제는 개별국가

의 경제․사회적 경험, 국민적 정체성, 연대의식 등을 통해 복합적으로 형

성되기 때문에 이를 혁신체제 및 산업발전 경로와 일대일 대응하는 것에

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는 것이다(정준호 2008). 

하지만 기업규모, 산업특성과 이에 따른 숙련유형에 따라 복지체제가 

혁신체제와 일정한 보완적인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혁신

과 사회적 결속이 유연안정성 모델로 일목요연하게 요약되는 중소기업 

위주의 덴마크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적이다(정준호 2013).  

  2. 조립형 산업화의 유산과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조립형 산업화는 기술과 숙련이 분리되는 특성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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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규모 자동화 투자에 따른 설비가동률의 증대를 도모하고 그에 따

라 장시간 노동과 숙련이 절약되는 생산체계를 내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

업조직 측면에서 혈연중심의 폐쇄적인 재벌 대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구

성하고 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추격형 개발국가의 유산으로 노동

의 발언권이 배제되고 1987년 이후 강화된 노조의 전투성을 우회하기 위

해 숙련절약적인 자동화 투자가 더욱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생산체제는 지속적으로 요소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과 장시간 노동을 선호한다. 또한 현장 기능직과 엔지니어 간에 상이

한 승진 사다리가 존재하여 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현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단체 협상력

을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 업그레이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

고 있으며, 기술진보와 생산공정의 분할과 지리적 이전으로 중간 숙련의 

자리는 점차로 협소화되거나 위협받고 있다.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적 한계와 더불어 저숙련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들 

간의 연대 기반이 약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는 독일, 일

본, 덴마크의 경우처럼 고숙련 형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자리 잡고 있지 않

으며, 기업규모에 따른 위계적인 관계가 일정 정도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노사정 조합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현장

기능직이 고숙련인 일본의 경우처럼 안정적인 기업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술과 숙련의 분리에 따른 현장노

동의 저숙련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의 공적 책임의 지평을 열어젖힌 산별 

노조가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했던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노동의 발언권

이 약하고 또한 이것도 분열되어 있는 우리의 경험과는 너무 판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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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업화 당시의 노사 간의 세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우 후후

발 추격형 발전국가로서 직면하는 기술적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순

차적인 기술학습을 생략하고 이를 응축하는 NC 자동화 기술이나 IT 기

반 모듈화는 현장 근로자의 숙련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서구와는 달리 복지국가를 추동하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으로서 노조의 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 복지국가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결과 타협의 결

과로 이해한다면, 노조와 같이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서구

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개발주의적인 거버넌스의 유산과 복지국가 

추격형 개발국가의 유산은 모든 것을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 사고한다

는 것이다.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그 나머지 산업부문, 즉 농업이나 

서비스부문에서 가격자유화가 인정되지 않아 가격상승이 극도로 억제되었

으며 그 손해분은 정부 또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국

민경제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격인 재벌 대기업에게는 연성제약을 허

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가 발생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사전 기회의 제공이라는 공정(fairness)과 사후 결과의 승복

이라는 형평(equality)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국가가 정한 수출량 타깃

과 같은 양적인 잣대를 가지고 민간기업들을 국가가 조건부(contingent)

로 규율하는 방식을 통해 지대추구적인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들은 일단 봉합되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 간의 이러한 조건부 상호성의 

원리는 양적인 잣대, 즉 경제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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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육성하는 논리가 사회전체에 스며들게 되었다.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에도, 예를 들면 감정노동을 수반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육성하는 경우 예전의 개발주의적 사고방식이 그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위탁이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몫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공고히 한다. 소위 각 역에서 

관피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국가규율뿐만 아니라 시장규

율이 동시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는 일종의 보호된 시장으로 지대추구적

인 행위를 가능케 한다. 민주화 이후에 걸맞은 공정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

하는 조건부 상호성의 원리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가 정한 잣대 대신

에 시장이 정하는 잣대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그 

잣대는 임의적이다. 시장규율이 강화되어 어느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사회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여전히 비용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사고가 되고 있다. 

조건부 지대는 개발주의 국가가 민간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지대추구적

인 행위를 통제하는 핵심적 기제이다. 조건부 논리는 도덕적 해이와 무임

승차의 문제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양적 

기준에 함몰되어 있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조건부 상호성의 논리가 사회전반에 관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은 사회부조의 논리에 기대어 있다. 이는 개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특히 역선택과 무임승차

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또는 보편적인 참여가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부조의 원리 아래 무임승차에 대한 이타적인 처

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Fong et al. 

2005). 이는 순전히 개별적인 경제적 비용 최소화의 논리에 기반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발국가의 비용절감에 함몰된 조건부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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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지국가에서 공정과 형평을 고려한 조건부 상호성의 논리로 전화되

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는 조세에 

의해 조달될 수밖에 없다. 조세는 일종의 공적 이전이기 때문에 이를 동

원하고 관리하는 국가 능력과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사회자본

의 축적이 모두 요구된다. 개발국가는 조세가 아니라 강제저축(예: 인플

레이션)과 금융억압(예: 금융기관 국유화 및 관치금융)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 다. 강제저축과 금융억압은 경제적 비용과 편익

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물론 여기에

는 낙수효과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비용의 사회화

와 이익의 사유화가 다반사로 발생하 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기회주의

를 증폭시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약한 사회-국가주도 모

형이다. 이러한 유산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쉽게 수용되기가 

어렵다. 환언하면, 조세를 복지국가의 공유자산(fiscal commons)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Jakee and Turner 2002). 이는 조세를 

단순한 징벌이나 필요악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함

의한다. 이처럼 개발국가의 유산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로 나아

가는 첫걸음이다. 이는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구현한 조건부 상호성과 이

타적 징벌의 논리가 사회 전반에서 용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에서의 불평등의 증대와 부문 간 양극

화의 심화로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복지 정책과 제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

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여러 

복지제도들이 정합성을 가지는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

국가와 사회정책의 목표는 빈곤의 완화뿐만 아니라 경제관계의 규제를 통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정책들은 주로 

고용과 복지 역에 존재한다. 복지와 고용의 관계는 해외 사례에서 보더

라도 복지국가 형성에서 핵심적인 요소 으며, 근대적 고용 관계와 복지국

가 제도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 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

도 복지국가 개혁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의 연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광범한 자 업군의 존재와 비정규노동의 확대로 인하여 

정규직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합

적인 형태로 확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근대적 대기업-정규직 노

동시장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축소된 규모, 저숙련 시스템, 착취형 기업

간 네트워크, 기업별 노조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복지 제도 설계를 위한 

사회계약의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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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한국 노

동시장의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

국노동시장이 가지는 특수성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

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고용과 복지국가

  1.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임금노동-복지의 관계 

1944년 국제노동기구는 필라델피아 선언 제1조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했으며, Esping-Andersen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사회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수록 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 다. 즉, 복지국가는 노동력

의 상품화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

만 현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 작동한다. 즉, ‘상품화된 노동력=

임금노동=고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고용의 형태와 내용

에 크게 좌우된다. 즉 현실 복지국가의 경제적,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고

용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 고용은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를 통해서 국가복

지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안정적 고용은 복지에 대한 의존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 고용의 중요성은 경제적-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용은 사회적 기여와 정치적 참여의 토

대로 복지국가의 사회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38). 

38) “Marshall의 사회권 개념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뿐 아니라 사회적 자산을 공유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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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mann(2006)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임금노동(=고

용)과 사회보험의 결합을 근대 국가의 중요한 기획의 하나로 보고 있다. 

고용과 사회보험의 결합은 19세기말, 한편으로는 노동,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가 서로 통합되면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제공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의 토대 다는 것이다. “임금노동(=고용)을 자본주의 산

업사회에서 특유한 결핍과 빈곤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며, 구

제와 부조라는 전통적인 이슈와의 구분으로의 점진적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조 시스템에서 보험 시스템으로, 개인과실로부터 집단

책임으로의 이행은 국민국가의 기획이며, 사회보험은 빈곤에 대한 지원 

정책과의 역사적 단절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노동과 사회보험

은 접하게 결합된다. 고용은 공동선에의 참여의 표현이자 사회적 지위

의 원천이며, 사회화된 노동(socialized work)으로 사회에서의 지위와 

부의 배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고용은 과거 자산이나 상속이 

하던 역할,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통합에 대한 민주적 접근수단이 된 것

이다. 고용은 특정한 직무에 연계되지 않고 임금소득자로서의 지위에 연

계되어 있는 사회적 권리 다발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고용은 사회로의 통

합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개인적 위험에 직면하여 신분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Zimmermann, 2006). 

한편, 다른 방향에서 복지는 또한 노동시장의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

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은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체계이

리, 그리고 사회가 제공하는 표준적인 시민적 삶을 살 권리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
이라는 점에서, 고용은 소득 창출의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 사회참여의 토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장지연, 2012a). 또한 복지국가는 구성원에게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
험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되므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과정
이 필수적이고, 정치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복지국가이므로, 고
용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장
지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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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사회재계층화 체계라고 하 다. 복지국가의 탈상품화는 저

임금노동의 의중임금과 교섭력과 발언권을 강화한다. 복지국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려난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을 시장에 상품화시키지 

않고도―즉 비자발적으로 탈상품화된 상황에서도―최소한의 생활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만들며, 궁극적으로 시장이 만든 기존의 계층구조를 가능

하면 보다 평등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세훈, 2011). 

다만,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은 거시경제적 전제조건 즉 완전

고용에 좌우된다. “1945년 이후 사회적 보호와 완전고용 정책은 하나의 

사회경제 정책의 상호보완적이고 분리불가능한 구성요소들로 구축되었

다. 사회적 보호는 도덕적, 사회적 배려에 좌우되지 않게 되었다. 케인즈

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보호는 안전성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국가개입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으로 

되었다”(Zimmermann, 2006). 

  2. 전후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선순환 

전후 복지국가의 형성기에 완전고용과 복지정책의 결합은 선순환의 구

조를 창출하 다. Lindbeck(1996)은 1930~40년대 케인즈의 완전고용 

비젼과 비버리지의 보편적인 복지국가 아이디어는 동일한 지적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생각은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복지국가의 제도배열과 완전고용

정책은 매우 강하게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다.

다만,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는 모두 개인의 경제적 안전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국가 제도가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를 주된 의제로 

한다면, 완전고용은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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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이 양자는 서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높은 고용수

준은 조세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복지국가의 안정적 

재정에 기여한다. 이로써 복지국가와 완전고용 사이에는 선순환이 형성

된다. 

물론 경제학자로서 복지국가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Lindbeck

는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좋은 상호작용 이외에 복지로부터 고용으로의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복지국가 지출프로그램과 

관련된 과세 체계가 정상적인 경기변동기에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작동하

지만, 단기적인 거시경제변동에 대한 자동안정화장치는 국민경제의 안정

성을 해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후  Lindbeck의 많은 저술들은 고

용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물론 고용이 반드시 복지국가를 보장하거나 성공 지표는 아닐 수 있다. 

최근 들어 고용복지라는 표현과 같이 고용이 복지에 우선한다거나 고용

만이 복지를 보장한다는 ‘고용지상주의’의 담론과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

다. 그러나 고용이 반드시 복지를 보장하는 것아 아닐 수도 있다. Scharpf 

(1997)는 고용이 반드시 복지국가를 보장하는 지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한다. 고용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 향도 받는다. 인구 규모

가 크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진다. 고용률의 국제비교도  근로시간이나 

파트타임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약할 수도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비교해보면, 

고용과 사회지출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0에 가깝고, 국가별 자료 비

교를 보면 고용과 복지국가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보다는 비선형 관계

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Scharpf, 1997). 

실제로 고용과 복지의 결합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특히 

복지의 재정 조달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Zimmermann(2006)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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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변화가 사회보호시스템에 미치는 향은 사회적 급여가 조세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면 임금에 기초한 기여금(고용에 연계되는 것)에 기

초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보았다. 

복지가 보편적인 조세에 기초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고용에 따른 

기여에 기초한 대륙형 모델을 비교해볼 경우,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기초

한 북구형 사민주의 모델의 경우 고용과 복지의 결합과 연계가 상대적으

로 높고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반면, 사회보험에 기초한 모델의 경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민주의 모델인 스웨덴의 경우, 높은 고용수

준은 보호된 산업 부문(특히 공공서비스 역)의 양호한 고용성과의 결과

이며 이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39). 대륙형 복지국가

들의 서비스업에서의 낮은 고용률은 복지국가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형태와 내용, 재정 조달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륙형 복지국가 모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한 소

득 유지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insecurity) 비용을 사회화하는 

데 더 집중했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특히 “사회보험기여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낮은 생산성의 저임금노동시장의 규

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낮은 수준의 숙련을 가진 

인력의 경우 장기실업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장기실업은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투자의 측면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Scharpf, 1997).

그러나, 대륙형의 사회보험에 기초한 복지국가 모델이 지속가능하려

면, 임금노동으로의 포괄 범위가 높고, 비정형적 고용형태 비중이 낮아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완전고용의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대륙형 복지시

39) 이는 대륙형 복지국가 모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한 소득 유지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의 불안정성의 비용을 사회화하는 데 더 집중했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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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으며, 정규풀타임고용의 약화와 고용형태의 다

양화는 노동과 비노동, 고용과 임금고용, 노동과 훈련 등의 경계를 흐릿

해지면서, 정규풀타임고용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혼란에 직면

하게 되었다40).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은 대륙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사회복지의 안전성으로 보완하는 이

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으로 대처가 가능했다. 스웨덴, 덴마크, 네

델란드 등 유연안전성 모델의 내용과 변화 과정, 적용가능성 등은 전병유

(2009, 2011)와 여타 많은 논문들에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대륙형 복지국가들이 정규고용형태의 약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사회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의 이중구조화 

Hassel(2011)은 독일 모델은 조정(coordination)과 자유화(liberalization)

는 미시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두 측면이었다고 평가한다. 독일 기업

들은 글로벌화와 자유화에 따른 경쟁압력에 직면하여 노동의 협력이 필

요했고, 이를 위해 조정(coordination)이라는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

다. 그러나, 핵심노동자들과의 협력은 내부자-외부자 문제를 격화시켰고 

자유화를 통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비용절감에 기초한 것이었다. 기업 수

준에서의 구조조정과 사회정책의 결합은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이

지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이중화된 경제 역들 형성하 다. 이 

40) 복지국가 담론에서도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이 ‘고용’ 개념을 대체하기 시작하 으며, 유
연성, 적응성, 능력, 개인적 책임, 프로젝트형 노동, 재숙련화, 근로연계복지 등의 개념
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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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수출지향기업들과 핵심근로자 노조 사이의 생산자 연합에 의해 

추진되었다. 독일 이외의 다른 유로존 지역의 경우, 보호된 역(서비스)

이 아니라 개방된 역(제조업)에서 임금이 억제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임금이 제조업 부문에서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 다. 반면, 독일

에서, 제조업의 비용절감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더 격렬한 비용절감으로 

이어졌다. 개방의 압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에도 서비스 부문의 임금

은 더 빠르게 감소하 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임금 억제와 서비스 부문

의 임금 하락은 독일경제에서 내수의 정체와 수출 의존의 심화를 초래하

다. 두 역의 이중경제로의 점진적인 제도화는 수출의존균형의 함정

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숙련체제를 훼손하고 있으며41) 이중경

제화와 사회적갈등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고용비중은 1990년에 28.3%에서 2000년에 20.7%까지 감소하 고 다

시 2009년에 18.5%까지 감소하 다(Hassel, 2011).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은 서비스 역에서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전

국적 최저임금제도의 부재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대한 보조 정책이 오히

려 저임금을 수용하도록 하 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는 활성화정

책이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을 대가로 치루었다. 그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

업은 서로 다른 제도적 체제 하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제조업은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보호받는 고숙련고생산성 핵심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

된 반면, 저숙련서비스노동자들은 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이 서비스경제에서의 비용 

절감과 이중화(dualism)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복지정책의 이중구조화로 진행되었다. 핵

41) 독일에서도 학교졸업청년층들이 서비스 부문에서의 3년의 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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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지는 않

았지만, 서비스부문의 피용자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와 비정형

적 고용형태의 확대는 재분배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다른 형태의 수요

를 유발하 다. 비정형적 고용형태의 확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회적 

보호의 확대와 강화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정책의 이중구조화를 

초래하 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사회보험체계를 가진 서유럽국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해 주변적 노동력에게는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나 보조

금 제도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체계의 이중구조화로 대응해 왔다. 즉, 정규

직 임금노동이라는 근로계약과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을 하나의 

사회적 보호 틀 안에 포괄해왔던 대륙유럽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화에 직면하여 기존의 사회보험체계를 위축시키면서 대신 사회부조와 저

소득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장지연, 2012b).

Emmenegger, P. et al. (eds)의 『이중화의 시대』(한국노동연구원 번

역)는 이를 잘 분석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노동이라는 근로계약과 사회보

험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을 하나의 사회적 보호틀 안에 포괄해 왔던 대륙

유럽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직면하여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성격을 일정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체계를 이중구조화하는 전

략을 채택하 다는 점에서,‘이중구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Dualism)’로 개념화할 수 있다.“

독일은 그동안 비교적 임금격차가 작은 편이며 저임금노동의 비율도 

높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노동

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미국의 비율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 되었다. 

2003년 독일 연립정부가 단행한 하르츠 개혁은 저임금노동을 구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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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윤자 , 2012a). 

Wagner(2012)도 독일의  ‘활성화’ 정책이 실업의 원인을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근로동기를 결여한 무책임한 개인으로 재규정하면서 저임금 일자

리를 수용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양

질의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

계층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과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Wagner, 2012). 

저임금노동의 원인과 구조를 정치경제학적 비판의 날을 세워 분석하고 

있다. 활성화 정책을 통한 취약계층 실업대책이 근로자의 근로동기를 자

극하는 데 관심을 두면서 수요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복지국가의 관대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주요 선진국들은 OECD의 1994년 고용전략(Jobs Strategy)

가 권고한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수렴하기보다는 내부자와 외부자 간 분

단된 이중화된 노동시장으로 수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륙유럽은 민간

서비스 부문의 노동비용을 우회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노동시장규제 체

계에 의존하고 있다(Eichhost and Marx, 2012). 사회보호시스템은 노

동시장의 분단을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키고 있다(Häusermann and 

Schwander, 2012). 이중구조가 현저할 경우 사회정책의 보상적 역할

(compensating role)은 크게 제한된다. 내부자들이 실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고용보호의 높은 수준을 취하는 동안 복지국가가 실업에 대

해 대한 대응성은 낮아졌다.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매우 취약

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지지 없이는, 정부는 관대한 사회정책

을 촉진할 인센티브가 약했기 때문이다(Rueda, 2014). 

결국 고용의 양과 질이 복지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조건지우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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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복지국가의 형태와 내용이 노동시장을 규정하기도 한다. 노동시장과 

복지국가는 서로 인과적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는 근대적 노동시장의 조건 하에서 성립되었지만, 다양한 형태

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근대적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금노동 자체에 대한 보호(고

용 보호), 임금노동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사회보험 기능), 사회적 부조 

기능(시민권에 기초한 국가적 부조) 등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고용보

호, 사회보험, 공적부조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유형도 달라지

고 노동시장도 달라진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국가 제도 형성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에서 검토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중구조화가 

노동시장과 고용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자유화와 유연화에 대응하여, 독일과는 다른 제도와 노사관

계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검토한 Hassel(2011)의 독일 사례와 유사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제조업 대기업들의 

우수한 성과는 대기업과 핵심노동자들의 암묵적인 지대 공유에 관한 합

의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한 서비스 부문으로의 비용 절감 부담의 전가 등

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

고 있다. 



160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계

약직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적 고용이 크게 증가하 다. 특

히 주요 선진국들과 구별되는 점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

양화에 따른 이중구조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전근대적인 

고용 형태에 따른 이중구조화의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

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단기간에 걸친 막대한 규모

의 노동력 이동의 결과 도시에는 광범한 자 업자군과 세사업장 저임

금근로자를 형성하 다. 더욱이 고용관계의 비공식화가 시정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근대화에 비해 노동시장의 근대화는 훨씬 더 뒤쳐져 있다.

그 결과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아래 부분은 저임금고용, 비공식고

용, 세자 업, 그리고 근로빈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임금고용의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1/4을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다. 저

소득 근로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취업자에서 저소

득취업자의 비중은 1/3에 달한다. 이병희(2008)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가계조사｣의 월간 결합자료를 구성하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시간당 

소득이 중위 수준의 2/3 미만을 저소득 취업자로 정의하고 이 비중이 

31.4%에 달한다고 분석하 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27.0%가 저소득 취업

인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훨씬 높은 42.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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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2003  2008  2013  

전체 24.1 26.8 24.9 

농림광업 65.3 60.9 55.7 

제조업 22.8 18.0 14.5 

전기가스  4.3  3.2  6.4 

건설업 18.5 22.6 17.7 

유통서비스 27.2 33.7 29.9 

사업서비스 18.6 21.5 19.1 

개인서비스 48.2 56.4 55.9 

사회서비스 13.8 18.0 21.7 

   주: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당임금(지난 3개월 임금을 통상근로시간으로 나눈 
값) 중위값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이러한 저임금-저소득 일자리의 증가는 고학력화, 고령화, 여성공급의 

증가와 같은 공급 측 요인들보다는 기술 변화나 고임금노동자의 증가 등

에 따른 대인서비스직종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전병유, 2013). 또한 여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저임금일자리는 

음식업, 유통업, 사회복지업 등 일부 산업 및 직업으로의 집중된 정도가 

매우 높다(황덕순, 2013). 

<표 4-1>에서 보듯이,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일자리의 비중은 

2013년에 55.9%가 되고 추세적으로도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

스의 확장도 저임금일자리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가 가지는 저임금일자리의 문제를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03년 22.8%에서 2013년 14.5%에서 줄어들었

지만,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13.8%에서 21.7%로 크게 증가하 다. 사회

서비스업이 아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을 자리매김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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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저소득 고용은 비공식고용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병희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만 볼 경우, 최저임금, 근로기준, 

사회보험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를 비공식근로로 정의할 때, 

비공식근로자는 7,04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0.2%에 달하며, 이

러한 비공식고용은 규모의 문제와 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즉 300인 

이상은 8.8%인데 반하여, 1~4인 78.5%, 5~9인 55.3%에 달한다. <표 

4-2>에서 볼 때, 건강보험 가입률은 종사상지위나 고용형태, 사업체규모 

등의 차이에 관계 없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

보험 등의 경우 종사상지위나 고용형태, 사업체규모 등에 따라서 큰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임시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경

우 사회적 보호의 커다란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 사회보험 가입과 고용계약서 작성 현황(201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계약서작성

전체 73.9 98.7 70.2 55.4 

종사상지
위

상용 95.3 99.9 96.1 69.3 

임시 38.6 97.1 27.8 36.6 

일용 21.0 94.7  4.7  7.8 

사업체규
모

1~4인 43.1 97.4 31.3 24.6 

5~9인 63.0 97.8 58.0 43.1 

10~29인 77.8 99.0 75.6 61.1 

30~99인 86.4 99.4 85.6 67.7 

100~299인 92.5 99.9 93.0 75.3 

300인 이상 96.3 99.9 96.4 76.2 

고용 
형태

정규직 85.1 99.3 82.7 55.2 

비정규직 50.8 97.6 44.3 55.9 

계약직 75.5 98.2 74.6 75.5 

시간제 23.3 96.5 20.0 42.8 

비정형 44.0 97.7 29.7 4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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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자 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4에 달하고, 외환위

기 이후 자 업의 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자 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자 업취업

자들의 임금근로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 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병희, 2011). 자 업취업의 임금근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에서 자 업자들이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면서 빈곤화하고 있다. 또한 전

환하더라도 대부분 낮은 소득분위의 일자리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이승렬, 2008), 자 업취업자의 임금근로로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임금노동시장의 개선은 자 업의 원활한 축소 

조정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임금일자리-저소득자 업은 빈곤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이병희(2010)에 따르면, 근로빈곤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빈곤층 증가에 가장 주된 요인은 노인빈곤

보다는 근로빈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

접적인 요인은 실직이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가장 결정적 요소는 본

인의 취업보다는 가구주의 추가 취업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와 동전의 양면이 바로 근대적인 고용부문의 확장이 단기간에 중단

되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근대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

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은 과거와 같은 동력을 보여주지 

못하 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향후 확장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더욱이 숙련에 기초한 내부노동시장 형성 가능성

이 높지 않으며, 일부 역을 제외하고 이미 높은 수준의 유연성(유연성

이라기보다는 비용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여타 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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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효과가 크게 약화되어 유연성 제고 전략의 이점이 크지 않다. 또한 외주

하청, 사내하청, 민간위탁 등으로 저생산성 역과의 상생의 구조보다는 착

취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근대적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유지를 위하

여 부담을 전근대적인 서비스 역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 노조의 제도 형성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근대적인 임금노동의 약화는 청년 세대의 고용의 양과 질의 저하로 이

어져, 노동시장이 지속가능한 세대 간 사회계약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

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의 공존이 공존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근대적 역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이 전근대적 역을 확산되지 못하는 제도 실패의 문제를 구조적으

로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한 재분배 제도 하에서, 전근대적 부문

의 저숙련노동력은 복지보다는 저임금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

성을 확보하는 경험과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빈곤층일수록 근로시간이 길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

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동안 약해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속적이며 고용친화적인 경제성장으

로 자 업과 비공식부문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확

대-성숙이 중단되었고, 빠르게 확산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팽창이 과도한 상태에 달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정

책과 복지에이 부담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이다. 앞에서 검토한 대로 복

지국가는 노동시장의 근대화, 즉 임금노동(=고용)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화가 어렵거나 사회적 보호의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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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아직도 커다란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4절 한국 노동시장 특수성의 시사점 

현재 한국의 복지 시스템의 제도적 모습은 ‘노동시장의 구조는 앵글로

색슨형의 전근대적 형태이면서 대륙형의 사회보험 제도 설계에 사민주의

형의 복지 제도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과 제도 

사이의 정합성이 높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의 복지

국가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의 특성

에 대응하면서 제도들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전략이 있다고 할 때 전략의 선택 

가능한 정책들로는 유연안전성 정책, 노동시장근대화 정책, 사회보험 확

장 정책,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전략이라는 것은 전

술(정책)들 사이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정책들 사이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복지국

가의 전략적 우선 순위는 ‘노동시장근대화·정상화 정책-사회보험 확장 

정책, 사회서비스와 공적부조의 확장 정책-유연안전성(유연화를 위한 사

회계약) 정책’이 아닌가 한다. 

  1. 노동시장의 근대화와 정상화 

노동시장의 근대화 정책은 근대적 고용관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



16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책이다. 근대적 고용관계는 사실 고용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앞의 <표 4-2>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중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물론 정규직의 경우 암묵적으로 고용

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비정규직의 50%, 임시일용직의 80% 이상이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과 사회보험의 근

거가 되기 때문에 근대적 고용관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규율이 미치지 못하는 고용관

계가 만연하는 이른바 ‘노동법의 실패’(강성태, 2013)42)를 해소하는 것

이 요구된다. 이병희(2013)에 따르면, “비공식 취업의 발생은 규제 자체

의 부재, 규제에 대한 미순응, 정책 집행의 미비에 기인하기 때문에, 각 

발생 원인에 대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지만, 80%의 비공식고용이 제

도적인 보호로부터 배제되어서가 아니라 법과 정책을 준수하지 않기 때

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43), 법집행의 강화 정책(적발과 제제라는 행

정력의 동원)와 공식고용의 유인을 높여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세사업

장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기업에는 공공조달 연계, 조세정책 등)이 요

구된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비공식고용의 축소와 같은 공식화 

정책의 대상 상당 부분이 빈곤층 언저리에 있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에서 중

42) 최소한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고용이 비공식 고용이며 비공식 고용은 노동법의 규율이 
놓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이고 노동법의 규율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노동법의 실패이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도 관련이 깊다(강성
태, 2013). 

43) 윤자 (2012b)에서도 사회보험가입이 낮은 이유로는 개인적 선택보다는 제도적 배제 및 
사용자의 의무불이행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 보다 우선
적인 정책과제는 가사근로자의 공식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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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저임금일자리와 세자 업 부문의 구조조정(규

모 축소)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다. 생산성이 낮은 민간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세자 업 역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기에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복지 행정 체계의 구축도 쉽지 않다. 이 부분의 비중을 줄

이면서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사업체 저임금근로와 세자 업의 구조조정과 지원을 연계하는 

일종의 한국형 연대임금전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저임금일자리

에 대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의 준수와 사회보험 적용, 산업안전기준 강

화 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최소한의 적정 노동-사회적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세사업장에 대해 기업주의 지불능력을 상회하는 부분

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구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대기업에 지원되는 재원을 줄여 사회통합을 위하

여 세기업과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사회적 합의 도

출이 필요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된 관련 세사업장 관련 예산과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부족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세사업장사회통합기금을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공적부

조와 사회서비스가 작은 규모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빈곤완화 효과도 사회보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홍

경준(2010)은 사회안전망의 빈곤완화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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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사회보험의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차노동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형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된 사각지대

라는 형태로 사회보험이 이중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질적 가입 확대를 위

해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점에서, ‘이

중구조의 암묵적 제도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장지연, 2012b). “한국에

서의 사회보장의 이중화는 완비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사

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사각지대의 현저한 증가를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의 

현저한 구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노호창, 2013). 

“유럽의 경우, 조세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빈

곤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했다고 평가되지만, 우리나라는 사

회보험과 사회부조가 둘 다 적용되지 않는 커다란 역이 있기 때문에 현

재 상태로는 사회보험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고민할 때 최우

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은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보장

체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보험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장지연, 2012b).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이중구조화와 결합되

어 상호 강화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확장 정책은 노동시장의 근대화·정상화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

호 상승작용하면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

는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과 이중구조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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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어렵다. 비정규직과 자 업자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서

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 자체가 비정규직과 자 업의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 중심 복지 체계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일

차적이다. 다만, 지나치게 진전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오랜 기간 정착된 

전근대적 노동시장 관행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소득 보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조세 기반의 소득보장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노대명(2012)도 사

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

지고 있고,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비

공식부문의 축소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은 점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

요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가입 촉진 대책을 넘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역할이 필요하고 여기에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대명(2012)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일자

리’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재정을 통한 사회지출이 증가

함에 따라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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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은선(2009)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의 평등화에 

기여하지 못하 다고 강조한다. “최근에 추진된 개별 복지정책들, 특히 

자활지원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및 바우처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전략

의 향을 살펴보면 자활지원정책은 저임금 일자리와 세자 업을 권장

하 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고용기반을 확대시켰으나 이는 역시 저임금 

일자리 다(주은선, 2009).44)”

그러나 윤자 (2012b)의 가사노동 연구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에 참

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사회보험가입을 비롯한 최소한도의 근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공식 고용의 비중이 낮다는 점

이 확인되기도 하 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통계로 전체 추

이를 보면, <표 4-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저임금노동시장의 확대에 기여해온 것도 사실이다. 

저임금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또는 저임금노동에 대한 고려 없는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복지국가의 제도배열의 실패라

고 할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은 저임금-비공식 노동시장의 개

선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44) 정부는 사회서비스 사업 실시 당시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4대 보험 적
용과 최저임금 지급을 언급하기는 하 다. 그렇지만 서비스 공급과 고용이 완전히 시장
에 맡겨진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논의에 비해 사회서비스 노동의 질은 부차적인 것
으로 여겨진 것이다... 국가가‘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 로서 역할을 폐기한 이후 시장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확대는 유급노동의 질 향상
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시장을 확대시켰다.(주은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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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계약 

광범한 비공식부문과 사각지대의 존재와 고용형태의 비정규화라는 조

건은 복지국가 형성이 노동 정치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조건을 의

미하며, 정부-시민사회 주도로 아래로부터 배제된 역을 줄여나가는 방

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도 제공한다. 즉, 유연안전성과 사회적 

타협의 한국적 모델 구성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한국 복지국가 모델 전체

의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근대적인 역에서의 시장 주체들 사이의 사회계약을 통해 

연대의 정신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중하며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

요가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1차 노동시장 역에

서는, 청년고용과 중장년일자리의 대체 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임금과 

고용, 고용과 복지의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 부문에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임금 자제와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간접고용 자제, 

대중소기업 협력(민간위탁, 사내하청 등) 등은 한국형 복지국가 형성에서

도 중요한 요소로 성장하도록 사회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과 지역이라는 중범위 수준에서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사회계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 내부의 연대라는 의미

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의 교육은 한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매우 독특한 관계를 맺

어왔다. 교육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되

었고 또 개인들에게는 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 것으로 간주되

어 왔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화된 신화(myths)가 되어 공공 역 차원과 

개인 차원의 제도화된 의례(ceremony)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 가운데 

한국 교육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 기업가 및 일반 시민의  불만과 불

평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기업들은 대학과 직업계열 고등

학교로부터 충분한 숙련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은 상

당한 사적 자원을 공교육 밖에서 투자하고 있다. 사교육 투자(2012년 현

재 20조 상회)를 공공투자에 합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생들의 인지능력은 PISA에서 최

상위 수준이나 학습노동시간은 매우 길고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에 집중하기 보다는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운 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을 혁신학교 운동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진학과 다른 직업계열 학교나 현장 경험을 바탕이 

되는 숙련제도가 충실한 대안적 경로가 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이는 분절적 노동시장과 낮은 복지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또한 기업

들이 일반적 숙련에 의존한 경쟁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적 인지 능력에 기초한다고 할 때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갖춘 

교육체제의 특성: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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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인지학습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여력이 있는 중상층 이

상 학부모들은 인지학습에서 서열을 위한 경쟁에 투자하며 이 경쟁에 포

기한 학생과 학부모들도 늘어난다. 다른 한편, 교육체제는 민주주의와 깊

은 연계성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의 수준은 복지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민주주의-복지의 순환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체제를 주로 살펴보았다. 숙련과 산업과 관련된 논의는 본 보

고서의 제3장을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장에서 일반적 복지투자와 교육투

자의 관계, 교육투자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

께 높은 고등교육진학률로 노동시장의 분절적 서열이 고등교육의 서열과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고등교육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제2절 교육체제분류 

교육은 2장에서 논의한 시장경제의 발달과 민주주의 성숙에 모두 필요

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주요한 요소이다. Wilensky(1975)의 경우처

럼 초기 복지국가의 논의는 교육을 엘리트 계층의 문제로 간주하 고 따

라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을 분리해야 된다고 보았다. 생산성과 관련된 

숙련의 문제-교육과 훈련의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고 시민권의 문제로 다

루지 않았다. 이제 각국의 교육 및 숙련은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양 측

면에서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인식된 상태이다. 교육은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는 개인들에게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배분하고 공

공재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여 산업전체에게는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계몽적 이해를 갖

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형성하고 시장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집

단적 역량, 즉 집단지혜를 제공한다. 또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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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평등과 효율)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선호의 형성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복지국가의 시장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복지제도가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제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는가에 주목했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시장경제의 주요 주체들, 특히 

고용주와 기업들이 복지제도를 승인하고 지지하게 된 이유를 복지제도가 

사실상 기업의 생산전략과 생산성 제고와 조응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다양성 모형은 자연스럽게 생산성의 한 요소로서 숙련과 인적

자본을 다루고 이를 노동시장의 복지제도와 연계시켰다(Estevez-Abe, 

Iversen, & Soskice 2001). 본 보고서에서도 제3장은 한국경제와 기업

들의 생산전략을 다루고 제4장에 노동시장을 다루는 것은 바로 복지제도

가 시장경제와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 갖는 함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제도와 교육문제를 다룬 일부 연구들은 사회정책(위험대응)

등의 관점에서 유사한 복지국가 유형을 보이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교육

(숙련 또는 인적자본) 정책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제기하 다. 첫째, 다른 

사회보험을 재분배 정책으로 ‘결과의 평등 the equality of results ’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은 ‘기회의 평등 the equality of opportunity을 실

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정책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Busemeyer 

& Nilolai, 2010). 교육에 투자하는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을 완

화할 수 있고 또 결과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복지제도가 ‘기회의 불평등’

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 둘은 대체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자

들은 신생 복지국가로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교육을 사회보험에 대안적 

수단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인 교육에 투자를 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

의 이면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Morabito, Vandenbroeck & Roos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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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한 Marshall(1949)은 “시민권의 사회적 

권리의 온전한 실현은 다른 사회적 권리에 더하여 교육에 관한 권리(다시 

말하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제공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고 

보았다. “Full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necessa-

rily entails the universal provision of a right to education(i.e. a 

right to being educated) in addition to other social rights”로 봄

으로써 교육이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완성한다고 보았다.

교육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공공

재로 보지 않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많은 경우 국·공립 학교나 비

리 기구를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재정으로 운 된다. 

비 리 사립학교의 경우는 개인적 부담이 일반적으로 높고 위장형 리

기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보다 더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시장경제의 복지국가의 논리는 사교육과 교육

비에 대한 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많은 반면, 교육에 있

어 보편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복지국가는 국공립과 교육비의 공적부담

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육과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일반적으로 직업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뉘는 

국가), 그리고 대학 등 고등교육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자료는 

대체로 보육과 유치원,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5-1]은 Busemeyer & Nilolai (2010)을 따라서 단순한 관계로 

표시한 것인데, 교육투자를 사회적 투자에 회귀 분석한 것이 기울기가 

0.07로 둘 사이의 관계가 보완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로 사회복지

지출과 교육지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지만, 북유럽 국가들이 직선위에 

존재하여 교육에 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오스

트리아, 이탈리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그 아래에 존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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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투자를 많이 하는 복지국가일수록 교육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보편주의적 복지를 하는 나라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균등’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적 시민권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화, 지식경제의 논리에 기초

하고 재정제약을 고려하고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를 재해석하고 ‘적극적 

사회투자’로 보는 제3의 시각(Giddens 1998)도 일정 부분 부정하는 것

이 된다. 교육에 투자를 함으로써 재정적자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겠

다는 논리는 결국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책이 될 가능성이 크

다. 이 경우 재정적자의 문제는 사회복지지출과 조세부담 능력의 관계로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 사회복지지출의 대안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투자 및 복지 지출수준에서 증세 없이 교육재정을 

줄어서 다른 복지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나 다른 복지를 확대하고자 교육

재정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시장원리의 복지를 강

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림 5-1]의 교육의 정식화된 사실(stylized facts)과 관련하여 문제

가 제기된다. 첫째, 자유주의적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대

학진학률이 매우 높다. 민주적 보편적 복지를 주로 시행하는 나라들도 상

대적으로 높지만 이는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한 경우이다. 조합주의적 복

지를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대체로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뉴

질랜드를 제외한 자유주의적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사

적 교육비 부담이 대체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민주적 보편적 복지와 조

합주의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적 교육비 부담이 매우 적다. 

특히 학교 외 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사적 교육비는 

OECD의 통계에 잘 밝혀지지 않지만, 많은 사적 투자가 이루어진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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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자유주의적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자유주의적 국가들과 일본과 한국 등이 불평등 지

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보편주의적 복지를 하는 나라들은 불평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5-1〕 교육과 사회투자의 상관관계

자료: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3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식화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

인가? 첫 번째 가설은 한편으로 사회투자 및 공교육 투자가 다른 한편인 

사적인 교육 투자 사이에 ‘쌍방향 구축효과(bi-directional crowding 

out effects)”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금을 통한 사회투자와 공교육 

투자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 개인(특히 중간계급, 중산층)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교육

기관들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역으로 설명하면, 개인적으로 높은 교

육투자가 사회지출과 공교육투자를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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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와 유인구조에서 교육비를 사적으로 해

결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수익이 보다 크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

히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적은 중산층 이상은 교육비가 높더라도 평생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의제 민주

정치 하에서 특히 다수결 민주주의 하에서 Veto권을 가진 중위투표자로

서 중산층은 높은 세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높은 세금을 과

세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것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한편으로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

확실성에 기인하는 불안 때문에 일종의 투자와 같은 보험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불평등에서 오는 교육의 높은 투자수익을 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위험선호의 경향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절세를 통하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는 위험도가 낮

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지역(일본, 한국-중산층을 중심으로 연간 평

균 20조 이상, 대만 등)의 공식적 교육기관 이외에서 투자되는 높은 사적

교습비용을 고려하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림 5-2]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국내의 교육에 대한 

공적지출의 관계를 그린 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사적 교육투자를 보여줄 수 있다. 국내의 높은 

교육비용(사적으로 투자하는 공식교육기관 투자비용과 교육기관 이외의 

교습비)을 고려하면, 해외에서의 유학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교육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민주

주의적 원리가 강조된 보편적 복지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해외 유학이 낮

은 편이다. 이것은 유럽 통합으로 해외 유학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선위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 프랑스 그리

고 한국이 대표적이며 특히 한국의 해외 유학은 매우 놀랍다.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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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국내 대학의 낮은 품질과 높은 교육비가 동인일 수 있다.

〔그림 5-2〕 공교육지출과 해외유학

자료 :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3

다음은 교육체제를 분류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시행하 다. 여

기서 활용한 자료는 총 공교육비 지출,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 지출, 

공교육비의 비율을 우선 활용하여 교육체제의 군집분류를 한 결과 다음

과 같은 분류가 나왔다.

가장 뚜렷한 그룹은 북유럽 국가 그룹과 미국, 일본, 칠레, 한국의 시장

주의적 그룹,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의 나라 그룹을 나눌 수 

있으며, 교육이 사적 수익이 높은 투자이고 사적재화라면, 북유럽의 대부

분의 나라처럼 내국인들에게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 특히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고등교육무상 교육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교육이 계몽된 시민을 양성하여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보편적 복지 교육은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한다면, 교육



제5장 교육체제의 특성: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181

받은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연대, 자유와 평등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고 이

것은 곧 투표에 향을 미쳐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 평등에 대한 강조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5-3〕 각국의 교육체제의 분류

〈표 5-1〉 각국의 교육체제의 분류그룹

nation group nation group nation group nation group

KOR 1 ISR 2 FRA 3 FIN 4

MEX 1 NLD 2 JPN 3 DEK 4

AUS 1 GBR 2 USA 3 AUT 4

DEU 2 ESP 3 SWE 4

NZL 2 ITA 4

CHE 2 NOR 4

TUR 2 ISL 4

IRL 4

BEL 4

자료: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2014). Pension at a Glance 
2013, OECD. (2014).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3



182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그림 5-4]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 지표는 The Economist(2013)

의 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하 는데 이들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권적 자유 역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각 10점 만점으로 하여 다루고 있고 이 항목들을 합하여, 전체적 점수를 

내고 있다. <표 5-1>은 합계 평균점수와 공교육투자의 상관계수를 나타

내준다. 만약 개별 자본주의 국가가 생산체제가 다르면서 각기의 장점을 

갖고 경쟁력을 갖는다면, 특히 교육체제는 민주화의 내용과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그림 5-4〕 공교육지출과 민주주의 지수(2011)  

다음 그림들은 민주주의 지표 중에서 정치참여와 각 단계별로 교육의 

시장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상관관계를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5-5]는 GDP 수준과 불평등을 통제하고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비율과 

정치참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공적투자 대비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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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공공투자와 정치참여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림 5-5〕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비율과 정치참여의 상관관계

[그림 5-6]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을수록 정치참여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투자가 사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교육을 사적 

재화로 간주하기 쉽게 되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연계하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5-7] [그림 5-8]은 공공보육서비스 투자가 높을수록, GDP

를 통제하고도  민주주의 합계 점수나 정치참여의 지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강할수록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GDP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은 민주주의 원

리와 시장경제 원리가 경합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를 하

고 있는 나라 중에서 시민들은 교육에 대한 특정한 선호, 이해관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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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특정한 원리를 선호하는 정치권력을 형성할 수 있어 특정한 

원리가 보다 강하게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6〕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의 비율과 정치참여의 상관관계

〔그림 5-7〕 GDP 대비 공공보육서비스 비중과 민주주의 질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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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화 초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져, 보통 선거권을 확립하고 노동조

합과 노동자 정당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지출과 함께 공립학교

와 교육투자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

마크 등이 사례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측면에서 이들 나라들은 국가

단위 조정시장경제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로 국가가 교육을 통해 숙련형

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노동조합과 사민당이 농민당 등과 결합함으로써 복지의 Big 

Push를 통하여 이해관계와 중간계급이 이러한 민주주의 복지체제를 지

지하게 된다. 

〔그림 5-8〕 GDP 대비 공공보육서비스 비중과 정치참여의 상관관계

 

(2) 민주화가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졌으나 집권세력(민주화의 주체 세

력)이 노동자나 좌파세력이 아닌 경우 사회보호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

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국, 호주, 캐나다, 국 등으로 

보이나 이중에서 국과 뉴질랜드는 노동자 세력의 존재로 (1)유형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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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사하다. 생산체제의 관점에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 숙련과 R&D,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노동자의 협력보다 중요한 서

비스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이룬 나라들이다. 

(3) 산업화가 입헌적 군주제부터 실시되고 보수적 복지국가가 일찍 들

어서고 이후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학생들을 분류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기존의 조합세력의 

향력이 존재했던 나라들이다. 

(4) 산업화가 독재정권 하에서 이루어졌고 민주화가 이후 이루어져 노

동자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수준이 낮은 경우, 낮은 사회보험 투자와 낮은 

공공 교육투자 가능성이 높다. 한국, 일본, 칠레 등이 될 것이다. 생산체

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대기업의 협력체제가 발달되어 있으나 약화

되어 유지되고 있고 그룹별 기업 내부의 조정이 있으나 대부분의 노동공

급과 숙련 공급은 자유 시장 경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국가 코드 국가 코드 국가 코드

그리스 GRC 스페인 ESP 칠레 CHL

네덜란드 NLD 슬로바키아 SVK 캐나다 CAN

노르웨이 NOR 슬로베니아 SVN 터키 TUR

뉴질랜드 NZL 아이슬란드 ISL 포르투갈 PRT

덴마크 DEK 아일랜드 IRL 폴란드 POL

독일 DEU 에스토니아 EST 프랑스 FRA

룩셈부르크 LUK 영국 GBR 핀란드 FIN

멕시코 MEX 오스트리아 AUT 한국 KOR

미국 USA 이스라엘 ISR 헝가리 HUN

벨기에 BEL 이탈리아 ITA 호주 AUS

스웨덴 SWE 일본 JPN

스위스 CHE 체코 CZE

〈표 5-2〉 국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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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고등교육의 분석45)

한국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공적투자는 2011년에 GDP의 3.4%이다.  

이는 일본 2.7%보다 높고 OECD 평균 3.6인 호주나 캐나다  등과 비교

하여 다소 적으나 크게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교

육 학습비(약 20조)와 고등교육비에 대한 사적 부담(민간재원이 73%이

다)은 매우 높다. 이는 미약한 사회보장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보험이고 

높은 소득불평등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투자의 형태로 보인다. 이 체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제도의 형성과

정을 다음 [그림 5-9]로 설명하고자 한다. 

민족 중심의 국가가 형성된 오래된 역사와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통한 

근대의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관료체제는 한국 사회의 한 특성이 되었

다. 이후 오랜 독재정권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

가주의는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신현석․이준희․정용주 2013). 관료

화된 국가주의의 확립 위에 개발과 산업화를 명분으로 한 독재 권력의 장

기적 집권은 민주화를 통한 민주정치제도의 확립보다 산업화를 통한 전

면적 시장경제를 우선적으로 수립하 다. 이 시장경제 역시 재벌 대기업

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교육정책과 고등교육정책은 

산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 다. 국가의 향력이 

압도적인 가운데 현대의 시장경제가 확립되는 산업화 과정과 대의제 민

주정치가 확립되는 민주화 과정에서 한 조직분야의 제도형성은 특히 초

기의 정치경제적 여건, 특정 정책과 아이디어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어떻

45) 이글은 2014년 8월 21일 있었던 한국대학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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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입되었고 변화에 향을 주었는가가 중요하다.  

〔그림 5-9〕 한국고등교육체제의 발달

한국의 고등교육제도의 형태는 몇 차례의 역사적 시기를 통해 형성되

었다.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형태는 한국의 현대 국가의 정치․경
제 제도의 초기 형태가 자리 잡던 결정적 교체 시기인 해방 후 미군정 시

기와 제1공화국 시대이다. 현대적 사회조직 원리로서의 시장경제와 대의

제 민주정치의 원리가 도입된 것은 미군정기로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 초기의 시기처럼 결정적 시기가 된다. 특히 이 시기는 

고등교육의 제도형성에서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가 확립된 계기

가 마련된 것이다.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미군정 하에

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과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좌익성

향의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운동 세력이나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는 

미군정과의 갈등으로 교육주도세력에서 배제”(박용희 2013, p.361)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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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조선교육위원회’나 조선교육심의회‘에 

참석하 던 보수적이고 친한민당 계열 성향의 미국 유학경험을 하 던 

기독교계가 한국 고등교육의 제도적 도입을 주도하 다는 점이다(박용희 

2013, p.360). 미군정이 국공립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발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기독교계의 사립대학설립이나 지주들이 참여한 사립대학 

설립과 연계되어 보인다. 특히 사립대학들이 적산을 활용하는 향력과 

관계된다는 점(강명숙 2003)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관치교육에 대한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자주적 사립

학교 운동의 전통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다. 

강명숙(2003, p.171)이 정리한 일부 사립대학의 주요 기부자 내역을 통

해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군정은 대중의 고등

교육수요를 재정적 지원 없이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고 또한 인가규

제를 통한 통제와 학교설립 세력의 포섭이 가능했기 때문에(No Support 

but Control)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강명숙, 2003). 이

후 국가의 개입과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은 한국의 고등교육제도를 

규정하게 된다. 사립대학이 정부에 의존적인 경향이 생기게 된 역사적 기

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시기에 출범했던 주요 사립대학들-연세대학

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은 국립 서울

대학교와 더불어 대학서열의 정점을 이루기 시작했다.  

국립대학의 발전과정의 측면에서 초기 실태를 살펴보면, 미군정은 관

공립 고등교육기관을 통합하여 미국의 주립대학 모형의 종합대학을 설립

하고자 가칭 ‘국대안’으로 불리는 국립대학교 설립안을 제시하여 진보세

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켜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 다(박용희 2010, p.363).46) 이후 부산대학교를 시

46) 미군정은 한국 대학에“미국대학을 따라 1) 학년제를 학점제로 제도를 수정하고, 2)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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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하는 국립대학교 확대정책은 국립대학들이 이들 수도권 소재의 사

립대학들과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후 한국형 고등교육의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공성이 낮

은 사립대학에 의존하는 고등교육, 등록금을 통한 대학재정의 해결, 공공

성을 위한 일관성 없는 국가 정책의 부재와 대학에 대한 자의적이고 변덕

스런 개입,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 및 대학의 불안

정성이 이때 형성된 것이다(이문원 1992,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변

덕스런 개입 사례는 김재웅 1996의 졸업정원제 분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

다.). 그 이후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박정희 정부, 최규하, 전두환 

군사정부)의 사립학교법 제정과 운 을 통한 대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

고 국립대학의 부분적 확대와 함께 대학에 대한 국가 통제가 일어났으나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었고 초중등 교육과 같은 국공립화나 재

정의 공공부담과 같은 공공성을 제고하는 제도는 형성되지 않았다. 제5

공화국 이후 정책은 대학의 확대 정책과 사립대학의 법인의 권한 강화47)

에 집중되었다. 이문원(1992)은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의 고등교육의 

문제로 대학입시정책의 ‘원칙과 운 방법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된 

점, 대학입학정원 정책이 사학의 부패, 국가의 인력수급정책과 사회적 요

구에 대응하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향을 받았던 점, 사립대학(법인)의 

권한 확대 또는 방임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통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사립대학과 학생의 등록금에 의

존하는 한국의 고등교육의 제도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나 협력적 시장경

제 대신에 학고제, 3) 필수 교양 과목제”(박용희 2010, 363)를 도입시킨다.  
47) 이문원(1992)은 1981년의 12차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설립자가 학교행정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려’ 한 반면 1990년 제15차 개정은 
사학법인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 중대한 조치로 ‘공공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사학법
인에 대폭 권한을 이양’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또 다른 형태로 억압하는 일‘(116쪽)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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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고등교육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유산으로서의 국가의 개입과 이에 

대한 사립대학의 대응작용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사립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했고 법률을 지킬 수 없는 교육여건으로 인한 합법성의 토대가 취약

했기 때문인 반면, 합법성이 부족한 독재 권력은 경제발전을 위한 고등교

육투자, 대학에 대한 더 많은 재정지원, 국공립대학의 설립 확대, 사립대

학에 비리감독과 법인 권한에 대한 제한을 통해 대중의 지지기반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은 독재 권력이나 보수적 정당의 중요한 지지 기

반을 형성하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대학의 자율권 확대 논리와 함께 법인

의 권한 확대와 입시정책, 정원, 등록금 책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 확

대 논리를 확장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접근방식이 두 개의 

축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배열을 구조로 한 고

등교육에 대한 정책 변동은 고등교육에 대한 시장 수요의 변화, 대중과 

고등교육 관련자의 선호(이해관계, 규범과 가치를 고려한), 국회와 대통

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의 분포와 그들의 정책과 고등교육기관의 상

호작용에 달려 있었으며 그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군정기와 해방이후의 대학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연구, 교육과 사

회봉사에 대한 가치와 규범은 무엇이었으며 대학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은 어디서 구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 박용희(2010)에 

따르면, 전후 독일에서 미군정은 ‘전통 독일대학교육을 엘리트 교육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제국주의와 나치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학이 

민주국가 토대를 위한 대중교육의 일환으로 전환하고 민주주의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군정은 정교수 중심의 대학 자치를 미국식의 

학생도 포함하는 이사회와 평의회의 제도화를 요구하 다. 그러나 독일

의 학계는 미군정의 요구를 거절하고 흄볼트 전통의 독일대학을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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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고 교수 중심의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민주적 대학의 전형

으로 간주하고 나치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엘리트주의로 복귀하

다. 한국의 대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입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만, 미국의 고등교육 원조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공계와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박용희, 2010).  

한국의 민주주의나 대학의 학문과 자치보다도 국가의 재건에 필요한 것

을 지원하는 방식의 실용적 접근이라는 점만 분명해 보인다. 

사립대학과 개인부담 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두 가지 역사적 계기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고등교육체제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은 계엄 하에 발표된 

1980년 7월 30일 발표된 전두환 정권의 7.30 교육개혁의 졸업정원제와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김 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이 설립준칙주의 

및 정원 자율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정책은 정책방식에서 크게 달

랐지만, 기존 제도의 관련당사자들의 이해를 해치지 않는 것이었다. 과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졸업정원제는 졸업정원을 정해 놓고 정원

의 첫해는 130%(전문대학 15%)에서 그 다음해에는 150%의 신입생을 

받아 학생들을 공부에 집중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품질을 높이

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부작용이 곧바로 나타나자, 정부는 1983년

부터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의 100%에서 130%에서 자율적으로 할 것을 

허용했다(졸업정원제의 자세한 내용은 김재웅 1996을 참조할 수 있

다.48)).

졸업정원제와 더불어 한국 고등교육제도의 고착화와 함께 위기를 가져

온 것은 5.31 고등교육개혁이었다. 이는 양김의 분열로 생긴 국내의 민주

48) 졸업정원제가 확대된 고등교육기회로 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소득향상에 기
여했는가는 일정한 정도만 인정되고 있다(김경년 2013, 홍민기·조기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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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보수화가 세계적 조류인 교육의 시장화를 시도한 신자유주의와 결

합된 것이다. 5.31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의 자유와 대학운 의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고등교육시장의 공급자’들 사이의 수요자 유치 경

쟁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다(장수명 2009). 

양 정책 모두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전자는 정원을 중심으로 

후자는 정원 자율화와 사립대학설립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대중의 저항을 받기보

다도 오히려 학력차별이 높은 사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다수 대중에게 수

용되었다. 동시에 기존의 기득권의 세력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음으로 

가능하 다. 이 정책들은 대학서열을 해소하여 상위권 대학들의 관련당

사자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것도 아니었다. 기존의 사립대학교

들은 단기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늘리고 수입을 확대 할 수 있었고 

이것을 교수들과 행정직원의 임금상승의 물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립

대학들도 역시 기성 회계 및 수업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었고 교수들과 

행정직원들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다. 예를 들어 졸업정원제의 경

우 종국적으로 국립대학은 졸업정원의 115%를 사립대학들은 126%를 

확대하 다. ‘1980년에 비하여 1981년의 입학자는 약 10만 명을 증가하

여 전년도 대비 48%로 유례없는 증가율을 기록했다.’(김재웅 1996, 

p.54). 그러나 결국 졸업정원은 관리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립대학을 중심

으로 일정한 수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졸업정원제는 ‘학생을 탈락시키는 

것은 재정의 손실’(김재웅 1996, p.53)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탈

락하는 학생들의 고통을 명분으로 저항했고 결국 졸업정원제는 1988년 

대학정원을 대폭 확대한 이후 종결되고 입학정원제로 되돌아간다. 대학

교육의 품질 제고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장수명(2009)

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기초한 5.31 대학개혁이 어떻게 대학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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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여건의 악화와 학생부담의 증

가로 귀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들은 정부가 고등교육의 기

회를 확장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장했음에도 불구

하고 거의 모든 비용을 개인들에게 전가하 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수나 행정직원의 정치적 약자이지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이해관계자로

서 대학교육에 대한 공적부담을 요구하지 못했고 이를 대변해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 어떤 정부도 초중등 교육이나 유치

원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재정지원을 통해 형평성이

나 공공성을 확대하기보다 규제정책의 변경을 통한 제한적 책임을 다하

는 방식이었다. 국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국립대학을 확대하는 방식이었으며, 국가가 필요한 특수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었다.  국립대학 특성화 또한 기존에는 국립대학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방식이었다(장수명 외 2004). 그

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고등교육이 과잉공급 되고 학령인구의 감소 등

의 요인이 신자유주의 경쟁 도입과 결합된 이후 이런 방식의 정책은 더 

이상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극히 일부 특수 분야의 인재 육성을 명목으

로 주로 교육부 이외의 부처에서 실시되었다. 5.31 개혁 이후 정부는 국

립대학의 설립확대나 국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강화 방향을 사실상 포기

했을 뿐 아니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를 거의 동일한 기준

으로 평가했고 연구자금 지원을 공개공모를 통해 경쟁으로 진행했으며, 

국공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국공립대학을 포

함한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정부의 교육 및 연구의 특성화 자금에 대한 

경쟁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속하 다. 한국의 시장원리 중심의 고

등교육은 5.31 이후의 고등교육의 정책으로 더 강화된다. 5.31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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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한 연구로는 국민의 정부-신현석 (2003)과 반상진

(2003),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정일환(2004), 이현청(2004), 신현석

(2004), 김안나 (2005), 이병식(2008), 장수명(2009)과 변기용(2009), 

이명박 정부-이덕난·이일용 (2013), 이석열 (2013), 임재홍 (2012) 등이 

있다. 이외에 신현석(2005)의 연구가 있다49). 이들 연구들은 문민정부부

터 현재까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된 요소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 교육의 

품질 제고와 자율화‘를 강조한 문민정부의 5.31 대학정책에 근원이 있다

고 보았다.50) 5.31 고등교육개혁을 비판하는 연구들 뿐 아니라 경쟁시장

원리의 고등교육개혁을 주장하는 연구도(변기용 2009) 그러하다. 동시에 

대부분의 연구는 국가의 개입관행을 주목했다.  시장 경쟁과 국가개입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병식 2008; 강태중 2004). 이는 신자유주

의 정책이 강한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시장원리를 실현하는 신국가주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미 교

육에 관한 국가의 개입이 관행화되고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립위주와 개인부담이 특징인 고등교육제도가 뿌리 내린 상태이므

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신자유주의 방식의 정책적 국가 개입주의는 자연

스러운 현상으로 수용되었다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개혁의 시발로 간주되는 국가주도의 문민정부의 고등교

육개혁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자율화로 표현되는 자유주의와 경쟁으로 표

현되는 시장원리'(장수명 2009, p.13)로 규제철폐나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 역과 공공재로 간주되던 

고등교육을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로 대응

49) 그 외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로 유현숙외(2006)과 신정철외(2009) 등이 있다.
50) 이현청(2004)의 경우 참여정부의 정책은 평준화 유지와 함께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

정책을 시도하고, 대학운 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정부와도 연계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참여정부 초기의 정책방향을 놓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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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민 화(privatization)논리 다. 미국의 리대학 허용이나 유

럽의 사립대학의 부분적 도입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 공공 역에 속한 고등교육개혁 정책은 지식경제 담론을 통하여 

지식 창출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Olssen & Peters, 

2005), 성과에 기초한 신공공경 (New Public Management-NPM)을 

바탕으로 대학의 산출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경 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Saunders 2010).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배분은 성과에 연계하는 것이

고 대학의 거버넌스와 운 목적과 방식은 기업경 과 같은 틀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Roberts and Peters 2008).

이러한 한국의 고등교육체제의 형성은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들의 부담은 높고 고등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다. 중산층 

이상 개인적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많고 고등교육비에 투자하

는 것과 유학비에 투자하는 것도 많다. 사교육비가 대학서열 때문이라면, 

교육의 품질과 관련이 된다. 이 상태에서 중산층의 교육투자는 공교육투

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왜냐하면, 중위투표자인 이들이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높은 세금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간

층이 높은 세금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이다. 

다른 한편, 생산체제의 측면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업 경쟁력에 의존하

는 경제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인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이 노동

시장 지위를 통해 수요를 독점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 숙련과 연구개발에 

의존하는 숙련생산은 기업들에게도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과 시민의 생산적 역량을 높이는 것은 서로 

보완적 관계이다. 따라서 중산층들이 자녀를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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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감행하는 동안에 출산 파업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림 5-10〕 합계출산율과 사회투자의 상관관계

자료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3

제4절 소결: 복지체제 제도와 한국의 교육체제의 방향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위험을 개인들과 그룹들이 대비하도록 한

다. 특히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실천되고 계급 계층 간의 갈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위험에 대한 노출이 많은 다수인 ‘빈자’가 소수인 ‘부자’에 대

해 승리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지정책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생산여력을 갖출 때만 가능하다. 각 나라가 특정

의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사회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산업화(근

대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적 경험 가운데 형성되어온 그룹간의 권력관계, 

이를 뒷받침하고 형성하게 하는 이해관계와 유인 구조, 그리고 이것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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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생겨나면서도 동시에 이를 강화하거나 향을 미치는 가치와 선호 

등이 상호 작용을 한다. 역사적 계기를 통해 형성된 특정의 민주주의 제

도나 시장경제 제도는 사회적 위험과 생산성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가운

데 특정한 복지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중위투표자

로서의 중간계급의 투표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민주의 정당의 존재와 그 정치연합

과 복지정책 전략이 시대와 역사적 순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경제 

역에서는 기업구조와 산업구조 및 생산경쟁 전략이 또한 향을 미친다. 

교육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유인 구조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한다. 민주주

의 원리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

다. 하지만, 중산층이 개인적 경제적 보수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복지

체제가 있다면, 이들은 보편적 민주주의 복지 원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

다. 이 중산층의 높은 사적 투자는 공적 투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것은 선호(가치)-경제적 유인-권력관계의 순환적 강화를 할 가능성을 높

인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사적 교육투자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는 아

이들의 장시간의 학습시간에서도 나타난다. 과도한 저 출산, 과도한 해외

유학, 낮은 적령기 결혼, 과도한 학습시간 등 한국의 중산층과 하층의 일

종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적 해결책이자 사회로 보면 사적 저항이다. 

문제는 이것들이 복지를 생산하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위험에 대한 사회 책임은 시민권을 확장하면서 정의롭고 연대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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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심화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길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그런 사례를 보

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체제는 지나치게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운용

되며 앞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교육

모형은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강하게 강조한 모형으로 고학력

과 대학의 서열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교육의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보다

는 시장원리에 따른 운용을 강조한다. 이 경향은 보육과 대학교육에서 특

히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보육이 사교육기관( 리까지 포함하는)에 맡겨

지고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사립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이 개인들의 사적 

부담에 대부분의 지출을 의존하여 운 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한편으

로는 초중고의 교육은 중앙집권적 재정배분이 형평성을 강조하여 공교육 

내의 민주적 성격은 강하나, 낮은 사회지출로 인한 위험과 대학 서열화로 

인한 보상격차로 교육기관 이외의 사적 투자가 매우 높아 국가의 강력한 

향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주의 원리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한국의 새로운 유형의 복지교육체제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교육

과 복지에 있어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유아 보육을 위한 국가의 공공재정 지출을 확대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제를 사적 역을 공공 역으로 흡수하고 안정된 고용을 창

출하고 유아에게 기회균등을 실현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교육 분야 또한 유사한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접근이 필

요하다. 특히 저소득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분야에서 지역별 균형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장경제의 지배적 원리들을 약화시켜야 한다. 

셋째, 고령, 질병, 실업, 불안정 취업, 차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

험이 감소하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작동이 줄어들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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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전반적인 사회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유

아 보육과 초중등의 교육기관 이외의 사적 투자, 고등교육에 대한 무분별

한 사적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의 선호와 가치 규범

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가능성은 선호-이해관계-권력관계의 제도화된 현 교육체제의 

상호강화 관계가 각 요소에 내재된, 또는 상호관계 속에 잠재된 갈등이 

생산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시민들의 선호(가치, 정체성, 지향 등을 포함)의 변화나, 시민들이 공동의 

행동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경쟁을 완화하고 시민성을 제고하는 교

육을 자기의 이익이자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하거나, 또는 민주주의 원

리를 보다 강하게 강조하는 정치권력이 있을 때 변화가 존재할 것이다. 



제1절 문제제기

해방이후 지난 60년 동안 압축적인 경제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한국가

족 역시 거대한 변화를 거쳐 왔다. 1960년 6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명으

로 감소하면서 소(少)자녀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고, 부부가족과 부모

가 함께 생활하는 확대가족의 규모가 감소하여 세대구성도 부부를 중심

으로 재편되었다.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의 비율은 1966년의 25.8%에

서 2010년 6.2%로 감소해 소수가구로 변화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

루어진 표준가족이라는 이념형 역시 부부미혼자녀가구는 1990년 52.7%

에서 2010년 37.4%로 크게 감소해(통계청, KOSIS) 표준가구로서의 지

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세대구성과 가구원수에서 가족 규모가 축소된 반면, 소위 ‘비정형가

족’, 즉 1인가구, 무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등은 증가추세에 있다. 1인가구

는 2012년 현재 25.3%로 전체가구의 1/4의 규모로 증가했고, 자녀가 없

이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의 비중 역시 15.6%로 크게 증가했으며, 한부

모가구도 10가구 중의 1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이처

럼 한국가족은 규모에 있어서는 작아지면서도 더 유연해지고 다양화된, 

“조용한 혁명”을 거쳐 왔다. 

가족의 변화는 위험과 연대의 가능성을 재편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와 미래 복지국가 설계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

족의 변동을 경험한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 가족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변화와 가족주의 레짐의 한계
: 다양한 가족, 지연된 개인주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지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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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증가를 신사회위험으로 규정하고,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자신

의 삶을 개척해가는 공간은 넓어졌지만 과거 표준가족이 제공하던 보호

와 안정성을 상실함으로써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Taylor-Gooby 2004; Bonoli 2005). 

가족과 관련된 외견상의 인구학적 지표들은 한국사회가 서구사회의 가

족과 유사한 모습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들 사이에서 불균형 발전,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으로 인해 

서구의 가족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100년에서 200년에 걸친 도시화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개인주의의 성장, 친 성의 재구조화(Giddens 2001)가 동

반되었다. 한국에서는 불과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변화의 속도(speed)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써 가족변동의 여러 지표들에

서 상이한 시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장경섭 2001). 또한 외견상 서구와 

비슷한 가족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근대가 경험한 

식민지, 한국전쟁, 권위적 발전주의 국가는 강한 가족중심성과 가족주의

를 사회집단 전반에 각인, 재생산함으로써(김동춘, 2002), 외견상의 개인

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

주의와 개인주의, 독자적 삶의 추구와 가족지향성이 세대와 성별에 걸쳐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다(김혜경 2013;  Chang and Song 2010).  

가족의 변화는 사회전반적인 변동의 복합적 결과물이고 빠르게 변화하

고 있는 사회의 나침반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근저에서 과거의 유제

가 ‘장기지속성’을 갖고 기존의 구조와 질서를 완강하게 재생산하는 역

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가족은 다른 제도들과는 차별화되며, 가족의 

변화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회변화와 맞물린 

‘근대 가족의 역사’를 쓰는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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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한국 가족 구조의 변화를 주요 지표를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조명함

으로써 ‘차이’를 통해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밝히고 변동의 의미를 짚어보

는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인구학적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 가족의 변동의 속도(tempo)와 시기(timing), 배열(sequence)

의 상이성에 주목함으로써 한국형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초로서 가족이 

갖는 특수성을 밝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1인가구, 다양한 가족형태와 같은 대표적인 가족 변화의 

지표들에서 추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가족주의의 재생산 혹은 변형과 어

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가족부양과 관련하여 남성생계부

양자 체제에서 이중생계부양자 체제로의 전환에서 우리사회가 위치한 좌

표를 점검하고, 우리 사회 가족부양체계의 특수성을 고찰한다. 부양과 관

련하여서는 노동시장제도, 조세제도, 사회서비스 정책 등과 결합된 포괄

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모성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둘째, 가족 및 젠더와 관련된 의식에서 개인주의/가족주의의 정도를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복지국가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한국의 

가족주의 의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가족변동으로 인한 위험구

조의 재편을 ‘신사회위험’의 틀 속에서 분석한 Bonoli(2007)의 틀을 원

용하여 한국 가족변동의 시간성(timing)을 분석하고 신사회위험 도래에

서 타이밍의 차이가 어떻게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

놓거나 혹은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주

의가 인구집단별로 위험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빈곤율 지표를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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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족구조와 가족부양체제의 변화

  1.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의 다양화

가. 저출산 균형(low fertility equilibrium)

우리 사회 가족이 경험한 변화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출산율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에서 1983년 2.06명 이후 인

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 으며,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51)로 진입하 다. 

2005년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이자 세계 최저출산율인 1.08을 

기록하 고, 이후 1.2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림 6-1]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 현재 한국은 남미, 남유럽 국가와 

더불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1970년과 비

교했을 때 멕시코와 더불어 출산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이다. 이같은 

저출산은 인구학적인 행태로는 혼인연기, 즉 만혼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

나(은기수, 2005), 만혼은 출산자녀수에 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완결

출산율에도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인구재생산의 전망에 적신

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출산감소를 통해 인구가 대체율 이하로 감소한 것

은 이미 1980년대 지만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의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

하게 하는 계기는 무엇보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 다는 점에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출산결정 사이에 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1) 합계출산율 1.3은 100년 후 인구가 현재의 인구크기의 25%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초저출산사회의 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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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12)

한국 OECD

자료: 한국 통계청 KOSIS, OECD family policy data base

 

장경섭과 송민 은 우리나라 만혼, 저출산, 소자녀화를 추동하고 있는 

이념적 기반을 개인이 가족과 연관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생활의 상

태를 연장 혹은 그 상태로 회귀하려는 위험회피적 개인주의로 정의하고 

(Chang and Song 2010, p.25) 저출산은 자녀가 경제적 부담이 된 현실

에서 많은 수의 자녀에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구재생산의 위기 혹은 

위험과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권태환 역시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개인주

의적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성공과 출세가 부모책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2007, p.30)즉,  자녀중심성이 소자녀화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서구사회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젠더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서구사회와 다른 의미를 갖는

다. 서구사회의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적 진출에 의해 추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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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여성의 출산율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율

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고, 1990년대 말 이래 여성

의 경제활동은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저출산은 다른 나라에서 

근대화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구학적 변동과 차이가 있다. 즉, 

자녀 수는 감소했지만 자녀중심성,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더욱 가속화

되고 (조호정·김동열 2012; 김수정 2013)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증가가 

출산율 변화가 미치는 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서구사회와는 다르다.

〔그림 6-2〕 OECD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관계(1980, 1999, 2012)

출처: Sleebos(2003), 2012년 그래프는 OECD family policy data base 자료를 이용해 필자 작성

1980년이래 OECD 국가에서 출산율과 여성고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6-2 참조), 1990년이래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

은, 즉 고용률과 출산율간의 정(+)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Sleebos 2003). 여성의 사회활동 및 고용에 의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관

계가 사회정책적 효과에 의해 반전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경우이다. 우

리나라와 남유럽과 같이 여성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수준이 낮은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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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저출산 저고용의 덫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에스핑앤더슨은 초저출산과 여성 저고용이 병행되는 가족주의 국가들

의 딜레마를 저수준 균형의 함정(low-equlibrium trap)으로 정의하고

(Esping-Andersen 1999, p.5) 가족주의에 의존한 부양과 돌봄의 체계

가 이와 같은 난맥구조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저출산은 개별가구

수준에서 적은 수의 자녀에게 계층상승을 위한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여성친화적 고용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들은 과중하

게 부과된 유급노동과 양육노동을 조절하려는 선택을 한  결과로서(황정

미, 2005),  개인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자녀중심의 가족주의가 변형, 수

정된 형태로 재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과 더불어 가구 및 가족의 재생산에서 단독가구, 1인가구의 증

가는 가족변화의 새로운 양상이다. 1인가구는 지난 20여년 간 가장 빠르

게 증가해온 가구유형이다. 52)

1인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진행되는 현상으로 인구학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인구학

적으로 초혼연령의 연기로 인한 만혼, 중년 이혼율의 증가, 노령기 남성

사망율과 연관되며(Schmid 1988, Hal, 1986) 문화적으로는 독립적 삶

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고 (Pampe, 1983, Rousse, 1983, Wall 1984) 

경제적으로는 1인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력, 소득수준의 향상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Wall, 1984:6). 미국사회 1인가구의 증

52) 한국은 1980년기준 4.8%로 1인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가 2005년 1인가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한국은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23.9%, 통계청 장래가구추계결
과 2012년 25.3%로 추정된다. 



20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가를 분석한 클라이넨버그는 1인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

명, 대도시의 형성, 수명연장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결혼과 가족형성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혼자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클라이넨버그 2013)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1인가구는 생애과

정에서 이행의 지점이 많아진 것과 연관된다. 교육→취업→결혼→출산→

양육→은퇴→노후라는 표준적 이행이 붕괴되고 이행의 각 지점에서 연기

와 유보, 선택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1인가구가 생활양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속적 생활양식으로서 단신의 생활스타일이 확산되어

서라기보다 이행의 시점이 많아지고 빈도도 잦아지기 때문에 1인가구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Russell 1983). 

서구의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이미 2차대전 직후 

(1945년) 1인가구의 비율이 25%에 도달해, 당시 자료가 있는 유럽국가

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Keilman 1987). <표 6-1>에서 나타

나듯이 1980년대가 되면 남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가구구성

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20%를 상회한다. 

남유럽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지역 중 상대적으로 1인가구

의 비율이 낮은 지역이며 2011년 현재 각각 23.2%, 21.4%를 기록하고 

있다. 1970년 당시 스페인은 7.0% 포르투갈은 10%로 우리나라 1980년

대보다 높은 수준의 1인가구 비율을 보 는데 최근 증가세는 다소 둔화

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한 우리나라가 1인가구 비율을 역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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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1인가구 비율(1970~201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호주 25.0 28.4 28 28.9 30.2 34.5 36

벨기에 - 23.2 28.4 29.7 31.2 33 33.8

캐나다 13.4 20.4 22.8 24.2 - 26.8 27.6

덴마크 - - 34.3 36.1 37.1 38 38.6

핀란드 24.0 27.1 31.7 35.2 37.3 39.7 41

프랑스 20.0 25 27.5 - 31.5 - 34.7

독일 31.0 30.2 35 34.9 36.1 37.5 40.2

아일랜드 13.0 14 - - 22.5 21.8 22.7

이탈리아 13.0 18 - 20.6 23.3 26 28.6

네덜란드 17.0 22.1 29.9 32.6 33.4 34.5 36.1

노르웨이 - 27.9 34.3 - 37.7 38.5 39.7

포르투갈 10.0 10.0 13.8 - - - 21.4

스페인 7.0 - - - 20.3 20.3 23.2

스웨덴 25.0 33.0 44.1 45.4 46.5 46.3 48.6

영국 18.0 22 27 27.8 28.5 28.7 28.9

미국 25.0 22.7 24.6 25 25.5 26.6 26.7

한국 4.8 9 12.7 15.5 20 23.9

일본 20.3 19.8 23.1 25.6 27.6 29.5 32.4

대만 - 8.5 13.4 - 21.5 - 21.9

자료: Eurodata,  한국과 대만은 통계청 웹사이트 참조, 
        호주 1인가구 비율은 https://aifs.gov.au/institute/info/charts/households/index.html#htypes

일본은 1970년에 이미 1인가구 비율이 20.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대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낮았던 국가들과 대조적이다.53) 비교적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1인가구 비율의 증가추

세 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와 1인가구와 일

의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다만 다양성 속에서도 이들 국가는 여전

53) 대만 통계청의 인구및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1980년 8.5%에서 1990년
13.4%, 2000년 21.5% 2012년 21.9%로 증가했다. 1990년대 가장 크게 증가했고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http://eng.stat.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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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북구나 북미 국가들보다는 1인가구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 

북구국가들은 1970년대 이미 1인가구가 많았고 2012년 현재 전체가

구의 40%정도가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다.54) 독일은 1970년에 1인가구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2010년 현재 40.2%로 높은 수준의 1인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1인가구 증가역시 혼인의 연기로 인한 미혼가구의 증가, 이혼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 사별로 인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과 같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비정형적 생애과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정경희 외 2012). 7~80대 노인가구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1

인가구 비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양상을 보

인다. 이는 평균수명증가, 노령건강인구의 증가로 1인가구 증가의 인구

학적 기반이 구축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족관계적 측면에서는 세대

간 유대와 확대가족적 삶의 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반 한 것이기도 하다

(김정석 2011). 성별에 있어서도 1인가구 형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

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형성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나타

나는데, 남성은 혼인직전인 28세에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이지만, 여성은 쌍봉형구조로 1차정점이 역시 혼인전인 26세, 2차정점이 

사별로 인해 79세에 형성된다. 55)

54) 스웨덴은 1980년대 1인가구 비율이 11.1%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세를 보 고(33%→
44.1%) 그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55) 우리나라보다 앞서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서구에서 여성노인의 1인가구는 최근의 현
상은 아니다(Hall, 1986:27). 1970년대에도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었기 때문에 노년
기 여성1인가구가 많은 현상은 존재했으며, 1인가구 비중에서 여성노인의 비율은 안정
적이다. 1970년대 이후 1인가구의 증가는 청년층 1인가구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했고, 
이는 청년층들이 부모가구를 떠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Hall, 198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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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연령대별 성별 인구대비 1인가구 비율변화

a. 연령별 1인가구 비율변화(1980~2010)

출처: 김정석(2011:99 그림1)

b. 남성 c. 여성

출처: 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1인가구현황 및 특성(보도자료)

1인가구의 증가를 개인주의의 추구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탈피로 볼 것

인가, 가족적 삶의 불안정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는 관점에서 따라 차이가 있다. 가족다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1인가

구의 증가는 가족주의적 질서로부터 개인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변동의 인구학적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가족위기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병리와 공동체의 몰락을 예고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김혜 (2007)에 따르면 1인가구의 형성요인은 자발적 선택에 의

한 것에서부터 경제적 토대의 미비로 미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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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1인가구의 경우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비율이 더 높고, 혼인관계에 있는 개인과 비교했을 때 가족의식과 성의식에

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의 확대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다. 다양한 가족과 관계의 재구성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 제2인구변환의 핵심은 가족을 제도적으로 묶

고 있었던 관계적 장치, 즉 혼인과 출산간의 연계가 느슨해지고 각각의 

이행의 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Lesthaeghe, 1991; van de Kaa; 1987). 한국가족 역시 즉 부모와 자

녀로 구성되고 섹슈얼리티, 혼인, 자녀에 대해 특정한 규범과 기대에 기

초했던 특정한 가족으로부터 탈피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김수정 

2007). 섹슈얼리티와 혼인의 분리는 동거로, 혼인과 출산의 분리는 무자

녀가족으로, 혼인의 속성 단절은 이혼과 재혼으로, 또 양육의 주체로서 

부부의 결속력 약화는 한부모가족의 증가를 낳고 있다. 혼인, 출산, 양육 

섹슈얼리티가 결합되었던 표준적, 정상적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다양한 

친 한 관계의 등장, 다양한 관계적 삶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의 

확장의 결과인 동시에 가족에 과부하된 여러 부담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가족의 빠른 변동은 일단 한 배우자와 결혼하면 평생을 함께 한다

는 평생혼의 규범에서 균열이 생긴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혼과 관련하

여 한국사회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이다. 한국의 조이혼율은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3년 현재 조이혼율은 2.3이다. 1970년 조이혼율

이 0.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혼인의 안정성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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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혼율은 1980년대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978년 

1.1 수준에서 1990년 2.08 수준으로 증가했고, 경제위기 이후인 2003년

에는 3.54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127.745건

에서 2003년 172,82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04년부터는 다시 감소

하여 2008년 116,997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09년에는 다시 124,483

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 다시 감소하 고 이후 114만건 수준에서 안

정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가구경

제를 위협하던 시기에 이혼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2000년대 중반 경기

회복과 더불어 이혼건수가 감소했으나 2008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이혼 건수가 다시 증가해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혼이 접한 연관이 있

음을 알 수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3: 3)

평생혼의 규범은 붕괴되고 있지만 한국인은 가장 많이 결혼을 하고 따

라서 아직 보편혼의 규범이 지배적인 사회이다. OECD 국가 평균 조혼인

율이 1970년대 8.14에서 2009년 5.0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

리나라는 1970년대 9.20에서 2009년에는 7.13으로, OECD 국가들 중

에서는 터키(9.0) 미국(7.3)에 이어 세 번째로 혼인율이 높은 국가이다. 

남녀가 커플로 생활하는 양식의 핵심은 여전히 혼인을 통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혼인율이 높인 사회인 동시에 이혼율 역시 

높은 사회이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저

출산 국가들의 경우 혼인율이 4.0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혼인율과 저출산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우리사회는 자녀출산은 혼인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규범

이 강하고 자녀와 부모의 결속이 혼인관계 내에서 사회적으로 비준되는 

경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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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혼인율 변화(1970, 2009)

출처: OECD family policy data base

한국의 청장년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은 주로 이혼을 통해 형성된다. 혼

외출산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30대 40대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3/4가 이혼에 의한 것이다(김은지 외 2013). 한부

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혼인상태는 이혼이 76.4%, 사

별 18.2% 기타가 5.3%로 이혼으로 인한 가구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다.

한국의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1996년 96만가구에서 2010년 159만가

구로 크게 증가했다. 혈연가구 및 1인가구 대비 1995년 7.5%에서 

2010년 9.3%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

다.56)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자녀의 연령을 18세이하(고등학교재학생 

포함)으로 통제해서 살펴보았을 때 한부모가족은 57만가구, 전체가구의 

5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한부모가구는 모와 자녀, 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18세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한부모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정의
하고 자녀부양 부담을 중심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구원과 동거하고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은 가구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김은지 외, 2013: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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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준으로 추정했다(김은지 외 2013). 

동구권을 제외한 OECD 24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자녀

가구의 비율이 높은 남유럽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자녀가구 가구의 

비중이 높다(2010년 50.4%). 유자녀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을 추계

했을 때, 한국은 18.4%에 불과해 평균보다 약간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구성에서 유자녀 가구의 비율이 높고, 유자녀 가구의 중심이 

양친가구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가족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6-5〕 한부모가구의 비중 

   주: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연령제한을 하지 않음. 단 멕시코는 15세미만 미국은 18세미만의 자녀
로 제한됨. 따라서 이들 국가의 한부모가족의 비중은 다른 비교국가들보다 과소평가되었음. 

출처: OECD family policy data base (table SF1.2, 한국 수치는 김은지(2012: 11, 16)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부모 양친에 의한 양육규범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면, 혼외출산은 출산과 혼인의 구속력, 혼인후 출산이라는 순서규범이 약

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사회는 혼외출산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이래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동거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혼외

출산의 비중도 높아지고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출산과 혼인의 결속력(coupling)이 강하고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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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출산에 대한 규범적 허용성이 낮다(은기수·이윤석, 2005). OECD 

평균은 1980년 11%에서 2007년 33%로 증가해서 혼외 출산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랜드와 같은 북구국가들

에서는 혼내 출산보다는 혼외출산자녀의 수가 더 많다. 

〔그림 6-6〕 혼외출산율(1980~2007)

출처: OECD(2013) Doing better for families. p.26

동거규범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서

는 출산이 혼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 혼외출산율도 매우 

낮다. 특히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

고 있는데 출산이 혼인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외출산에 대한 규범적 거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는 남녀관계에서 

‘순수히 친 성에 기반하고’ 의무와 책임의 구속정도가 낮은 동거가 관계

의 양식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결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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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는 친 한 관계의 연기를 의미하는데 초혼연령이 상승한 서구사회에

서는 혼외에서 성적 관계와 공동의 삶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거의 “사회

적 불승인”은 한국 가족제도의 독특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북

미지역에서 동거는 이미 다수의 삶의 양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

시아 지역에서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낮은 수준이고, 특히 한

국의 동거경험은 일본이나 싱가포르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 6-2〉 주요국의 동거율(2005, 2009)

  

출처: Kojima(2010, table2) Ochiai(2011: 236)에서 재인용.

  2. 가족부양체제의 변화: 이중생계부양자 체제로의 이행?

가족부양체제의 변화는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뚜렷이 증가

하는 것에서 대표적인 징후를 찾을 수 있다. 생산연령 여성의 노동시장참

가율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맞벌이가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배우가구를 기준으로 한국사회 맞벌이 

가구는 1995년 36.6%. 2000년 40.2%, 2005년 41.2%, 2012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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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57), 2012년 현재 유배우가구중 맞벌이

가구는 최빈가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맞벌이 43.5%, 홑벌이 42.0%, 

무직가구 14.5%)(통계청, 국가통계포탈 각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998년 32.4% 수준이었

던 맞벌이가구는 2009년 44.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가구 취업통계

만 본다면 우리사회도 이제 맞벌이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사실상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으로 남성이 생계의 중심에 있고 남녀의 성

별분업에 의해 기혼여성이 돌봄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분업구조에서 중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7〕 맞벌이가구비율(도시유배우가구(18~64세)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도시가계조사(가계동향조사｣(1998~2012)에서 추정.
출처: 김수정(2013: 그림1) 

57) 2005년까지는 인구총조사 결과이고 2012년 자료는 지역별 고용구조조사 결과 자료임. 
도시근로자가구에 관한 것은 가계조사 자료에 기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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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Lewis 1999)는 생계부양/돌봄의 성별분업의 강도에 따라 복지

국가를 강한 남성생계부양모델, 온건한 남성생계부양모델, 약한 남성생

계부양모델로 구분했다. 이 구분에 따르면 국, 독일, 네덜란드의 사회

정책은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의존적 어머니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여성의 양육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온건한 생

계부양자 모델에 속하며,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분업이 가장 약

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속한다. 이와 같은 구분을 따른다면,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고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의 젠더레짐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험에 기반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유형론을 통해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논의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다. 남성생계부양자의 물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에서 ‘약한’ 남성생계부양자형으로 구분되는가 하면(장지연 2009), 남성

생계부양이 중산층 이상에게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계층화된 남성생계부

양자 모델”(김 순 2010)로 주장되기도 했다. 즉 한국사회에서 남성생계

부양모델은 규범적으로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물적 기반은 취약하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맞벌이화는 몇 가지 주요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병행되거나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맞벌이화의 

시기는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불안의 증가 속에서 남성 

가구주의 특권이었던 가족임금과 종신고용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기

와 중첩된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여성고용의 양적 성장은 비정규직화로 

대표되는 고용의 질적 저하와 동반되고 있어(김혜연· 홍백의 2009; 금재

호· 윤자  2011) 맞벌이화가 가구소득의 증대의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

의 동학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한국 사회 맞벌이가 가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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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위기와 관련된다는 점은 소비측면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생계

비 비중이 높은 가구일수록 여성이 추가소득원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

능성이 높으며(엥겔계수효과) (차은 ·유옥란 2002), 교육비 요인은 

40~50대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사회에서 여성의 학력과 노동시장참여의 관계가 정의 

관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프라임타임의 여성노동력에게서

는 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으로 부유한 계층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전문화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여성의 고학력화가 맞벌이화에 대해

서 갖는 동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대일 2008). 

맞벌이화가 진척되고 있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

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OECD국가를 대상으

로 프라임타임의 생산연령(25~54세) 연령집단의 고용률과 15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6-8 참조).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거나 구 동구권 국가들과 덴마크와 같은 북구 국가들

에서는 오히려 모성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25~54세 코

호트의 여성고용률이 60.3%이며, 15세미만 자녀의 경우 52.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성의 고용률 자체도 낮지만, 모성고용률도 멕시코, 터키에 

이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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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여성고용률과 모성고용률 비교

출처: OECD family policy data base LMF1_2A (2011년)
        한국자료는 인구센서스(2010)을 이용해 필자추정 58)

모성참가율을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그림 6-9 참조) 우리나

라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0~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특히 

경제활동참여가 낮아 일본(29.8%) 한국(37.3%) 순으로 낮은 참가율을 

보 다. 이는 70%이상의 어머니들이 취업하고 있는 스웨덴(71.9%), 덴

마크(71.4%)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고용을 통해 

모성고용률을 크게 높인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데, 3세미만 자녀를 둔 어

머니의 75.8%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59) 3~5세, 6~14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에도 한국은 터키에 이어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다. 6~14세의 경우 일

본은 65.9%로 3~5세 자녀 47.9%에서 크게 증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5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녀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성고용률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센서스(2010) 자료를 사용해 추정했다. 

59) 구 동구권 국가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지만 3세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용률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체제이행의 과정에서 0~3세 자녀
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이 붕괴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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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자녀(44.1%)에서 6~14세 57.7%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

로 돌봄부담이 줄어드는 취학자녀를 둔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 제한적이다. 

〔그림 6-9〕 자녀연령별 모성고용률 (2011, 2013)

출처: OECD family policy data base LMF1_2B (2011년)
        한국자료는 인구센서스(2010) 

이와 같은 지표들에서 보이듯이, 한국의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가는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자녀가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최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가 증가하

면서 맞벌이화 이행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레짐이 지배적인 부양체제의 위상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는 맞벌이화로 

이행하지만 여전히 변화의 속도는 더디고,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

하는 제도적 지원이 낮고 특히 여성근로자가 양립의 과제를 떠맡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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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중생계부양자 체제’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제3절 가족주의와 복지레짐

  1. 지연된 개인주의, 여전한 가족주의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유교적 전통에 기반해 가부장과 부모세대의 권

위를 중심으로 가족을 형성, 유지해왔으며, 강한 가족중심성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녀왔다.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확대 및 개인주의의 확산

과 더불어 친 성에 기반한 가족이 등장, 확산되었고, 부부관계와 부모자

녀관계 역시 유교적 권위주의와는 달리 점차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지만 서구사회에 비해서는 가족관계에서 여전히 자녀중심

성이 유지되고 가족(가족내 여성)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주요한 복지제공

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핵심적 특징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가족

의 역할에 주목해왔고 가족주의를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한다.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특징지운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에 국가자원을 집중시키고 가

족을 위한 지원은 최소화했다. 또, 가족에 대한 지원보다는 가족이 스스

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 

인구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국가가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를 정비하지 

않고도 가족에 의한 부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의 부양의무가 강제되었고 

가족유대가 붕괴된 취약계층만이 복지수급이 가능했다(김수정 2003;  허

선 2002). 

권위주의 발전주의 국가에서 가족은 복지제공의 유일한 주체로서 소득과 



22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돌봄을 제공해왔으며 가족의,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함 복지가 이루어짐으

로써 가족주의가 강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족주의란 독특한 문화

적 유제라기보다는 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의 미개입, 복지의 미발달 상황에

서 복지확대에 미혼적인 국가가 국가개입을 축소하기 위해 “발명된 전통”

이며(Hobsbawm and Ranger 1983)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와 강한 가족

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Yamashita, Soma and Chan 2013, p.475).

에스핑앤더슨은 가족주의 복지레짐의 특징을 복지프로그램 및 사회지

출의 특성과 연관지어 (1)사회서비스의 미발달 (2)근로연령 시민들에 대

한 공공부조와 실업급여와 같은 현금급여의 수준이 낮고 (3)사회지출의 

수준이 낮은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Esping- Andersen 2009). 가족

주의 레짐에 속하는 국가들은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로 이들 국가의 사회

보장은 사회보험 주축의 소득보장중심적 특징을 갖는다.60) 미야모토 등

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복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대간 경제적 자원

과 돌봄의 교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가족중심적 복지레짐”으로 규정하

기도 했다(Miyamoto, Peng and Uzuhashi 2003, p.30). 

복지의 주요 제공자가 가족이고 개인의 삶이 가족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제도적 가족주의’에 의해 강화되고 이는 다시 사회구성원

들의 의식에 가족중심적 “마음의 습속”(Bellah et.al. 2007)을 각인한다. 

이 때 제도적 가족주의란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서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 그리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 의무 권리를 강화

하고 가족중심적 생활을 위하도록 하는 효과”(장경섭 외 2013, p.196)

로서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 및 경제질서에 배태되어 구조적으로 작동하

60) 복지국가 유형중 가족주의 지향이 강한 중부유럽의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들과 가족주의 국
가의 차이는 가족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전통적인 복지프로그램의 수준이 적절한 사회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와 (3)의 차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Estevez-Abe 
and Kim,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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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국사회의 가족중심적 성격을 규정하고, 가족주의 의식을 재생산

한다.  

한국의 제도적 가족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후기근대적 사회변동과 관련

해 테마화되고 있는 제도적 개인주의와 대비된다.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

스 벡은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변동에 대해 “인류역사상 최초로 개

인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단위가 되었”(Beck & Beck 2002, xxii)으며, 

제도적 개인주의(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는 개인의 경제적 독

립, 사회권의 확립, 교육 및 서비스 부문의 확대와 더불어 삶의 구심이 가

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동되고 위험과 갈등의 담지자 역시 개인단위로 

재편한다.  개인주의 시대에 가족은 필요의 공동체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

해 구성되는 선택적 친 성(elective affinity)의 역으로 변화했다는 것

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개인화와 

이념적 개인화, 개인주의가 동반되는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지표

의 다양한 역에서 개인화가 나타나지만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의식이 온존해있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의 특성을 갖는다(Chang 

and Song 2010). 한국인의 가족주의 의식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데이터를 분석했다.61)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보편혼과 평생혼과 관련된 가치관, 동거 및 혼외출산과 같은 혼외 관계 

및 혼외 양육에 대한 허용성, 전업주부 어머니에 의한 ‘전형적’인 양육이 

아닌 “워킹맘”과 한부모가족의 가족양육에 대한 인식 등의 문항들로 선정

61) ISSP의 가장 최근 웨이브는 2012년이지만 국가별 자료가 모두 수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2002년 자료를 이용했으며, 한국은 2003년 한국사회종합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
하 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가족구조에서 빠른 변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한국사회종합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해 동일변수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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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마지막으로 성별분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네 문항

들을 추가했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낮은 점수가 가

족주의를, 높은 점수가 개방적, 개인주의적 의식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필

요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실시하 다. 

ISSP 자료 분석 결과,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북구국가들이 가족 및 젠

더와 관련된 가치관에서 가장 개방적, 허용적,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보인

다. 보편혼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에서 한국

은 동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았다. 또, “잘못한 결혼”이라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문항에서도 다른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으

나 한국의 경우는 반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보편혼에 대한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다. 또, 이혼 및 동거, 혼외출산에 대한 수용성 역시 

낮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03년과 2012년을 비교할 때 이혼과 혼외

출산에 대한 태도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에는 

결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해도 좋다는 견해가 3.1이었으나 2012년

에는 2.6으로 보수화되었고, 혼외출산 역시 2.3에서 1.8로 허용성이 낮

아졌다. 이혼과 혼외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에서의 역

방향 변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2005년 

이후 건강가정기본법등 한국사회가 “정상가족”을 복원하려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족가치의 보수화하고, 한편으로는 가족에서 

자녀중심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이혼 

및 혼외출산에 대한 견해가 더욱 보수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지

표들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값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혼 및 혼외출산에 대한 견해에서 부정적 선회는 특이한 발견이며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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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가족과 젠더의식(ISSP, 2002; 2012) 

구분

가족과 젠더 의식

보편혼 이혼 동거
혼외
출산

자녀중심 자녀양육 성별분업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
하다

잘못한
결혼

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결혼에 
문제가 
있으면 
이혼이 
최선의 
해결책
이다

결혼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아이를 
원하면 
결혼
해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인생이
공허
하다

어머니
취업하면
취학전
자녀

어려움에 
처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양육 
잘 양육
할 수 
있다

부부
모두
가계

소득에 
기여
해야
한다

남자는
돈 

여자는
가정

일이 
여성의 
독립을 
위해 
가장 

바람직

전업
주부도
유급
노동

스웨덴 3.5 4.4 3.5 4.2 3.2 3.7 3.5 3.1 4.2 4.1 3.6 3.1

덴마크 3.7 4.7 3.8 4.7 2.8 4.2 3.5 3.5 4.2 4.2 4.2 3.0

노르웨이 3.4 4.4 3.4 3.9 3.0 3.5 3.4 3.0 3.8 4.0 3.1 3.4

핀란드 3.2 4.4 3.6 4.0 2.9 2.5 3.1 2.7 3.8 3.8 3.2 2.9

영국 3.1 4.4 3.5 3.7 2.7 3.6 3.1 3.0 3.7 3.6 3.4 2.8

미국 2.8 4.4 3.1 3.1 2.2 3.6 3.2 3.0 3.7 3.7 3.3 2.4

호주 2.7 4.3 3.4 3.6 2.4 3.4 3.0 2.8 3.4 3.5 3.1 2.7

뉴질랜드 3.1 4.4 3.3 3.5 2.7 3.6 2.9 2.7 3.3 3.6 3.1 2.8

독일 3.0 4.3 3.8 3.9 2.7 3.0 3.3 3.0 3.7 3.5 3.9 3.1

프랑스 3.5 4.6 3.7 4.1 3.2 3.2 2.9 2.5 4.1 3.8 4.1 3.0

네덜란드 3.2 4.5 3.8 4.2 3.5 3.7 3.0 3.1 3.2 3.7 3.5 3.2

스위스 3.2 4.4 3.5 4.1 2.9 3.8 2.6 3.0 3.8 3.5 3.9 2.7

벨기에 3.6 4.3 3.7 4.1 3.4 3.5 2.9 3.0 3.5 3.4 3.6 2.6

오스트리아 2.9 4.4 4.1 4.0 2.4 2.9 2.3 3.2 4.1 3.2 4.1 3.0

스페인 3.4 4.0 3.9 3.7 3.3 3.3 2.8 3.1 4.1 3.6 3.9 3.1

포르투갈 3.2 4.5 3.9 4.0 2.9 2.4 2.1 2.8 4.4 3.3 3.9 2.8

대만 3.1 2.9 3.0 2.6 2.2 2.5 2.9 3.3 3.9 2.8 3.8 2.2

일본 3.0 4.3 2.9 3.0 2.3 2.7 3.4 3.6 3.4 3.4 3.4 2.0

한국(2003) 2.4 3.6 3.1 2.3 2.3 2.0 2.2 3.1 3.8 2.9 3.4 2.0

한국(2012) 2.4 x 2.6 2.3 1.8 x 2.3 3.1 3.8 3.0 x 1.9

자료: ISSP 2002, 한국은 KGSS 2003, 2012. 

역시 <표 6-3>에서 보이듯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태도

를 엿볼 수 있는, 어머니가 취업하면 미취학 자녀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견해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는 자녀양육

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

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이 제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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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을 반 하는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가 발달한 북구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

가 더 많았다. 

한편, 부모 한쪽에 의한 양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문항의 성격이 자녀의 어려움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 수준

이더라도 응답자의 의미부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3>의 지표들을 대상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가

치관이 가장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개인주의적인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구

국가가 하나의 국가군을 형성하고, 반대의 극단에서 가장 가족주의적인 대

만과 일본, 한국이 하나의 국가군으로 묶 다. 덴드로그램에서 나타나듯이

(그림 6-10 참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가장 동떨어진 아웃라이어로서 가

장 나중에 군집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분석대상 국가들 중 가족 가치관이 

가장 보수적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유럽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보일 것으로 기

대되었으나, 가치관에서는 상당정도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보인다는 점에

서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구분된다. 남유럽의 가족주의는 가족주의적 삶

의 양식에 기초해있지만 가족생활과 관련된 가치관과 이념적 지향성에 

있어서는 중부유럽 국가들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뉴

질랜드, 국 등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성과 유연성

을 보여 북구국가의 뒤를 잇고 있고, 북구국가중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스

웨덴이나 덴마크보다는 보수적이고 미 국가들과 유사성이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6장 가족의 구조변화와 가족주의 레짐의 한계 229

〔그림 6-10〕 가족가치관에 대한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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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가치관에서도 복지레짐별 차이가 두드러진

다. 가치관과 복지레짐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렵지만, 개인

주의에 기반해 사회권을 부여하고 있는 북구 복지국가에서 ‘표준가족’ 성

별분업과 양육방식이 아닌 다양한 가족적 삶의 방식에 대해 높은 개방성

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서는 개인주의 가치관과 복지국가의 제

도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

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가족주의가 지배적이고 의식수준에서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주의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구학적

으로는 다양한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정

이 적극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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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리스크의 시간성과 복지레짐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가족구조는 인구학적 지표와 부양구

조 모두에서 주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혼의 증가, 혼외출산, 한부

모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은 과거에 비해 유동적이고 다양한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만혼, 저출산을 비롯한 가족의 재생산 위기는 가족

이 본격적인 리스크의 역으로 부상함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이같은 가

족불안정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은 아니지만, 현재의 불평등한 노동

시장구조와 성별분업구조 하에서 과거의 가족이 제공하던 유대와 부양이 

제공될 수 없다면 사회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탈산업화, 가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높

고 보편주의를 구현해온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데는 이견이 없다(Bonoli,2005).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정책과 개인단

위의 보편주의적 연금 제도를 발전시켜온 북구국가들은 새로운 비정형적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개인들을 포괄하는데 효율적이다. 또,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동과 노인에 대한 포괄적 사회서비스. 일가족

양립제도 등의 북구형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보놀리(Bonoli, 2007)는 스웨덴의 성공은 일찍이 탈산업화, 

가족의 변화와 같은 ‘신사회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며, 각 국

가는 현대가족과 노동시장의 본격적인 변동을 수반하는 탈산업사회 이행

의 시점, 즉 타이밍이 언제인가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책을 발달시키는 정도에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전후 서구 복지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업에 기초하고, 남성이 가

족의 생계를 부양한다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었다. 

낮은 이혼율과 높은 혼인율에 기초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대체율 



제6장 가족의 구조변화와 가족주의 레짐의 한계 231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과 사회통합을 이루

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을 전후해 탈산업사회 이행이 시작되었을 

때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관련 서비스를 통해 여

성들이 고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시작했고 

가족관계의 변동에 의해 여성들이 빈곤해질 위험을 상당 정도 낮추었다

(Morel, 2001). 대륙유럽국가들은 1970년대에는 북구국가들과 유사한 

여성고용률을 보 으나 이후 50% 수준에서 정체되었고, 1980년대 말에

서야 북구의 패턴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스위스는 1988년, 국은 1989

년, 네덜란드는 1999년 오스트리아는 2002년에 스웨덴 1970년 여성고

용률 수준(60%)을 달성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2000년대 초반

에, 대만, 한국의 동아시아 국가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는 아직 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달시점의 차이는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력에서도 차이를 가져

온다. 탈산업사회에 일찍 진입한 국가들의 경우 여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 2차대전이후 전

후 사회보장체제로 포괄되지 않는 신사회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정책을 발

달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에서의 대결과 협상이 필수적인데, 북구국

가들이 이 정책을 확대했던 시점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확충될 수 있었던 

여력이 컸고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모을 수 있었다. 반대로 탈산업사회와 

가족구조 변동을 최근에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신사회위험은 글로벌리제

이션, 노동시장 유연성 및 불안정성 증가와 관련된  산업적 위험을 커버하

기 위한 제도들과 강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여러 정치적 집단들과 세대간에 자

원을 둘러싼 복지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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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응에는 기존의 복지구조와의 상호작용에서 핵심적 사회경제적 변동들

의 상대적 타이밍이 중요하다(Bonoli 2005; Pierson 2004). 

〈표 6-4〉 탈산업화와 가족리스크 도달 시점

구분

서비스
고용률

(/총민간
  고용률)

여성
고용률

(/15~64세 
인구)

이혼율
(해당연도 

혼인100쌍당 
이혼건수)

합계
출산율

1인가구
비율

노인인구 
부양비

벤치마크 
연도

(평균연도)

스웨덴 1970지표 54 58 30 1.94 25.0 4.3 1970

덴마크 1974 1971 1972 1970 1970 1974 1972 

노르웨이 1972 1979 1981 1975 1970 1970 1975 

핀란드 1983 1982 1976 1969 1970 1994 1979 

영국 1975 1988 1975 1974 1985 1970 1978 

미국 <1970 1984 <1970 1973 1970 2012 1980

캐나다 <1970 1987 1978 1973 2000 2012 1987

호주 <1970 1995 1976 1978 2012 2012 1991

독일 1986 2001 1981 1971 <1970 1988 1983

프랑스 1978 2003 1982 1975 1980 1989 1985 

네덜란드 1974 1998 1981 1973 1985 2007 1986 

스위스 1980 1987 1980 1972 1975 1988 1981 

벨기에 1972 2012(57.2) 1984 1973 1985 1987 1986 

오스트리아 1988 1994 1982 1973 1970 1986 1982 

이탈리아 1985 n.y(47.2) n.y 1977 2004 1988 1996

스페인 1989 n.y(51.3) 2005 1982 n.y 1990 1998 

포르투갈 1992 1988 2000 1983 n.y 1989 1994 

대만 1999 n.y 2000 1985 n.y n.y 2004 

한국 1999 n.y(53.5) 1998 1984 2012 n.y 2003 

일본 1988 2005 1998 1975 1995 1996 1993 

   주: <1970: 1970년보다 앞서 스웨덴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함(분석에서는 1970년 값을 대입함)
        n.y(not yet): 2012현재 1970년 스웨덴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분석에서는 

2012년 값을 대입함). 
출처: UN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 Eurodata 이용(합계출산율: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http://esa.un.org/unpd/wpp/ Excel-Data/fertility.htm 서비스 고용
률: stats.oecd.org LFS by sex and age indicators. 덴마크, 네덜란드 고용지표 
Stats.oecd.org ALFS summary table 이혼율: eurostat(mariage sindicators, divorce 
indicators) 뉴질랜드(http://www.stats.govt.nz) 호주 http://www.aifs.gov.au/institute/ 
info 대만  http://www.ris.gov. tw/zh_TW/346 일본 http://www.e-stat.go.jp/SG1/ 
estat. 1인가구: UN data. https://data.un.org/Data.aspx?d=PopDiv&f=variableID% 
3A54#PopDiv 스위스는 Keilman(1987:30)참조.. 대만 http://eng.stat.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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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변화를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탈산업사회적 조건이라는 점

과 연관하여 분석하기 위해 보놀리(Bonoli,2007)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탈산업사회 이행의 대표적 지표인 서비스 고용률을 경제적 요인으로 포

함시키고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차원을 포함해 변화의 타이밍에 주목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포함된 가족차원은 여성고용률, 이혼율, 합계

출산율, 노인인구부양비, 1인가구비율의 5가지로, 노인인구부양비는 노

인돌봄의 필요성의 대리변수로 포함시켰다. 

이 방법은 1970년대 탈산업화와 신사회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함으로써 현대적 복지국가로 전환된 스웨덴의 경험에 비추어 스

웨덴 1970년의 지표들을 기준점으로 하여 각사회의 도달시점을 파악하

고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의 가상적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험의 

연대기에서 뒷쪽에 배치될수록 글로벌리제이션,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

가 등으로 인해 위험의 차원이 더 중층적, 복합적이 되고 해결의 여력은 

줄어들지만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는 특징이 있다.  

 벤치마킹시점이 된 스웨덴 1970년의 지표를 살펴보면, 서비스 고용률

은 50%를 넘어섰고, 여성고용률 역시 60%에 육박해 2013년 현재의 대

만이나 한국사회가 도달한 수준보다 이미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스웨덴의 70년대 이혼율은 가장 높았던 미국에 이어 30% 수준이었으며, 

70년대 합계출산율 역시 이미 인구대체율 이하로 내려와 있었다. 1인가

구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1/4의 비중을 차지해 2012년 한국사회가 도달

한 수준을 이미 40년 전에 넘어섰다.  스웨덴은 1970년 부양비가 4.3이

고 서서히 감소해서 현재 3.1 수준이다62). 우리나라는 1970년 13.5에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40년만에 5.6(2012년)에 도달했으며, OECD 

62) 노인인구부양비는 65세이상 인구대비 20~60세 근로연령인구의 비율로 높은 숫자일수록
(20~60세인구/65세이상인구) 인구학적 부양 부담이 적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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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야 스웨덴의 1970년 수준인 4.3에 도달할 것으

로 전망된다(OECD, 2013) 63)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대만과 유

사성을 보인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이미 1980년대 말에 탈산업 서비

스 경제로 진입했고 이혼율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평균 10년 정도 늦은 

타이밍에서 유사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각 국가의 구조적 지표들이 도

달한 시점(타이밍)을 벤치마크년도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2003

년, 2004년으로 비교대상 국가중 가장 늦었고, 스웨덴보다는 30년이상,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이 중부유럽 국가들보다는 20년 정도 뒤

늦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변동의 지표를 중심으로 유사성

과 상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6-11]과 같다. 

〔그림 6-11〕 국가별 탈산업사회의 구조적 변동의 타이밍의 유사성과 상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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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만의 노인인구부양비는 2012년 현재 6.0으로 청장년인구층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부양부담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대만 통계청 사이트http://eng.stat.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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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그램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복지레짐 분류와 유사하게 국가군

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사민주의국가들과 중부유럽의 보수주의 국가들이 

각각 그룹을 형성하고, 남유럽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 개의 그룹

으로 묶여 있다.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미국은 중유럽 국가군과 더 유사성

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의 변동과 서비스 고용 등을 통해서 본 지표들에

서도 미국적 예외를 읽어볼 수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자유주

의 국가들은 1인가구 비율 등에서 미국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

려 북구나 중부유럽 국가들보다는 가족주의 특성을 가진 남유럽 및 동아

시아 국가들에 더 가깝게 위치했다. 대만과 한국은 모든 지표에서 후발성

을 보이고 남유럽국가 및 일본과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신사회위

험의 시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4개의 국가군을 분류할 수 있고, 이

는 기존의 복지레짐 분류와 상당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2]는 가족관련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국가 가족정책

지출규모(/GDP)와 <표 6-4>에서 분석했던 벤치마킹 연도를 교차하고 

추세선을 추가한 것이다. 가족정책지출에는 노인돌봄관련 사회서비스와 

가족관련 현금과 서비스 지출 모두가 포함되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가

족의 변동이 빠른 시기에 나타났던 북구국가들에서 가족정책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다. 추세선이 보여주듯이 시기가 늦을수록 지출도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 

  3. 가족주의 레짐의 경제적 귀결

자녀중심,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한국 가족주의 레짐은 위험을 불평등

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인구집단 별로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 가족주의의 

경제적 귀결을 살펴보기 위해 OECD 대표국가들과 아동빈곤율, 노인빈곤

율, 여성 고용률 지표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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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가족관련 사회지출비중과 벤치마킹연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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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족복지지출규모는 2000년, 2005년, 2010년을 평균한 값임.  캐나다와 대만은 OECD 가족지
출 데이터의 미비로 제외했음. 일본의 지출이 높은 것은 2005년이후 장기요양관련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임. 한국은 보육서비스 전면확대와 같은 최근의 변화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을 적용했을 때 전반적인 사회보장 뿐 아

니라 아동과 관련된 지원이 발달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의 북구국가가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미국, 국, 호주, 캐나다 등

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북

구보다 높고 미 자유주의 국가들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우리나

라와 유사한 정도의 가족주의 문화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그리스, 이탈

리아,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다. 남유럽국가의 사회보장이 아동보다는 노인가구의 소득유지를 중

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들어 이혼을 통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관계 유동성의 증가 역시 이들 국가에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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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동빈곤율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보수주의 국가중 상대적으로 가

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은 프랑스 독일 등과 유사하며, 아시아 국가의 

일본과 대만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3개국 일본, 대만,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초저출산과 병행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즉 이들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가족을 형성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형성이 연기· 포기됨으

로써 이러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빈곤율

(인구빈곤율 보다 낮음)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64)

한편,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의 비중을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는 스페인, 국, 미국과 더불어 상위권에 속한다. 우리

나라에서 중위소득 150%이상의 가구에 사는 아동은 전체아동의 18.7%

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구에 아동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50%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스웨덴보다 2배 이상 많고, 프랑스의 1.5배, 미국과 유사

한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미국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에 자녀분

포도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보수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다

른 취약 인구집단에서 나타나는 높은 빈곤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

한 수준을 보여주며, 아동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 많이 분

포하고 있다.

64) 이는 계층별 가족형성및 출산율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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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인구집단별 위험분포 

인구
빈곤율

소득구간별 아동분포 아동빈곤율 한부모
여성 
가구 
아동
비율

노인
빈곤율

노인/
아동 

빈곤율

여성
고용률
(15~
64세)

~50%
(아동 

빈곤율)

50~
75%

75~
150%

150%+
양부모 
가구

한부모
여성가구

호주(2003) 12.2 14.0 22.7 49.5 13.8  9.2 35.3 15.9 22.3 1.6 64.6

캐나다 (2010) 12.5 14.4 22.7 47.7 15.2 10.6 37.4 13.4  9.8 0.7 68.8

미국(2010) 17.9 22.9 19.4 38.1 19.5 15.2 49.7 21.0 20.3 0.9 62.4

영국(2010) 15.4 18.2 20.5 43.0 18.4 11.6 40.4 21.0 14.8 0.8 65.6

핀란드(2010)  7.2  3.7 20.6 62.3 13.4  2.5 11.7 10.4  9.7 2.6 66.9

스웨덴(2005)  5.6  4.7 19.6 66.8  8.9  3.3 10.4 18.0  6.6 1.4 69.7

노르웨이(2010)  7.4  5.0 17.3 67.8  9.9  3.0 16.7 13.1  5.5 1.1 73.3

덴마크(2010)  6.3  4.5 18.0 66.7 10.8  3.1 10.8 16.9  6.6 1.5 71.1

네덜란드(2010)  5.2  6.3 22.4 59.0 12.3  2.9 32.5 11.5  2.2 0.3 69.4

벨기에(2000)  8.1  7.2 16.7 61.0 15.1  4.9 28.0 10.3 15.4 2.1 56.5

프랑스(2005)  8.5 10.2 22.4 55.0 12.4  6.8 33.4 11.8  7.4 0.7 59.7

독일(2010)  9.5 10.5 21.6 53.6 14.4  4.4 40.9 16.0 10.6 1.0 66.1

스페인(2010) 15.2 20.3 18.5 40.9 20.3 19.3 31.5  7.6 13.2 0.7 53.0

그리스(2010) 13.5 17.3 19.9 15.0 17.9 16.0 39.4  3.7 11.6 0.7 48.1

이탈리아(2010) 12.5 18.9 24.1 41.1 16.0 17.6 33.0  8.5  8.8 0.5 46.8

일본(2008) 10.9 11.3 23.3 54.3 11.1  9.7 32.6  6.2 13.6 1.2 60.1

대만(2010) 11.7 10.4 21.7 48.4 19.6  7.6 25.4  9.1 28.9 2.8 49.9

한국(2006) 14.0 10.4 18.8 52.1 18.7  8.2 24.3 11.4 41.4 4.0 48.8

자료: LIS key figures inequality and poverty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key-figures/download-key-figures/

둘째, 북구국가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는 한부모여성가구(single moth-

er) 아동의 빈곤율이 낮은 국가이다(24.3%).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서비

스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은 미혼모 등 혼외출

산 자녀의 수가 적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선택을 하지 않는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구는 양친가구에 비해 3배정도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빈곤에 취약한 가구 유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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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의 빈곤위험은 노인가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

주의적 연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중심이 자녀에 있고, 노인에 대

한 사회적 보호가 미발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연금제도를 비롯해 노후 보

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배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

인가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

빈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을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4배). 

노인빈곤과 관련하여서는 가구유형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김수정·김정석 2011; 최현수ㆍ류연

규 2003; 석재은ㆍ김태완 2000; McLaughlin and Jenson 2000).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상대빈곤율을 적용해 노인빈곤율을 

분석한 김수정·김정석(2011, <표 2>)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노인가구중 

노인독거가구의 빈곤율은 80.6%이고 노인부부가구는 54.5%, 자녀동거

가구는 26.9%로 자녀세대와 동거할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그 외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빈곤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 동거가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노인세대의 경제적 불안정

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2006년 

28.8%, 2013년 53.9%)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배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가족관계의 변동에 취약한 경제적 리스크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국 가족주의의 자녀중심성과 성별 분업구조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우선성을 분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양호

한 아동빈곤율, 낮은 여성고용률, 최악의 노인빈곤의 형태로 인구집단별

로 위험을 차별적으로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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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가족구조 변동의 정책적 함의 및 제언

가족 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생, 성장, 교육, 생계, 노후를 거치는 

생애과정에서 생활의 터전이자 친 성의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

서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관계의 유동성의 증가, 다양한 가족의 등장은 

개인의 삶이 과거와는 삶의 틀 속에 놓이고 표준적이지 않고 다원화된 생

애과정을 거치게 됨을 의미하며 부양과 친 성에서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예고한다. 

전통적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가족(the family)이

후”에 무엇이 오는가를 질문해왔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의 위기를 

논하는가 하면 새로운 관계를 개척해간 “용감한 새로운 가족들”(Stacy 

1998)에 격찬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

국의 가족은 각종지표들에서 다양하지만,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적 성향이 지배적이며, 부양구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별분업이 지배적

인 가운데 이중생계부양자 체제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그 경제적 귀

결은 자녀중심적 가족주의 레짐의 주변에 있는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에 빈곤위험이 집중되고,  여성을 가족관계 변동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

고 있다.  

19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족의 변동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인 ‘저출산대책’과 가족정책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위험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현금과 서비스를 아우르고 범 부처적

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백여 가지가 넘는 ‘대책’이 수립되었고 OECD의 

가족지원정책의 리스트가 모두 포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알기 어렵다. 우리사회처럼 상이한 패러다임

을 가진 모든 정책이 동시 병렬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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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신· 김정해 2007) 다양성을 지원하지만 정책 기조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의 책임과 의무에 기반한 제도적 가족주의에 기초해있고, 정작 이혼

가족, 비혼 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적 삶의 양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장지연 2005; 황정미 2005; 

김혜  2010).  

또, 가족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가족관련 서비스도  

크게 증가했지만 예상했던 제도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

의적이다.  여전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낮

고 경력단절 현상이 만연해 있다. 이는 가족정책과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

을 높이는 정책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동안 가장 크게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경우 보육확대를 추동

한 핵심담론은 “저출산위기” 기 때문에 보육은 인구의 양적 확대,  출산

장려정책에 집중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은 부차적이거나 괴리되어 있

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부터 실시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사업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보육정책

과 여성의 일가족 양립이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에 기초해있음을 보여준

다. 또,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표방하면서도 “건강가정”의 

이념을 지향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에 효행장려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위 ‘효도법’)의 도입을 통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다시금 강조하는 불협

화음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정상가족에 대한 향수와 새로운 가족의 등

장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족주의에 의존한 돌봄과 부양을 지

속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 가족의 변동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가족(특히, 남성생계부양

자)에 기반했던 과거의 시민권의 기반이 개인 노동자(adult-worker)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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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인구의 위험을 보장하던 체계는 낙후했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위험의 불균형 분포를 고려했을 때 개인에 기

반한 사회권 제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Lewis and Giullari 

2005; Sainsbury 1994) 또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에서 돌봄을 

포함하고 모든 개인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Esping-Andersen 2009). 

가족의 변동이 민주적인 관계, 사회적 평등의 진작으로 이어지고 가족

주의 레짐의 부정적 결과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점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하

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진

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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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복지국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가는 20세기 이후 

오랜 논쟁거리 다. 복지국가 발달에 관한 초기 논의들은 산업화이론

(industrialism)에 의해 선점되었다(예를 들면, Wilensky, 1975. 1981).  

산업화 이론에서 복지국가 성장과 복지국가 노력의 국가 간 차이는 경제

발전과 그 인구학적․사회조직적 결과의 부산물로 간주되었다(Huber et 

al. 1993). 이후 이러한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코르피(W. Korpi)나 에스

핑-앤더슨(G. Esping-Anderson) 등의 권력자원동원론(power re-

source theory)과 스카치폴(T. Skocpol)과 올로프(A. Orloff) 등의 국가

중심적 접근(state-centered approach)이 제기되면서 ‘복지국가 논쟁’

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산업화 이론이 ‘경제 결정론적’ 관점이라면, 권력

자원 동원이론은 ‘정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국가중심적 접근은 ‘국가

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주요 논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 

논쟁은 주로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실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 중 복지국가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준이 

되는 나라는 고작해야 일본 정도 다. 1980년대 유럽이 스테그플레이션

을 경험하던 시기, 대조적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한 소위 ‘아시아의 네 마

리 용’으로 불리우는 NIC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부상하면서. 복

지국가 논의에서도 이들 국가의 성격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

작하 다65).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새로운 복지프로그램들이 

복지제도 및 구조의 특수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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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제정되고 복지재정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이 한국의 학계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 다66). 

외국 학자들이 바라본 ‘동아시아 복지레짐’에 관한 논의가 일본,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예외성’67)의 실태와 그 원인을 발전주의 

경제모형과 유교주의 문화 등 좀 더 추상적 수준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논

의들이 주를 이룬다면, 내부자가 바라보는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은 

복지제도의 역사적 발전경로, 구조와 성격, 그리고 추진 전략 등을 좀 더 

이념적이고도 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역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제도 구조와 특

수성을 면 히 검토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경로의존적 한국형 복지모형’

의 성격을 규명하고, 규범적인 ‘경로이탈적 한국형 복지모형’을 모색하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 “한국 복지국가 논쟁”

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역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바

라보는 일부 학자들(김 범 2002; 양재진, 2004; 우명숙, 2005; 정무권 

2002)의 견해와 제2장의 제도 분석틀을 한국복지제도에 적용하여 분석

하고, 그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65) 대표적으로 ‘발전주의 국가론’을 제시한 Johnson(1982), Haggard(1990), ‘유교주의 복
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를 주장하는 Johns(1993), 동아시아 복지레짐을 ‘생
산주의 복지레짐’(Productive Welfare State)으로 명명한 Holliday & Wilding(2003)의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66) 대표적으로 2002년에 출간된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과 2009년에 출간된 『한국 복
지국가 성격논쟁 II』를 들 수 있다. 1권이 김대중정부의 성격을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면, 2권은 한국 복지국가를 생산레짐, 동아시아 복
지레짐 등 좀 더 다면적 차원에서 해부하고 있다. 

67) 동아시아의 ‘복지 예외성’은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기원하는데 그는 일본
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독자적인 복지체제의 구성원리가 없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원리가 혼합된 예외적 체제로 구분하 다(김연명 2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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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

본 절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복지정책들의 주요 성격논쟁에 대해 이슈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복지제도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틀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민주화 이후의 김대중 정

부의 초기 복지정책에 대한 성격논쟁, 사회투자론 논쟁, 무상급식으로 촉

발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에 대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주요 쟁점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존연구들의 주요 쟁점

가. 김대중 정부 복지국가 성격논쟁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68)’이다. 생산적 복지의 배경

은 그 당시 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풍미하던 ‘제3의 길’이라는 대외적인 

요인과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분배 및 늘어난 빈곤층 등의 

대내적인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여

유진은 “김대중 정부는 균형봉의 한 끝에 세계화와 경제위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관리라는 기능을, 다른 한 끝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축적의 위기 속에서 희생당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제

고라는 정당화의 기능을 업은 채 힘겨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

68) 김대중 정부의 초기 국정 패러다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다. 생산적 복지가 국정 패
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 8.15 경축사(희망과 번 의 새 천년을 열어 갑시다)이
다. 이로써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시장주의, 사회적 생산적 복지라는 삼각구도가 형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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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여유진 1999, p.8).

이러한 배경 하에서 생성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하여 신자

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이는 

‘생산적 복지’라는 ‘2중적 어의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생산적’에 

무게 중심을 두면 ‘신자유주의’에 가깝고, ‘복지’에 무게 중심을 두면 신

자유주의라는 라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념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신자유주의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논거로 ① 복지에서 시장역할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 ②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계은행과 IMF의 권고에 따

른 점, ③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시장역할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조 훈(2002), 

정무권(2002), 손호철(200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의 빈곤정책조차도,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이라는 복지적인 의미보다는 노동의 재숙련화와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제효율성 증대라는 경제적인 의미가 더 큰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훈 2002, p.288). 또한 당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근로연계복지정책, 소위 ‘워크페어(workfare)’정책은 노동의 상품

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위해 점점 

시장에 의존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과 일치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조 훈 2002; 송백석 2006; p.134에서 재인용). 그

리고 김대중 정부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민간보험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

기 때문에 복지의 시장 의존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탈상품화도 

오히려 후퇴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고 있다(손호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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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2).

다음으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계은행과 IMF의 권고에 따른 점’

을 감안하면 신자유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IMF 경제위기 때 

우리는 부족한 외환을 조달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제적 자율권이 일정정

도 훼손된 측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1998년 2월 IMF로부터 20억불을 

빌리기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 이경식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임창

렬이 미셀 캉드쉬 IMF 총재에게 보낸 의향서와 부속서69)의 전반적인 기

조는 재정긴축, 노동유연화, 약간의 복지지출 증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조 훈(2002)과  손호철(2005)은 각각 다음과 같은 비슷한 주

장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주도하던 세계은행도 우리의 복

지제도가 IMF사태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와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

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요구했다”(조 훈 

2002 p.293). “또 다른 복지확대의 요인으로써 주목할 것은 당시 한국의 

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강제했던 IMF까지도 당시 상황에서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위해 복지확대를 권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손호철 2005, 

p.226). 더 나아가 손호철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모두 

69) 의향서와 부속서에 나타난 사회보장관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정책부문에서 정
부는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부분의 지출 확대(GDP의 0.5%)를 언급하고 있
고, 노동시장개혁 및 사회보장부분 중 노동시장 유연성 파트에서 ① 노사정 합의에 따
라 정리해고를 위한 법률안 개정, ② 민간직업소개소 및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법률
적 제한 완화(구체적 내용은 세계은행과의 구조조정 협의에 포함될 예정)를 언급하고 있
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파트에서 ① 훈련 및 고용안정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7,000억에서 2조원으로 3배 확대), ② 무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장 등 사
회복지지원은 계속 보장하고, 97년 보다 최소한 13%증액, ③ 노사정 합의에 따른 사회
복지출 추가를 적시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 파트에서는 ① 고용보험대상 사업장 확대
가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 확대(98년 1월 1일 완료)되었음과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98년 7월 1일)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② 실업급
여 최저 수준을 최저임금의 50%에서 70%수준으로 인상(98년 3월 1일), ③ 실업급여 
최저지급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98년 3월 1일), ④ 실업보험 최소 납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장점정(98년 4월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으로 대상자 확대 
등을 담고 있다(매일경제, 1998년 2월 18일자 신문에서 인용)



250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신자유주의적이고, 이러한 큰 틀 내에서 부속된 복지정책이 설사 반신자

유주의 성격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위한 과정에서 나

타난 것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손

호철 2005, p.218).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하에 빈곤이 심화되고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

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70). 

조 훈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 비정규근로자,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하 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

문에 신자유주의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조 훈 2002, 

p.290). 손호철도 조 훈과 비슷한 논조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제

시하며, 지니계수가 IMF이전보다 악화된 점,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민주

주의 복지레짐의 국가들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미와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들보다 심각한 빈부격차를 거론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손호철 2005, 

pp.219~221; 송백석 2006, p.135에서 재인용).

한편, 김 순은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에 대하여 일정정도의 공을 인정

하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생산적 복지가 자유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순 2009,p.166). 부연하면,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조를 현대화했고, 4대 

사회보험의 포괄범위를 급속히 확대하 으며, 이러한 사회보장프로그램

70) 이러한 3 가지의 논거 중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계은행과 IMF의 권고에 따른 점’
과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은 ‘복지에서 시장역할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의 
하위 근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정책기조를 반신자유주
의에 둘지라도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그 결과는 분배상태 악화와 빈곤층 증가가 될 수 
있는 정책의도와 정책결과 간의 부조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을 남찬섭(2002), 송백석(2006) 등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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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도성장으로 복지지출은 크게 증대했고, 현대적 복지국가의 기본 틀

을 마련하 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① 재정여건과 사회적합의가 취약한 

상태에서 넓은 사각지대가 생겨났으며, ② 도입된 프로그램을 집행할만

한 행정적 인프라(infra)가 갖춰지지 않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거

나 정당성을 훼손당했고, ③ 이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징후가 농후해지

고 있었으나 이에 대응할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상대적으로 무관

심했다는 기존 연구(남찬섭 2002) 를 근거로, 결국 “퍼주기식 복지, 복지

병 등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장한 생산적 복지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복지이념으로 남았다”

고 지적하고 있다(김 순 2009, p.166).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송백석(2006)은  ① 국가와 시장 관계의 양분

법적 인식의 문제, ② 정통 마르크스주의 오류의 재등장, ③ 정책의도와 

정책결과의 부조응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 관계의 양분법적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하여 송백석

(2006)은 봅 제솝(Bob Jessop)의 국가론을 차용하여 신자유주의를 다음

과 같이 새롭게 정의내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 

기능의 확대 시대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란 시

장 기능의 확대가 아닌 ‘국가의 친자본적 기능의 강화시대’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다(송백석 2006,p.136). 그러므로 기존의 김대중 정

부의 ‘생산적 복지’가 시장역할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만으로 신

자유주의적이라는 주장은 인식의 오류이고, 이러한 오류의 원인에 대하

여 송백석(2006 p. 135)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양분법적으로 보는 신

자유주의시대에 넓게 퍼진 지적(知的) 오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해 비판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설사 시장

의존도가 커졌더라도 그로 인한 복지정책 실시가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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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혜택을 주었다면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이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

문”이고, 기존의 주장들은 “국가-시장의 관계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넘어, 

국가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간과한 근시안적인 분석인 것처럼 보인다”라

고 지적하고 있다(송백석 2006, p.138). 

또한, 신자유주의의 산파 역할을 수행하는 IMF의 경제적 지배체제하

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주장이라는 점에 대해

서 “과거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인정은 하

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는 친자본적이기 때문에 사회통합기능을 기만적

인 것으로 파악했던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

기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 체제에 있었기 때문

에 그 관할권 아래에 있던 복지정책도 신자유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

장은 ‘IMF는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일반명제 아래에 한국의 김대중 정부

가 보인 복지정책의 진보적 성격을 내치시켜 가리고 마는 것이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송백석 2006, p.140). 즉, ‘일괄주의(subsumption)’의 오

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진행이 국가복지의 축소를 가져온다

는 명제에 반하여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세계화

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김연명 

2002, p.110)에 대한 배경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특수성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송백석 2006, p.140). 

마지막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복

지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정책의도와 정책결과의 부조응

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남찬섭

(2002)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남찬섭(2002)의 

주장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빈곤과 소득분배71)가 악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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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보다는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빈곤이 증가하고 소

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상황에 실시된 국가개입이라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의 결과가 

나왔다”, 또는 “복지정책은 진보적인 것이었으나, 복지와 관련된 사회의 다

른 부분의 작용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적인 결과가 나왔다”(남찬섭 2002, 

p.305; 송백석 2006, p.141에서 재인용)라는 남찬섭의 가설은 김대중 정

부의 복지정책이 거대한 경제위기(수례)에 맞서는 사마귀(螳螂) 을 수 도 

수도 있다는 고사를 연상시킨다(螳螂拒轍). 송백석은 남찬섭의 주장에 눈을 

돌려 “정책의도와는 다른 정책결과를 낳게 한 변수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송백석 2006, p.141). 

이에 송백석(2006)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 분석에 IMF체제만을 주요 

변수로 채택하는 것을 넘어, 다음의 세 가지 결정변수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① 김대중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국제경제 수준

에서 IMF체제에 종속된 ‘악화된 대외종속’, ② 사회계급세력 수준에서 

‘신장된 노동세력’, ③ 그리고 구체적 정치상황의 수준에서 ‘취약한 소수

정권’이라는 3중 총합의 변수들이 중층 결합되어 나타는 현상으로 분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노무현정부 제3의 길과 사회투자론 논쟁

노무현 정부 후반에 사회정책을 지배한 담론으로는 보편적 복지국가론

71) 지니계수와 빈곤 흐름에 대한 OECD(2013)의 1990년 이후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지
니계수와 상대 빈곤 모두 199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고, IMF 경제위기 시기에 급격하
게 증가하여, 2000년에 감소한 후 2003년부터 증가추세 다.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다시 악화되어 최근 약간의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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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07)과 사회투자국가론(김연, 2007; 양재진 2007)을 들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1998년 토니 블레어 국 총리의 정책 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사회주의 경직성과 자본

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제시

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동 개념은 1996년 블레어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

대적으로 주창되었고, 블레어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기세

가 수그러들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안적 복지모델로 주창하 다. ‘제3의 길’

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조합형 체제의 성격을 지니

고 있으므로 좌우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공격은 학문적 지향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로 분류될 수 있는 김 순

(2007)으로부터 나왔다. 김 순은 “사회투자정책의 강화는 동의하면서

도 대안적 복지모델로 상정하고 그 담론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김 순 2007, 

p.84).

주요 논지는 첫째, 제3의 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와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성숙한 복지국가의 기능주의적, 실용주의적 대응

인 ‘사회투자전략론’은 각각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투자국가 개념을 과잉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

광 (2007)은 양자 간의 개념구분을 하지 않고 호환하고 있고, 김연명

(2007)은 사회투자전략의 이름하에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을 끼워 

넣기도” 한다(김 순 2007, p. 97). 또한, 윤홍식(2007)에 대한 비판으로

는 “ 국이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는 북구를 따라가는 것이기보다는 정

치적 필요에 따라 북구 복지국가모델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낸 것

(‘pick and mix’)임에도 불구하고 앵글로-색슨국가들이 북구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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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궤적을 따라가려 하는 것이 사회투자국가라는 것이라고 개념규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김 순 2007, p.98). 그리고 양재진(2006)의 연구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집권한 좌파정당의 수정주의적 노선,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그리고 때로는 유연안정성 모델까지도 서로 긴

히 연관된 거의 호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김

순 2007, p.99). 이와 같이 개념 혼란을 지적하는 이유는 ‘사회투자국

가론’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조의 결여, 신자유주의적인 거시경제 프

레임웤의 계승, 핵심적 조직화원칙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의존 역시 계승, 

사회지출 총량의 증대 회피, 지출 효율화 강조, 환경적 유지가능성에 대

한 고려 결여”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Perkins et al. 2004, p.7; 김

순 2007, p.96에서 재인용), 국내 학자들이 이를 직시하지 않고 무분

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김

순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성숙한 복지국가의 기능주의적, 실용주

의적 대응인 ‘사회투자전략론’은 찬성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지

니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부분적으로만 동의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국내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에서는 사회투자국가론이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이 그대로 혹은 더 왜곡된 형태로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 언급한다(김 순, 2007,p.101). 대표적인 사례로 ① 소비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의 이분법 문제, ② 평등의 문제 ③ 성인지적 관점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김 순(2007) 주장의 핵심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폭넓게 상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보장 대신 사회투자라는 담론은 복지국가의 내

실화라는 절박한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사회투자국가

론’은 “ 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빈곤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어려운 잔여

적 복지국가의 최신판”이고(김 순 2007, p.84), 국 등의 앵글로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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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대두된 사회투자국가론은 북구의 복지국가와 달리 특정의 정책

들만을 투자적이라고 규정하므로 대안적 모델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

이다. 그리고 ‘사회투자국가론’은 “전통적 복지국가=소비적=낭비적=나

쁜 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투자적=생산적=좋은 복지국가라는 이분법을 

유포시킬 수 있다”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김 순 2007, 

p.107).

다음으로 ‘사회투자국가론’ 개념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김연명 2007; 양재진 2007 등)의 주요 논지를 살펴보자. 이들의 논지에

서는 적어도 3 가지 측면에서 김 순의 주장과 다르다. ① ‘사회투자국가

론’를 보는 관점에서, ② ‘사회투자국가론의  국민적 수용 가능성 측면’③ 

‘사회투자국가론의 효과’ 측면에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다.

먼저 ‘사회투자국가론을 보는 관점’에서는 양자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김 순(2007)이 ‘사회투자국가론’을 잔여적 복지국가의 최신

판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김연명은 “‘사회투자국가론’을 신자유주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논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후기 산업사

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연명 2007, p.307). 김 순은 ‘사회투

자국가론’이 좌파적 신자유주의 유물로서 소득보장을 등한시 하므로 대

안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김연명은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사

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의  국민적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 순

(2007)은 전통적 복지국가는 소비적이고, 사회투자국가는 투자적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유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전에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김연명은 “성장주의 이데올로

기가 강력하고, 아직도 성장이 필요한 한국사회에서 사회투자라는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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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통적 복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연명 2007, p.316). 

이러한 김연명의 주장은 양재진(2006)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양재진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사회투자국가 담론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유

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반복지담론에 전통좌파적인 국가복지전략

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패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고 있

다(양재진, 2006, p. 8~9).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국가론의 효과’에 대하여 김 순(2007)은 그 효

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반면, 양재진(2007)은 국의 경우 아동빈곤해소 

등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사회투자국

가론이  복지지출의 축소수단이 아니며, 사회투자전략은 전통적인 소득

보장프로그램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후기산업사회의 신 사회 위험에 대처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노선만의 강조는 오히려 후기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유용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연명은 “사회투자전략은 고전적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경제, 사회, 인구학적 구조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연명, 2007, p.315).

다. 이명박 정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

우리사회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 간의 

논쟁이 부각된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논쟁이다. “진보진

에서는 무상급식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모든 아동에게 시행해야 한다

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보수진 에서는 공짜점심, 재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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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격하시키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저소득층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 다”(김연명, 2011, p.16).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쟁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

의 역학관계가 놓여 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 체계이고, 자본주의는 1주 

1표의 체계이다.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지배 

원리의 결합체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힘이 강할 때 보편주의가 그리

고 자본주의의 힘이 강할 때 선별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복지국가

의 성격과 경로를 규정하는 논쟁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간의 역학관계이기도 하다.

일반인 시각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엄격하게 대립되는 논쟁으

로 보이지만, 학자들은 어느 하나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티트머스(Titmuss, 1968)가 지적한 바처럼, 

보편주의 원리 위에 선별주의가 결합되는 방식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

출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더 공평하고 의미 있는 

분배의 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편주의 복지론자에 대한 비교적 가까운 김연명72)(2011)은 “보편주

의 복지제도의 확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수립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

건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가 실현되기 위한 중요한 장애물인 조세규모 확대와 공공복지 공급자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연명, 2011,p.37). 또한 복지재원의 부

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구조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수립되기 어

72) 김연명은 보편주의는 복지국가 수립의 만명 통지약이 아니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적 배
분원리와 결합될 때, 욕구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명, 2011, p.15). 엄 하게 말하면 김연명은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 
관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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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이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담보되어야 실현 가능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석진은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

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양석진, 

2014,p.79). 그는 그간 보편주의‧선별주의에 관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

가가 정책으로 결정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정책의 문제로

만 보았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논쟁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

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73)이념에 근거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양석진, 

2014, p. 80).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국

가와 사회권의 보장과 국가의 복지정책의무는 상호 목표와 수단의 관계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정책은 사회국가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수행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석진, 2014, p. 84). 그의 결론에 따르면, “사회국가는 국민 각자가 되

도록 국가에 의존함이 없이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

으로 실현되어져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책임 하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을 저소득층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해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국가실현의 이념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석진, 2014, p. 85).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지정책을 선별주의에 입각

73)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서, 사회현상에 대해 방관적인 국
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위해 사회현
성에 간섭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약
자와 소외계층의 생존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가지는 국가이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 노력을 우
선시하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부차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보충성의 원
리’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국가는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
로 논의되지만, 엄 히 말하자면 사회국가는 국민에게 실질적 아유와 평등을 누리게 함
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복지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의 결과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양석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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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그것이 사회적 정의에 입각

한 실질적 자유와 평등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선별주의 

기본, 예외 사안에는 보편주의를 채택’ 하는 ‘선별적 보편주의 원칙’을 정

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양석진, 2014, p. 85).

보편주의 와 선별주의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의 학자로는 윤홍식(2011)

과 김 화(2011)를 들 수 있다. 윤홍식(2011)은 Titmuss의 주장을 인용

하여  복지국가가 직면한 도전의 본질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별하

는 것이 아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긍정적 차별’

이 가능한 사회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화(2011)도 보편적 복지기반 위에서 선별적 기능을 발휘하는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시작된 보편 대 선별 논쟁은 보편주의적 복지가 사

회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듯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보육과 양육수

당이다. 

  2. 논쟁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분석틀

가. 논쟁의 시사점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석 틀로는 문화론적 접근(유석춘 

외, 2005), 산업화 이론의 정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화론(Kim, 

2008; Kuhnle, 2004; Kwon, 2003; Peng, 2004; Peng and Wong, 

2008; Wong, 2004), 권력자원론의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노동자계급의 

성장으로 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보는 관점(김태성·성경륭, 2002)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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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약한 노동자계급의 성장으로 복지가 낙후되었다고 보는 관점(신광

, 2002; 손호철, 2005; Kim,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 기능주의적 접근은 원인의 변화가 결과의 야기한다는 선

형적 관계이므로 일정정도 설득력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한계도 

존재한다. 실렌(Thelen)의 설명을 빌리면, 이러한 분석은 “항상적 원인 

설명(constant cause explanation)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언급

하고 있다(Thelen, 2003, p.214). 그리고 한국의 복지국가 이론화를 둘

러싼 경쟁적 입장들에 대하여 우명숙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발

전을 추적하지 않는 ‘현재주의적’(presentist) 입장에 주로 놓여 있어 제

도 변화의 연속성과 변화 기제를 잘 보지 못하고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

하고 있다(우명숙, 2011, p.136).

이러한 관점에서 김 범(2002),  양재진(2004), 우명숙(2005), 정무권

(2002) 등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역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

고 있으며, 정무권(2009), 신동면(2006), 양재진(2004) 등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경론의존성 관점 또한 일정정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우명숙은 

“제도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은 잘못하면 ‘제도결정 주의적’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우명숙, 2011, 

p.145).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과거의 제도 로직의 재생산은 끊임없이 사

회 환경적 변화와 새로운 행위자들의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진적 

변화이론’ 관점이 필요하다.

나. 본 절의 분석틀

한국복지제도  분석틀은  실렌(Thelen) 등의 점진적 변화 이론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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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단절적 균형모델(punctuated equilibrium)에 근거한 역사제도

주의 연구의 전통(Mahoney, 2000; Pierson, 2000)을 비판하면서 동시

에 이 연구들의 주요 개념으로서의 ‘경로의존성’ 개념의 유용성을 수용한 

이론이다”(우명숙, 2011, p.147).

경로의존성 모델은 단절적 균형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예컨대, 제도 형

성이나 제도 변화의 촉발요인을 대체로 ‘외생적’ 변수에 찾고, 외생 변수

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고 기존의 제도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바꾸게 된

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꼭 외생변수만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

는 아니다. 내생변수도 제도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를 우명숙은 “새

로운 사회, 경제, 정치, 인구학적 변화 등이 제도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어

렵게 만들고, 또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과

정에서 사소하지만 장기적인 변화가 누적될 때에 제도는 큰 변화를 경험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우명숙, 2011, p.148).

결국 점진적 변화이론은 행위자의 역학관계와 전략, 그리고 다양한 내․
외생 변수의 향이 제도 변화를 야기한다는 이론이다. 실렌이 처음 제시

한 점진적 변화의 두 가지 요소는 전환(conversion)과 중첩(layering)이

다. “전환은 어떤 특정한 제도의 완전한 해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목표를 수용하거나 새로운 행위자를 제도 동맹에 참여시켜 제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과 역할을 변경시키는 과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말

한다. 중첩은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요소들을 

부가하는 방법이다”(Thelen, 2004.p.35)

이러한 점진적 변화이론에 따라 한국복지제도의 분석틀을 제2장의 분

석틀을 준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전에도 조선구호령 등의 맹

아적 복지제도가 있었다. 이제도에 내․외생 변수 즉, 정치적 여건과 경제․
사회적 여건이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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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과 같다.

〔그림 7-1〕 한국복지제도 분석틀

독립 전 복지제도

↓

〈정치적 여건〉   →
권력관계의 향력과 

힘의 상호작용 
← 〈경제․사회적 여건〉

↓

   - 6.25 동란
   - 군사정권
   - 민주정권  

→

〈 ’97년 전 복지제도〉
  - 잔여복지
  - 민간중심 전달체계
  - 하향식 복지발달

←
- 열악한 재정
- 신자유주의
- IMF 경제위기

↘ ↓ ↙

   - 진보정권
   - 복지담론

→

〈’97년 이후 복지제도〉
  - 외형적 제도틀 구축
  - 질적 미성숙
  - 보육 보편화

←

- 양극화
- 노동․시민 단체  
- 저출산․고령화
- 가족구조 변화

↘ ↓ ↙

한국형  복지제도

제3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

본 절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점진적 변화이론)에서 한국 복지국

가의 구조 및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에 대

하여 우명숙은 “민주화 이전에는 한국은 경제성장이 복지확충으로 이어

지지 않는 저발전의 사례, 즉 서구 경험의 ‘일탈사례’로서 주로 취급되었

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점차 일반화된 명제의 검증 사례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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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입장들의 논쟁은 보다 치열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명숙, 2011, p.136). 이러한 주장들은 앞에서 살펴본 복지국가 

성격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역사적 제도적 맥락이 민주화 이전에는 ‘작은’ 복지

국가(a small welfare state)를 지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화 이후

에는 또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복지제도 설계에 향을 주었는지를 주

요 특징별로 살펴본다74). 

  1. 전쟁, 빈곤과 외원의 역사와 그 잔재들

해방이후 복지 형성에 어떤 역사적 제도적 맥락이 있었는가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측면의 일제 강점기

의 빈민구호 정책, 맥락(context)이라는 측면의 미군정 구호행정, 전쟁과 

외원이 미친 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권적 기본권의 일환으로서 기초보장을 법제화한 

것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9조이다. 동 법 제19조는 

“노령‧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과 예산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당시 하위 법령은 불행하게도 ｢조선구호령75)｣이었다. 1944

년 3월 1일 제정‧공포된 전문 33조의 ｢조선구호령｣은 제1조에서 보호의 

74)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비정규직 및 자 업자를 포괄하기 힘든 체계이고, 
이에 따라 넓게 형성된 사각지대라는 특성과 전달체계의 특수성은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75) 1929년에 제정되고 1932년에 시행된 일본의 구빈법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조선구호령
은 1946년 1월 26일 후생국보 제3호로 효력이 승계되었다가, 1961년 12월 31일 제정
된 생활보호법의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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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① 65세 이상 의 노약자, ② 13세 이하의 유자, ③ 임산부, ④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에 장애

가 있는 자로 한정하 다. 제2조에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을, 제11조에

서 거택보호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

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조선구호령은 오늘날의 공공

부조법의 외형적인 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이두호 외에서는 “오늘날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

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이두호, 외, p. 239). 이후 생활보호법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전 까지는 사

회권에 이르지 못하고 잔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경로의존

성(path dependence) 의 측면이 강하다.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정부의 재정형편 및 6‧25 동란으로 인한 사회적 

상황은 ｢제헌헌법｣ 제19조 및 ｢조선구호령(1946년 이후는 후생국보 제3

호)｣의 빈곤대책을 그대로 구현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제헌헌법」제19조

와 「조선구호령」 및 후생국보 제3호는 추상적 선언으로 머물고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해방이후 미군정시대의 실제적인 구호행정은 ｢미군정법령｣과 그 ｢처

무준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미군정 보건후생부가 담당했던 

구호대책은 기아방지, 전재민(戰災民)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보건위

행 및 질병치료 등 응급조치 중심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2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6‧25동란은 우리나라의 구빈사업을 평상시의 기초보장 

차원을 벗어나 이재민에 대한 임시구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두

호 외, 1991, p.240)). 1950년 8월 4일 제정‧공포된 ｢피난민 수용에 관

한 임시조치법｣은 전쟁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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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의 생계보호 수준은 요구호 대상자 1인당 1일 양곡 3홉, 소맥분 

250g이었다. 시설수용자에게는 여기에 약간의 부식비와 주거비도 지급

되었다. 이들의 재원은 우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되는 구호금품과 외국 민

간원조단체의 기부금품이었다. 이중 ｢미공법(PL) 48076)｣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가장 큰 기여를 했다77)(이두호 외, 1991).

당시의 빈약한 경제사정으로 인한 외원 중심의 복지의 잔재는 한국 복

지 틀에 형성에 적어도 두 가지는 큰 향을 미쳤다. 하나는 잔여적 복지

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형성이다. 사회권에 대한 인

식 미흡과 빈약한 경제사정은 잔여적 복지로 이어지고, 전쟁의 혼란으로 

인한 이재민의 증가78)와 빈약한 공공재원은 민간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형성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1953년 3월 말 현재 민간에서 설립운 하고 

있던 시설이 전국에 12종 620개 시설에 64,645명이 수용 보호되어 있었

다. 시설의 81%인 502개 시설이 전쟁고아들을 위한 육아, 아, 부랑아 

시설이었다(하락상, 1989.p.92). 이러한 역사적 잔재로, 전쟁고아라는 

개념이 없어진 오늘날까지 ․유아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이두호 외, 1991. p.245). 

76) PL 480은 8.15이후 ’50년대와 ’60년대 말까지 제공된 미국 잉여농산물(주요 품목은 원
맥, 원면, 원당)에 의한 무상원조를 말한다. 국내에 반입된 잉여농산물은 국내시장에 판
매되어 대충자금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조성된 대충자금은 미군정 및 재외 공관원과 주
한미군의 유지비와 체재비와 한국정부의 국가재정으로도 운용하 다. 이에 대해서는 어
려운 국가재정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미국의 무상원조정책
에 의한 잉여농산물은 결과적으로 미국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내 몇 몇 신흥독점재벌과 
지배권력층 축재를 양산하 을 뿐(三粉波動)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미국의 한국농업
의 지배와 예속화를 위한 장‧단기 책략의 무기라는 비판이 있다.

77)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양곡은 1955년 5월 미공법480호(PL480)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협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도입되고 있어서 
1953년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원조양곡은 당시 국내 양곡생산량의 32%나 차지
하던 상황이었다. 도입양곡의 비중은 1954년 5.6%로 감소했지만 다시 늘어나서 1957

년에는 24.2%, 1958년에는 22.4%에 달하 다(남찬섭, 2006). 
78) 전쟁이재민 수는 1951년 전인구의 38%인 782만명, 1952년 956만명, 1953년에는 전

인구의 약 절반인 985만 명이었다(하상락, 1989,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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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연도별 요구호 대상자(1951~1957)

(단위: 명)

구 분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서 울 472,832 532,822 537,176 125,856 246,008 286,060 164,589

강 원 853,082 788,187 698,615 120,186 167,444 151,532 265,929

경 기 2279,111 1,598,076 1,611422 228,247 258,532 212,650 75,7851

충 북 375,983 814,899 891,822 98,928 124,142 251,200 278,518

충 남 458,575 756,061 844,543 124,996 207,120 127,074 236,490

전 북 723,176 1,196,692 1,173,230 236,406 374,794 657,599 661,533

전 남 929,796 1,098,046 1,308,256 439,742 541,055 599,471 749,618

경 북 731,936 1,301,327 1,042,843 561,351 735,027 1,024,874 606,390

경 남 869,832 1,387,666 1,680,348 758,603 967,766 967,625 717,869

제 주 132,089 86,485 68,105 33,645 83,531 92,210 126,771

합 계 7,826,412 9,560,261 9,856,360 2,727,960 3,705,419 4,330,295 4,565,558

자료: 하상락 편저, 『한국사회복지사론』, 박 사, 1989, p.89.

  2. 정당성 위기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복지의 발달

해방이후 195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는 전쟁 이재민 구호를 위

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었을 뿐 사회보험제도는 없었다. 이 

중 연금보험은 공무원 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

년), 국민연금(1988년) 순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연금보험제도 도입에

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1960년대 들어서면서 발생한 5‧16은 “정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한 시대를 구획 짓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 다”(이

두호 외, 1991, p.245). 5‧16 군사혁명위원회의 대국민 공약에서 밝힌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이라는 문제의식은 이 나라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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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생활보호법｣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구빈법을 탄생시켰다(이두

호 외, 1991, p.246). 그리고 1962년에 개정된 제6차 헌법에서 우리나

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제6차 헌법개

정 제30조는 ‘① 모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6차 개정헌법｣ 제30조에 도입한 ‘사회보장’의 개념과 ｢생활

보호법｣의 ‘사회복지 향상’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목표의 실현은 달성되지 못하 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에서 찾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이며, 경제적으로는 극단의 경제우선주의에 기반

한 ‘압축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우명숙, 2011, p.140). “여기서 발전

국가는 ‘국가복지’의 발전을 경제성장에 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억제

하는 한편,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구주의적’으로 활용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권

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채택되고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혜경, 1993; Goodman and Peng, 1996; Kwon, 

1999; 우명숙, 2011, p.140에서 재인용).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은 헌법에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보호

법을 제정한 것 외에도 국가 엘리트 그룹에 대한 선 사회보장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주요 복지제도 도입시기를 보면, 공무원 연금(1960년), 군인

연금(1961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1975년), 공무원․교사 의료보험

(1979년) 등으로 대체로 산업노동력에 대한 제도에 비해 먼저 도입되었

다. 국가 엘리트 그룹에 대한 선 보장에 대해서는 양재진은 제 3공화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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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기 전에 부족한 정당성을 보

충하고자 국가 운 에 필요한 특수집단 엘리트에 대해 제한적이나 공적 

복지에 착수해, “이들 집단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은급적 성격의 제

도 도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양재진, 2004, p. 94). 

이 시기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지만, 개정헌법의 정신을 실현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

이 부족하 다. 파이이론(pie theory)에 따른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지

배적이었고, 경제개발 조차도 투자자원의 부족으로 허쉬만(Hirschman, 

A. O.)의 불균형 성장이론79)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낮은 수준의 공공부조

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보험제도 도입이었다.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제도 도입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에 유리한 방식

이다. 정부도 이러한 의도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남찬섭(2006)에 의하면, 

1973년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이 각각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국민

연금복지법안 중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법안의 내용이 주무부처인 보건사

회부의 안보다 더 재정확보에 주안점을 둔 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

건사회부는 적용대상 500인 이상 사업장에 보험료율 2%인 반면에, 경제

기획원은 전국민 대상으로 보험료율 10% 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에 대

한 일반적인 경제기획원의 행태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복지

라는 차원보다는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수단으로 국민

79) 허쉬만(Hirschman, A. O.)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한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관효과가 크고 국내 자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선도산업을 육성하
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전략이다. 그는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 
광범위한 산업에 균형적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비효율적이라고 지
적한다. 따라서 저개발국이 부족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위한 선
도적 부문을 선정하고 이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점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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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을 도입하려고 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80)(남찬섭, 2006. p. 

38). 이후 이러한  흐름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에서 적립방식을 채택하

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의 특성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추론

된다.

〔그림 7-2〕 연령대별 상대 빈곤율: 한국과 OECD 평균

적립방식 채택은 오늘날 OECD 국가 노인 상대빈곤율 1위, 자살률 1

위라는 불명예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노인은 

오늘의 한국사회 토대를 구축한 분들로서, 사회보험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일제 강점기, 6.25동란, 개발시대에 ‘피와 땀’으로 사회보험료를 지불

80) 이러한 주장은 남찬섭(2006)외에도 정무권(2004), 강명세(2002), 양재진(2006) 등에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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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사회는 노인들의 이러한 노력을 백안시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자원 마련을 우선시 하는 제도를 도입하 다. 결국 한국

의 복지제도는 ‘작은’ 복지국가(a small welfare state)를 지향하게 설계

되어 있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발전국가의 복지제도 

개입이 가져온 역사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3. 개발주의적 접근의 일환으로서의 복지의 발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특징 중의 하나는 복지제도 발달과정이 기업규모

가 큰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하향식(top-down)으로 접근하 다는 점

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복지81)가 발달82)하 다는 점이

다. 이러한 특징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다.

먼저 하향식 복지제도 발달의 맥락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사

회보험의 하향식 접근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 국가 엘

리트 그룹에 대한 선 보장이다.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하 으므로 여기서

는 논외로 한다. 둘째, 대규모 사업장부터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순

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도입이다. 예컨대, 건강보험의 경우 1976년 

의료보험법 전부개정으로 500명 이상 사업장이 강제 가입된 후 1980년 

81) 기업복지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균은 기업복지를 “노동자를 고용
한 기업주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하여 제공하는 모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실시체계이며, 보수적 성격이 강한 현금급여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법정복지는 제외한다” (최균,1993.p.48). 본 고에서는 최균의 
정의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되고, 노동조건적 성격이 강한 퇴직금은 기업복지에서 제외
한다.

82) 송호근(1993)에 의하면,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기업복지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6.9%(1988), 일본 3.8%(1988), 국 2.6%(1984), 독일 2.6%(1984), 프랑스 
4.2%(1984)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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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1981년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1983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리고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1964년 5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출발한 산재보험도,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도 유사

한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별 하향 접근에는 국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전주

의적 전략, 기업의 재정상태, 대기업의 노동력 확보 차원 등의 복합적 요

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사회보험이 도입되던 시기인 1977~1981

년까지의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동안 기능공 부족인원은 약 30만명

으로 추계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족 현상이 1980년대에도 지속되어 

1985년의 경우에도 기술․기능직 인원 부족이 5만 4천명에 이르고 있었다

(유원상, 1987, p. 59). 기술 기능직 인원의 부족은 기업 간 인력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촉발시킨다. 당시의 상황을 양재진이 “실제로 당시 기

능공 스카웃 현상을 유발해 사회문제가 될 정도 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논문(양재진, 2006, p. 95)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

업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양

재진은 의료보험제도를 ”노무관리차원에서 숙련 노동자들을 유인하고 조

직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양재진, 2006, p. 95).

한편,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이 유보된 후, 1976년 의료보

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있

었음도 밝혀지고 있다. 동법 개정으로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을 고용하

는 대기업에 한해 의료보험제도를, 그리고 빈곤선 낮은 극 빈민층83)에게

는 공공부조인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두고, “정통성 결손

83) 공공부조에서 최저생계비가 적용된 시점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이후 2000년부터이
고, 그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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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정치적 부담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불균형성장과 도시빈민의 문제는 연금제도의 대체품으로서 의료보장제

도가 정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태성․성경륭, 

1993, p. 294~302; 양재진, 2006, p.97에서 재인용)

정부 및 여당의 정치적인 욕구와 기업의 경제적인 욕구가 일치하 으

므로 의료보험제도 도입과정에서부터 정부와 기업은 상호 긴 히 협조하

다. 이 결과, 5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하되, 기업 중심의 조합주의 원리를 적용하고, 보험료는 피고용인과 고용

인이 절반씩 부담하며, 국가는 관리비용만을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다. 양재진은 이와 같은 제도도입에 대하여, “대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본과 긴 한 협조 속에 이루어진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재정개입을 최소

한으로 해야 한다는 발전주의적 논리와 기술관료적 행정편의주주의가 반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양재진, 2006, p. 95).

이와 같이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1980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1981년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1983년 16인이상 사업장으로 그리고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큰 틀이 변하지 않는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반반씩 부담하는 보험료 부

과방식, 행정관리 비용만을 부담하는 국가의 재정부담 방식은 그대로 유

지되고 있었다. 이 결과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에 의한 강제보험이면서 기

업복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기업복지의 발달 맥락에 대하여 살펴보자. 196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는 가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태 고84), 노동시장은 이촌향

도로 노동력 공급초과 상태 다. 여기에 기업의 미약한 재정상태를 감안

84) 서상목 외(1981)에 의하면, 1965년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전국평균 40.9%, 도시 
54.9%, 농촌 35.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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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60년대 이전에는 기업복지가 태동할 수 없는 토양이었다. 어쩌면, 

취업 그 자체가 노동자 복지로 인식되었을 것이므로, 기업가는 기업복지

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은 

일부의 기업에서 부분적으로 기업복지가 시작되었다는 일부 연구에 견주

어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복지는 1960년 말에 발아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균은 안춘식(1989, pp.310~11)의 연구를 인용하여 “소수의 기업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60년대 말부터 노무관리

에 관심을 두고 식당, 여성노동자 전용 기숙사 운 , 의료관계 시설의 운

 등과 같은 기업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하 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최균, 

1992.p.51 ).

본격적인 기업복지는 1970년대 ‘공장새마을운동(1973)’,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 준칙(1984)’, ‘최저임금법(1986),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 

등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기업연금(2005)’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장새마

을운동추진본부의 자료집(1979.5)에서 우리는 공장새마을운동과 기업복

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자료집에서는 “기업가족의 분위기 조성

과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기업주도 노동자 

복지계획을 매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균은 “1970년대 

초에 공장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기업 내 노동자복지에 대한 국가 개

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균, 1993.p.51)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

지만, 이 운동이 지니는 성격, 즉 노동자 계급의 생활배려라는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최장집,1988; 김형기, 1988; 최균, 

1993). 의문은 곧 본 연구의 관심사인 맥락(context)의 단초가 될 수 있

다.“공장새마을운동은 품질관리운동과 결합하여 생산성향상운동으로, 그

리고 노자협조노선의 추구를 통해 노동자를 자본 측에 통합시키려는 자

본 전략의 일환이었다”라는 주장(최장집, 1988, p.185)이 바로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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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공장새마을운동이  공장새마을운동은 1973년 석유파동 이

후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을 비롯한 생산비의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자, 노동자 계급의 노동과정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과 저임금 

유지 그리고 경 가족주의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노동통제방식의 일조치

로서 실시된 것이다”라는 최균(1993.p.51)의 주장 또한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1984년에 이르러 국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준칙(1984.2)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운 지도규정(1984.3)을 제정하여 노동자 계급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 다. 이 조치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치․운 되어 주택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자금, 장학금 

지급, 경조비 등의 지급되기도 하 다. 이들도 공장새마을운동과 마찬가

지로 “1979년 이후 계속된 불황극복 정책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인상억제 

방침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불만을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임금에 직접 

반 함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적 이해에 기초하여 임금인상 억제라는 목적에서 실시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조정찬 등의 주장(조정찬, 1992,p.21; 최균, 1993.p.53에서 

재인용)에서 제3장에서 논의한 경제․산업구조의 발전주의적 논리를 확인

할 수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1987년과 1990년의 노사단체협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체협약 중 기업내 복리후생시설에 관한 조항은 1987년의 경우 

76.8%, 1990년의 경우 86.0%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동기간 동안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1,p.112). 그리고 김대모

의 연구(1990)에 의하면, 기업복지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노사분규

를 경험했을 경우 더욱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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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업복지가 임금인상의 유보라는 역기능을 할 수 있음에 대한 우

려도 보이고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1,p.112).

1986년 12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한 대가라는 관

점에서는 기업복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복지주체로서의 역할

을 기업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송호근(1993)은 

“한국의 기업복지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복지 부담을 지게 된 이유를 일종의 ‘정치적 비용’ 지불”로 해석하

고 있다(우명숙, 2005, p.231에서 재인용).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

행했으며, 자본가는 바로 이러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아래에서 급성장

할 수 있었고, 노동자 복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국가의 기업지원의 대

가로서 치러할 정치적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복지에 대한 국가의 강조 시점의 특징은 경제적 확장기

에 있어서는 임금인상의 억제를 위한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억압적 노동

정책기와 경제 불황을 거친 후에는 회유의 수단으로서의 보상적 성격을 

지니며,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에는 계급적 대응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고 할 수 있다”(최균, 1993,p.53).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기업복지의 전개 

및 확대가 국가복지의 성장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이의 회피 내

지는 대체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피 내지 대체물’이라는 성격은 외국도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보여진다. 1970년대 후반 소위 ‘복지국가 위기론’이 제기되고 레이건과 

대처의 “신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하면서 민간화(privatization)의 경향이 

대두되고, 이의 결과로 고용에 기초한 복지체계 즉, 기업복지 부문에 대

한 관심이 증대하 다”(Ken Judge, 1987; 최균, 1992.p.47 재인용). 그

러나 외국의 경우 국가복지의 성숙 후 대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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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탈정치화와 국가부담의 최소화 방안으로

서의 기업복지가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되어 그 비중의 외국보다 상대적

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2〉 총사회지출에서 민간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Country
공적사회
지출(A)

강제적민간
사회지출(B)

자발적민간
사회지출(C)

총사회지출
(D)

비중
(B/D)

비중
(C/D)

Sweden 29.8 0.4  2.8 33.0 1.2  8.5 

Denmark 30.2 0.2  2.7 33.1 0.6  8.2 

Norway 23.3 1.5  0.8 25.6 5.9  3.1 

France 32.1 0.3  2.8 35.2 0.9  8.0 

Germany 27.8 1.2  2.0 31.0 3.9  6.5 

Italy 27.8 1.6  0.7 30.1 5.3  2.3 

UK 24.1 1.0  5.3 30.4 3.3 17.4 

US 19.2 0.3 10.2 29.7 1.0 34.3 

Japan 22.2 0.8  3.2 26.2 3.0 12.2 

Korea  9.6 0.9  1.5 12.0 7.8 12.4 

원자료: stats.oecd(2014.10.9. 다운로드)

제4절 소결: 제도적 유산의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오늘날 우리나라는 압축 민주주의와 압축 경제성장의 달성하고, 압축 

복지제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제도의 

내용과 질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외형적 평가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다. 그 이유는 본 장의 분석대상인 복지제도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상병수

당 등의 몇 가지 프로그램을 빼고는 다 도입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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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전에는 복지수준과 경제수준 간의 선

형적 관계를 발견하기 힘든 저복지 수준 상태 다. 우명숙의 표현을 빌

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은 ‘산업화 이론’ (the log-

ic-of-industrialism thesis)에 반하는 일탈사례로 취급되었다”(우명숙, 

2011, p. 138). 그리고 민주화 이후 IMF 경제위기는 비록 외부의 강요된 

복지제도 정비 내지는 구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복지예산의 증

가가 괄목하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동 위기는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실렌(Thelen)이 언급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이도 하 다. 

그렇다면,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취한 일련의 복지개혁 및 

‘생산적 복지’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는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는 시킨 패러다임인가?  또한 ‘무상급식’은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 복

지의 길로 들어선 방향전환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기존 

복지국가 논쟁들을 살펴보았다. ‘생산적 복지’의 경우 ‘신자유주의 확장

이다’라고 주장과 ‘아니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투자국가론’

의 경우 신사회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입장과 잔여

적 복지의 국식 버전이라고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

에서 촉발된 보편 선별 논쟁은 실제 정책과는 별개로 논쟁은 ‘선택적 보

편주의’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발전을 추적하

지 않는 ‘현재주의적’(presentist) 입장에 주로 놓여 있어 제도 변화의 연

속성과 변화 기제를 잘 보지 못하고 측면이 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주객관적인 성찰 또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서구와 우리나라 복지국

가 발전기 간에는 객관적인 상황이 대비될 정도로 다르다. 서국의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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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황금기(golden age)에 물적 토

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라는 최악의 조

건이었다. 또한 경제철학 측면에서는 서국의 경우 케인즈주의가, 우리나

라의 경우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는 시대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림 7-3〕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전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이를 감안하여 본 장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하여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이라는 측면의 일제 강점기의 빈민구호 정책에서 출

발하여, 맥락(context)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경제적 요인 등이 복지제도 

형성에 미친 향을 살펴보았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토

대’와  ‘맥락의 향’으로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자 함이다.

논의 결과 일제 강점기의 잔여적 복지의 토대 위에 해방이후 6.25 전

쟁, 당시 재정의 취약함, 외원의 역사와 그 잔재들이 ‘잔여적 복지’와 ‘민

간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즉, 사회권에 대한 인식 

미흡과 빈약한 경제사정은 잔여적 복지로 이어지고, 전쟁의 혼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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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재민의 증가와 빈약한 공공재원은 민간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형성

으로 이어졌다.

5.16 이후 경제개발 시대의 복지제도형성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가 엘리트 그룹에 대한 선(先) 사회보장 형태로 나타났고, 투

자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1960년), 군인연금(1961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1975년), 공무원․교
사 의료보험(1979년) 등의  주요 복지제도 도입 시기가 대체로 산업노동

력에 대한 제도에 비해 먼저 도입되었음이 이를 설명한다. 또한  일군의 

학자들이(남찬섭(2006), 정무권(2004), 강명세(2002), 양재진(2006))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73년 국민복지연금 도입 시도는 그 당시 중

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도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비

슷한 맥락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도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우리나라 복지발달의 있어서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하향식으로 접근하 다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기업복지가 발달하 다는 점이다. 하향식 접근에는 국

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기업의 재정상태, 대기업의 노동력 

확보 차원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기업복지가 상대

적으로 발달한 이유는 자본과 국가 간의 ‘암묵적 거래’로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했으며, 자본가는 바로 이러한 공식

적, 비공식적 지원 아래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고, 노동자 복지에 대한 기

업의 책임은 국가의 기업지원의 대가로서 치러할 정치적 비용이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복지제도가 경로 의존적으로만 발전되어 왔는가? 역

질문인 경로 이탈은 없었는가를 살펴보자. 경로이탈에 대한 개념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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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할 수 있지만, 양적 변화 보다는 질적 변화, 낮은 탈 상품화에서 높은 

탈 상품화로의 이행, 제도에서의 사회권 담보,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

을 종합한 복지철학의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이런 관점에

서 사회권을 담보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도입,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은 경로 이탈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하지만, 몇 가지로 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복지 전반을 경로이탈

적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도 ‘저부담, 저복지’ 형 복지국가에, 안정적 노동시장 지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남 유럽형인 ‘지위 유지

형’ 복지제도 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자 자 비율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제도와 안정적 지위에 있는 자 중심의 사회보험 간의 간극을 메워 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미흡한 현실이다. 

  2. 시사점

여기서는 본 장의 논의 주제인 한국복지 특수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대

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특징 중의 하나는 잔여적 복지이고, 복지발달이 하

향식으로 발달하 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하 다. 동 특성으로 인하여 복

지 사각지대가85)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어느 국

가든 일정정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그러나 잔여적 접근, 하향식 복지

발달은 보편적, 포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다른 나라보다 넓은 사각지

85) 사각지대는 대상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으로 나누어진다. 대상 포괄성은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그리고 급여 충분성은 급여를 받고도 최저 
혹은 적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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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비록 사회보험이 하향식(top down)으로 범

위를 넓혀 왔고, 기초보장이 상향식(bottom up)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보험과 기초보장제도 자체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양자 간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자 업자 등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률은 2014년 3월 현재 국민연금 68.4%, 건강보험 71.8%, 고

용보험 68.6%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생생통계에 

의하면,  2012년 12월 현재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의 잠재적 수급자

는 47.9%로 나타나, 잠재적 사각지대가 52.1%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법정 차상위계층은 171만명(비수급빈곤층 105만명+

최저생계비 100~120% 잠재빈곤계층 66만명)에 이르고 있다(이태진 외, 

2011, p.153).

〈표 7-3〉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2014. 03)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68.4 71.8 68.6

  정규직 82.0 83.9 81.5

  비정규직 39.7 46.2 44.0

한시적 58.5 67.7 63.5

기간제 60.8 71.7 66.9

비기간제 51.3 55.0 52.7

시간제 14.4 18.0 17.7

비전형 23.0 32.1 2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www.kosis.kr, 2014.9.4. 다운로드)

또한, 2012년 자 업자는 571.8만명으로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 업

자(취업자 대비 비중 23.2%)로서, OECD 국가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

에 이어 4번째로 자 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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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13). 자 업자의 92%가 1~4인 규모의 세 자 업에 종사하고 있

으며, 내수위축,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연간 창업률 대비 폐업

률은 85%에 달하며, 특히 음식업 폐업률은 94.3%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

다. 그리고 임시직 고용률은 23.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

은 수준이며, 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현재 32.6% 

수준이다(통계청, 경활부가조사). 자 업자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률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으므로(앞의 표 참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 밖, 소위 사각지대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도의 포괄성이 낮

을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빈곤 및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잔여적 복지와 하향식 복지발달, 그리고 연금제도에서의 재정 중심의 적

립방식 채택 등은 빈곤을 양산하고, 불평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 다. 

1988년 국민연금 설계 시 적립방식 채택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외국의 

노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노인 상대빈곤

율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빈곤의 증가는 자살 등의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을 야기한다. 우리나라  자살율은 1996년까지는 OECD평균보다 

낮았고,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후 약간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 한 후 2006년 감소 한 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

격하게 증가하여 OECD 1위 수준이다(그림 7-4 참조). 이러한 추이는 자

살이 생활의 궁핍과 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39.5%), 가정불화(13.6%), 외로움과 고독(13.0%)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불평등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OECD 

중간 정도인  0.302(2012년)이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고소득

층이 누락된 점을 보완한 김낙연(2014)의 연구결과는 이보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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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의 증가는 건강사회문제의 증가, 사회이동성

의 저하로 연결된다(Wilkinson and Pickett, 2009, p. 20). 따라서 더 

이상 빈곤 및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상대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복

지와 검증되지 않은 시장주의 도입 등은 복지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제도 도입 초기 자본과 국가 간

의 ‘암묵적 거래’로 형성된 기업복지 및 민간전달체계가 오늘날 복지서비

스 질의 하향으로 나타나고, 수가결정 과정 등에서의 역학관계는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의 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제도가 이익집단에 포위될 수 있는 위험을 단순히 기우라

고 치부할 순 없다. 이는 미국의 의료 체계가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따라

서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 적정 수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7-4〕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제1절 문제제기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복지제도의 관리, 운 , 서비스를 담당

하는 조직, 인력, 관련 기제를 의미한다. 즉, 복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급여‧서비스를 이용‧제공받기까지 설계‧기획된 제도‧기준‧규율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직‧인력의 구조, 기능, 절차, 관계 등을 포괄한다(강혜규 

2012). 전달체계의 구성 양태, 운  원리 및 방식, 실효적 작동 상태는 복

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수요자의 체감도와 편의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첫째, 다양한 복지주체(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서비스공급자, 자원부문)간의 거버넌스로서, 각 주체의 권한, 역할 

범위 등을 포함하며, 둘째, 서비스를 위한 자원 확보 및 투입과 관련한 재

정, 인력, 관련기술 등을, 셋째, 운  원리 및 관리 기제로서, 품질관리, 

성과평가, 공공관리와 시장화의 이슈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복지 수요의 포착과 대응, 이에 기반한 복지서비스의 창출 및 

공급,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  및 재정 운용 등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복지 여건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전체 연구과제에서 설정한 “우리사회의 문제들, 우리 복지

국가에 대한 진단, 우리가 지향할 복지국가의 모습과 선결조건”을 탐색하

고자 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복지 전달체계 부문을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복지부문의 특수성을 포착하는 유용한 분석 틀로서, ‘역사적 제도주

의’에서 주목하는 “제도”로서의 전달체계와 그 변화의 “맥락(context)"으

로서의 제도적 환경과 ‘역사적’ 변화 과정을 검토하여, 복지 전달체계가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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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외부적, 내재적 제약의 요소, ‘경로의존’의 경향성과 새로운 변화요

구에 대응하는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파악된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강점과 약점, 변화의 장애요인과 방향성을 

감안하여, 대안 선택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86) 

이를 위하여 첫째, 복지 전달체계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중앙집권화의 기대와 분권 및 지방자치의 진전의 향, 공공 

역할의 한계와 민간 의존의 현실,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시장화의 복지

역 확산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적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복지정책 역별 전달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

보장 부문 전달체계의 구조적 특성(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제도, 

복지 및 고용, 보건, 교육, 여성가족 등의 유관부문), 복지주체간 역할분

담‧거버넌스의 특성(전달체계 역별 기능 및 권한, 연계‧협력 등), 인력 

운용의 특성(복지공무원 제도,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방식 등), 제도 운용

기제의 특성(정보시스템, 민간위탁시스템, 품질관리-평가시스템) 등 4개 

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복

지제도 운 ‧관리의 측면, 수요자 서비스의 측면, 전달체계 관련 제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진행한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화‧분권화와 중앙

정부 역할 범위(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설치 vs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사회보장 역별 통합적 서비스 여건(복지, 고용, 보건 등 조직 통

합 vs 서비스연계 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건), 지방

행정제도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공무원 순환보직, 복지공무원제도의 한

86)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분석틀은 제3절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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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전문서비스 강화 방안), 민간 서비스 공급의 활성화(민간 서비스 지

원시스템과 공공-민간 파트너쉽, 지역기반의 서비스 공급체계, 사회적 경

제 활성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본 장에서 검토하는 전달체계의 범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

스 제도의 관리‧운 시스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공단, 특별

행정기관 등)을 포함하고,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담당하는 민간 서비

스부문의 전반적인 구조와 공공-민간 거버넌스 중심의 고찰도 병행하고

자 한다.

제2절 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변천과정87)

우리의 복지 전달체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같은 특별행정기관

을 설치하지 않고, 각종 복지정책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온 바, 

지자체를 통해 197개 사업(67%)88)이 집행되고 있다. 5대 사회보험제도

의 운 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운

을 담당하며, 고용센터, 지방교육청, 보건소가 주요 사회보장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민간 역의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다

종다양한 시설‧기관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도는 복지 전달체계의 분절성, 중복성 측면의 문제를 야기

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재구조화의 이슈를 촉발하는 주요한 문제 요

인이기도 하다.89)

87) 이 절의 내용은 본 필자의 다음 원고를 보완하여 작성함(강혜규, 2014).
88) 292개 복지사업 중 신청, 조사, 결정, 급여 각 단계에 지자체가 하나라도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부는 복지사업을 16개 부처에서 292개가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보건복지부 사
업이 128개이며,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서 수행되는 복지사업은 약 19천개(직접 수혜성 사업 
6,584개)로 파악하 다(관계부처 합동,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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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사회보장부문 전달체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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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혜규(2011)

89) 특히 몇몇 제도 역의 경우, 유사 분야간 별도의 전달체계로 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복지부 소관 자립지원과 고용부 소관 고용지원 기능으로서, 특별행정기
관인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자활담당부서, 일자리지원센터 등의 업무. 둘째, 아동서비
스의 소관부처는 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등으로서, 유사 기능의 제도 운 . 셋째, 노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자체 노인복지부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업무의 상당부분이 연
계가 필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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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 전달체계 개편 경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80년대 

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90년대 전반부터 정부의 

개편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공 전달체계’가 중심이 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읍‧면‧동)를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시범사업

이 두 차례 실시되었고, 2006년에는 전국단위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조

직 구조 및 업무 재배치가 추진되었다. 또한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 개

편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 복지인력 7천명을 대거 증원하는 정책이 추

진되었다.

그간의 복지 전달체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 복지행정을 

중심으로 변화의 주요 계기와 시기별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전으로서, 정부의 전

달체계 관련 정책적 시도가 전무했던 시기 다. 800명의 채용으로 시작

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최초로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인정한 계

기가 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되고 지자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

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90년대의 10년간이다. 이시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전담기구 설치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이 추진되었을 뿐 그 결과의 정책 반 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1999년, 지

방 별정직 신분은 지방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복지제도의 집

행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며 공공 복지전

달체계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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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및 시기 구분 전달체계관련 주요 변화 주요 복지정책 변화

1960~
1987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도입 이전

∙ 전달체계 관련 정책적 시도 
전무

∙ 생활보호제도 및 시설입소 
중심 복지제도 운

1988~
1999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및 일반직 

전환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1995~99)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1999년)과 함께 
지자체 중심 공공 
복지전달체계 공고화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등은 
현금급여 지급, 시설 입소, 
일부 이용시설 서비스 
연계와 생활보호대상가구 
중심 지원

2000~
2005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정착

∙ 사회복지사무소등 전달체계 
개편 모색, 통합조사‧서비스 
연계 전문화 실험(2004~06)

∙ 기초보장 보충급여 도입과 
자산조사 강화

∙ 조건부수급, 자활지원등 
근로연계방식 도입

2006~
2009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

∙ 복지사업 이양등 지방화의 
본격 추진(2005년 이후)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등 
시군구중심 복지 운 기반 
마련(2005년 이후)

∙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 
관련 복지 전달체계 개선 
TF 운 (2008)

∙ 사회정책의 부각, 정책 
역의 확대

∙ 다양한 서비스의 
제도화(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 보육 등)

2010~ 
사통망 구축 및 
사례관리 사업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필두로 복지중심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관심 고조

∙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에서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실시

∙ 지자체 복지인력 7천명 증원 
결정(2011)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지원단 
운 , 통합사례관리 실시

∙ “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및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시범사업” 실시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요자 
확대에 주목

∙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 
확대등 고용지원 요구 증가

〈표 8-1〉 주요 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변천

자료: 강혜규(2011.11)의 내용은 보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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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5년간이다. 기초보장

의 보충급여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산조사가 강화되고, 근로연계 요소를 

도입한 조건부수급‧자활지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복지행정업무의 질적 변화

가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정책의 핵심이던 보육료

지원 업무가 공공 복지행정의 주요 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자체 

내 전담 복지기구 설치를 시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

이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에서 실험된 통합조사-서비스연계팀 모형을 

반 한 전국단위 시군구 복지행정 조직 개편이 준비되었다. 

넷째, 본격적으로 복지부문의 지방화, 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지자체 중

심의 공공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한층 확대되었다. 2005

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지자체

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민관 협력의 공식 기제로써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의 구성과 운 은 시군구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수행 기반의 마련, 지

역사회 차원의 복지전달체계에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

관 정부부처가 함께한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을 통해 지

자체 복지행정 부서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복지정책 집행, ‘주민생활

지원’이라는 광의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 업무, 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다섯째, 복지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변화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서, 2010년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이

와 병행한 복지부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시군구내 서비스연계팀 인력 배

치를 통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지방자

치단체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3년간 증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 욕구

를 가진 수요자 확대와 함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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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 확대등 고용지원 요구가 증가되는 등 사

회적 위험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보다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 틀의 모색이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복지부문의 '전달체계 개선'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0

년대 중반부터의 전달체계 정책 변화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부문의 독자적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미 80년대부터 제시되었지만, 시범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전국

단위의 전달체계 개편 추진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이다. 

〈표 8-2〉 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정책 내용

착수연도
지자체 중심의 

공공 전달체계 정책 변화
유관 복지분야 
운영기반 변화

2004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06)
 - 통합조사‧서비스연계 전문화 실험  

2005년

• 시군구중심 복지 운 기반 마련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 지자체 사회복지직 증원 결정(1,830명)

• 복지사업 이양등 지방화의 본격 추진
  - 분권교부세제도 운

2006년

•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 
(2006~07)

∘ 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정책관’ 설치
  - 다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행준비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

2008년

• 시군구 ｢희망복지129｣ 모형 개발 •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관련 
복지 전달체계 개선 TF 운

∘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시작

2009년

• 지자체 ‘민생안정추진단’ 설치 
 - 계약직 민생안정요원(900명) 배치
• 시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 ｢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총리실주관, 관계부처 합동, ‘09.6)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정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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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혜규(2012.5)의 자료를 보완 작성함.

복지 전달체계 관련 정책은 공공부문인 지자체 복지행정 구조, 기능, 

인력, 지원기반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 중심의 공공 전달체계 정

착수연도
지자체 중심의 

공공 전달체계 정책 변화
유관 복지분야 
운영기반 변화

 -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총리실주관, 관계부처 합동, 
’09.11)

 - 복지담당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 부처별 복지전산망 연계강화 
 - 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민간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 분권교부세제도 연장 결정(2014년까지)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 시군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실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치

2011년

• 지자체 복지인력 7천명 증원 결정 ∘ 4대보험 통합 징수 시작(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자격관리-부과-급여 
업무는 각 공단)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리 시작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등급) 
심사 시작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사회서비스 
관리원 통합

2012년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
  - 통합사례관리사업 실시

• 다부처 복지정보연계사업 본격 추진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업무 이관)
• 복지부내 ‘복지행정지원국’ 설치

2013년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13. 9.10)에서 
심의‧의결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의 
안전행정부 및 보건복지부 시행 
(’13.11)”

•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13.12.24)에서  
논의‧확정

2014년

• “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14.6~12)

• “민관협력 선도모델 개발·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4.6∼12)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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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부문을 구분하고, 이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 변화에 직접 향을 미치

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중앙부처의 복지행정 지원 정책 강화, 사

회보험관리기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운 관련 시스템 변화 등을 살

펴보았다. 

가. 지자체 중심의 공공 전달체계 정책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부

터 4년반 실시)으로 시작된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시도는 다시 지자

체 내 전담 복지기구 설치를 모형으로 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2006)"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은 지자체 복지행정의 최일선

단위를 시군구로 조정(모든 복지직 시군구 집중 배치)하고,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설치하여 핵심업무(대상자 선정-급여-관리)의 기능별 분

담체계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90)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종료 이전 준비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행

정 개편(2006~2007)"은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을 8대 역 중심으로 재

구조화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모형을 반 함 통합조사팀과 서

비스연계팀을 설치하며,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6급담당)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에는 복지업무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고, 

이와 병행한 복지부서 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시군구내 서비스연계팀 인

력 배치를 통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90) 업무절차별 분담 시스템을 통해 조사의 일관성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연계
팀 운 을 통해 최초로 서비스지원 기반을 마련하 다는 점이 그 성과로 파악된다. 그
러나,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직이 배치되지 않아 실질적인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주민 불
만이 야기되었고,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업무, 읍면동담당의 업무 변화 이외 노인, 장애
인 등 사업담당과는 실질적 시범사업 범위에서 배제된 한계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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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3년간 증원하기로 

결정되었다.91)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

팀을 확대‧개편, ｢희망복지지원단｣을 운 하고,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다(2011.7.13.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2년 4월부터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복합적 욕구

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

비스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운 하도록 하 다. 공공행정의 책임성을 담보

할 사회복지의 주요 실천 방법으로서 '공공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고, 

개별 사례관리사업(드림스타트, 자활, 장애인사례관리, 교육복지투자사

업 등)과 방문형서비스(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돌봄사업 등)간 연계방안

을 마련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

다. 지역 내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개발, 희망복지지원단의 지역 자원 총

괄 및 배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범위를 고용, 주

거, 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 다. 

2013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 방안은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13.9.10)에서 심의‧의결되었는

데,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서, 동 주민센터 개편 모형 중 기

능보강형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통합형․거점형․부분거점형 등 지방행

정의 변화가 필요한 모형은 시범사업을 거쳐 확산전략 수립 시행하며, 농

촌형은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등을 통해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기능 향상

하는 방안(관계부처 합동,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91)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 읍면동에 약 70% 
배치하는 계획으로,  '12~14년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직의 복지업
무 배치(30%)를 병행추진하고, 육아휴직결원 인원(550명), 지방공무원 자연 결원분의 
10%(약 800명)을 복지직으로 충원, 3년간 3,400여명의 인건비 국비보조(지방70%, 서
울50%)가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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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이 제시되었다. 

이후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 시행('13.11)"92)을 통해 '동 주

민센터의 복지허브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동의 일반행정업무를 시‧
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최소배치기준 이행, 복지직·

행정직 간의 협업, 복지동장·복지코디네이터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동 주

민센터 운 을 유지하면서, 사무·기능 조정, 조직·인력 개편, 업무 효율

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이 14개 시․
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 동에는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방문간호사 

등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심

92) 〈표 8-3〉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대책 기대 효과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기능의 읍면동 이관, 

읍면동의 전문적 서비스 기능 강화

-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등 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단계적 확산 추진

복지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보건·고용등 연계, 민관협력 

활성화 등 지역 착형 서비

스 강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업그레이드

- 복지동장제·복지팀·복지코디네이터 배치 등 

복지행정 기반 강화

민원업무와 복지업무가 균형

을 이루는 ‘주민·복지센터’로 

개편 추진

복지담당
공무원 

단계적 확충

- 복지담당공무원 6천명 추가 배치(동 주민센터 

2~3명, 군 희망복지지원단 3명 수준), 

사례관리등을 전담하도록 업무 부여

복지대상자와의 접점인 읍면

동의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

스 제공

행정직등의 
복지분야 근무 

제도화

- 복지분야 근무자 인사우대등 복지업무 기피 

해소방안 

- 지자체의 복지공무원 감축행위 방지 위한 

인력모니터링 방안 등

인력 확충 효과 공고히 정착

민관협력 
활성화

- 복지통장·이장제 확대, 동복지협의체 등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기구와 긴 하게 협조

-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 구성

사각지대 및 복지자원 발굴

취약계층 모니터링 

- ‘민관복지자원 통합DB’ 연계 확대등 개선

- 종합사회복지관 대상자정보 공유 방안 마련

민간자원 활용 확대

복지 지원의 민관협력 강화

 

         자료: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2013.11)의 내용을 표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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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담 지원, 복지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업무 분담, 찾

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방문형 서비스간 연계 강화, 사례관리 대상자 적

극 발굴, 민간 전문인력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소, 고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공공기관 및 복지관 등 민관기관

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조사 및 개발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93) 시범사업 실시 후 2015년부터 

단계적 확산이 추진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자료). 

또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13.12)의 심의‧의결로 "고용복지+센터"

가 올해 6월 하순부터 6개소가 운 되고 있다(연내 추가 3개소 개소, '17

년까지 60개소 추가 목표). 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운 , 고용

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창조경제와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병

행하도록 하는 모형으로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

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

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센터 내 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운 되고 고용서비스(고

용센터, 일자리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새일센터), 복지‧금융서비스(복지

지원팀, 서민금융센터), 문화(복합문화센터) 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인 각 기관의 지위,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로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 소

프트웨어 연계․통합을 추진한다(이상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내용).

93) 특히, 민관협력 선도모델 개발·제공을 위한 시범사업('14.6∼12)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
대 발굴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방문간호사 등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로 복지담당
자와 가구 공동방문, 대상자 정보 공유, 보건소 의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9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나. 복지부문 정보시스템 개편

2010년부터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09년 6월 발표

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을 통

해 알려졌다. 이는 지자체 복지업무 지원시스템으로, 급여행정의 통합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의 안정화-고도화에 따라 지자체 복지행정

부서의 업무수행 시스템 효율화와 함께 복지직의 핵심 업무를 자산조사

에서 복지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과 서비스지원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94)

이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

지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중앙부처 복지급여, 서비스 자격‧이력정보의 통

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부처 복지정보연계사업｣이 추진되었고,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개통되었다. 

이는 부처별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수급 방지, 복지사업 정보 제공,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으로서, 16개 부처 296개 사업의‘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하고, 

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자격변동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고지하거

나, 중앙부처‧지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국민-업무담당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94) 특히 기초보장제도를 비롯 15개 주요 복지급여사업의 업무수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개
편, 자산조사 항목을 통일‧표준화,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하던 조사를 1번의 조사로 해결
하여, 행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자산조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의 전
산연계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조사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여, 시스템 기반의 자산확인 의
존도 향상과 함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산조사 집중을 해소하고, 전문직의 업무 수
행이 요청되는 복지상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할 여력을 만들고자 한 것이
다. 또한 매우 미진했던 급여변동 관리의 강화도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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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지자체 중심의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은 본격적인 복지부문의 

지방화, 분권화의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지자체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

립, 민관 협력의 공식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 은, 시군

구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수행 기반의 마련,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전달체

계에 관심이 두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당시 행정자치부가 주도, 유관부처가 함께한 "지자체 주민생활지

원 기능 강화 개편"을 통해 지자체 복지행정 부서에서 사회정책 부처의 

복지정책 집행,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광의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

도록 조직, 업무, 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라. 중앙부처의 복지행정지원 정책 강화

2008년 보건복지부내 공공-민간-정보관련 ｢복지 전달체계 개선 TF｣
가 운 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본 설계가 착수되었고, 2009년

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합동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

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복지부문의 사업 중복, 조정에 집중하여 "복지 서

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

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으로서,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정비하고, 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계획을 발표하 으며,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방안 계획이 포함되

었다. 이후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부처별 복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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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망 연계 강화, 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민간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

안이 포함되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각부처 복지사

업의 대상자 선정, 중복 여부 등을 점검‧조정하고,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범위를 101

개 사업에서 186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복지사업의 총괄 조정 및 통합 관

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2012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자료). 또한 

복지부 내 '복지행정지원국(4개 과)'을 설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 다. 

마. 유관부문의 관리시스템 변화

지자체 복지행정과는 다른 축으로 복지 전달체계에 향을 미칠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 관리 운 기구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추진을 배경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설치되었으며, 2007년부터 다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설립되었

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현재 2010년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과 병합운 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 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리는 국

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자 하 고, 장애인등록(등급)심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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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은 주로 사회복지 정책 집행을 담당한 

공공전달체계로서 지자체 복지행정의 조직과 인력에 중점이 두어졌다. 

정책 역에서 대응의 우선순위는 공공 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자

체(시군구-읍면동)의 조직 개편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은 정보시스템, 인력 증원, 지자체 주요 기능의 전담구조 설치‧운 을 중

심으로, 읍‧면‧동의 업무과중 경감, 제도 운 의 효율화, 수요자중심의 서

비스 기반 마련을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본격적으로 복지전달체계의 변화가 추동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

년여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그간의 관련 평가 및 점검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한 추진 정책들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제시한다. 

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먼저 지난 몇 년간의 지자체 중심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부문 추진 정책

의 핵심사업들을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 정보시스템의 혁신, 복지사업

의 통합‧조정,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구분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 다

(강혜규 외 2013; 강혜규 2012의 내용으로 재구성함). 

  1) 지자체 복지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06~07), 복지인력 증원('11~), 희망

복지지원단 운 ('12~ )의 추진으로 읍‧면‧동으로의 업무 집중이 일부 개

선되고, 제도 운 의 효율성 향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기반 마련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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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유관부문간의 공식적 협력 기반 조성, 최일선기관인 읍‧면‧동의 복

지중심 업무 구조 마련은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정책은 기존 전달체계에

서 '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행정체계로부터 분리된 전

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한 조직 재구조화 차원의 접근이 중심이었다. 복지 

전달체계 개선 모형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시군구 단위 설치

가 고려되었으며,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 설치가 시도

된 적은 없었다.95) 또한 이 과정에서 인력 확충은 전혀 없이 지자체 내 조

직 개편 및 인력의 재배치만을 시도한 바,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양한 정

책의 집행 수요로 인하여, 개선 효과는 크게 체감되지 않았다.96) 무엇보

다 지자체의 종합행정 여건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 특수성을 공감

하는 지자체 전반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행정직의 적극

적 복지업무 수행이 필수 요건이었는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

다. 오히려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직이 전

담해야한다는 일반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운 을 통한 공공부문의 '통합사례관리' 수행은 현

금급여 대상자 선정․관리를 중심으로 했던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관행적 

업무 수행절차를 혁신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지자체 내 적절한 

95)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시‧군‧구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96)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의 실제 추진과정에서 읍면동에 신설된 6급의 90% 이상이 일반
행정직이 배치되면서 '무보직6급을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반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를 해소할 대책이 부재한 채,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취지는 크게 
약화(찾아가는서비스, 사례관리 등 곤란)되었다. 복지, 보건, 고용을 비롯한 “8대 역”
의 강조가 실질적 프로그램 및 연계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전산시스템 고
도화를 통해 가능한 통합적 대상자관리, 업무연계는 조기에 추진될 수 없어 개편의 효
과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채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 전달체계 개편의 요구는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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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인력과 구조의 마련, 민간과의 역할범위․협력 방안의 모색 등 지자체

별 사업의 구조가 정착된다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복지 전달체계가 지닌 근본적인 문

제점은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본청은 기획-관리업무, 읍면동은 대민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명확한 업

무의 분리 운 이 어려운 실정이다.97) 또한 '종합행정기관'으로서 동 주

민센터의 업무 여건의 문제이다. 동 주민센터는 총 인력 12명 규모로서, 

이 중 복지담당인력은 약 3~4명 수준이며,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

충을 통해 복지직 배치인원이 평균 2명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업무분담 시스템이 정착된 지자체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100여개를 훌쩍 넘는 각종 복지제도의 정보

를 안내하고 행정절차를 숙지해야 하므로, 한두명의 복지직이 감당하기

에도 어렵고, 일반행정직의 업무 기피는 여전히 심각하다.98) 이는 '찾아

가는' 능동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자에 대한 충실한 상담등 필

수 업무를 어렵게 하는 여건이다(정홍원․강혜규 외 2012, p.128~129).

그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비판의 주요한 지점은 지자체 

97) 예컨대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업무는 '대면서비스'가 핵심인데, 읍면동에서의 
상담이후 본청으로의 의뢰과정이 존재하며, 복지대상자(기초수급등)에 대한 욕구 파악의 
과정이 읍‧면‧동과 본청에서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집중되기 어렵고 정보의 누수, 사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98) 그 동안 국무총리실의 TF 운 ,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통하여 지자체가 일반행정직의 
안정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조치하도록 독려되었으나, 일반행정직이 복지직을 대체
하는 수준의 업무기술‧지식‧태도를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우며, 취약 계층의 대면서비스
를 기피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지자체 
복지인력 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등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대체로 읍‧
면‧동의 사회복지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러나 대체로 1년여를 채우지 못하고 일반직은 전보를 희망하기 때문에, 복지직들은 일
반직의 업무 숙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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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 전달체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서비스를 위한 전달체

계는 관료조직에서 다루기 어려우며, 지역성, 참여성을 강화한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김 종, 2012. 6)는 견해도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

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달체계의 변화를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정보시스템 혁신

행복e음에 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10~ )은 부처별 대상자 선

정을 위한 공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선정의 신속성-정확성, 국민의 신

청 편의성 향상,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의미있는 기제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당시 이는 전달체계 개선을 완성할 사업으

로 홍보되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복지행정업무의 패턴을 전

환해갈 의미있는 기제임이 분명하지만,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기

대효과가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이는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다. 정보연계로 인한 자산조사의 감소가 복지서비스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여력을 만들 것이라는 기본 구도는 유효하지만, 자

산정보 자체의 정확도, 조사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허용수준과 관련한 근

본적 정책변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성과일 

수 있다. 

또한 업무지원 기반으로서 결국 이를 활용하는 업무담당자들의 활용 

여건, 능력에 따라 그 유용성이 결정된다.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상담, 서비스연계 제공을 모색할 업무 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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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기본법을 배경으로 한 본격적인 지역 단위 사회보장거점기관을 마

련될 때,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다.

  3) 복지사업의 통합‧조정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부처별 유사대상‧기능 

제도의 정비('09~ )'로 복지제도간의 1차적 중복가능성의 차단과 행정비

용의 감소를 목표로 하 다. 복지대상 선정 및 조사 기준의 통합‧표준화로 

운  효율성의 제고와 조사관련 전문성의 확보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의 중복성 및 소요인력 등을 사전 

점검하는 중앙차원의 조정기제의 강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분절적인 사회

보장 전달체계의 일선 '칸막이' 해소가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4) 민관 협력 기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05~ )을 통해 시작된 공식적인 민

과 관의 상시적 협력구조는 지역별 편차가 있고, 더디지만 정착중이다. 

또한 지자체별 의도에 따라 민간 참여를 통한 복지사각, 지원 사례 발굴

이 독려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단위 주민의 복지 참여, 주민자치와 복지 

활성화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반, 민간의 복지참여를 견인할 지역단위 

공적 기제 마련은 확산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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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관련 전달체계 정책

사회서비스의 핵심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운 을 사회보험공단

이 담당하게 되면서,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적 접근의 진전이 매우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주민과 착하여 복지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서비스 제

공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노인장기요양제도

의 경우 예방사업, 사례관리를 통한 포괄적 지원 등을 어디에서도 수행하

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확장 추세를 고려

할 때, 향후 복지부문의 전달체계 구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매우 의미있는 

쟁점이라 판단된다. 

2007년 바우처사업을 필두로 한 사회서비스의 확장은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전례 없이 큰 반향을 일으킨 정책이었다. 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예산 지원 방식이 '이용자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가격의 설정, 기

관 진입방식의 검토과정에서 시장화에 대한 지향이 반 되었으며, 이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설치하면서,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

고자 하 고, 이는 중앙으로 사회서비스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기도 하 으며,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는 별도의 전달체계로서, 중복, 분절, 비효율성을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

기되었다. 강혜규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정책관리 차원의 효

과를 설명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바우처 활용은 유효수요 창출, 

서비스지원의 표적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민감도 및 주도성 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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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체계화가 추진된 점은 주목할만

한 변화이지만, 행정부문의 사회서비스 제도 관리운  책임성은 약화되

어 지자체는 양적 측면의 단순 관리에 한정하고 있을 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며 관심도 낮은 실정이고, 지자체의 권한이 약

화됨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연계의 한계,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한 상황은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다(강혜규 외 2012, p.230~232). 

  2) 고용-복지 서비스와 관련 전달체계 정책  

지속되는 저성장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취업지원'의 수요를 더욱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조건의 저하

가 지속되고, 불안정한 생계와 가구여건으로 인한 복지적 지원의 병행 필

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단위 서비스 집행기관에서 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 등에 대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자활을 적극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의 강한 결합의 필요성,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 관련 공공행정

기관(전달체계)의 통합 필요성(강혜규 2011)에 대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센터' 설치"를 기치로, 올해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범사업'이 실시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밝힌대로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은 고용의 역으로 끌어

내어 탈수급을 지원'하고,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주체가 분절적으로 운

하던 관련기관이 공동공간에서 협업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

의 보다 심도있는 사례관리가 가능한 여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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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소프트웨어"의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대폭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센터에 설치되는 '복지지원팀

'의 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가 어떤 범위가 될 것인지, 지자체 복지업무

의 대체를 목표로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복지업무

를 포괄하여) 한 곳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력과 정보시스

템 보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모형으로서 초기에 제시

되었던 "지자체중심형(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형'과 유사한 모형)"

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 바, 본격적인 기능 통합 혹은 조직 통합을 위한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보강되어 갈 것

이라 기대하지만) 현행 고용센터, 지자체 복지행정의 교차 역을 묶어내

는 전달체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참여기관간의 단순 협업 및 역

할분담' 차원을 넘어서는), '하드웨어'의 변화로서, 인력운용 및 조직운  

체계, 기존 고용서비스 행정 및 복지행정 업무들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실

험 모형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1.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개념과 분석틀

‘제도주의’를 풍부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하연섭의 연구(하연섭 2011)

를 인용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틀로 삼고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 

정리하고, 한국의 복지 전달체계가 지닌 특수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태와 모습에 초점을 두어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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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짐에 따라 사회적 결과․정책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파악

하고자 하며, 특정 시점에 형성된 제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이후의 

사회현상에도 계속 향을 미치므로, 특정시점의 ‘맥락’과 그 맥락의 배

경이 되는 ‘역사적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하연섭 2011, p.37)”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맥락(context)의 중요성, 맥락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인 역사(history)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2011, p.43)”

둘째, “행위와 구조적 맥락의 상호작용, 행위와 구조적 제약요인의 변

증법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구조 혹은 제도를 일단 독립변수로 상정하

고, 맥락으로서의 제도적 환경(개인의 행위를 형성 혹은 ‘제약’하는)이 형

성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 아이디어, 권력의 

배분, 계급구조, 집단역학’과 같은 변수들의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중시하

며, 제도가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결과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이다(하

연섭 2011, p.46~47)” 

셋째, “초점을 두는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setting)은 다양한 조직

과 제도가 결합된 조직과 제도의 복합적 모습(configuration)으로서, 조

직과 제도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패턴이 달라지

고, 정책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하연섭 2011, p.51~52)”

넷째, “과거 특장 시점에서 나타난 원인이 현재까지도 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인과관계(historical causation)’, 특정 시점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경로의존(path dependence)’, ‘사건의 

발생 시점과 순서(timing and sequence)’가 사회적 결과에 중대한 향

을 미친다는 역사적 과정을 강조한다. 경로의존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도 강조된다. 사회적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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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새로운 기능적 요구가 제기되어도 그 자체가 지속되는 경향을 지

니며,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므로 최적의 적응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와 제도변화간의 괴

리, 최적의 결과와 실제 결과의 괴리, 역사의 비효율성과 우연성

(contingency)가 강조된다(하연섭 2011, p.56~57).

다섯째, “역사적 제도주의 초기단계에서는 제도 변화의 요인으로 ‘외적 

충격’이 강조되어, 변화는 계속적․점진적 패턴이 아니라, 매우 급격하게 

간헐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되었다. 따라서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juncture)에 주목하고, 제도가 결정적․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과 이로 인해 형성된 제도로 역사적 발전과정

이 새로운 경로를 밟게되고 지속된다는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

librium)'으로 설명한다(하연섭 2011, p.58~59) 

여섯째, “초기 설명방식인 ‘단절된 균형모형(Krasner 등)’이  지닌 한

계(제도변화의 원인로서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 제도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 무시)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Orren과 Skowronek은 제도 구

성요소간의 ‘균열과 갈등’에 주목,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된 복합체로 제

도를 인식(제도의 병렬적 구성 intercurrence)하고, 제도변화의 내부적 

요인,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 점진적인 제도변화 가능성을 제시하

다”.(하연섭 2011, p.67~70)

이와 같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제도로서의 전달체계를 분석한

다면, 제도 형성의 맥락과 역사적 과정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검

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제도로서의 전달체계 형성과정에서 ‘경로의존’

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둘째, 제도의 ‘점진적 변화,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셋째, 구조적 제약요인인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넷째,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결과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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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발견되는가. 이와 관련된 의미있

는 ‘발생 시점과 순서(timing and sequence)’은 무엇인가. 다섯째, 경로

의존의 탈피․극복을 내재한 제도 내적인 ‘균열과 갈등’의 요소는 무엇인가

  2.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다음은 먼저 복지 전달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파악한 주요 특

성을 정리, 제시하고자 한다. 

가. 복지제도의 급속한 성장과 인프라 개편의 지체, 부조화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제 성장과 흡사하게 빠른 속도로 선진 국가의 외

형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 추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은 더디고, 복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 불안과 문제의식은 증

폭되고 있다. 또한 300여가지로 확대된 복지제도의 운 체계로서 복지전

달체계의 변화 시도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매우 미흡했으며,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시도, 복지 인력의 확충, 정

보시스템의 혁신 등은 아직 가시화된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파악할 만큼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부조제도의 핵심 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를 

통해 형평성과 근로동기 부여의 제도적 요소를 지니게 되면서, 적극적 자

립지원서비스를 담당할 전달체계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나, 지자체에 자립

지원담당자가 1~2명 배치되었을 뿐, 이를 위한 본격적인 전달체계의 구

조 변화, 인력 확충은 실천되지 않았다.

2000년대를 지나며 확인된, 돌봄을 위시한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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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재편이 

요구되었으나, 공공 전달체계로서 지자체 복지행정에서 시군구 단위 희

망복지지원단의 운 이 시작된 것은 2년여에 불과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협의의 잔여적 지원에 집중되던 복지

의 개념을 광의의 사회보장 역으로 확장하여, 포괄적인 복지 욕구에 대

응하는 ‘평생사회안전망’을 운 하는 정책방향이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국정과제가 제시되었

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관련 제도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복지영역의 확장 추세와 세부 영역 간 강한 경계, 분절

앞서 〔그림 8-1〕을 통해, 현행 전달체계의 구도는 복지 전달체계의 분

절성, 중복성 측면의 문제를 야기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재구조화의 

이슈를 촉발하는 주요한 문제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

우리는 주목하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주요 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

회보장급여 뿐만 아니라 핵심 사회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제도도 보험공

단에서 관리되고,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지자체의 독립기관으

로, 고용지원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운 되는 등 사회보장 

전달체계는 분산적 구조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를 중심

으로 소득보장과 서비스제도를 집행하는 지자체 복지행정은 점차 주민 

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사회보장 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여건의 조성이 필

수적이나, 기관과의 공식적 연계구조가 부재하거나 사업지침상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정홍원․강혜규 외 2012,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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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의 제약

우리의 복지 전달체계는 고용전달체계와 같이 별도의 특별행정기관 설

치를 시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업무 집행을 위임해 와, 상당수

의 복지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서구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행정

과 사회보장급여 행정기관 혹은 고용-복지(급여)통합 기관으로 구분된 구

도가 보편적이다.

지자체를 통한 복지 전달체계의 형성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행정, 재정

제도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을 반 하는 복지사업의 운 , 복지 투자를 위해 요구되

는 재정 확보의 문제는 지방재정제도에 제약을 받는다. 이는 지방자치제

도의 발전과 복지부문의 분권화 확대에 따라, 복지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근원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 복지전달체계 운 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일반행정직의 복

지업무 기피 현상과 잦은 인력 교체의 문제는 ‘계층제’99)라는 한국의 공

무원제도의 특성이 지닌, 근본적인 인력운용제도 특성에 기인한다. 

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원리 도입으로 인한 민간 복지주체의 정체성 혼돈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한 민간복지기관‧시설은 국가복지의 ‘대

99) 계층제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간에 지휘, 명령복종
관계 또는 단일의 의사결정 중추를 확립하는 것으로 역할체제의 일종’으로서, ‘자신이 
속한 부서나 종적인 서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횡적으로 타 부서에 대한 협조와 배려
를 하지 않는 배타적인 관료제의 병리로서 할거주의의 폐해’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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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인 한편, ‘민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이중적 입지를 갖는다. 복지

역의 특성상 국가의 ‘규제’라는 필요불가결한 요건으로 인해, 민간이 

어떻게 자율성, 주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인가는 시공을 초월한 과제이

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매우 혼돈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시그널 속에서, 

공공성의 확보와 수익 창출의 고민을 동시에 하는 민간 복지주체들의 모

습이 쉽게 발견된다. 

한국전쟁 이후 외원으로 형성된 민간복지시설들의 복지법인화는 이후 

사회복지시설 운 자로서의 복지법인의 입지를 굳히는 기반 혹은 제약요

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7년 바우처사업의 도입, 2008년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에 전격 도입된 시장원리로 

인해, 보호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

리’ 복지서비스 사업 운 의 방향성은 혼돈에 처한 실정이다.

마. ‘인력’에의 과도한 의존 혹은 경시

2006년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이 제시되

기 이전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전달체계 관련 정책은 1987년의 ‘사회복

지전문요원제도’ 운 이 유일했다고 할 수 있다(물론 1995년 보건복지사

무소 시범사업,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본격

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직-업무배치 등의 

여건 마련 없이,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었던 것이며, 인력의 근

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왔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도입은 공공 복

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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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보화와 효율화의 우선 추진이 초래한 정책 효과의 반감

 

IT 강국으로서의 정책 환경은 어떤 선진국보다 빠르게, 혁신적인 설계

의 복지업무지원 시스템을 구현하 다. 2010년부터 운 된 사회복지통

합관리망이 그것이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달체계의 혁신적 변화 시도

는 급여관리의 효율화, 전문화라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보화의 고속 추진은, 이를 이용할 인력의 부족, 업무 여건의 미비

로 인하여 부가적인 부담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초기의 과도한 정책 홍

보(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으로 전달체계 문제 해결)로 인해, 제도 개

선의 기반으로서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하고 점진적으로 효과를 체감해가

기 이전에, 홍보된 효과와 실제의 괴리에 주목하며 정책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표출하게 된 것이다.

  3.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분석 결과

가. 전달체계 형성과정에서 ‘경로의존’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무엇보다 지자체 복지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도는 경로의존의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 위

임해온 복지 행정의 수요가 복지제도의 확장에 따라 크게 확대되고, 복지

업무의 성격도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화 경향과 

결합한 지자체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형성은 일정 궤도를 유지한 채 지속

되고 있다. 

두 번의 시범사업과 2006년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 

2011년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 , 

2014년 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가 전달체계 개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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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 모형으

로 설계되고 있다.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경로의존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새

로운 사회서비스 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만, 전통적 복지서비스를 담

당해 온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복지사업 위탁 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제도적 제약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제도의 ‘점진적 변화,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역사적 제도주의가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변화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

한 급작스런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한다(후기 제도주의 접근에서는 이를 

보완하 지만). 최근 제도주의에서 고려하고 있는 내재적 요인들의 균열

과 갈등의 요소가 전달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점진적인 변화의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외부적 요인으로서, 전달체계 관련 사건사고(2005년 불로동 아동사망

사건, 2009년 복지공무원의 회계 비리 등)로 촉발된 정부의 대응책으로 

착수된 전달체계의 개편 작업이 전달체계의 개편 시도로서 작용해 왔다.  

다. 구조적 제약요인인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도로서의 ‘복지 

전달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의미있는 변수들은 무엇보다 지방행정제도와 

재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

치단체장의 의도와 단체의 역량을 비롯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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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제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의 지표인 국

고보조사업의 분담비율 문제, 자체사업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의 

재원확보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와 상호작용하는 변수는 사회서비스 제도를 우선

해볼 수 있다. 시장원리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설계 방향은 전달체계의 

구도와 요소간의 역동에 크게 향을 미친다.  

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발견되는가. 이와 관련된 의미있는 ‘발생 시점

과 순서(timing and sequence)’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달체계 관련 사건사고로서 2005년 불로동 

아동사망사건, 2009년 복지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은 각각 2006년

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 2010년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이라는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계기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의 전격적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바,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

한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주도성이 약화되어, 서비스 확대의 동력과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

으로 판단된다. 

마. 경로의존의 탈피․극복을 내재한 제도 내적인 ‘균열과 갈등’의 요소는 

무엇인가

복지 수요의 증가, 복지 제도의 다양화, 여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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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추진은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환경적 요인이다. 이

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전달체계의 변모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

은 곧 경로의존적 경향성을 지닌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모습이다. 후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변화 가능성을 내재한(요소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향력을 발휘할) 균열과 갈등의 요소를 찾아보자면, 먼저 지

자체 복지 전달체계의 주축인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의 역할갈등으로 

가시화된, 복지부문과 행정부문의 갈등이다. 또한 복지와 고용, 보건 등 

연계와 통합의 욕구를 지닌 분절된 전달체계 속의 유관부문간의 갈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민간 서비스 부문 전달체계를 보면, 전통적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해 온 

(복지법인 중심의) 비 리 사업자와 바우처등 사회서비스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들의 균열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자체 역동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시도로 가시화되

고 있지 않지만, 이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정책 기획 단계의 작용은 활

발하다.

제4절 소결: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발전 과제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추진과정, 관련 정책들을 점검한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복지모형의 모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는 먼저 제3절에서 도출한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이 지닌 

강점과 약점을 정리, 제시하여, 향후 전달체계 개편 과제 설정에 참고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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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이 지닌 강점과 약점

특성 강점 약점

조직

∙ 지자체행정에 위임, 집중 
된 공공복지 전달체계

∙ 읍면동 주민센터라는 
접근성 높은 일선창
구의 활용성

∙ 사회정책 급여의 분절
적 제공의 비효율성

∙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원 미흡

∙ 지자체 일반행정과의 
모호한 경계속에서 
복지 전달체계의 전
문화 지체

∙ 고용(고용센터), 보건(보건소) 
등 유관부문 전달체계 
독립 운영

∙ 핵심 사회서비스의 
건강보험공단 관리

인력

∙ 지자체 복지행정의 
복지담당공무원 불충분

∙ (전체 공무원 중 복지
담당자의 비율은 낮
지만) 복지담당공무
원 중 사회복지사 자
격증 소지자 비율은 
높은 편 

∙ 공공 복지인력의 전
문성 발휘 여건 미흡

∙ (선진국 대비) 전문 
공공서비스 인력 부족

∙ 지자체 복지행정의 복지직 
공무원 의존성 심화

∙ 공공 서비스인력의 미흡

지원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선진적 사회보장 급

여 통합 관리 체계
-

첫째, 기초보장제도등 현금급여의 관리와 확대된 사회서비스 제도 운

 방안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 행정이 대부분의 복지부문 제도 집행의 책임을 지니고 있

으나, 보다 넓은 사회정책 역의 서비스 제공과 급여관리 기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욕구 역을 포괄하는 지역사

회 기반의 공공행정기구, 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는 범위이다.

셋째, 복지제도의 운 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서 이용자의 

문제 인식․포착, 용이한 접근, 욕구․문제 진단, 급여․서비스 제공을 통한 욕

구 충족․문제 해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 인력, 행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재정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복지행정의 경우, 

표준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의 파악과 재량적 자원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이 타 분야행정보다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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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도가 확대되면서, 다종다양한 사회서

비스 사업기관의 진입-사업운  관리, 지도점검,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 역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제도 운 을 위해 지자체 복지행정에서 담당할 역할은 

매우 크다. 단기간에 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어려운 지자체의 현실, 

지자체별 재정력의 편차가 크고, 단체장의 의지와 성향, 임기에 따라 복

지의 추진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지방에 복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지역의 복지'는 지자체의 책임 확대가 시

간이 걸리더라도 지향할 방안이라는 입장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조율해내

는 것 또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표 8-5〉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과 주요 과제

특성 주요 과제

복지제도의 급속한 성장과 인프라 
개편의 지체, 부조화

• 유관부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gateway 마련

• 지자체 행정의 서비스중심 일선사무소 운
• 현금급여 행정과 서비스 행정의 재구조화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서비스중심 역할 전환

복지영역의 확장 추세와 세부 영역간 
강한 경계, 분절

• 욕구 역별 통합적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의 제약
•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구조 개편
• 지방공무원 ‘계층제’의 단점 보완 및 제도 개선

(직위분류제 고려)

공공성(공공의 책임성) 발현의 지체
• 지자체의 서비스행정 기능 강화
• 부적정수급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원리 도입으로 
인한 민간 복지주체의 정체성 혼돈

• 서비스사업의 재정이전 방식 개편 검토
• 위탁,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정비

‘인력’에의 과도한 의존 혹은 경시
• 공공서비스행정 인력의 확충
• 민간 사회복지사를 비롯, 복지부문 종사인력의 

전면적인 고용의 질 제고

정보화와 효율화의 우선 추진이 
초래한 정책 효과의 반감

• 행복e음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정보시스템의 활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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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제도 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를 크게 구분해 

본다면, 첫째, 지자체 복지행정을 중심으로 내부의 운 체계를 개선하는 

일(지금까지 공공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서 주력했던), 둘째, 지역사회에

서 현재 함께하는 유관부문의 공공, 민간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계-협력 혹은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일, 셋째,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된 핵심 공공기관들의 기능, 업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일 등이 포함될 것이다. 

우선, 지자체 복지행정에서의 "서비스 행정 기능 강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동 단위의 

착서비스로 확대되고, 민간서비스기관과 역할분담, 협력의 구도로 정착

되도록 하는 일은 우선순위가 높다. 또한 지자체 복지행정이 중앙정부에

서 기획된 제도의 집행 보다 '지역복지'를 위한 기획 기능과 서비스 수급

관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 인력 배치, 역량 강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부문의 모든 제도(현금급여와 서비스를 망라한)의 운  과정

에서, “욕구 역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의 강화”가 요청된다. 소득, 일자

리,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의 분야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하고, 공적 보호대상의 욕구 파악(assessment)의 체계화, 지역단

위의 자원 발굴-관리-연계 기반 마련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는 읍면동 주민센터등 유관부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합의

된 gateway의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의 변화를 반 한 조직 차원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지자체 행정의 서비스중심 일선사무소로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광역화, 복지 중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형', '거점형' 모형).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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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부문 제도의 대폭 확대 과정에서 현금급여 행정과 서비스 행정

이 분리된 조직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자체 복지행정을 비롯

하여 고용, 보건, 사회서비스 관리 기구 전반의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한

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특성별 적정 관리운 단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앙정

부와 기초지자체로 집중된 역할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욕구 중심의 서비스 공급 거버넌스를 마

련하는 일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 복지욕구 역별 소관부처

와 지방 운 기관들의 유관성을 고려하여 '업무연계, 인력파견, co-lo-

cation, 조직 통합 등' 가능한 방안이 역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보건소는 공공운 기관 중 복지부문과 협력의 역이 가장 넓은 기관

이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의 핵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 범위 및 연계․협력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부 소관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업무의 경우, 향후 취업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라 고용-복지연계서

비스가 강화될 것이므로, 보다 강력한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복지 수요를 감안한 

기관간 연계․협력․통합 방안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셋째, 제도 운 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적정수급등에 대한 사후 모

니터링의 강화가 요청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적정수급 

관리체계' 마련은 현안과제이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도가 확대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 노인장

기요양 사업평가, 바우처사업 평가 등 분절적으로 운 되고 있는 품질관

리의 체계화가 요청된다. 이용자 서비스 모니터링과 함께, 복지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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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진입, 인증, 평가, 점검 등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방안과 전담기구 설

치 방안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 운 의 핵심 기능 변화, 시스템 기반의 행정여건 변화와 함

께, 지자체 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할 역할의 전환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관리등 복지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업무를 위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복지직 충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행정직의 안정적 복지업무 수행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행정 인력의 확충이 요청된다. 취업지원, 방문보

건, 정신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이다. 이는 조직의 재구조화 

방안과는 무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

사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범사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인력 활용의 

실험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한 탄력적인 공공 인력의 운

용방식 모색이 요청된다.

"사회복지(업무)"는 이제 국민들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매우 넓고 다양

한 역을 포괄하고, 이 중 어떤 부분은 이용자와 착해서 세심한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주로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이와 달리 현금급

여를 지급하는 업무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방

식이 더 타당한 역이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이 후

자의 업무 체계화, 효율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전자의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장해가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할 때, 그간의 협

의의 복지 역에서의 논의를 넘어서, 조직, 인력, 서비스에 대한 부문간

의 상호 이해와 조합된 새로운 전달체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절 문제제기  

최근 OECD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기

회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를 통한 내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정부도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수확충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적 기회와 소득 그

리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경제성장 및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공통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OECD 방식

으로 추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소득불평등은 증가하고, 

소득보다 더 심각한 부의 불평등은 세대를 이어서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재정구조는 ‘저부담·저복지’와 재정의 취약한 재분

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의존

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재정의 미약한 재분배기

능은 내수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복지재정의 특수성과 대안적 
재정체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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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발연대의 재정정책은 더 이상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에 적합하

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체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

며, 소득주도형 경제체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개선 없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살펴본 후,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에 조응하는 재정체계의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2절에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

라 재정정책의 전개과정을 검토한 후,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를 통해 재정

구조의 특징을 살펴본다.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와 불균형성장론이 지배

적이었던 개발연대의 재정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제약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3절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

할을 제시한다. 소득주도 경제체제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

동소득분배율과 분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4절에서는 복지국가의 대

안적 재정체계로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재정민주주의의 기반 확충

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5절은 요약과 정책제언이다.

제2절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특징

  1. 재정정책의 전개과정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사회복지지출로 요약되는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개발연대의 경제논리를 반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빈약한 부존자원, 과잉인구와 과소고용, 물적·인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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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 낮은 기술수준, 협소한 국내시장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수입대체 공업화와 농업개발 및 국내시장을 중심

으로 하는 내포적 개발정책은 무역수지의 악화와 인플레이션의 폭등에 

직면하 다. 1962년 말부터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진행되어 1964년 2월에 수정계획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초기의 내포적 

성장전략은 외자도입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외향적 

개발정책으로 전환되었다.100) 이 시기에 형성된 자본축적과 저임금노동

의 지원이라는 개발연대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향을 미치면

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가. 세제개편

1960~70년대에 걸친 개발연대의 재정정책은 부족한 투자재원의 조달

과 수출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1961년 세제개편은 바로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다. 저임금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면세점을 인상했으며, 생활필수품

에 대한 비과세로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했다. 반면에 자본형성을 촉

진하기 위해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낮추었

으며, 금융기관의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외화소

득에 대한 징세 경감율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이후 1966년까지 외화가

100) 이재은(1989)에 따르면 해방 이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자본축적에 우선순위가 두어
졌으며, 공평성은 세제개혁의 구실에만 그쳤다. 또한 이재율(1992)에 따르면 1960년
대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내수산업보다 수출산업에, 그리고 농업보다 공
업부문에 조세, 금융, 외자배정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그 결과 급속
한 경제성장을 달성되었지만 소득과 부, 그리고 경제력 집중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
게 진행되었다. 곽태원(2012)에 따르면 1960년대 개발전략의 핵심적인 두 축은 저축
동원의 극대화와 외자조달의 원활화로 집약되며, 금융과 함께 조세가 저축 동원과 외
자조달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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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대한 경감종목을 확대하고, 사치성 물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정을 통해 수출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지원했다. 

1967년의 세제개편은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는

데 충실했다.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

화했으며, 공개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고, 부동산 및 사업소득세율

을 인상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에서 70%로 높이고, 주류에 

대한 세율도 인상했으며, 투기적 부동산의 구매와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1968년에는 

소득세·법인세·등록세·물품세율의 인하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소득

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조세감면대상의 확대 등이 추진되었고, 1970년에

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정부는 1973년 초부터 발생한 세계적 불황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공표하

고, 세제상 주요 조치로  저소득층의 부담경감,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

과세, 고소득층의 재산에 대한 중과세, 관세감면대상 품목의 축소 등을 

시행했다. 1973년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수출손실준비금제도와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외화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

했다. 1974년의 세제개혁으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소득세제를 

강화했으며, 중소기업과 비 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경감과 기업

의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환급제의 도입 등을 추진했다.101) 특히 종합소

득세제를 강화하여 종래의 분류소득별 차등세율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

고, 소득세율을 16단계로 늘리면서 최고세율을 70%로 높인 반면 저소득

101) 정부는 1975년 7월 1일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을 시
행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에 징수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완화하 고,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했거나 징세유예된 물품, 또는 이를 원
재료로 가공한 물품이 외화획득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공될 때 관세를 환급해주도
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한성(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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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및 중산층의 세율은 낮추었다. 

이어서 정부는 1975년에 방위세법, 1976년에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

비세법을 제정했다. 1977년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배우자공제, 근로

소득공제, 상여특별공제 등을 인상하고 의료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 등

을 신설했으며, 과세표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의 

한도를 인상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

득세와 법인세의 면세범위를 확대했다. 1978년의 세제개혁은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

며,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세,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수출산업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는 기존의 성장우선형 경제에서 생활·복지우선형 경제로 경

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정부주도형 경제 운

용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었던 시기 다 이 시기는 제5차 경제사회개

발 5개년계획기간(1982~1986년)과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기간

(1987~1991년)에 해당된다. 1981년에 5년간의 한시법으로 「교육세법」

이 제정되어 1991년 만료된 뒤 교육재원을 확충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구세로 전환되었고, 1990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방위세 재원의 일부를 

교육세 재원으로 흡수하 다. 1982년에는 1972년 8·3 긴급조치로 폐지

되었던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부활

하 다. 1989년에는 종합토지세가 도입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

정되었으며, 1990년 3월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이 완성되었지만, 토

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도는 각각 헌법불합치판결과 위헌판결을 

받아 1998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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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삼 정부(1993~1997)는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을 통

해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를 확대시켜 나갔고, 규제완화와 금융자율화의 

차원에서 재정개혁, 금융개혁, 행정규제개혁, 경제의식개혁 등을 추진했

다. 1992년과 1993년에는 지역개발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신설

되었고, 1996년에는 주세의 개편이 있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에 이어

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이자와 배당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득이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세공평성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1996년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했다. 

김대중 정부(1998~2002)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로 집약된다.102) 특히 복지재정 분야는 공공부조, 사회복

지서비스, 사회보험 등 각 부문별로 효율화를 추구하며, 수혜자에게 실질

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수준을 강화하면서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세제의 경우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강조했다. 외

환위기 직후 1997〜1998년의 기간에 취해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소액주주로서 액면

가 합계 3억원 미만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한하

여 10%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둘째,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되 자산의 양도차

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등은 과세이연을 허용하 다. 셋째 기업

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과다차입에 대한 지급이자 손실부인

제도를 도입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

가세를 면제한다. 넷째, IMF와 합의하고 WTO의 협정에 따라 수출손실

102) 김대중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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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해외사업소득공제제

도 등을 폐지한다. 다섯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증

여의제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관계자 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1999년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을 45%에서 50%로 인상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를 2001년도 귀속분부터 재실시하고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

세를 강화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하여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통합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

자로 전환시켰다.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과 근로자 장

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도 세

제상의 주된 조치 다.103)

노무현 정부(2003~2007)는 재정의 역할을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형평의 증진, 국가재원의 최적 배분에 두고, 전

략적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성장 동력의 확충과 국민의 기본수요 충

족 및 미래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민간시장 역할의 극대화를 통한 재정 부담의 절감 등을 

제시했다.104) 특히 재정운용시스템의 개혁과 관련하여 SOC투자 및 중소

기업 자금지원 등과 같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교육·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

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조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래 복지국가를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으로 세수입 증대와 국가채무 

발행 및 양자의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

의를 도입하고, 2005년에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토지분 재산세

103) 김대중 정부의 1999년 이후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이재은(2001) 참조.
104) 노무현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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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활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노

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규범으로 하여 섬

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105)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평생복지기반의 마련, 예방ㆍ맞춤ㆍ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

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 사회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섬기는 정부와 활기찬 시장경제가 능동적 복지에 

선행함으로써 시장중심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맞이한 경제위기로 복지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보

다는 단기적이고 경로의존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했다.106) 또한 감세정책

을 추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었지

만 세원을 확충하는 노력은 대단히 부족했고, 감세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미약하여 적자재정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문제

를 초래했다.1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권별로 차이는 있지만, 1960년대 이후 

정부 기능이 확대되면서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적어도 이

명박 정부 이전까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추세적으로 증가했

다.108) [그림 9-1]에서 보듯이 1972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2.3%와 12.5%에서 2012년 20.2%와 26.8%로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

금제도(1988년)와 고용보험제도(1995년)의 도입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105)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참조.
106)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원섭ㆍ남윤철(2011) 참조.
107)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병목 외(2010) 참조.
108) 황성현(2013)에 따르면 김 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는 동질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감세정책을 채택·유지했다는 점에
서 차별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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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대를 계기로 1980년대 말 이후 국민부담률이 조세부담률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민부담률은 일반정부의 총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그 격차는 200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이명

박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정책으로 세수기반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림 9-1〕 일반정부 총지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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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편 우리나라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의 세율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래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1970년대 이후 큰 폭으로 하락

하 다. [그림 9-2]에서 보듯이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1976년 70%에

서 2014년 38%로 하락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2년 38%에서 2014

년 22%로 하락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방세 이외에 방위세를 포함할 

경우 1982년 최고세율은 50.35%를 기록했지만, 1990년에 방위세는 폐

지되었다.109) 이와 같이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하락하면서 

소득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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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급격히 증가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림 9-2〕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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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지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1962~1971년의 기간에 총재정규모는 연평균 26.4%

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로 재정투융

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기간에 국민총생산(GNP)에서 정부의 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5.4%를 차지했고, 정부의 총지출에서 

일반경비, 국방비,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3%, 26.8%, 

28.7% 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국가에 의한 자본동원의 성격을 

갖는 정부의 재정투융자는 주택, 교육, 보건위생 등 사회기반적 사회간접

109) 지방세와 방위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김학수(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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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산업기반적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지원적 투융자

에 집중되었다. 이 기간에 사회기반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비중은 

14.9%에 불과했다.110)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으로 재정정책의 기조가 당초의 고도성장지향

형에서 안정지향형으로 전환되었지만, 정부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자주국

방체제의 확립, 식량 증산 및 농어촌개발사업의 확충,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능공 양성, 수출 신장,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1972~1981년의 기간에 총재정규모는 연평균 32.1% 

증가했고, 세출 증대는 종합과세의 전면실시와 업세 등 간접세 인상, 

방위세의 신설, 부가가치세의 도입 등을 통해 조달되었다. 이 기간에 국

민총생산에(GNP)에서 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5.5%

를 차지했고, 정부의 총지출에서 일반경비, 국방비, 경제개발비, 사회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8%, 31.8%, 22.1%, 22.1% 다. 이 기

간에도 재정투융자의 40.6%가 산업기반적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고, 농

림수산업과 광공업 부문에 각각 19.4%와 12.6%가 투입되었다. 그럼에

도 1977년부터 시작되는 4차 경제개발계획부터는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

개발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82~1992년의 기간에 일반회계 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8%를 

기록했고, 일반회계예산 중 방위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각

각 30.1%, 16.2%, 7.7%에 달했다. 또한 재정규모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비율은 연평균 37.0%를 기록하여 1962~1981년 기간의 32.8%보다 높

았고, 재정투융자 중 재정융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김대중 정부

(1993~1997년)에서 GDP대비 총재정규모의 비율은 연평균 28.0%를 기

록했고, 1997년부터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110) 1960년대 이후 세제개편 및 재정투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한성(2002)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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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세출을 일반회계로 이관했다. 이 기간에 일반

회계 세출에서 방위비와 경제개발비는 각각 연평균 22.8%를 차지했지

만, 사회개발비는 8.8%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하 고, 2005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

정까지를 포괄하는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했다. [그림 9-3]에서 보듯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

록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9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흑자

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1988년, 

2002년, 2003년, 2007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그림 9-3〕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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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9-1>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 구성을 보면 사회보장 및 복지

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방과 경제관련 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다. 국방과 경제관련 지출 비중은 1995년에 각각 15.7%와 

32.9%에서 2012년에 10.6%와 22.4%로 감소했지만, 동기간에 사회보

장 및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22.9%로 증가했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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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기능별 재정지출 추이(통합재정기준) 

(단위: %)

구분
일반
공공 
행정

국방
공공 
질서
안전

교육 보건
사회 
보장
복지

오락
문화
종교

주택건설
지역사회 

개발
경제사업

주분류
외

지출

1995  4.3 15.7 5.5 18.0 0.7  9.0 0.6 32.9 13.4

1996  4.0 15.0 5.3 17.2 0.8  9.4 0.6 34.6 13.0

1997  4.3 13.3 4.8 16.4 0.8  9.7 0.7 31.3 18.8

1998  4.4 12.1 4.8 14.9 0.9 10.9 0.7 33.2 18.2

1999  3.7 11.2 5.0 15.0 0.9 12.4 0.8 35.6 15.5

2000  5.2 11.4 4.6 15.3 0.7 15.3 0.8 30.5 16.2

2001 14.0  9.9 4.0 14.5 0.5 11.6 0.8 34.1 10.4

2002  6.3 11.6 5.4 16.5 0.4 16.2 1.4 24.5 17.7

2003  5.9 10.9 5.6 15.3 1.0 16.6 1.1 24.6 19.0

2004  4.8 11.0 5.2 15.2 0.9 17.7 1.1 25.4 18.6

2005  4.6 11.0 5.0 15.0 1.1 18.0 1.2 26.1 18.0

2006  4.6 10.7 5.3 14.2 1.1 18.4 1.2 25.3 19.1

2007  5.6 11.0 5.3 14.9 1.0 20.4 0.9 25.5 15.4

2008  5.0 10.8 4.6 15.4 0.9 20.5 0.9 25.0 16.7

2009  5.8 10.5 4.5 14.7 1.1 20.4 1.0 27.0 15.1

2010  5.4 11.1 4.9 15.0 1.2 22.4 1.2 23.9 15.0

2011  5.3 11.1 5.9 15.1 1.0 22.2 1.2 22.7 16.4

2012  5.5 10.6 5.3 15.6 0.9 22.9 1.2 22.4 15.6

   주: 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 및 순융자에서 분야별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 경제사업에는 연료 및 에너지, 농림·수산·수렵, 광업·제조업·건설업, 수송 및 통신, 기타 
경제사업 등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재정구조의 특징112)

1970년대 이후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및 복지의 지출 비

111) 1995년 정부의 통계기준 변경으로 이전 시기의 복지지출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시계
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문형표·고 선(2000) 참조.

112) 한국의 재정구조에 대해서는 강병구(2014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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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증가했지만, 복지국가 유형별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앵글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113) <표 9-2>에서 보듯이 

OECD 국가의 주요 재정지표를 보면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그리고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가장 크고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또한 서유럽형 다음으로 높지만 금융부채비율은 

가장 적어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스칸디나비아형 복

지국가는 높은 조세부담률을 통해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는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

지지출이 낮아 ‘저부담 저복지’ 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

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유럽형과 앵글로색슨형 복

지국가의 조세부담률은 비슷하지만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높은 국민부담

률은 이들 국가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가 발달하 음을 의미한

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과 재

정지출이 모두 작아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114), 

국가채무 또한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 된

다.115)

113) 복지국가의 유형화는 Castles(2004)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유럽형을 제외하면 이러한 
복지국가의 구분은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적용한 Esping-Andersen 
(1990)의 자유주의(앵글로색슨형), 조합주의(서유럽형), 사민주의(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와 대체로 일치한다. 

114) 윤 진(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정부-저복지-저부담’의 유형으로 분류
되는 가장 보수적 국가군에 속한다. Torres(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갭
(revenue gaps)과 재정지출갭(expenditure gaps)은 각각 –3.4와 –9.5를 기록하여 
비교되는 국가들의 소득수준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에도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이 각각 GDP 대비 3.4%와 9.5%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115) 그러나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율과 공기업 채무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
성이 크게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00년 111.2조원(국내총생산 대비 18.4%)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2012년 443.1조원(국내총생산 대비 34.8%)로 급격히 증가하
고, 2012년 공기업 채무는 일반정부 채무의 118.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와 공기업 채무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2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75.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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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OECD 국가의 주요 재정지표(2011년) 

(단위: GDP 대비 %)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일반정부
총지출

공공사회
복지지출

일반정부
총금융
부채

스칸디나비아형 36.2 44.5 52.1 27.4  50.5

앵글로색슨형 25.8 29.3 43.5 20.7  77.1

서유럽형 26.3 41.2 51.0 27.8  88.7

남유럽형 23.7 35.1 49.2 25.8 125.3

(한국) 19.8 25.9 30.2  9.1  36.2

OECD 평균 25.0 34.1 45.9 21.7  78.5

   주: 1) 일본과 터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2010년과 2009년 수치
        2) 앵글로색슨형(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국, 미국), 스칸디나비아형(덴마크, 핀

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남유럽형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자료: www.oecd.org/statistics

한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미

치지 못하지만 재정지출 비중은 높아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

는 곧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보여준다.116) <표 9-3>에서 보듯이 일반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지방정

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지만, 조세수

입과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다. 반면에 지방정부의 이전수입 비중은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작고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볼 

때 단일국가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재정분권이 발달한 

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병구(2010), 조 무(2013) 참조.
116) 물론 이러한 양적 지표를 통해서 재정분권화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재정지출

의 내용과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에서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율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우명동(2012)에 따르면 재정분권을 측정하는 현상적인 지
표보다는 지방재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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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지역 착형 공급을 통해 예산지출

의 효율성을 유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9-3〉 재정분권 지표(2010년) 

(단위: %)

재정수입 재정지출 조세수입 이전재원

스칸디나비아형 27.8 46.0 25.0 37.5

앵글로색슨형 29.7 30.0 20.2 54.3

서유럽형 19.9 31.7 11.8 68.1

남유럽형 15.2 24.7 12.5 55.7

한국 16.5 43.1 16.7 60.5

OECD 평균 20.5 32.2 15.2 53.1

   주: OECD 국가 중 연방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위스, 미국, 스페
인)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국가는 단일국가임. 연방국가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
출과 수입을 합한 수치임. 연방정부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을 합했기 때문에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다.

자료: www.oecd.org/ctp/federalism/oecdfiscaldecentralisationdatabase.htm 

가. 조세체계

조세체계는 기능과 부담의 조화를 고려해 파악한 다양한 조세들의 

조합으로서 공평성, 효율성, 단순성 등을 바람직한 조건으로 하고 있

다.117) <표 9-4>에 보듯이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조세수입에

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크고,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

117) 그 동안 많은 논자들이 바람직한 조세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Musgrave 
and Musgrave(1989)는 조세수입의 적절성, 공평성, 효율성, 경제의 안정적 성장, 명확성, 
행정비용의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11년 국의 세제개편보고서(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1)는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요건으로 중립성, 단순성, 안정성을 제
시하면서도 외부효과를 시정할 목적의 비중립적 세제의 필요성과 과세환경의 변화를 
반 하지 못하는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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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세의 비중이 크지만 개인소득세의 비중 또한 크고 재정지출을 통

해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구조의 재분배 

기능은 우월하다.118) 반면에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서는 소득세와 부

동산세의 비중이 다소 높지만, 금융자본거래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의 비중은 낮다. 서유럽형 복지국가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아 사

회보험국가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 9-4〉 조세수입 구조(2011년)

(단위: GDP 대비 %)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부동산
세

금융자본
거래세

근로자 고용주

스칸디나비아형 14.8   4.9  9.0  3.8  0.8   0.3  2.4  5.6

앵글로색슨형 10.1   3.4  5.5  2.7  2.3   0.4  1.3  2.2

서유럽형  9.4   2.3  7.3  3.2  1.0   0.5  5.4  7.7

남유럽형  7.4   2.5  6.9  3.6  0.8   0.6  3.0  6.9

(한국)  3.8   4.0  4.4  3.2  0.8   1.9  2.6  2.6

OECD 평균  8.5   3.0  6.9  3.5  1.1   0.4  3.3  5.2

한국/OECD 45.0 134.6 64.3 90.6 74.1 466.3 77.2 51.1

   주: 재산세제는 부동산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가세), 부유세, 상속세, 금융 및 자본
거래세 등으로 구성.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관세 등으로 구성

자료: OECD(2012a).

한국은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은 

반면 법인소득세와 금융자본거래세의 비중이 높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소득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118) Hoeller et al (2012)에 따르면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근로소득의 불평등도
가 높은 상태에서 선별적인 공공이전지출과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해 불평등구조를 완
화하고 있다. 반면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의 불평등도가 낮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공공이전지출과 누진성이 다소 낮은 소득세를 
결합하고 있다. 고경환 외(2012)에 따르면 조세의 누진도는 약하지만 보편적 복지지출 
규모가 큰 스웨덴의 경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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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지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세 중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의 비중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지만 개별소

비세의 비중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이 높

은 이유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낮은 노동소득분배율119), 법

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등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

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의 세부담이 크기 때문은 아니다.120) 소득세

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용 소득 

구간이 높아 고소득자의 과세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연대 이후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가 활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자 비중이 크고, 고소득 자 업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되

어 있으며,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크

기 때문이다. 자 업자의 높은 비중과 낮은 노동소득분배율도 소득세수

의 비중을 낮추는 요인이다.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사회보험의 미가입

자 비중이 높으며,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이다. 

<표 9-5>에서 보듯이 2013년 한국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

함)은 41.8%로 OECD 회원국의 평균(43.6%)보다 낮다. 최고세율이 최

초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13년 제조업 정규직 성인 근로자 평균임금

의 8.6배를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121) 또한 2013

119)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도 감소 혹은 정체되었고, 선진국과의 차이도 
10% 포인트 정도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희(2013), Cheon(2013), 주상 ·전수
민(2004) 등 참조. 2011년 총부가가치액(Gross Value added)에서 우리나라의 피용
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50.3%로 OECD 회원국 평균(53.0%)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120) 전병목(2013)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그는 실증분석을 통해 개인소유주가 경 하는 법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율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이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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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다

소 낮은 수준이며, 일본(37%)과 미국(39.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의 최고 요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그 차이의 대부분은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험료율 차이에서 발생한다. 

2012년에 한국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고 사회보험료율은 8.1%로 OECD 

회원국 평균의 81.8%이지만 고용주의 경우 10.1%로 OECD 회원국 평

균의 59.8%에 지나지 않는다. 

〈표 9-5〉 주요 국가의 최고세율

(단위: %, 배)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사회보험료

최고세율 배수 합계 국세 지방세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한국 41.8  8.6 24.2 22.0 2.2 10.0 18.2 8.1 10.1

일본 50.8  4.5 37.0 26.2 10.8 5.0 27.9 13.7 14.2

미국 46.3  8.5 39.1 32.8 6.3  - 19.3 5.6 13.7

영국 45.0  4.2 23.0 23.0 0.0 20.0 25.8 12.0 13.8

스웨덴 56.7  1.5 22.0 22.0 0.0 25.0 38.4 7.0 31.4

덴마크 60.4  1.2 25.0 25.0 0.0 25.0 8.0 8.0 0.0

독일 47.5  5.7 30.2 15.825 14.4 19.0 40.1 20.5 19.6

프랑스 54.5 15.1 34.4 34.4 0.0 19.6 55.3 13.7 41.6

그리스 46.0  5.5 26.0 26.0 0.0 23.0 45.1 16.5 28.6

이탈리아 48.6 10.1 27.5 27.5 0.0 21.0 42.6 10.5 32.1

OECD 43.4  4.8 25.3 22.8 8.5 18.9 26.8 9.9 16.9

   주: 1) 배수는 제조업 정규직 성인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최초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배율임. 

        2) 법인세 국세는 지방소득세 공제제도를 적용한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8개 국가에서 
법인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3) 사회보장기여금(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3년 기준. 사회보험료의 경우 단일 요율
(flat rate)을 적용하는 국가는 단일요율을 최고 요율로 간주. 2012년 현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OECD 회원국은 13개이며, 고용주의 경우는 14개임.

자료: 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121)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이 최초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3
억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그 배율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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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조세체계는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 과

세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소득탈루율이 높은 자 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저임금체제를 세

제상 다양한 소득공제를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과세자 비

율이 낮다. 더욱이 간이과세제도와 면세제도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반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과세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122)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도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뿐 과세기반

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123) 그 결과 국세감면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124) <표 9-6>에서 보듯이 국세감면액은 2007년 

23.0조 원에서 2013년 30.0조 원으로 증가했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액공제 등을 포함할 경우 33.6조 원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정부의 조세감

면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세지출에 포함되거나 최소한 비망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규모는 2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125)

122) 국세청(2013)에 따르면 201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신고자의 32.7%가 과세미달자이
며, 이들의 급여가 전체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
세미달 추정인원은 전체 납세인원의 25.7%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중 33.4%
가 추계신고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32.1%가 간이사업자이고, 이들 중 
95.5%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이지만 이들의 과세분 매출액은 전체의 0.7%에 불과
하다.

123) 강병구･성효용(2008)에 따르면,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효과
는 미약하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김유찬･김진수(2004)과 윤 선(2010)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24) 세금감면은 조세지출, 비망항목, 경과조치로 구분되며, 2012년 전체 세금감면 총액 29.7
조원은 조세지출(18.3조원), 비망항목(11.1조원), 경과규정(0.2조원)으로 구성된다. 자
세한 내용은 박원석 의원실 조세개혁리포트(제2013-15호) 참조.

125) 자세한 내용은 김재연 의원실 상임위 정책보고서(2013-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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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잠정)

국세감면액  23.0  28.8  31.1  30.0  29.6 33.4(30.1) 33.6(30.0)

국세수입액 161.5 167.3 164.5 177.7 192.4 203.0 210.4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13.3 14.1(12.9) 13.8(12.5)

   주: 괄호 안 숫자는 2012년 실적부터 추가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개 제도의 감면효
과를 제외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낮은 법정세율과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개인과 법인의 실효

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9-7>에서 보듯이 2012년 

미화 10만 달러의 소득 수준인 무자녀 독신자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17.1%)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근로자 및 고

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

며, 특히 고용주의 부담이 낮다.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고용주 부

담의 사회보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16.7%)

의 37.7%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

질적인 조세부담도 낮다. 중견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수준이지만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

료의 비중은 13.4%로 OECD 회원국 평균(23.5%)의 57.0%에 지나지 않

는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한국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부담율은 

27.9%로 34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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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구분

개인소득세(2012년) 법인세(2012년)

개인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험료

고용주
사회보험료

총조세
부담율

법인세율 사회보험료 기타

한국 17.1  5.4  6.3 27.9 14.2 13.4 0.3

일본 15.2 13.1 13.8 49.7 27.2 17.9 4.5

미국 18.7  7.3  7.7 46.3 27.9  9.9 8.4

영국 24.1  7.3 12.2 34.0 21.6 10.6 1.7

스웨덴 36.3  0.0 31.4 52.0 16.0 35.5 0.6

덴마크 42.1  0.2  0.4 27.0 20.3  3.6 3.1

독일 28.3 15.5 14.8 49.4 23.0 21.8 4.6

프랑스 20.0 22.0 41.0 64.7  8.7 51.7 4.3

그리스 30.0 16.5 28.6 44.0 11.2 32.0 0.7

이탈리아 35.6  9.6 17.0 65.8 20.3 43.4 2.0

OECD 평균 26.0  8.3 16.7 41.8 16.3 23.5 2.1

   주: 1)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실효세율은 조세감면전 과세대상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
보험료의 비율로 개인소득이 USD 10만 달러인 무자녀 독신자를 기준으로 산출.

        2) 실효법인세율은 IFC와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중견기업(medium-sized firm)의 실효세율
이며, 총조세부담율은 기업이윤 대비 조세·사회보험료·강제기여금의 비율.

자료: KPMG(2012), IFC and The World Bank(2013)

한편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체

계의 과세공평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표 9-8>에서 보듯이 2011

년에 개인소득의 경우 과세자 상위 10%가 전체 소득공제액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소득세 공제감면액도 상위 1% 흑자 기업에 전체의 

78.7%가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

로 인해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은 물론 자산 과세의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열거주의

에 의한 과세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2003년에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변칙적인 증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 기회

의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재벌 총수 일가의 자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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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에게 부를 증여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처

벌은 미흡한 수준이다.126)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은 조세정의는 물론 기회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일반 시민들의 

납세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을 저해한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127)

〈표 9-8〉 개인소득 및 법인소득 조세감면 현황(2011년)

(단위: 조원, 10억원, %)

소득 10분위

개인소득(과세미달자 제외) 법인소득(흑자기업)

소득비중
소득공제액 흑자법인

소득비중

공제감면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상위   1% 이내 10.6 5.4 2.2 73.87 7,344.0 78.70

 상위  10% 이내  34.3 48.7  19.7 89.02 8,716.7 93.38

 상위  20% 이내  16.7 43.1  17.4 4.34 312.8 3.35

 상위  30% 이내  12.6 36.5  14.7 2.37 120 1.29

 상위  40% 이내   9.9 30.1  12.1 1.64 116 1.24

 상위  50% 이내   7.9 24.6   9.9 0.89 25.4 0.27

 상위  60% 이내   6.3 20.4   8.2 0.55 12.1 0.13

 상위  70% 이내   4.9 17.2   7.0 0.33 8.2 0.09

 상위  80% 이내   3.7 13.9   5.6 0.20 2.2 0.02

 상위  90% 이내   2.7 9.9   4.0 0.60 128.7 0.19

 상위 100% 이내   1.0 3.5   1.4 0.07 0.2 0.00

전체 100.0 247.9 100.0 100.00 9,331.5 100.0

   주: 개인소득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통합소득이며, 근로소득의 총급여와 종합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임. 통합소
득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미달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음. 개인소득공제는 통합소득과 과세
표준의 차액으로 산출했음. 법인소득의 10분위 분포는 각사업연도소득 기준임.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2).

126) 이지수·채이배(2012)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이 회사기
회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27)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편법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강병구(2014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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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

로 인해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그림 9-4]

에서 보듯이 순개인소득세(net personal income tax)로 측정된 한국의 

개인소득세 누진성은 2009년에 0.07로 OECD 회원국 중 폴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128)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고

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은 더욱 

약화되었다.129) [그림 9-5]에서 보듯이 TR(Tax Redistribution)계수로 

측정한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고 있다. 

도시가구(2인 이상 비농가)를 대상으로 추정한 TR계수는 1994년 0.134

에서 2004년 0.208로 증가한 이후 2011년 0.179로 하락했고, 전체 가

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경우에도 2006년 0.178에서 2011년 0.135로 하

락해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더욱 낮아졌다.130)

128) 자세한 내용은 OECD(2012b)와 한국조세연구원(2012) 참조.
129) 강병구(2013)의 추정에 따르면 2008~2011년의 기간에 소득세 감세액 15조 4,733억

원 중 46.1%를 상위소득 10%의 고소득층이 차지하 다. 또한 이은정(2013)의 추정에 
따르면 2009〜2011년의 기간에 법인세 감세액 14조 9,682억원 중 84.3%를 상위 
10%의 법인이 차지하고, 2011년에는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72.1%를 
차지했다.

130) 총소득 대비 납세액으로 측정한 평균세율 에 대하여 TR계수, 즉 의 

값이 작을수록 세부담이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조세체계의 누
진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TR계수의 값이 클수록 조세체계의 누진성은 커
지면서 소득불평등은 감소한다.

   



     여기서 집중곡선 는 %의 하위소득집단이 차지하는 세후소득()의 비중으로

서 세후소득으로 측정된 로렌츠곡선 과는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Abdelkrim(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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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순개인소득세의 누진성지수(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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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누진성지수는 무자녀 단독 납세자를 기준으로 산출
출처: OECD(2012b). 한국조세연구원(2012)에서 재인용.

〔그림 9-5〕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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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

더욱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하경제는 세수기반을 침식

하여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지하경

제는 탈세와 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 불법 

사금융, 부동산 차명등기, 차명계좌, 매출액 누락신고, 이전가격조작,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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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 걸쳐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국내

외에서 조성된 비자금은 사채시장은 물론 세계의 조세피난처를 넘나들면

서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고용주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기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고용인

원을 축소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세기업 종사자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

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부터 2007년의 기간에 평균 GDP 대비 26.8%를 기록하여 34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나. 재정지출구조 

한국의 재정지출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비와 경제사업, 낮은 사

회보호 관련 지출로 인해 공공자원의 배분 효율성과 재분배 기능이 취약

하다. <표 9-9>에서 보듯이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호 관련 지출 비중이 크지만,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서는 상대

적으로 국방과 보건의료지출의 비중이 크다. 한국의 사회보호 관련 재정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국방과 경

제 및 주택 관련 재정지출은 2배가 넘는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구성은 복지국가의 차이를 더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표 9-10>에서 보듯이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

대체형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크지만, 스칸디나비아형과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고대응적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크다. 다만, 스칸디

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앵글로색슨형 복지

국가에서는 빈곤 완화와 보건에 사회복지 지출이 편중되어 있다. 또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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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

램의 비중이 크지만 앵글로색슨형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

고 있다. 한국은 소득대체형 지출 비중이 낮은 반면 사고대응적 지출 비중

이 높은 점에서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 가깝지만,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표 9-9〉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2011년) 

(단위: GDP 대비 %)

일반
행정

국방
공공
질서

경제
사업

환경
보호

주택 보건
오락
문화

교육
사회
보호

스칸디나비아형 12.8 2.9 2.4  8.1 0.8 1.1 14.7 2.5 12.8 41.8

앵글로색슨형 11.8 5.9 4.8 10.4 1.3 1.8 17.8 1.6 13.3 31.3

서유럽형 12.9 2.3 3.4  9.6 1.8 1.5 15.5 2.4 10.9 39.7

남유럽형 17.9 3.2 4.0  8.3 1.5 1.1 13.5 2.0  9.9 38.6

(한국) 15.1 8.6 4.2 20.1 2.4 3.3 15.2 2.2 15.8 13.1

OECD 평균 13.6 3.5 3.8 10.4 1.6 1.5 14.4 2.7 12.4 36.0

자료: www.oecd.org/statistics.

〈표 9-10〉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복지국가유형별 특성(2009년) 

(단위: %)

소득대체형
지출

사고대응적 지출 노동시장 지출

합계
빈곤완화 

보건
사회 

서비스
합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급여

스칸디나비아형 43.6 48.1 36.1 12.0  8.3 3.6 4.7

앵글로색슨형 36.0 57.5 53.2 4.3  6.5 1.8 4.7

서유럽형 46.4 43.2 39.0 4.2 10.5 3.9 6.6

남유럽형 56.2 35.6 33.2 2.4  8.2 2.2 6.0

(한국) 29.6 60.1 51.4 8.7 10.3 6.3 4.0

OECD 평균 45.3 47.8 42.6 5.2  6.9 2.3 4.6

   주: 소득대체형 지출은 노인 현금급여, 유족급여, 무능력관련 급여로 구성되며, 빈곤완화 및 보건 
지출은 보건, 가족 현금급여, 주거 및 기타지출로 구성. 사회서비스는 노인서비스와 가족서비
스로 구성.

자료: www.oecd.org/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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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와 사회보장지출을 

기반으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를 매개로 고용 친화적인 사회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에 앵글로색슨

형 복지국가는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사후적인 빈곤 완화에 집중

해 잔여적(residual) 성격의 복지체제를 대표하고 있다. 서유럽형 복지국

가는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 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수혜 범주별

로 급여율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전반적인 복지급부율은 낮지

만 고령층에 대한 연금급여는 상당히 관대한 지출구조를 갖고 있다.131)

한국의 재정지출은 토건 및 경제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사회 분야

의 투자가 부진해 전반적으로 공공자원의 배분 효율성이 크게 낮다. 도

로, 철도, 항만, 공항,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간접자본은 대

다수 지역에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평가된다.132) 더욱이 분단체제로 인

한 국방비의 과도한 지출이 타 부문의 재정지출 여력을 잠식해 복지국가

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으며, 세계 4위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R&D 

지출 또한 그 효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의 재정지출 구조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원부족으로 비

수급 빈곤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는 66만 가구(117만 명)로 추정된다.133) 또한 기초생활보장제

131) 사회보장지출구조의 복지국가유형별 특성은 1980〜1998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Castles(200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132) 자세한 내용은 박형수·류덕현(2009) 참조.
1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추정결과는 이태진 외(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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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사각지대와 함께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보험의 사

각지대는 내수기반을 위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공적 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28.3%, 2.7%, 33.9%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세 

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수준

에 비해 크게 낮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근

로자인 임시직·일용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은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계층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무려 52.5%에 달

하고 있다.134)  

〈표 9-11〉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재정지출(2009년) 

(단위: GDP 대비 %)

합계
가족급여 보육 및 유치원 초중등

교육현금 서비스 조세감면 보육 유치원

한국 5.31 0.04 0.77 0.20 0.6 0.1 3.6

일본 4.59 0.51 0.45 0.53 0.3 0.1 2.7

미국 5.52 0.11 0.59 0.52 0.1 0.3 3.9

영국 9.92 2.46 1.38 0.38 0.5 0.7 4.5

스웨덴 9.65 1.58 2.17 0.00 0.9 0.5 4.5

덴마크 10.4 1.63 2.27 0.00 0.7 0.7 5.1

독일 6.76 1.16 0.89 1.01 0.1 0.4 3.2

프랑스 8.98 1.44 1.76 0.78 0.4 0.7 3.9

그리스 1.52 1.02 0.40 - 0.1 0.0 -

이탈리아 5.58 0.78 0.80 0.00 0.2 0.5 3.3

OECD 평균 7.13 1.41 0.94 0.28 0.3 0.4 3.8

자료: 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134) 자세한 내용은 이병희(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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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의 확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함에도,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재정지

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9-11>에서 보듯이 2009년 기준 한국의 

보육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지만 유치원과 가족급여는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3. 사회경제적 성과

재정구조의 국제비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

형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주의적 특성을 공유하는 반면, 앵글로색슨형 복지

국가는 잔여적 복지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이념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시장경제에 대한 복지국가의 개입은 단선적이

지 않고 역에 따라 그 정도가 달리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는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2차적으로는 국가가 시

장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135) <표 9-12>에서 보

듯이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앵

글로색슨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보다는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

지국가에서 크다. 우리나라의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각

각 13.9%와 9.1%로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

135) 윤 진 외(2006)은 한국형 복지모형의 구축을 위해 조세 및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기
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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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다. 2010년 우리나라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

율 감소효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칠

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력의 탈상품화

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9-12〉 조세·이전지출의 재분배 및 빈곤율 감소 효과(2010년)

빈곤율 지니계수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감소 
비율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감소 
비율

스칸디나비아형 27.5 7.5 72.7 0.443 0.258 41.8

앵글로색슨형 30.4 12.2 57.8 0.497 0.337 31.7

서유럽형 30.9 8.4 72.6 0.476 0.281 40.7

남유럽형 32.2 13.5 58.1 0.514 0.335 34.9

(한국) 17.3 14.9 13.9 0.341 0.310  9.1

OECD 평균 28.5 10.9 60.0 0.470 0.307 34.4

   주: 칠레,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9년 자료이며, 헝가리, 멕시코, 터키는 자료의 
부재로 제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www.oecd.org/statistics

한편 재정정책은 금융정책,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산업정

책, 거시경제정책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136) <표 9-13>에서 보듯이 주요 사회경제지표에서 스칸디

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가

장 높지만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작고, 고용률과 출산율도 높아 

현재는 물론 미래의 복지재정이 지속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전반

적으로 행복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앵글로색슨형 복

지국가의 경우 1인당 소득수준은 높지만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 또한 높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과 행복지수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

136) 복지국가의 유형별 사회경제적 성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강병구(2014a)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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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빈곤율이 높고 소득불평등 또한 스칸디나비아

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과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행복지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표 9-13〉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과 비교 

(단위: USD 달러 PPP, %)

경제지표 사회지표

1인당 GDP 고용률 빈곤율 지니계수 출산율 자살률 행복지수

스칸디나비아형 36,625 72.8(70.6)  7.5 0.258 1.92 12.48 54.4

앵글로색슨형 34,974 68.7(64.1) 12.2 0.337 1.95 10.70 54.2

서유럽형 34,218 69.1(64.1)  8.4 0.281 1.70 13.60 51.4

남유럽형 24,434 58.6(51.0) 13.5 0.335 1.42  6.13 40.9

(한국) 27,554 63.8(53.1) 14.9 0.310 1.23 33.50 45.4

OECD 평균 30,564 64.8(56.8) 10.9 0.314 1.74 12.70 47.0

   주: 1인당 실질GDP는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200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고용률은 15세 이상 65
세 미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괄호안의 수치는 여성고용률;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중위가처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비중이며, 칠레,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뉴질
랜드, 스위스, 터키의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2009년 수치; 캐나다와 칠레의 합계출산율
(15~49세)은 2009년 수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이며,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
랑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2009년 수치; 행복지수는 OECD의 Better Life Index의 11
개 범주 24개 요소값의 원자료를 정규화하여 구한 평균값; 1인당 GDP와 고용률은 2011년, 
행복지수는 2013년, 나머지는 2010년 자료를 기준.

자료: www.oecd.org/statistics www.oecdbetterlifeindex.org

결국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공평한 소득분배와 재

정건전성을 성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공공자원 또한 효

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앵글로색

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재정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지만,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높아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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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의 역할

  1.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가. 한국경제의 현황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소위 ‘고용 없는 성장’에 

이어 ‘임금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

께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

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잠재성장률 또한 계속 하락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1971~1979년의 기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3%를 기록했지만, 2008~2013년의 기간에는 2.9%로 떨어졌다. 한

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의 기간에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37) 

더욱이 내수기반이 취약한 수출주도형 경제로 인해 거시경제의 변동성

은 매우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평가된다.138) 왜냐하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은 경제주체의 합리적 예

측과 투자 행위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취업과 실업이 반복될 

경우 근로자는 일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의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을 상실하게 되고, 중단된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부가가치 생산액 10억

137) 민간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2013) 참조.

138)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향에 대해서는 Ramey and 
Ramey(1995), Hausman and Gavin(1996), Badinger(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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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당 취업자수는 1970년 156명에서 2012년 22명으로 꾸준히 하락했

고, 최근에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생산성 증가율은 

물론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7~2012년 사이에 노동

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2.3%의 성장을 기록했

다.139)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저임금계층도 복

지국가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140) 

실질임금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반면, 증가된 기업소득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내수부족, 고

용 정체, 자 업 침체, 근로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를 초

래하고 있다. [그림 9-6]에서 보듯이 197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1975년 79.1%에서 2011

년 62.7%로 하락하면서 가계소득의 비중 또한 같은 기간에 79.2%에서 

62.0%로 낮아졌다. 내수 비중도 1975년 80.5%에서 2011년 63.6%로 

떨어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실질임금의 하락과 높은 저임금계

층의 비중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의존도를 더욱 높이

고, 소비 성향이 큰 저소득계층의 소득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소비

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139) 실질임금의 하락에 따른 ‘임금 없는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박종규
(2013) 참조.

140) 저임금계층 비중은 전체 근로자에서 중위임금 2/3 미만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으
로 2011년 우리나라의 저임금계층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평균 16.1%를 크
게 웃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유선(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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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노동소득분배율·가계소득 비중·내수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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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조정) 가계소득 내수비중

   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만큼을 자 업자의 임금소득으로 귀속시
켜 산출. 내수비중은 국민계정의 소비·투자·수출의 합에서 소비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이병희(2013).

한편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소득의 불평등 또한 심화되었다. [그림 9-7]에서 보듯이 1987년 노

동운동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임금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불평등도에 비해 가구소득의 불

평등도가 큰 것은 가족구성원 중 취업자 수와 같은 가구특성 외에도 비근

로소득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14>에서 

보듯이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과세자

의 상위1% 또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비중은 근로소득자에 비

해 크게 높다.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상위10% 계층의 소득점유비중은 

2007년 32.3%에서 2012년 34.0%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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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임금 및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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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는 경성소득으로 측정
자료: Cheon, et al.(2012); Kang and Yun(2008)

〈표 9-14〉 상위 1% 및 상위 10% 계층의 소득집중도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근로소득
상위 1%  6.1  6.1  6.1  6.4  6.5  6.4

상위10% 25.9 26.0 26.5 27.5 27.9 27.8

종합소득
상위 1% 23.7 23.8 22.9 23.8 24.5 22.9

상위10% 57.1 57.6 56.1 57.1 58.1 55.4

통합소득
상위 1%  9.9  9.9  9.9 10.3 10.6 10.3

상위10% 32.3 32.7 32.9 33.8 34.3 34.0

   주: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수치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이이고, 통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임.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4)

또한 소득 대비 부(wealth)의 높은 비율과 불평등한 부의 분배는 복지

국가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 대비 부

(wealth)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자본소득분배율

을 높여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41) <표 9-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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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2012년에 상위 1%와 20% 가구는 각각 총자산의 11.0%와 

64.2%를 차지했고,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액 평균은 43억 4,932만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의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각각 65배와 0.607을 기록

하여 소득보다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으며, 순자산을 기준으로 측정

할 경우 불평등도는 더 크게 증가한다. 2012년에 순자산을 기준으로 5분

위배율은 무려 319배로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

을 보이고 있다.

〈표 9-15〉 자산분배의 불평등지표 
  (단위: 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가구당
평균금액

구성비
가구당

평균금액
구성비

총
자산

상위 1% 396,009  9.9 434,932 11.0

상위20%(a)  96,873 59.7  98,085 63.2

하위20%(b)   1,493  1.1   1,498 0.9

5분위 배율(a/b) 57배 65배 

지니계수 0.606 0.607

순
자산

상위 1% 337,554 10.6 380,030 11.3

상위20%(a)  70,045 50.4 83,328 64.0

하위20%(b)     -70 -    261  0.2

5분위 배율(a/b) - 319배

지니계수 0.629 0.625

   주: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자산을 최하위 20%의 
평균자산으로 나눈 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 및 2012년.

141) 주상 (2014)에 따르면 2012년에 한국의 국부 기준 부/소득 비율은 9.5배로 선진국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민소득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Piketty(2014)는 ‘자본수익률>경제성장률’이라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를 통제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산에 비해 과세대상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개인들에게 소득세에 더해 자
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자본세 도입의 주된 이유이며, 오늘날 세계적으
로 최상위 부유층의 실제 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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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상위계층으로의 자본소득 집중도는 매우 

높다. <표 9-16>에서 보듯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은 총 126조원으로 

상위 1%와 상위 10% 계층이 각각 22.9%와 55.4%를 차지했다. 특히 배

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1%와 상위 10% 계층이 각각 35.7%와 70.3%를 

차지하여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소득집중도가 매우 높다. 통합소득을 기준

으로 할 경우에는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계층이 각각 10.3%와 

34.0%를 차지했다.

〈표 9-16〉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점유 비중(2012년) 

(단위: 조원, %)

구분 총금액 상위 1% 상위 10%

종합소득  126.0 22.9 55.4

   금융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10.6
  7.5
  3.1

29.7
35.7
21.2

60.2
70.3
50.1

  사업소득   75.0 20.6 55.0

  근로소득  39.0 16.2 43.9

근로소득 422.4  6.4 27.8

통합소득 513.5 10.3 34.0

   주: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수치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이이고, 통합소득은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임.

자료: 전순옥 의원실(2014), 홍종학 의원실(2014)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또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여 

양극화와 불평등구조를 확대한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

자의 소득격차는 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력집중 현상은 4대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9-17>에서 보듯이 4대 재벌집단의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4.6%에서 2012년 54.0%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소득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계층 간 이동성을 제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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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

해한다.

〈표 9-17〉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비중 

(단위: GDP 대비 %)

2002년 2007년 2012년

4대 재벌집단 37.3 34.6 54.0

상위1% 기업 54.8 55.3 58.8

   주: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중이고, 상위1% 
기업의 경우는 제조업 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저출산·고령화 현상도 성장잠재력과 복지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율은 매우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12년 1.3으로 떨어지고, 고령화율은 3.1%에서 11.8%로 증

가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14%)를 지나 2026년에 초고령

사회(20%)로의 진입 전망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중

위소득 50% 이하)은 2010년 4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다.

나.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필요성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이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그 경

제는 ‘소득주도 경제체제(income-led economic regime)’로 분류되며,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이윤주도 경제체제(profit-led 

economic regime)’로 분류된다. 만약 소득주도 경제체제에서 자본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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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배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

부의 성장 동인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경제구조는 부채주도 또는 수

출주도 성장으로 고착화된다. 따라서 ‘소득주도 경제체제’에서는 노동친

화적 분배정책과 성장전략이 성장과 분배의 양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18〉 경제체제와 분배정책의 조합

분배정책 및 전략

자본친화적 노동친화적

경제체제

이윤주도

- 이윤주도 성장
- 이론적 신자유주의
- 낙수효과

- 불운한 사회개혁
- TINA

임금주도

- 현실적 신자유주의
- 불안정
- 외적 성장 동인에 의존
  (부채주도·수출주도 성장)

- 임금주도 성장
- 사회적 케인스주의
- 전후 황금시대

출처: Lavoie and Stockhammer(2013).

한국 경제는 이른바 ‘소득주도 경제체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윤주도 

성장전략과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복

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9-8]에서 보듯이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1975년 79.1%에서 2011년 62.7%로 하락하면서 경

제성장률 또한 같은 기간에 7.3%에서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그림 

9-9]에서 보듯이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

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수출의존적인 소

득주도 성장체제의 특징을 나타낸다.142) 

142) 자세한 내용은 Onaran and Galanis(2013)과 홍장표(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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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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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조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만큼을 자 업자의 임금소득으로 귀속
시켜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

자료: 통계청 Kosis, 이병희(2013)

〔그림 9-9〕 주요 선진국의 보정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출처: 주상 ·전수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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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9-19>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분이 1% 포인트 감소

할 때, 소비는 0.422% 감소하고, 투자에 미치는 향은 없지만, 순수출을 

0.35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승수효과만을 고려할 때 한국

의 총수요는 0.115% 감소하지만, 글로벌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감소폭은 

0.864%로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한국 경제의 수출부문이 크

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에 따른 글로벌 승수효과가 국내 승수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친화적 분배정책

이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는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9-19〉 자본소득분배분의 1% 포인트 증가에 따른 수요 변화 

(단위: %)

C/Y I/Y NX/Y 단순합계
총수요

(개별국가 
승수효과)

총수요
(글로벌

승수효과)

유럽 12국 -0.439 0.299 0.057 -0.084 -0.133 -0.245

독일 -0.501 0.376 0.096 -0.029 -0.031 -

프랑스 -0.305 0.088 0.198 -0.020 -0.027 -

영국 -0.303 0.120 0.158 -0.025 -0.030 -0.214

미국 -0.426 0.000 0.037 -0.388 -0.808 -0.921

일본 -0.353 0.284 0.055 -0.014 -0.034 -0.179

한국 -0.422 0.000 0.359 -0.063 -0.115 -0.864

출처: Onaran and Galanis(2013)

  2. 재정의 기능과 역할

국가 재정의 주된 역할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주체들에

게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역할과 고려 사항은 재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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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만 강조되는 항목과 정도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바라보

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의 관점에서 볼 때, 효율성은 경제주체들

의 선택행위를 왜곡시키지 않는 재정정책의 중립성(neutrality)을 의미하

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들에게 가급

적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전지출을 작게 할수록 효율성은 높아진다. 즉,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중립성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일반균형의 상태에 있을 때뿐이며, 불완전경쟁과 불균형 상

태가 더 일반적인 현실 세계에서 중립성을 고수할 경우 기존의 불공평하

거나 불합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개입주의자(interventionist)

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한 현실세계에서는 오히려 공정성(fairness)의 

원칙 위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반대로 생산

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143) 아

울러 재정정책의 효율성 평가는 사회적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정책이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듯이 복지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

할 수 있다.144) 

다음으로 분배구조의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정부는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

다.145) 조세부담의 배분에 있어서 이익설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편익의 

143) 이하의 내용은 우명동·강병구(2007) 참조.
144) 복지지출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Boyer(2000) 참조.
145)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한 복지급여를 마이너스의 조세로 간주할 경우 조세제도의 공평

성에 적용되는 원칙은 재정지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출을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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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능력설은 국가로부터 받

는 편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

는 입장이다.146) 또한 공평과세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금

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자유

지상주의자는 시장에서 상호교환의 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익설의 관

점에 가깝고, 중립성의 원칙에서 가급적 낮은 세율을 주장하지만, 진보주

의자는 능력설의 관점에서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직적 공평성

을 강조한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또한 재정정책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

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으로 인

해 항상적으로 수요 부족 또는 공급 과잉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호황과 

불황의 국면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만약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증폭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국가채무의 증가는 금리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욱

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의 증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 환율이 불안해지고 자본의 해외이탈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의 안정화기능은 단기적인 경기조절기능뿐만 아니

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보수주의 경제학자

들은 재정정책의 길고도 불확실한 시차로 인해 재정정책의 안정화기능을 

부정하지만, 통화정책 또한 시차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비교적 시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구축하는 

는 복지제도에는 사회권(social right)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146) 일찍이 아담 스미스(Smith 1776)는 “모든 국가의 국민은 가급적 각자의 능력에 비례
하여, 즉 국가의 보호 아래 획득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정부를 지원한다.”로 주장하여 
이익설과 능력설을 복합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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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편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즉, 국가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비용

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는 유인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이 있다. 게다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실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채무의 규모 및 총산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의 변화와 접한 관계를 가진다. 적정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및 수입구조를 위협

할 정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재정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

게 된다.147)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규모와 증가율을 축소해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148) 그러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효율

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탄력적

인 재정운용은 정부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변동으로 초래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미래세대가 정부지출의 수혜자일 경우 재정

적자를 통해 조세부담의 일부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149) 더욱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진단과 처방은 복지국가

147) 재정의 지속가능성 조건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실질이자율보다 낮고, 기초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이거나 국채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흑자를 기
록할 경우 재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Roux, 1993; Hemming and Miranda, 
1991).

148)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149) 자세한 내용은 Mankiw(2000) 참조.



370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정화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경우에

는 사회복지 지출의 삭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증

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150) 따라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이라

는 관점에서 볼 때 균형예산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는 재정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체계

  1. 미래 복지국가의 좌표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

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정책은 경제의 성장잠

재력을 확충하면서 성장의 결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151)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

이 존재하지만,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교육 기회를 제약해 인적 자본의 효

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을 제약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50) Burger(2003)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의 감소는 사회지출의 삭감을 위주로 하는 정부
지출의 감축을 통해 달성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킨다.

151) 이러한 정책은 최근 OECD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주
된 내용이기도 하다. OECD(2013)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은 모든 계층에게 기회와 성
장의 결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성장을 의미하며, GDP를 포함하여 교육·건강·환경·안
전 등 삶의 질에 대한 다차원적 고려, 공평한 기회 및 분배, 실천적인 정책 대안의 제
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체계에 대해서는 강병
구(2014a)를 참조해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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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다.152)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의 경우 공평한 분배구조는 내수기반의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

해 고용 증대는 물론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전

제 조건이 된다. 

또한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 공평한 소

득분배, 고용 증대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trilemma)의 관

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즉,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문의 고

용 증가는 불가피하게 임금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153)

그러나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서비스 경제에 대한 이러

한 진단과 처방은 현실의 변화를 올바르게 반 한다고 할 수 없다. 복지

국가의 유형별 비교에서 확인했듯이,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소득 수준과 

고용률이 가장 높으면서 국가채무와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편주의 복지를 통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초래하고, 이

는 다시 세수기반을 확충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154) 다

만,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주장하듯이 개별 국가들은 고유의 문화와 제

152) Myrdal(1968)은 불평등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향을 주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주
장했고, Aghion and Howitt(1998)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재분배정책은 저소
득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lank(2002)는 저소득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경우 효율성 비용은 크지 않고, 오히려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 조윤제·박창귀·강종구(2012)는 소득불균형이 높
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153) 자세한 내용은 Iversen and Wren(1998) 참조.
154) 복지, 고용, 재전건전성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Huber and Stephens(2002), Obinger 

et al.(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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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전의 보편성을 뛰어넘어 

개별 국가에 적합한 복지국가 모형과 그에 조응한 재정체계를 모색해야 

한다.155) 

  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강화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이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낙수효과

에 의존한다면,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

망제도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한다. 이러한 대

안적 재정정책은 기존의 이윤주도 성장전략을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바

꾸는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장전략은 소

득주도 경제체제의 성격을 갖는 한국경제에 보다 적합한 성장전략이

다.156) 특히 거시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의 경우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금융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을 기조로 하는 사회정책과 노

동시장정책, 재정정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이윤주도 성장전략으로 한국의 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

금·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금융 및 산업자본에 관대

한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세제, 재벌 기업의 편법 증여와 

155)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에 대해서는 Hall and Soskice(2011).
156) 홍장표(2014)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총수요의 임금주도성이 강화되어 소득주

도 성장체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체제와 전략에 대해서는 Lavoie 
and Stockhammer(2013) 참조. 이들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체제 하에서 자본친화
적인 분배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는 침체 또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노조입
법의 개선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국제적 투기자본의 관리와 금융거래세의 도입
을 통한 금융부문의 재정적 기여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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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미약한 조세 부과, 임금근로자의 저

임금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하는 조세감면정책, 고용주의 낮은 사

회보장기여금 부담과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그 사례는 재정체

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세수기반

은 확충되지 않아 조세수입이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

렀다. 이러한 개발연대의 재정체계는 복지국가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개발연대의 재정체계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복지국가 시대의 재정체계는 연대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그것

은 곧 우리 사회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

국가 시대에 조응하는 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길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란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변동되면서 경기를 조절

하는 기능으로서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특징으로 한

다.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은 재량적 재정정책과 달리 경기변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으며, 조세 및 재정지출의 변화가 승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총소득의 

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경기변동성의 완화가 장기적

으로 경제성장과 공평한 소득분배 및 빈곤 해소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해외경기에 민감한 한국의 

경우 복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구조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157)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세와 법

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157)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강병구(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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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158) 2012년 세법 개정으로 적

용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별로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소득세법상 유

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마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보유세로 대체해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과거 개

발연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금융투자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선호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수에게 토지 소유가 집중되었지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2006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일

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보유세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 규정을 도입해 다양한 특례 조항을 폐지해

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세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성실 신고에 대한 유인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납세순응도

를 높여야 한다.

  한편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개편과 함께 재정지출의 균형

을 회복하고 재정의 사회투자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호 관련 재정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

158) Piketty et al.(2014)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최적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80% 이
상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Piketty(2014)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연소득에 대
해 약 80%의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성장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 성장의 결실을 보다 고르게 분배
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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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방과 경제 및 주택 관련 재정지출은 평균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부문에 편중된 재정지출은 분단국가의 현실과 개발연대

의 구조적 특징이기도 하다.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와 공

존의 기치 아래 국방비의 지출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투자의 비중을 높

여 나가야 한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를 고려할 때 사회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 가계 부문의 가처분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

진시키고,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미래세대의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한다.

  3. 재정민주주의의 기반 확충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재정운 에 실질적으로 반 하는 과정으

로 정치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159) 다수대표제(majoritarian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부동표는 소득분포와 정치이데올로

기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당은 중산층과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빈곤계층은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 하에서는 빈곤층의 표가 곧 

의석수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정당에 의해 대표되거나 중

도 좌파 정당에 의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례대표

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수대표제 국가에 비해 사회지출의 규

모가 크고 빈곤정책이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160)

159) 옥동석(2004)에 따르면 재정민주주의 또는 재정책임성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160) 선거제도와 사회지출 규모 및 재분배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Sachs(2012) 참조. 그에 
의하면 미국의 다수대표제(FPTP: first-past-the-post) 하에서는 빈곤층의 필요를 경
시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정당의 규율이 약하고 제한적이며, 소선거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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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0〉 선거제도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
(2009년)

사회복지지출
(2009년)

빈곤율 감소
(2010년)

소득불평등 완화
(2010년)

비례대표제 26.8 27.3 68.0 39.3

혼합형 24.5 25.1 65.7 36.0

다수득표제 22.5 22.9 57.2 31.2

   주: 1) 선거제도의 유형은 IDEA의 분류를 따랐으며, 비례대표제(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
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혼합형
(독일, 뉴질랜드), 다수득표제(호주, 캐나다. 미국, 국, 프랑스)로 구분

        2) 소득재분배와 빈곤율 감소효과의 계산에서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2009년 자료 이용
자료: www.oecd.org/statistics. www.idea.int(International IDEA)

<표 9-20>에서 보듯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조세·이전지출의 소득불평등 완화 및 빈곤율 감소 효과는 비례대표제, 

혼합형, 다수득표제의 순서로 크다. 한국은 혼합형으로 분류되지만,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매우 작고, 조세 및 이전지출의 

소득불평등 완화와 빈곤율 감소 효과 또한 다수득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취약한 대표성은 낮은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함께 저복지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재정의 규모와 배분은 공공선택(public choice)의 

대상이고, 취약한 대표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요구가 재

정정책에 제대로 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여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

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방의 주요 산업체와 각 선거구의 부유한 유권자들이 막강한 향
력을 행사하기 쉽다. 더욱이 거액의 선거비용으로 인해 기업지배체제(corporatocracy)
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업의 부는 선거자금 기부와 로비, 그리고 정부와 산업 
간의 회전문 인사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전화되고, 정치권력은 감세와 탈규제, 그리고 
정부와 산업간 특혜성 계약을 통해 보다 큰 부로 되돌아온다. 부는 권력을 낳고, 권력
은 다시 부를 낳는 것이다. 그 결과 정당들은 의회활동에서 더 이상 중위투표자
(median voter)들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자금을 기부할 사
람들에게 비대칭적으로 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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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

평등한 분배구조는 교육기회를 제약하여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하고,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을 제약하며, 사회적 갈등구조를 초래하여 궁

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공평한 분배구조는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과 내수기반의 확충을 통해 고용증대는 물론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대표성의 강화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포괄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를 가능케 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161)

또한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

를 활성화하고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그 성공 여

부는 예산을 개방적으로 논의할 지방정부의 의지와 시민단체 및 지역주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 1월 1

일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가와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미

국의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 또는 False Claims Action)

은 악의적인 사기를 통해 연방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과잉지출하게 한 기

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과잉수령한 금전을 연방정부에 반납하게 하는 소

송으로서 199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유용한 수단

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보험기관에 대한 과잉청구의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공무원에 

의한 국가예산의 불법적인 낭비, 허위청구를 통한 각종 연금기금이나 의

161) 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조정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태욱(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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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기금 등 공공기금의 불법적인 낭비, 조달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의 

과도한 예산지출,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

다.162)

  4. 맺음말

한국의 저부담·저복지 상태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사회복지지

출이라는 재정체계의 특징을 반 하고 있다. 개발연대(1960〜70년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자본형성과 저임금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에 의

해 뒷받침되었으며, 이러한 개발연대의 정책기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조세체계의 측면에서 한국의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소비세, 사회

보장기여금의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금융자본거래세의 비중이 높

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소득세와 고

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은 복지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등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의 세부담이 크

기 때문은 아니다. 법인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개별기업의 이

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득세수의 비중이 낮은 것

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고, 고소득 자 업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되

어 있으며,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크

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고

용률이 낮고,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사회보험의 미가입자 비중이 높으

162) 국민소송제도의 자세한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5) 참조.



제9장 복지재정의 특수성과 대안적 재정체계 379

며,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사회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층

과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조세체계의 수

직적 공평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재정지출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비와 경제사업, 낮은 사회복지지

출로 인해 공공자원의 배분 효율성과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 사회복지

지출 구조는 잔여적(residual) 성격의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앵글로색슨

형 복지국가에 가깝지만,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불균형적인 재정지

출 구조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2차적으로는 국가가 시

장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

체계의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회원국 평균은 물

론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다. 2010년 우리나라 

조세 및 이전지출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소

득불평등 완화효과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소위 ‘고용 없는 성장’과 ‘임금 없는 성

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고용률과 실질임금의 감소는 노동소득분

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반면, 증가된 기업소득은 생산적

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내수부족, 고용 정체, 자 업 침체, 근로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 대비 

부(wealth)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자본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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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여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

른바 ‘소득주도 경제체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윤주도 성장전략과 자본

친화적 분배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

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

정정책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성장의 결실이 사회구성원들

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공평한 분배구조는 내수기반의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고용 증대는 물론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유지

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복지국가의 유형별 비교에서 확인했듯이,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소득 

수준과 고용률이 가장 높으면서 국가채무와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편주의 복지를 통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초래하

고, 이는 다시 세수기반을 확충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복지국가 발전의 보편성을 뛰어넘

어 우리에게 국가에 적합한 복지국가 모형과 그에 조응한 재정체계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이 낙수효과에 의존하면서 감세정책과 ‘작은 정

부’를 지향한다면,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

전망제도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한다. 참여예

산제도의 활성화와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확립도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체계를 위한 과제이다. 이러한 대안적 재정정책

은 기존의 이윤주도 성장전략을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바꾸는 성장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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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의 대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며, 소득주도 경제체제의 성격을 갖는 

한국경제에 보다 적합한 성장전략이다. 특히 거시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

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의 전환이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제1절 문제제기

태도란 “특정 실체를 일정 정도의 선호나 비선호로 평가함으로써 표출

되는 심리적 경향성”(Eagly and Chaiken 1993:1; Bauknecht and 

Neckar 2013:163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복지태도는 복지국가, 

재분배, 불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나 특정 복지제도․정책에 대한 선

호도로 표출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최근 복지태도를 통해 한국 복지국

가의 균열구조나 정치지형을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63). 이러한 추세는 비단 한국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을 둘러싼 한국의 특수성이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그리고 진보와 보

수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복지담론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일자리 불안정성,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부양갈등과 노인

빈곤 문제, 청년실업과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 기피 

풍조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

다. 이로 인해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책에 대한 태도와 실제 혹

163) 2010년을 전후로 한 연구들로 김희자(1999), 우아 (2000), 이성균(2002), 류진석(2004), 
주은선․백정미(2007), 백정미 외(2008), 김신 (2009), 류만희․최 (2009), 이중섭(2009), 
김수완(2011), 김 순․여유진(2011), 노대명․전지현(2011), 김윤태 외(2013), 김희자(2013), 
이현주 외(2013), 권혁용(2013), 우명숙․남은 (2014)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의 복지태도: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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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식된 정책 간의 괴리는 정치적 지지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Bauknecht and Neckar 2013:165)는 점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대선의 경우 ‘누가 국민이 선호하는 복지담론

과 복지정책을 선점하 는가’가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권위주의 정부 하

에서는 낯설었던 이러한 풍경은 민주주의 성숙의 중요한 바로미터 중 하

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 역시 복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

라 기존에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복지태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작은 예산으로 극히 제한된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던 예전의 복지와는 달리, 최근 20여년 사이 복지제도는 상당 부분 국

민 생활의 일부로 ‘제도화’되어 왔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

험은 물론이고, 노인의 약 70%가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5세 이하 모

든 유아에게 열려 있는 보육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 누군가는 복

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미래의 수혜가능성까지를 고

려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의 현재적․잠재적 수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재원 확보의 이슈도 동시에 부각되었다. ‘누

가 내고 누가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자신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

라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그 결과, ‘작은 복지’ 

시절에 추상적으로만 가졌던 ‘다소 모호한 복지에 대한 인상’과는 달리 

상당수 국민들은 복지에 대해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기 시작했고 나름의 

‘분명한 관점과 태도’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 복지국가의 확대를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가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슈이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연구자들은 한편 거시적인 복지국가의 구조

와 제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향(예를 들면, Suhrcke 2001; Svallofrs 



제10장 한국인의 복지태도: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385

2003; Blekesaune & Quadagno 2003; Lipsmeyer & Nordsrom 

2003; Jæger 2006; Wong et al. 2008; Kulin 2011; Roosma et al. 

2012)에, 다른 한편으로 자기이해(self-interest) 나아가 계급이해(class 

interest)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향(예를 들면, Bean & Papadakis 1998;  

Alesina & La Ferrara 2005; Osberg & Smeeding 2006; Edlund & 

Svallfors 2009; Toth & keller 2013)에  관심을 가져왔다. “분배관계

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어떤 측면들을 조합해내는가가 바로 복지정치의 

지형을 결정하게 되며, 역으로 이러한 실천의 과정과 결과는 복지이해의 

수준에 변화를 초래한다. 복지태도는 바로 복지이해의 정치적 전환의 매

개이며, 또한 정치적 실천에 의해 향을 받는다”.(김희자 1999:108)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연구의 측면에서, 복지레짐별로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내적 일관성과 외적 차별성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

고, 그러한 레짐별 혹은 국가간에 복지태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

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매개로 한 한국 복지정치

의 지형의 현 실태를 유추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한국인의 복지태도 I: 복지레짐과 복지태도

주지한 바와 같이, 복지에 대한 태도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레짐(welfare regime)에 따라 복지태도

가 일정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s)의 2006년 “정부 역할”(Role of Government 

IV)과 2009년 “불평등”(Inequality IV) 원자료를 활용하여, 복지레짐

별164) 복지태도의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복지태도는 다



38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성공의 조건, 정부의 재분

배 책임, 분야별 국가책임, 분야별 예산확대에 대한 태도. 

  1. 성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먼저 한 사회에서 성공의 조건에 대한 태도, 즉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열린 사회(open society)로 보느냐, 닫힌 사회(closed so-

ciety)로 보느냐에 대한 인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열린 사회란 “사

회계급의 차이에 따른 제한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회성원들에게 기

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며,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보장되는 사

회”(교육학용어사전 1995)165)를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폐쇄사회는 성, 

인종 등의 귀속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기회가 불균등하

게 배분되어 있어서 사회적 이동이 제한적인 사회를 일컫는다. ISSP 

“Inequality” 자료에는 이와 관련하여 성공의 요건에 대한 질문이 포함

되어 있다. 부유한 가족, 교육받은 부모, 좋은 교육, 야망, 노령, 지인, 정

치적 연줄, 뇌물, 인종, 종교, 성별166)이 성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가 열린 사회의 속성이 강하다

고 생각할수록 부유하고 교육받은 부모와 지인이나 연줄, 그리고 인종, 

164)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국가레짐에 기초하여 자유주의(미국, 국, 
호주, 뉴질랜드), 보수주의(프랑스, 독일, 스위스), 사민주의(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복지국가들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최근의 논의와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
국을 반 하여, 남유럽국가군(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동아시아국가군(한국, 대
만, 일본)도 포함되었다. 2006년 Role of Government VI 버전과 2009년 Inequality 
IV 버전에서 조사된 국가들이 달라, 분석대상국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16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6.29.)
166)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중 부유한 가족, 좋은 교육, 노력, 지인, 뇌물, 성별을 대상으

로 분석했다. 위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군분석(cluster analysis) 결과도 크
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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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성별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귀속적 특성의 중요성이 낮을 것이

며, 대신 노력과 야망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될 것이다. 

〔그림 10-1〕 성공의 조건에 대한 태도(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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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ISSP 2009(Inequality)

성공의 조건에 대한 군분석(cluster analysis) 결과, 자유주의 복지국

가로 분류되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국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하

나의 군집으로 묶여졌다. 또,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노르

웨이, 덴마크, 핀란드와 유럽대륙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 스위스가 유사

성을 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한국, 대만, 포르투갈 그리고 약간의 거리

가 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은 큰 범주에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혹은 여기에 

남유럽 혹은 동아시아를 추가한 다섯 개의 복지레짐 논의와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군집 결과를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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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성공의 조건에 대한 태도(평균점수)

나라
부유한
가족

좋은
교육

노력 지인 뇌물 성별 평균

AU-Australia 2.64 4.06 4.29 3.30 1.26 1.92 2.77 

US-United States 2.83 4.18 4.40 3.40 1.41 1.99 2.94 

I-1집단 2.74 4.12 4.35 3.35 1.33 1.95 2.85 

NZ-New Zealand 2.27 3.93 4.41 3.04 1.18 1.71 2.61 

GB-Great Britain 2.38 3.94 4.14 3.16 1.29 1.82 2.68 

I-2집단 2.33 3.93 4.28 3.10 1.24 1.77 2.65 

I집단 2.53 4.03 4.31 3.22 1.29 1.86 2.75 

DK-Denmark 2.36 3.65 3.40 3.18 1.23 1.88 2.55 

FI-Finland 2.17 3.53 3.75 3.07 1.29 1.96 2.47 

FR-France 2.23 3.84 3.61 2.79 1.38 1.83 2.57 

II-1집단 2.25 3.67 3.59 3.01 1.30 1.89 2.53 

NO-Norway 2.46 3.49 4.09 3.20 1.40 2.13 2.76 

SE-Sweden 2.48 3.69 3.92 3.30 1.26 2.13 2.68 

CH-Switzerland 2.36 3.92 3.80 3.48 1.37 2.25 2.74 

II-2집단 2.43 3.70 3.94 3.33 1.34 2.17 2.73 

JP-Japan 2.55 3.27 3.84 2.58 1.50 1.82 2.47 

II집단 2.37 3.63 3.77 3.09 1.35 2.00 2.61 

TW-Taiwan 2.89 3.67 4.32 3.99 1.93 1.78 2.94 

PT-Portugal 3.09 3.66 4.39 3.42 1.71 2.08 2.92 

KR-South Korea 3.38 3.61 4.29 4.07 2.05 2.28 3.09 

III-1집단 3.12 3.65 4.33 3.83 1.90 2.05 2.98 

DE-Germany 2.92 4.23 3.83 3.75 1.48 2.19 2.95 

ES-Spain 2.88 3.82 3.86 3.53 1.62 2.05 2.86 

IT-Italy 3.13 4.05 3.77 3.75 2.08 2.37 3.00 

III-2집단 2.98 4.03 3.82 3.67 1.73 2.20 2.94 

III집단 3.05 3.84 4.08 3.75 1.81 2.13 2.96 

전체 평균 2.65 3.80 3.99 3.36 1.52 2.00 2.77 

원자료: ISSP 2009(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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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성공의 조건에 대한 국가군별 평균점수

      주: 미국가( 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딕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남유
럽국가(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동아시아국가(한국, 대만)

원자료: ISSP 2009(Inequality)

가장 동질적인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력과 좋은 교육이 개인의 성공에 결정적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이에 비해—특히 뉴질랜드와 

국의 경우—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유한 가족과 연줄망, 뇌물, 여성이라는 

것이 성공에 큰 족쇄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대상국들 중 자신이 속한 사회를 ‘열린 사회’로 간주하는 경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국을 제외하고는 신대륙을 개척하여 만들어진 

나라들—실제로 호주와 미국이 국에 비해 교육과 노력 점수가 더 높다

—인 이들 국가에서 세습적인 신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노

력과 교육 성취 여하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상승, 즉 상향 이동이 가능하다

는 가치관이 강하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성공에 대한 이러한 가치는 복

지태도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즉, 이들은 ‘구체제(앙샹레짐)로부

터 탈출을 감행한’ 선조의 후손으로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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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167). 

이에 비해 노르딕 국가들, 즉 사민주의 국가군에 속한 나라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성(sex)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가

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 하나의 이유로 이들 

나라에서는 ‘성공’과 ‘실패’ 자체가 상당히 희석된 ‘평등주의적 관점’이 

일반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자유주의 국가들이 ‘능력주의 

사회’(meritocracy)를 지향한다면, 사민주의 국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평등주의 사회’(equalized society)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168). 물

론 교육과 노력이 성공에서 다른 요인들보다는 중요하다고 간주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약하다. 부유한 가족과 사회적 연줄

망, 성별도 성공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별이 자유주의 국가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실제 그러하다기보다는 성평등의식이 강한데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3년 성 격차 보고서’(Gender Gap 

Index)에 의하면 성평등지수는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 스웨덴(4

위), 덴마크(8위) 등 노르딕국가들이 모두 최상위에 분포되어 있다(오마

이뉴스, 2013. 10. 25).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이러한 평등주의적 태도는 

167) 이와 관련하여, 김태성(1990)은 미국이 ‘복지후진국’(welfare laggard)으로 지칭되는 
주요 원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봉건제가 없었고, 안전판(safety 
valve)으로서의 신대륙의 광활한 토지와 산업화 초기의 열린 교육기회로 인해 사회이
동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68) 초기 스웨덴의 사민당 당수 한손의 1928년 의회 연설은 이러한 노르딕 국가들의 지향
성을 잘 보여준다: “가정의 기초는 공동체와 연대이다...이를 ‘위대한 인민과 시민의 
집’에 적용하자면, 특권층과 박탈당한 사람들,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못가진자, 빼앗는 자와 빼앗긴 자로 구분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계급 격차를 없애려고 한다면 사회적 돌봄을 발전
시키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이 경제 운 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삶에 받아들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힐슨 20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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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복지국가의 높은 탈상품화와 낮은 계층화의 결과와 무관치 않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평등 추구와 복지(사회임금)를 통한 탈상품화는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성공과 실패 개념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

한 기재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과 남유럽국가들은 성공의 요건에 대해 비슷한 사고방

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르딕국가들에 비해 부유한 가족, 

교육과 노력, 지인과 뇌물 모두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유한 가족과 사회적 연줄망(지인과 뇌물)이 성공

에 중요하다는 판단은 노르딕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권 국가들에 비해

서도 훨씬 더 강하다. 즉, 이들 국가들은—교육과 노력에 비해서는 다소 

덜하지만—세습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성공에 상당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동아시아국가들과 남

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상당히 ‘닫힌 사회’, 즉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된 사회이며, 연대성(solidarity)이 낮고 부패한 사

회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국가의 부패지수

는 35개 OECD 국가 중 한국 55.17점(22위), 일본 53.55(24위), 스페인 

41.96(27위), 이탈리아 34.03점(30위), 포르투갈 26.57점(33위)로 최하

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169)(OECD 2011:93), 인식과 실태가 거의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부유한 가족과 지인이 성공에 중요

하다는 점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다. ‘부유한 가족’은 3.38점으로 

평균에 비해 0.73점이 높고, ‘지인’은 4.07점으로 평균보다 0.71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은 ‘노력’ 다음으로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169) 이에 비해 덴마크 88.57점(1위), 핀란드 85.75점(2위), 스웨덴 83.53점(3위), 뉴질랜
드 82.23점(4위), 호주 80.71점(5위) 등으로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이 가장 투명
한 국가들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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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혔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는 ‘연줄망 

사회’로 간주하는 논의들도 이러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예컨대, 이재열

(1998)은 한국사회가 ‘어느 사회 못지않게 연줄망이 발달한 사회’로, ‘사

회적 연줄망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결혼과 경제

생활, 그리고 정치적 선택 등 일상생활의 역에서도 깊은 뿌리는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러한 연

고성에 기초한 강한 네트웤은 ‘익명성의 연대’에 기반해야 하는 복지국가 

형성을 저해하며, ‘우리끼리’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를 조장한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다. 

  2. 정부는 재분배를 위해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다음으로 정부의 재분배 책임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

항들에 대해 각 국가들의 응답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표에 제

시되어 있다. 관련 문항은 “현재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170), “빈민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여야 한다”, “빈곤격차 해소는 정부 책임이다”, 그리

고 “실업자 생활수준 유지는 정부 책임이다”에 대한 5점 척도 문항들이

다. 군분석 결과, 앞서 ‘성공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

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유주의 복지레짐에 속하는 호주, 국, 뉴질

랜드, 미국이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사민주의 복지레짐에 포함되

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또 하나의 군집으로 묶여졌다. 대

만, 스위스, 일본, 독일,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나머지 동아

시아, 유럽대륙, 남유럽 국가들이 크게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170) 첫 번째 문항은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현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인식 문항
이지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책임에 대한 의식에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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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정부 재분배책임에 대한 태도(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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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재재재재재벨 대한 태태

원자료: ISSP 2009(Inequality)

상당히 유사한 점수 분포를 보여주는 자유주의 국가군들은 현재의 소

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대해 노르딕 국가들 다음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빈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재보다 감소시켜야 한다

는 데 대해서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

를, 반대로 빈민격차와 실업자 생활수준 유지가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해

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인다. 실제 지니계수가 0.348로 비교 대

상 국가군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크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배에 대한 국가 개입에 강한 거

부감을 보이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성공의 요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유주의 국가들의 고유한 시장주의적 사고방

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조’(self-help)와 ‘최소주의적 국가’

에 대한 신념이다. 이들 국가들이 대체로 ‘자산조사’에 기반한 잔여주의

적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다는 데서 ‘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

이 높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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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국가별 정부 재분배 책임에 대한 태도(평균점수)

국가
소득격차가 

너무 큼
빈민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빈부격차 
해소는 

정부책임

실업자 
생활수준 
유지는 

정부책임

AU-Australia 3.90 2.22 3.37 3.30 

GB-Great Britain 3.98 2.53 3.57 3.39 

I-1집단 3.94 2.37 3.47 3.34 

NZ-New Zealand 3.65 2.66 3.08 3.13 

US-United States 3.71 2.46 2.65 3.12 

I-2집단 3.68 2.56 2.87 3.13 

I집단 3.81 2.46 3.17 3.23 

DK-Denmark 3.60 1.81 3.30 4.28 

NO-Norway 3.52 2.05 3.33 3.86 

II-1집단 3.56 1.93 3.32 4.07 

FI-Finland 3.83 2.03 3.88 4.04 

SE-Sweden 3.93 2.13 3.54 4.00 

II-2집단 3.88 2.08 3.71 4.02 

II집단 3.72 2.00 3.51 4.04 

TW-Taiwan 4.28 2.09 3.60 3.78 

CH-Switzerland 4.23 2.01 3.53 3.83 

JP-Japan 4.11 2.03 3.55 3.89 

DE-Germany 4.37 2.07 3.68 3.60 

KR-South Korea 4.32 1.91 3.92 4.08 

ES-Spain 4.19 2.14 3.96 4.00 

III-1집단 4.25 2.04 3.71 3.86 

IT-Italy 4.61 1.88 4.37 3.95 

PT-Portugal 4.56 2.25 4.40 4.18 

III-2집단 4.59 2.07 4.38 4.07 

FR-France 4.56 2.92 4.19 3.77 

III집단 4.36 2.14 3.91 3.90 

계 4.11 2.22 3.78 3.66 

원자료: ISSP 2009(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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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정부의 재분배 책임에 대한 국가군별 평균점수

주: 미국가( 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딕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남유럽국
가(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동아시아국가(한국, 대만, 일본)

원자료: ISSP 2009(Inequality)

한편으로 잔여주의적(residual) 복지국가는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

리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인 자산조사는 근로능력 없는 ‘자격있는 빈민’(desirable poor)와 ‘자격

없는 빈민’(undesirable poor)으로 구분함으로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에 대해 더 강한 낙인감(stigma)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총 공

적 사회지출 대비 자산조사성(income-tested) 급여의 비중이 호주 

36.8%, 뉴질랜드 18.3%, 국 12.7%, 미국 7.5%로, OECD 평균 7.3%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Immervoll 2010:8의 표 1에서 계산). 

사민주의 국가들의 경우 소득 격차가 크다는데 대한 동의 수준은 비교 

대상 국가군들 중 가장 낮으며, 빈민에 대한 정부지원을 감소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 다. 빈부 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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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은 3.51로 미권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실업자의 생활수준 유지가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해서는 4.04의 높은 동

의 수준을 보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르딕 국가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평등과 빈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0-5〕 국가군별 빈곤과 불평등도

      주: * 미국가( 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딕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남
유럽국가(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동아시아국가(한국, 일본)

          ** 2011년 빈곤 및 불평등도임(단, 호주는 2010년, 일본은 2009년) 
원자료: stats.oecd.org(2014.9.29. 다운로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르딕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은 7.7%로 동

아시아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며, 지니계수도 0.260으로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은 것은 현실을 반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들 국

가에서 현재 빈민에 대한 개입이 높지 않은 수준이고, 특히 실업자에 대

한 정부 개입은 당연하다는 인식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보여준

다.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en 1990, 1999)이 주장하듯이, 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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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복지국가는 연대에 기반하여 평등주의를 지향하며, 특히 ‘탈상품화

를 통한 재상품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업에 대한 관리를 국가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남유럽국가들은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정부

의 책임 요구 또한 비교 대상국들 중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편

으로는 실제로 높은 빈곤과 불평등 수준을 반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미권 국가들에 비해 빈곤은 약간만 높고 불

평등은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미권과

는 달리 역사적으로 극심한 계급투쟁과 권위주의 정부를 경험했으며, 가

부장주의(paternalism)적인 가톨릭 구교가 매우 강한 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입에 대한 강한 요구는 계급 연대에 기반한 집

합주의적 요구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파편화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은 남

유럽 국가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국가 개입에 대한 요구 역시 사민

주의 국가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특히, 한국은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대해 4.32, 빈부격차 해소는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해 

3.92, 실업자의 생활수준 유지는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해 4.08로 동아

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현실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과 

정부 개입의 요구 수준이 오히려 남유럽 국가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높은 요구 수준은 노르딕 국가들과 같인 조합주의 전통과 강한 계급 결속

력에 기반하 다기보다는, 결집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 수준의 요구와 

인식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남유럽 국가들과 유사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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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는 어떤 영역에 개입해야 하는가?

‘국가의 일’이 어느 역까지인지는 오랜 철학적․사회과학적 논의가 있

어 왔다. 절대군주로부터 벗어난 근대 자본주의 초기는 경제․사회의 대부

분 역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고, 국가는 외세로부터 국민

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의 책임만을 져야 한다는 이

른바 ‘야경국가’를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가 팽배했다. 그러나 대공황과 

양극화를 비롯한 시장의 폐해가 극심하게 드러나면서 개별 국민들의 복

지와 안정을 위해 시장을 조정하고 자원을 재분배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 ‘관리된 자본주의’ 즉 ‘복지국가’에 대한 좌우파의 동의(consensus)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국가 간에 

국가의 책임 역에 대해 어떠한 편차가 존재하는가?

아래 군분석 결과는 11개 국가의 책임 역별—소득격차 완화, 건강보

장, 노인소득보장, 실업자 생활지원, 일자리 제공, 학생 재정지원, 주거지

원, 물가안정, 산업지원, 환경보존—에 대한 국가 책임성171)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자유주의 복지레짐으로 분류되는 호주, 국, 캐나

다, 미국, 뉴질랜드는 명확하게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곽

에 일본과 스위스가 존재한다. 사민주의 복지레짐에 속하는 덴마크, 핀란

드, 스웨덴, 노르웨이 역시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독일과 네

덜란드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국가인 대만, 한국과 예외적으

로 프랑스가 하나의 군집, 남유럽 국가인 포르투갈, 스페인과 역시 예외

적인 아일랜드가 또 하나의 유사 군집으로 분류된다.  

171) 각 역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4점 척도(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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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분야별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의 군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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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분 영국재재벨 대한 태태

원자료: ISSP 2006(Role of Government)

미권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대부분의 역에서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의 국가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소득격차 완

화, 실업자 생활지원, 일자리 지원 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히 낮은 국가 개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실

업자 생활수준 유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매우 낮게 평가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미권 국가들은 다른 역보다 특별히 시장 역—여기에

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상당히 꺼리는 ‘자유방임적’ 사고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통적 사고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

다. 아울러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에서의 배분 결과는 정

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국가가 자원을 재분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으

로부터 벗어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노동재생산에 필수적인 건강보

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평균 정도의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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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분야별 국가책임성에 대한 국가군별 평균점수

      주: 미국가( 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딕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
크), 남유럽국가(포르투갈, 스페인), 동아시아국가(한국, 대만)

원자료: ISSP 2006(Role of Government)

노르딕 사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 개입 역에 대해 미권과 

남유럽권의 중간 정도의 국가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산업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 역에 대한 국가 개입에 대해서는 미권에 비해서

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쌀츠쉐바덴 조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은 산업현장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

는 대신, 노동시장과 가구의 소득지원 같은 ‘사회적 임금’ 형태의 국가 책

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에서도 —공공

부문을 제외하고—직접적인 일자리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취업상담, 일자

리 소개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개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노르딕국가의 조합

주의는 경제적 갈등을 정치적 아레나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해결하는 

대신, 미시적인 경제 역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식을 지향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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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국민들은 거의 모든 역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국가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장과 노인소득보장 부문에 대한 국가 

책임성 인식 수준은 각각 3.76과 3.79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대부

분의 역에서도 비교 대상 국가군들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준으로 국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한172) 한국과 대만의 경우, 소득 격차 완화, 일자리 제공, 

물가 안정과 같이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즉, 개발주의적 권

위주의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공보다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물가안정, 

일자리 제공, 법정 퇴직금—을 통해 국가복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한국보다는 대만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4. 정부는 어떤 영역에 지금보다 더 개입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능 중 각 부문에서 지금보다 예산을 더 확대 혹

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173)를 분석하 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던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완전

히 다른 두 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었다. 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 개 

연방 국가들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 으며, 북미국가들, 즉 미국과 캐나

다는 대만, 한국과 함께 또다른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172) 일본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대만과는 상당히 다른 점수 분포를 보이기 때문
에 군집에서 제외했다. 

173) 각 항목에 대한 응답지는 훨씬 더 많이, 더 많이, 지금과 동일한 수준, 더 적게, 훨씬 
더 적게의 5점 척도이다. 설문지에는 “훨씬 더 많이”라고 응답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
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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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핀란드 등 사민주의 복지레짐과 프랑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다른 유럽대륙국가들을 포함하기는 하 지만—일관되게 하

나의 군집으로 묶여졌다. 남유럽국가들, 즉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아일랜

드와 함께 별도의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10-8〕 분야별 예산확대에 대한 태도(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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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분 예예예대벨 대한 태태

원자료: ISSP 2006(Role of Government)

분야별 예산 확대에 대한 태도의 경우 대체로 건강, 퇴직, 교육에 대해

서는 지금보다 좀 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는데 비

해, 실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자유주의와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나 지

금보다 약간 더(남유럽, 동아시아 국가들)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

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근로능력 있는 빈자’ 또는 실업자에 대한 국가 

개입을 상대적으로 꺼려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역에서 남

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가군에 비해 예산 확대를 좀 더 강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군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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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분야별 예산확대에 대한 국가군별 평균점수

      주: 미국가( 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딕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
크), 남유럽국가(포르투갈, 스페인), 동아시아국가(한국, 대만)

원자료: ISSP 2006(Role of Government)

제3절 한국인의 복지태도 II: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제도 수준에서 복지레짐이 복지태도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존재한다(예를 들면, Alesina & La Ferrara 2005; Jæger 2006; 

Suhrcke 2001; Lipsmeyer & Nordstrom 2003; Kulin 2011; 

Roosma et al. 2012). 복지레짐 혹은 제도 수준에 대한 관심은 제도가 

“복지국가의 구조와 정치정당 시스템에 체현된 ‘게임의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국가특수적인 정치제도가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권리와 그 산출물의 차이를 가져왔다”(Kulin 2011, p.9)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의 향에 초점을 둔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복지레짐에 따

라 복지에 대한 태도가 상이한지, 사회계급과 같은 다양한 결정인자들이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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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어떠한 효과에서 기인하는지를 탐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대략적인 결론은, “복지국가에 따른 복지국가 태도의 일정 구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레짐 유형에 조응하는 서구 국가들 간의 태도 유형을 

명확하게 군집화하기는 어렵다는 것”(Kulin 2011, p.10)이다. 본 연구에

서는 미식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국과 미국, 보수주의 복지

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 독일,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남유럽 복지국가로로 분류되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그리고 동아시아 복지국가로서 한국과 대만의 복지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복지레짐별로 복지지지의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복지태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요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함으

로써 복지레짐이라는 ‘제도적 차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향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국가별 복지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174).  

계층, 노동시장 지위, 종사부문, 여성, 연령, 학력, 지지정당, 그리고 노

조가입 여부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프랑스 등은 2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보 으며, 국, 독일, 이

탈리아도 10% 내외의 설명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과 대만은 3%를 약

간 넘는 낮은 설명력을 보 다. 한국과 대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지 

정당 등의 변수는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미미한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설명되지 않는 많은 내재적․외현적 요인들—예컨대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

관한 가치 정향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제시된 모든 국가들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22.4%에 이르렀다. 

174) ISSP “Social Inequality” 2009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종속변수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5점 척도, 역코딩) 문항 점수와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적정 생
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5점 척도, 역코딩) 문항 점수를 단순합산하여 100점 만
점으로 환원한 점수이다. 이러한 점수 환산방식은 Svallfors(2003)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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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국가별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소득계층(저소득층=0)

  중간층 -8.644*** -7.183*** -2.148* -3.361* -3.780*** -4.117** 

  고소득층 -12.700*** -9.785*** -5.333*** -9.314*** -5.065*** -10.628***

노동시장지위(풀타임=0)

  파트타임 0.254 2.726 -0.932 1.517 3.231 2.098

  자영자 0.478 -3.811 -3.868** -0.695 -2.079 -1.769

  실업자 4.542 1.377 3.295* 7.556** 7.604 3.531

  퇴직자 1.129 -2.146 -0.519 -0.785 -0.949 -2.676

  기타비경활 2.067 -2.643 -1.675 3.023 7.696*** -1.082

종사부문(공공부문=0)

  민간부문 -2.663 -1.325 -0.463 -1.634 -3.265*** -2.811** 

여성(남성=0) 0.456 1.407 1.026 -0.003 2.376** 2.274*  

연령(30세미만=0)

  40-49세 3.239 -1.53 1.393 -0.19 0.317 -0.669

  50-64세 -0.112 -2.615 5.585*** 1.803 -0.206 0.222

  65세이상 3.747 -1.676 4.583** 5.766* 3.31 2.376

학력(중졸이하=0)

  고졸이하 -0.81 -8.439*** -0.282 -3.971 0.56 -1.718

  전문대졸 -3.83 -10.375*** -0.405 -0.589 -4.439** -2.246

  대학교졸이상 -1.453 -9.647*** -2.109* -4.013* -4.218** -4.307***

지지정당(진보정당=0)

  중도정당 -0.51 -8.758*** -12.102*** -4.333 -4.517*** -9.348***

  보수정당 -9.707*** -20.435*** -19.875*** -5.892*** -9.629*** -13.258***

  기타정당 -5.897*** -12.204*** -6.716*** -1.462 -3.374** -5.172** 

노조가입(노조미가입=0) 2.107 -3.184 2.834*** 0.98 1.704 2.521*  

상수 81.449*** 83.535*** 86.682*** 78.496*** 80.176*** 86.294***

N 741 1,298 2,296 1,017 1,182 904 

r2 0.163 0.227 0.225 0.093 0.201 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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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계속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대만 전체국가

소득계층(저소득층=0)

  중간층 -1.466 0.847 -1.316 -2.749* -3.458***
  고소득층 -5.717** 1.299 -3.508* -5.584*** -6.983***

노동시장지위(풀타임=0)

  파트타임 3.302 0.977 1.087 1.618 1.401*  
  자영자 -2.73 -0.626 -1.125 0.051 -1.406** 
  실업자 -1.334 -1.04 0.926 0 4.007***
  퇴직자 -0.663 0.176 0.214 2.468 1.073
  기타비경활 5.319* -4.021 0.991 6.437 2.267***

종사부문(공공부문=0)

  민간부문 -2.944* -0.388 -0.624 0.317 -2.484***

여성(남성=0) -1.393 1.391 0.015 -1.327 0.925** 

연령(30세미만=0)

  40-49세 -5.797* 3.312 1.186 -0.112 -0.258
  50-64세 -1.918 3.861 0.242 0.968 0.328
  65세이상 0.307 0.276 -4.640* 2.311 -0.064

학력(중졸이하=0)

  고졸이하 1.198 0.453 -3.262* 0.011 -1.768***
  전문대졸 -2.788 -0.047 -4.422** -1.547 -3.409***
  대학교졸이상 1.86 -3.664 -5.726*** -1.52 -3.778***

지지정당(진보정당=0)

  중도정당 -8.121*** -3.152* -1.641 0 -6.305***
  보수정당 -7.184*** -5.677** -2.857** 0 -11.403***
  기타정당 -1.486 1.934 -0.57 0 -6.514***

노조미가입(노조가입=0) -0.808 -0.933 2.055 0.241 1.979***

복지국가레짐(사민주의=0)

  보수주의 3.763***
  자유주의 -10.111***
  남유럽 11.359***
  동아시아 6.284***

상수 93.748*** 84.795*** 86.440*** 76.567*** 83.590***

N 677 509 1,419 1,395 11,438

r2 0.125 0.065 0.031 0.032 0.22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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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을 제외한 대부

분의 변수가 복지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레

짐별 복지태도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

을 때, 자유주의 복지레짐은 사민주의 복지레짐에 비해 복지국가에 비우

호적인 태도(-10.11점)를 명확히 했다. 반면, 보수주의(3.76), 남유럽

(11.34), 동아시아(6.28) 복지레짐의 경우 사민주의 복지레짐에 비해 오

히려 복지태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국가군별 

점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미권의 자유주의 복지레짐은 개인의 

책임성을 중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여러 측면

에서 보여주었으며 전반적으로 다른 복지레짐들에 비해 국가 개입과 복

지확대에 가장 비지지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반면, 남유럽국가와 동아

시아 국가들은 국가에 대해 내담자적(clientelism) 태도를 보이며, 전반

적으로 모든 역에서의 국가 개입과 복지 확대에 대해 다른 복지레짐들

에 비해 지지적인 입장을 보 다. 이와 같이, 단순히 복지태도의 점수 차

이로만 볼 때 복지레짐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차이의 내재적 원인을 간파하기는 쉽지 않다. 흔히 논의되는 권력자원동

원이나 이데올로기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민주의 복지레짐이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복지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국가레짐별로 두드

러진 내적 유사성과 외적 차별성을 보이는가? 개인 수준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는 자기 이해(self-interest)의 향을 받는다는 가설이 대체로 

지지를 받아 왔다(Blekesaune, Morten & Quadagno 2003). 그러나 

‘자기 이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이 존재

한다. 먼저, 자기 이해적 관점에서 소득 혹은 소득 계층은 전통적으로 복

지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Lipsme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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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strom 2003; Abner 2011). 특히, 멜쩌-리차드(Meltzer-Richard)

가 제시한 중위투표자 모델에 의하면, “저소득층175)은 평균 이상의 소득

자를 투표로 이기고자 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중위와 

평균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자기이해적 중위투표자는 증세와 소득이

전을 통한 재분배 확대를 지지할 것”(Tóth & Keller 2013, p.174)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이러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

다17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과 불평등도의 수준이 가장 높은 자

유주의 복지국가군에 속한 국과 미국에서 중간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복지태도를 보 으며, 저소득층-중간층 간의 복지태도

의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 

복지국가(프랑스, 독일)와 사민주의 복지국가(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중간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복지에 덜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권 국가에 비해 작았다. 즉,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소득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저소득층과 중간

층의 재분배 점수 격차는 2~4점으로 국과 미국의 7~8점대에 비해 훨

씬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이 심하면 중위소득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멜쩌-리차드의 가설은 미국에서 재분배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예측하지만 현실을 보면 평등한 나라에서 재분배가 

더 잘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강명세 2013, p.89). 강명세(2013)

는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복지국가의 정치제도가 노동자와 중위소득자

175) 여기에서 멜쩌-리차드가 말하는 저소득층은 평균소득 이하의 계층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간층의 대다수는 멜쩌-리차드가 
말하는 저소득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76) 물론 좀 더 엄 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중위소득가 평균소득 간의 거리를 독립변
수로 설정해야 하나, 본 연구의 목적은 멜쩌-리차드 가설의 검증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계층변수를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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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대를 통한 재분배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는 주장177)을 통해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보수주의 복지국가

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대다수는 보편적 프로그램과 사회보험의 형태를 띠

고 있다는 점으로도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미식의 잔여적 복

지국가가 중위소득자를 포함한 납세자와 저소득자로 이루어진 수혜자를 

분리한다면,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중위소득자 대부분을 복지

국가의 현재적․잠재적 수혜자로 끌어들임으로써 이들의 복지에 대한 상대

적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유산

(policy legacy)과 복지레짐의 차이가 중간층의 복지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유

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간층과 저소득층 간의 복지지지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더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설적 수준에서 이는 복지의 심한 ‘계층

화’(stratification)와 ‘미분화’현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페레라는 “남

유럽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는 노동시장 핵심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높

은 급여를 제공하지만, 주변부 노동시장과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미진

입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거의 없는 ‘복지 분리’(welfare dividing)현상이 

매우 강하다”(Ferrera 2010, p.620~622; 김연명 2013, p.28 재인용)

고 주장한다. 즉, 복지의 주요 수혜자가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핵심 노동

자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

을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저소득층을 표적으로 하는 공

공부조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적 사회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

177) 노동자와 중위소득자 집단(20세기 초에는 주로 농민과 소상공인)과의 연대를 기초로 
적녹동맹을 이루어내고 오랜 사민당 집권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추진했던 스웨덴의 예
가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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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주요 사회보험은 핵심 노동자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정

규직과 자 자 다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제도의 ‘미분화’ 역시 계층별 지지도의 ‘미분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한국의 공적 사회지출은 2012년 기준으로 9.3%로 OECD 회원국 평균

(21.8%)의 4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복지를 둘러싼 소득계층별 

자기 이해를 명확히 하기에는 제도가 여전히 미성숙하고 미분화되어 있

음을 시사한다. 비록 최근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급속하게 제정․확대되고 

이를 둘러싼 복지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 으나, 계층별 자기 

이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178). 

〈표 10-6〉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www.kosis.kr, 2014.9.4. 다운로드)

178) 2009년 데이터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중간층의 복지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3년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
에서는 계층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여유진․김 순, 2014(미발간원
고)). 자료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짧은 시간차를 두고 계층효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는 것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분화와 이를 둘러싼 역동적 이해관계가 급변하고 있음
을 짐작케 한다. 

근로형태별

2014.  03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68.4 71.8 68.6

  정규직 82.0 83.9 81.5

  비정규직 39.7 46.2 44.0

한시적 58.5 67.7 63.5

기간제 60.8 71.7 66.9

비기간제 51.3 55.0 52.7

시간제 14.4 18.0 17.7

비전형 23.0 32.1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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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또 다른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계급적 이해179)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복지태도와 유관하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소득계층과 같은 ‘순수히 물질적인 자기이해’ 외에도 정규직 피용자, 자

자, 혹은 복지국가로부터 일차적인 지속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예

컨대,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분배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Tóth & Keller 2013, p.174).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다른 요인

들을 통제했을 때 노동시장 지위는 제한적인 지위의 몇몇 국가에서만 유

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프랑스에서 자 자는 풀타임 임금근로자에 

비해 보수적인 복지태도를 보 다. 반면,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계

층화(stratification)의 특성이 강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상대적으로 

강한 독일과 프랑스에서 실업자는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복지친화적인 태

도를 보 다.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의 경우 주로 주부로 추정되는 비경제

활동인구가 풀타임 임근근로자보다 더 복지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미국에서는 어떠한 노동시장 지위 변수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지위에서의 차이

는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장에서 더 작은 자원을 공급받는 계급

들이 더 특권적인 시장지위를 가진 계급보다 복지국가를 더 선호할 

것”(Svallfors 2003, p.119)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

과는 소득계층을 통제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지 않거나 그 향력과 향 변수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정책의 재정과 조직은 복잡한 제도적 조직

179) 본 연구에서는 직종(occupation)에 기반한 사회계급 변수 대신 노동시장 지위변수를 
사용하 다. 직종 변수를 국가별로 일관되게 조작하기 어렵고, 사회계급은 상당부분이 
‘계층’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주목하기 
위해 노동시장지위 변수를 활용하 다. 



41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이 태도에 미치는 향과 방식은 국가마

다 상이할 수 있다는 주장(Svallfors 2003, p.120)의 연속선상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 위기 논쟁 이후 공공부문 종사자의 규모는 복지국가의 견인

(pull) 역할로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노동인구 대비 공공부문 피용자의 

비율(employment in general government as a percentage of the 

labour force)은 2008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29.3%, 스웨덴 26.2%, 핀

란드 22.9% 등 사민주의 국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한국(5.7%)

의 4~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OECD 2011, p.102). 여성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는 공공부문 종사자—특히 복지․보건․교
육 관련 공공부문 종사자—는 복지‘국가’의 축소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

사자에 비해 복지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보 다.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복지에 대해 지지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복지국가의 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그 하나의 근거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한부모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복

지급여의 활용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노르딕 국가에

서만 사실로 확인된다. 즉,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복지친화적인’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여타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양방향성이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방향성은 특히 

노인의 경우 복지국가의 주요 수혜자—특히, 공적연금과 각종 의료서비

스—라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강력한 지지자일 것이라는 가설이며, 다른 

방향성은 연령효과,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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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해서도 보수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다. 프랑스와 부분

적으로 독일에서는 전자의 가설이, 한국에서는 후자의 가설이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다. 즉, 프랑스에서는 청년층(30대까지)에 비해 장년층

(50~64세까지)과 노인이 복지에 대해 훨씬 지지적인 태도를 보 으며, 

독일은 노인집단만이 청년층에 비해 복지에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한국에서 노인집단은 청년층에 비해 복지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 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가능하다. 하나는 한국의 노

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한 결과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해방, 동란과 산업화를 거친 세대로서 한국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

로 보수적이고, 자조(self-help)적인 가치관이 강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현실 복지에 대한 불만을, 후자는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

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에 덜 지지적

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이

러한 가설은 한국과 특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된다. 이 두 국가

에서 저학력자일수록 더 복지친화적인 반면, 고학력자일수록 복지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 다. 프랑스와 독일,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대학교 학

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복지에 덜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정치적 아레나에서의 권력 동원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자원동원이론에 의하면 “노동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을 

중심으로 계급정치를 강화할수록 국가의 복지역할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질 것이며, 이러한 계급적 행위는 공공복지제도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성균 2002, p.2010). 즉, 복지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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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가 개인, 국가 그리고 노동시장과 자원조직 같은 여타 제도들 

간의 적절한 관계에 관한 신념과 가치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지지 정당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매개자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지 정당은 복지태도의 강력한 예측

인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도 대부분 나라에서 지지 정당의 성향—진보성과 보수성—은 복지태도에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0). 특히, 미국, 프랑스, 스웨덴에

서 진보정당을 지지하느냐, 보수정당을 지지하느냐는 복지태도에 결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만 그 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노조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복지에 대해 더 지지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만 

지지되었다. 

복지제도가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대부분 서구 국가들에

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은 복지태도와 매우 긴 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러

한 변수들의 향력은 매우 불안정하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ISSP 자료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서구와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지위 변

수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향은 여전히 강고하지 못하고, 설명력 또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역시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0) 대만이 지지정당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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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복지태도와 제도 간 상호작용의 정책적 함의

개인들은 시장과 시민사회의 제도 속에서 가족과 조직 그리고 다른 사

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호와 가치를 형성하며, 이를 바

탕으로 자신의 이익과 인센티브 구조를 이해하고 시장에서 선택하고 행

동하며, 동시에 정치에 투표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의 권력 형성과 재

형성에 참여한다. 위임된 권력은 다시 선호와 가치에 향을 미칠 뿐 아

니라 개인의 이익과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된 이익과 

인센티브 구조는 다시 선호와 가치 형성,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통한 권

력과 향력에 다시 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순환적인 관계를 만든다. 

행위자(개인과 조직)와 제도의 관계는 ‘상호 구성적 as being mutually 

constitutive of one another’(Jackson 2010, p.64)이다. 

이와 같이, 태도와 제도 간에는 순환적 관계가 형성된다. 복지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정치적 아레나에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산물로서 제도 또한 대중의 기대(expectations)와 선호

(preferences)를 틀지우고 형성한다(Kulin 2011, p.9). 즉 복지레짐의 

특성은 시민들의 가치의 반 이며, 동시에 시민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어슨은 “이러한 정책 피드백 효과가 경

로의존성 혹은 폐쇄(lock-in)효과를 창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복

지국가에 따른 상이한 제도적 전통의 고유하고 상대적으로 일관된 역사

적 궤적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Pierson 1993; Kulin 2011, p.9). 복

지태도는 정책의 추동 인자(push factor)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유산

(policy legacy)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복지

제도와 구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지형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유추하

는 하나의 단초이면서, 동시에 향후 복지국가의 ‘자연발생적 경로’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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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케 하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레짐 혹은 복지국가들 간의 비

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와 미래 전망은 더욱 분명이 드러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한국인은 성공에 있어 상대적으

로 부유한 가족과 지인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복지국가 저발달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이다. 복지국가의 탈상품

화와 탈계층화 기능이 매우 약하고,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상

황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간극을 매우 크게 벌여 놓으며, 이는 학력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곧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성공을 향한 끝없는 경쟁의 쳇바퀴’에 

갇히게 되며, 출발선상의 불평등은 이후 개인의 지위에 향을 미칠 확률

을 높힌다. 즉, 사적인 교육투자와 물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연줄

망)의 크기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

장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 생애에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다. 결국 노

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복지의 저발달→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성

공을 향항 경쟁과 열망의 가열→사적 투자와 연줄망의 중요성 강화의 순

환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안정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의 복지는 사적인 자원의 시초적 양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으로써 성공을 위해 가족과 지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더욱 더 강고하

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재분배를 위한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에 있어 한국은 남유럽 국

가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현재의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빈부격차 해소는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한 강한 동의가 존

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수용성이 높고, 정

부 개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강한 미 자유주의 복지국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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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히 상이한 복지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중앙집중화된 왕권국가

의 역사, 동아시아의 유교주의 전통,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경험 등으로

부터 각인된 가치와 태도가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일민족으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내재적으로 평등의식이 

미권 국가들보다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평등주의적이고 국가개

입주의적 태도가 실질적인 계급의식이나 연대의식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개인화된 불만’이나 ‘이익집단 행위’로 표출되기 쉽다는 데 한계가 

있다. 

요컨대, 한국인은 한편으로는 강한 시장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국

가 중심적 사고의 모순된 경향을 보인다. 얼핏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

는 이같은 태도는 그러나 자기이해(self-interest)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일 

수 있다. 기존의 강한 가족주의와 공동체 전통은 현실의 불안정성이 강화

될수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제로서 사적 교육 투자와 ‘폐쇄적 연

고주의’가 널리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공과 관련해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연줄망의 중요성을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는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사적 투자의 여력

이 부족하거나, 미래 불투명성이 높은 집단들을 중심으로 ‘안정’에 대한 국

가 책임을 요구하는 바람도 강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양면적 태도가 복지

국가의 확대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강한 시장주의와 

사적 투자에의 몰입은 결국 교육에서의 비효율적인 과잉투자와 노동시장

에서의 불평등 고착화로 귀결된 위험성이 있다. 또한, 그 결과는 사적 투자

에 대한 환수 욕구를 강화시킴으로써 증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키

는 악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교육을 포함한 자녀에 대한 과도

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안정적 대비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노후 빈곤과 불

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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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시장주의와 국가중심적 사고의 양립은 ‘증세

에는 부정적이면서, 복지 확대에는 긍정적인’ 이율배반적 태도로 귀결되기 

쉽다. 복지국가는 민주화된 정치 아레나에서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 혹은 

중산층의 이해를 복지제도로 반 한 결과로 본다면, 한국인의 이러한 복

지태도를 어떻게 좀 더 일관되고 체계화된 욕구와 요구로 묶어내고, 제도

화할 수 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노동시장․교육․가족 등 좀 더 폭넓은 역에 대한 이해

의 바탕위에,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역사적 ‘경로의존

성’의 관점에서 통찰함으로써,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탈(脫)경로의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전제는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에서 대의제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각각의 이상 및 원리들이 상

호 충돌하고 때로 타협하면서 나름의 복지국가의 논리적․제도적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1인1표제의 민주주의 원리와 1주1표제의 자본

주의 원리가 접합하는 방식에 따라 복지국가의 지형과 유형이 배태된다

는 가정이다. 제도화된 권력관계와 힘의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이해관계

와 유인구조가 관철되고 형성되며, 개인과 조직은 그러한 제도화된  구조

를 인지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권력에 향을 미치고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상호구성적인” 순환관계가 형성된다.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은 소위 

‘자본주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생산․복지체제와 숙련형성 체제의 특수

성으로 발현된다. 후발국가의 산업화 전략 중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계획

적으로 육성하여 산업화를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산업화’, ‘조립형 전략’

을 구사해 왔다. 발전주의적 국가는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별

적 산업정책을 통해 수출 보조금, 생산 보조금, 무역보호조치를 활용하

여, 대기업 중심의 전략 산업에 대해 조건부 지대를 창출하 다. 이 방식

은 단기간 내에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유리

결론: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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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점을 지녔지만, 수평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는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데는 취약했다. 또한 이 전략은 기계가 쉽게 노동을 대체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가정하고 있어 독일과 같은 고숙련화로 나아

가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장 경로를 통해 급속한 산

업화에는 비교적 성공하 지만, 복선형 산업화보다는 숙련 절약적인 조

립형 산업화의 경로를 밟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고용창출 능력의 제약, 대외 무역의존성의 심화, 산업연과 고리의 약화와 

같은, 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립형 산업화 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개발주의적이고 노동배제적 국가

의 정책 지향성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역인 노동

시장에서의 이중구조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화가 극적으로 전개되면서 계약직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 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아래 부

분은 저임금고용, 비공식고용, 세자 업, 그리고 근로빈곤의 문제가 편

재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조립형 산업화 전략과 맞물려 향후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

지 않다. 그 결과는 청년 세대의 고용의 양과 질 저하로 이어져, 복지국가

의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세대간 사회계약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숙련형성과 근대적 시민만들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교육

은 특히 한국에서 독특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들에게는 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체제는 최근 서열화된 고등교육으로 인한 과열된 교육투자와 교육의 

숙련형성 기능 저조로 인한 비판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교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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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강하게 강조한 모형으로 고학력과 

대학의 서열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교육의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운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방 이후 사립학교

법인 중심의 고등교육체계와 이후 대학정원 자율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결국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가치는 희석된 

채 사유화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체

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숙련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복지

국가의 연대적 가치기반을 침식하고, 보상 격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대․포
장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

성이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화 과정과 발전주의적 국가 개입 전략 하에서 가족은 형식

적으로는 많은 구조적․구성적 변화를 보 으나,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여

전히 가족주의가 강하게 온존하고 있다. 이는 여러 지표들 사이의 불균형 

발전,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초저출산 저수

준 균형상태에 도달해 있고,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

나고 있으며, 이혼율도 증가했지만,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

히 혼인규범과 자녀중심의 가족주의 규범은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왔지만, 부양구조에서 여전히 성별분

업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기 여성의 여성경제활

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자녀중심의 가족주의 레짐으로부터 주

변화되어 있는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에게 빈곤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

다. 한국의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자녀중심의 가족주의, 고등교육의 시장

주의적 성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맞물리면서 생애주기별 불안정성

의 연쇄고리가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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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형 한국형

산업화 전략
위로부터의 
산업화

혼합형
아래로부터의 
산업화

아래로부터의 
산업화

위로부터의 산업화
조립형전략

산업화시기의
정치 특성

사민주의 삼자 조합주의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클라이언텔리즘
노동배제적 
국가조합주의

노동시장 특성

유연적
높은 평등수준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고용

경직적
중간 평등수준
높은 실업률
낮은 여성고용

유연적
낮은 평등수준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고용

경직적
중간 평등수준
높은 실업률
낮은 여성고용

유연적
낮은 평등수준
낮은 실업률
낮은 여성고용

(고등)교육체제 
특성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적 성격 사적재화 성격 혼합형 사적재화성격

가족 특성 개인주의 혼합형 개인주의 강한 가족주의 강한 가족주의

복지국가의 
기본원칙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에 기반한 
이전과 서비스

고용주와 
피용자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와 
보편적 서비스의 
혼합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욕구있는자’에 
대한 표적화된 
이전과 서비스

고용주와 
피용자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강제보험

안정적인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험과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화된 이전과 
서비스

복지국가의 
기본목표

안정과 평등 안정 빈곤완화 안정 빈곤완화

복지의 일차적 
제공자

국가 국가 시장 시장과 가족 시장과 가족

커버리지 전체시민 전체시민 욕구있는 시민
안정적 근로자 
중심

안정적 근로자 
중심, 일부 
욕구있는 시민

탈상품화 정도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일부 집단에게 
높은 수준

낮은 수준

계층화 정도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탈가족화 수준 높은 수준 중간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복지국가 성과

낮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낮은 빈곤율과 
중간 수준의 
불평등도

높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높은 수준의 
빈곤율과 중간 
수준의 불평등도

높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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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국 복지국가의 물적․이념적 기반과 특성은 한국 복지제도

와 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1>과 같다. 

경제․노동시장․교육․가족적 특성을 배경으로 한국의 복지국가가 본격적

으로 제도화되고, 한국 복지국가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기 시작한 것은 외

환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모태적 복지제도들의 특성은 이후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군정과 전후 시기 실제적인 구호 재원은 우방국들로부터 지원

되는 구호금품과 민간원조단체의 자선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조달되었

다. 빈약한 재정상황에서 외원과 자선사업은 당시 곤궁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이는 이후 매우 잔여적인 시설 중심의 공공부조제도 정

착과 민간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

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60년대 이후 사회보험이 연달아 도입

되었지만, 이는 특수직역과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사회보험의 도

입은 한편으로는 정당화의 기재로, 다른 한편으로 산업화를 추동하기 위

한 도구로서 활용됨으로써 정작 불안정한 저임금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러한 하향식 사회보험의 확대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널리 편재하게 된 단초를 제

공하 다고 평가된다.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제도들이 도입되거나 범위와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초기 잔여적 

복지로부터의 출발, 사회보험의 하향식 확대, 민간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라는 ‘제도적 유산’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잔

여적인 공공부조제도에 부하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보험의 경

우 지위유지적인 특성이 강하며, 오히려 불안정한 근로계층을 커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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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는 때로는 

내담자적(clientelism)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걸

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지자체에 위임해온 복지 행정의 수요가 복

지제도의 확장에 따라 크게 확대되고, 복지업무의 성격이 변화하는 상황

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화 경향과 결합한 지자체 중심의 복지 전

달체계 형성은 일정 궤도를 유지한 채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달체계 

내적인 균열과 갈등의 요소가 편재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의 주

축인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간의 역할갈등으로 가시화된 복지부문과 

행정부문의 갈등, 보건과 복지, 복지와 노동 간의 연계와 통합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전달체계 속의 유관 부문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실이 그 한 단면이다. 민간 서비스 부문 전달체계에서 전통적 사회복지사

업을 담당해 온 법인 중심의 비 리 사업자와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사업

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또 다른 균열의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복지재정은 현 시점에서도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최근 20여년 간 복지재정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

로 증가하 을 뿐 아니라, 전체 GDP에서 공적 사회지출이 점하는 비율 

역시 크게 상승해 왔다. 이는 기존 사회보험, 특히 공적 연금의 성숙을 반

할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상승,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공보육, 장기요양보험, 각종 사회서비스 등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복지제도로 인한 지출 요인 증가를 반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측면과 적정한 수준의 복지

지출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이러한 복지제도의 성숙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에 취약한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낮은 세율과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 지하경제 등으로 인한 낮은 실질 조세부담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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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의 국방비와 경제사업 비중이 사회복지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 최고세율, 고소득 자 자를 

중심으로 만연된 탈세, 그리고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제공되는 비

과세 감면 등이 소득세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주

요 원인이다. 이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전체 근로소득자 

중 사회보장 미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이 고용주 사회보장 기여금이 낮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산을 대략적으로 정리

하면 아래 <표 11-2>와 같다. 이에 대한 대안적 경로에 대해서도 표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숙독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거리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매우 느슨하기는 하지만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준용하

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특수성과 그 제도적 유산을 분석한 데 대해, 자칫 

‘제도의 포로’가 될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과거의 ‘경로

의존성’에 고착되어 미래의 대안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그것이 좋

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분명 어떤 식으로든 ‘극복’의 대상이다. 그것을 간

과하고 ‘바람직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

자들의 판단이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Carr

의 제언은 분명 신제도주의자의 제1공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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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산과 탈경로의존적 대안

구분 형성적 특성 제도적 유산 탈경로의존적 대안

산업
노동시장

∙위로부터의 산업화
∙조립형전략

∙기업․산업․노동시장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포용적 성장전략(생태적․민
주적 규율과의 조화 추구)

∙노동시장 근대화∙정상화
∙유연화를 위한 사회계약

교육
∙고등교육의 사적재화 
성격

∙입시위주․주입식 교육

∙입시경쟁심화(고비용구
조․교육불평등 심화)

∙고숙련화 교육 실패
∙민주시민교육 약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숙련교육체계로의 개편
∙민주시민교육 강화

가족
∙강한 가족주의
∙가족의 강한 복지기능

∙가족주의 사고틀(단, 핵가
족중심)을 유지한 채 급속
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탈가족주의적 복지기반(아
동․노인복지) 마련

∙합리적 가족문화의 전승

복지제도

∙외원․민간복지에의 의존
∙공공부조중심의 복지
∙특수직역, 대기업 중심 
사회보험․기업복지

∙민간 중심 전달체계
∙잔여적 복지국가 특징
∙불안정계층의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공공전달체계와의 경쟁 유
도를 통한 공공성 확보

∙제도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사회보험의 보편성 확보
∙보편적 복지 확대

전달체계

∙지자체 중심의 일선 
전달체계

∙법인 중심의 민간전달
체계

∙사회복지직․행정직 갈등
∙보건․복지․노동 간 분절
∙법인과 신규사업자간 갈
등

∙보건․복지․노동 간 유연․통
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공공․법인․개인 간 경쟁을 
통한 공공성․서비스질 제고 

재정구조

∙국가주도․대기업 중심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
한 높은 감면률․비과세

∙지하경제용인
∙국방비 ․경제개발비가 
높은 세출구조

∙낮은 세율․각종 비과세
∙낮은 실질 조세부담률
∙여전히 높은 국방비․경
제사업비 지출

∙과세기반 확충(감면․비과세 
축소)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및 
누진성 강화

∙세출구조조정(경제사업비 
등 축소)

복지태도
∙가족․연줄망 중시
∙상대적으로 낮은 합리
성․민주적 시민의식

∙가족․연줄 중시사고․시장
주의적 사고․국가에 대
한 높은 요구도가 혼존
하는 상태

∙합리성․시민 연대의식 강화



제11장 결론: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431

둘째, 복지국가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에 대해 새삼 강

조하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제도들의 이러저러한 조합’을 넘

어서는 ‘시장-국가-가족(사회)’의 구조화 방식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의 권력균형에 대한 타협 결과로 구축된 ‘사회적 건축물’이다. 또한 복지

제도들은 복지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다시 복지태도는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의 변형을 가져오는 상호구성적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

다. 따라서 산업조직, 노동시장, 교육과 숙련체제, 가족제도와 가족주의, 

복지제도와 구조, 국가의 재정구조, 그리고 복지태도를 역사적․총체적으

로 고찰함으로써 한국형 복지의 “꼴과 상”을 어느 정도 제대로 짚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 연구자가 이러한 작업을 모두 하기에는 역부

족이라는 점에서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협업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이

러한 한계를 나름 짚어보는 것도 독자의 몫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복지모형의 모색은 ‘사회목표의 변화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60여

년 간 우리사회의 거의 유일한 목표는 ‘성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 ‘어려운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 목표 을 수 있다. 아시아의 이름 없는 세계 최빈

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점에

서 경이로운 면도 없지 않다. 다만, 상황이 바뀌면 목표와 궤도도 수정되

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면에서 강한 ‘경로의존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차대전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복지국가를 

함께 구축해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오직 산업화만을 향해 달려온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목표로의 궤도 수정은 생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

도 성장 시기에 복지의 황금기를 구가한 전후 25년 이후 복지국가들조차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썰물에 휩쓸릴 때, 힘겹게 닻을 올려야 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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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면 더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위기의 시

기이기에 더더욱 복지국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틀

을 구축하기에 더 적합한 시기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의 목표는 단순히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좋은 사회’를 향한 그 무엇이어

야 할 것이다. 성장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더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지

만, 좋은 사회는 사실상 자본주의 훨씬 이전, 서구의 플라톤과 아리스토

텔레스, 동양의 공맹시대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공동체의 오랜 이상이자 

과제 다. ‘사회질’이나 ‘행복’연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형 복지국가’ 논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결국 한국형 복지모형의 설계는 한국사회가 어디를 향

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리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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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사회보험 가입과 고용계약서 작성 현황

(200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계약서작성

전체 57.7 59.5 49.8 15.6 

종사상
지위

상용 95.9 97.2 80.4 23.2 
임시 24.4 27.6 24.2  9.4 
일용  1.9  2.2  2.6  3.8 

사업체
규모

1~4인  4.6  5.5  6.7  1.9 
5~9인 41.7 44.9 39.3  8.0 

10~29인 63.5 65.8 56.4 17.3 
30~99인 80.4 82.5 65.7 21.8 

100~299인 88.8 90.4 75.3 24.2 
300인 이상 93.8 94.4 76.6 28.5 

고용형
태

정규직 70.8 72.5 59.7 10.8 
비정규직 30.5 32.6 29.2 25.7 

계약직 44.5 45.7 42.0 38.4 
시간제  2.2  2.8  3.2  8.2 
비정형 22.4 26.4 21.9 15.1 

(2008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계약서작성

전체 70.6 93.9 56.8 46.5 

종사상
지위

상용 98.0 99.8 83.5 64.2 
임시 41.6 88.2 29.1 29.8 
일용 18.6 81.4  4.6  8.0 

사업체
규모

1~4인 35.4 86.5 22.7 15.6 
5~9인 57.9 91.1 47.9 31.4 

10~29인 74.3 95.1 63.8 49.5 
30~99인 86.7 97.4 66.9 59.1 

100~299인 92.4 98.4 79.0 70.9 
300인 이상 96.4 99.2 78.0 73.6 

고용형
태

정규직 81.3 96.3 65.8 46.8 
비정규직 49.7 89.4 39.2 46.1 

계약직 70.1 92.0 62.8 62.0 
시간제 16.3 82.5  7.2 22.7 
비정형 40.6 89.3 25.8 37.7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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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GDP 대비 
공적사회

투자지출(%)

GDP대비 
공적교육

투자지출(%)

민주주의질
(평균)

정치참여
(민주주의질)

AUS 19.2 4.8  9.2  7.78

AUT 28.1 5.8  8.6  7.78

BEL 30.6 6.5  8.2  5.56

CAN 18.3 5.6  9.2  7.78

CHE 18.9 5.3  9.0  7.78

CHL 10.2 4.5  7.4  3.39

CZE 21.4 4.5  8.2  6.67

DEK 30.8 8.7  9.6  8.89

DEU 26.0 5.0  8.4  6.67

ESP 27.1 4.8  8.2  6.11

EST 17.7 5.2  7.8  5.00

FIN 30.3 6.8  9.2  7.22

FRA 32.8 5.7  8.2  6.67

GBR 23.7 6.0  8.4  6.11

HUN 21.6 4.7  6.8  4.44

IRL 22.0 6.2  8.6  7.22

ISL 17.4 7.4  9.8  8.89

ISR 15.8 5.6  7.8  8.33

ITA 28.2 4.3  8.0  6.67

JPN 22.3 3.8  8.0  6.11

KOR  9.3 5.0  8.2  7.22

MEX  7.4 5.2  6.8  6.67

NLD 24.2 5.9  9.0  8.89

NOR 22.6 8.7 10.0 10.00

NZL 22.2 7.4  9.2  8.89

POL 20.8 4.9  7.0  6.11

PRT 25.7 5.3  8.0  6.67

SVK 18.1 4.1  7.6  5.56

SVN 23.8 5.7  8.0  7.22

SWE 28.4 6.8  9.8  9.44

TUR 12.8 4.1  5.8  5.00

USA 19.8 5.1  8.2  7.22

〈부표 2〉 5장에서 활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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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립학교
비율(%)

합계출산율
(%)

유학률(%)
GDP대비 

공공보육서비스
비중(%)

AUS   9 1.88 0.29 0.56

AUT  17 1.47 0.39 0.40

BEL  57 1.85 0.35 0.66

CAN . 1.66 1.21 0.17

CHE  18 1.53 0.32 0.23

CHL  84 1.83 0.24 0.61

CZE  14 1.55 0.32 0.41

DEK   2 1.88 0.15 1.43

DEU  13 1.42 3.25 0.49

ESP  15 1.50 0.80 0.55

EST  83 1.59 0.13 0.35

FIN  26 1.85 0.22 1.09

FRA  20 1.98 1.63 1.12

GBR 100 1.89 0.76 1.13

HUN  17 1.41 0.22 0.66

IRL   2 2.00 0.50 0.43

ISL  18 2.08 0.07 1.71

ISR  86 2.91 0.40 0.93

ITA   9 1.48 1.35 0.66

JPN  79 1.41 0.89 0.41

KOR  81 1.32 3.26 0.71

MEX  32 2.20 0.71 0.63

NLD  13 1.77 0.39 0.93

NOR  15 1.93 0.45 1.23

NZL  13 2.05 0.14 1.02

POL  30 1.41 0.72 0.33

PRT  20 1.32 0.34 0.39

SVK  18 1.39 0.88 0.35

SVN  14 1.50 0.07 0.50

SWE   9 1.92 0.47 1.43

TUR   5 2.05 1.27 .

USA  28 1.97 1.58 0.38

〈부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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