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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은 동전의 양면을 나타낸다. 사회변동이 인구변동

을 야기하고 다시 인구변동은 사회변동을 유발한다. 인구변동이 출생, 사

망, 인구이동이라는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거시적 수준으로 집계한 것이

라고 할 때, 미시적 행위결정은 사회체계의 구조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변화가 인구변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략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혼인, 출산,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 

지표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구현상의 변화를 좀 더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를 기획하였고, 이번 보

고서는 올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노동과 복지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과 

진행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 복

지국가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장들로 정당체제, 선거체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다루는 장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권력자원의 특성을 조망했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장으로 하나는 한국 성장체

제의 특성인 수출중심의 성장체제를 다루는 장과 다른 하나는 행동주의 

경제학과 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만든 노동시장의 특

성을 검토하는 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한국 복지국가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취약한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신했던 사적 자산축적, 사

회서비스 문제를 다루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다루는 연구 주제들은 직접적으로 인구문제를 분석한 것이 아

발┃간┃사



니다. 그에 앞서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진

단하고자 하였다. 2021년에도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내년 연구를 

통하여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제를 발굴하고 인구현상

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우

리 연구원에서 박종서 연구위원이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공

동 집필자로 정치분야에 정재환 울산대학교 교수, 김주호 경상대학교 교

수, 경제분야에 박찬종 광운대학교 교수, 송원섭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복지 분야에 양종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김도균 제

주대학교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해준 각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식입장이 아니

라 개별 연구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 둔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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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글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복지국가의 

취약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이 이후 고도성장이 

장시간·저임금 노동과 결합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해체 된지 이미 수 십 년이 지났지만(윤홍식, 2019a), 한국 

복지국가는 여전히 성장을 통한 분배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개

발국가와 같은 성장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기대가 

되었다. 고도성장을 다시 실현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조차 위협받으면서 불평등으로 대표되

는 사회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1987년 민주화이후,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공적 복지가 가장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했지만, 불완전 고용상태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아

무런 쓸모가 없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코로나19라는 예외

적인 상황 때문인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19 상

황이 종식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

는 정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복지국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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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의 결과가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정치·경제적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정적 일자리를 보편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성

장체제는 노동시장을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분리했고 민주화 이

후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공적 사회보

장도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

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불평등, 저출생, 높은 자살률로 인해 지속가

능한 사회가 아니었다. 이렇게 사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

데믹이 덮쳤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다고 한

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코

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이장은 왜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성공의 덫’이라는 개념을 통해 검토했다. ‘성공의 

덫’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한국 사회가 실패했기 때문

에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성공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

에 직면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조작화한 개념이다. 그래

서 이 개념에는 한국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라면 어렵겠지만 못할 

이유가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성공의 결과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성공의 덫’을 둘러싼 상이한 이해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제2절에서는 왜 우리가 현재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성

공의 덫’이라는 렌즈를 통해 조망해야하는지를 다루었다. 핵심은 한국의 

성공이 실패로 연결되는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어지는 제3절에서는 

대한민국의 성공의 결과로 나타난 그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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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풀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이 보고서의 구

성과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성공할 가능성 보다 실패할 가능

성이 더 높지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

시 우리의 성공이 만들어 놓은 덫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한다. 

영국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경제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자는 생각을 가진 영국인의 비율은 6%에 불과했다고 한다. 31%

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운영과 관련해 큰 변화를 원했고, 

28%의 사람들은 점진적인(moderate) 변화를 희망했다(Proctor, K., 

2020. 6. 28). 세계경제포럼(WEF)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회를 

‘거대한 재설정(Great Reset)’이라고 명명한 담론을 추진하고(World 

Economic Forum, 2020), OECD(2020)는 지난 6월 5일 발표한 보고

서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

서는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더 나은 사회

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성공의 덫’을 통해 살펴보자. 

제2절 왜 성공의 덫인가

  1.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에릭 홉스봄(Eric Hobs- 

bawm)은 『혁명의 시대, 1789-1848』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근대사회를 탄생시킨 이중혁명이라고 명명했다(Hobsbawm,

1998〔1962], p.63). 프랑스 혁명은 신분제 사회를 해체하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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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가는 길을 열었고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

제적 번영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홉스봄이 이야기한 이중혁명은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홉스봄

이 근대사회로 가기 위한 이중혁명이라고 명명했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이중혁명에 성공한 

국가는 공간적으로는 서구사회에 국한된 이야기였다. 예외가 있다면 한

국보다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이 유일했다. 실제로 한국은 제2차 세

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중 이중혁명을 성공적으로 통

과한 매우 예외적인 국가이다.   

먼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그림 1-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OECD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1820년 한국(조선)의 실질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일본의 89.7% 수준이었고, 일본이 조선에 개항을 강요하

기 직전인 1870년에는 82.0%로 낮아졌다.1) 일인당 GDP 기준으로 한국

과 일본의 격차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근 150년 동안 계속 

벌어졌다. 무려 다섯 세대(1세대=30년)라는 긴 시간이었다. 1970년 일본

의 일인당 GDP는 9,714달러였고, 한국은 1,954달러로 일본의 일인당 

GDP 대비 한국의 일인당 GDP 비율이  20.1%로 1820년이 이래 가장 

낮았다. 

1) 1820-1913년 일인당 GDP 수준(1990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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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실질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의 변화, 1820~2018

자료: 1) Maddison, A. (2003). Development Centre Studies: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aris: OECD.  186. 

        2) OECD. (2020e). Level of GDP per capita and productivit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DB_LV# 2020. 5. 10.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1970년 일본의 20.1%에 불과했던 

한국의 일인당 GDP는 계속 격차를 줄여 나가 2018년이 되면 97.3%로 

거의 일본과 동일해졌다. 사실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의 일인당 GDP는 2017년에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놀라

운 역전이었다. 일본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이 2020년 10월에 발표

한 실질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를 보면 한국의 일인당 GDP는 영국보다 

높았다(IMF, 2020). 200년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변화였다. 

단지 일인당 GDP 뿐만이 아니다. 제조업 생산량 기준으로 순위를 보

면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은 6위이다.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의 인구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는 점을 고려해 1인당 제조업 

생산량(GDP)로 보면 한국은 10,004달러로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에 올라있다(정준호, 2020, p.57). 한국의 수출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9470억불로 전세계 상품교역의 1.6%를 차지하고 있다(Chatha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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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산량만이 아니다. 21세기 최첨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의 아이폰12를 구성하는 부품의 원산지를 보면 아이폰12의 원가를 373

달러로 추정했을 때, 한국산 부품의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고, 일본

은 13.2%에 불과했다(한겨레, 2020. 11. 21). 한국 경제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해 저렴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지 불과 

6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룬 성취이기 때문이다.  

<표 1-1> 2016년 상위 제조업 15개국의 현황

순

위
국가

제조업

(백만달러)

인구

(15~64세)

(천명)

GDP

(백만달러)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1인당 

제조업 GDP 

(달러)

1 중국 2,978,877.3 1,012,998.2 9,505,298.3 31.3 2,940.7

2 미국 1,976,578.3 214,964.1 17,013,356.6 11.6 9,194.9

3 일본 1,260,905.8 77,287.5 6,010,651.1 20.9 16,314.5

4 독일 797,484.4 53,769.6 3,781,698.5 21.1 14,831.5

5 인도 411,519.6 873,908.7 2,456,031.5 16.8 470.9

6 한국 370,511.5 37,034.0 1,304,658.7 28.4 10,004.6

7 이탈리아 305,583.9 37,846.5 2,083,322.6 14.7 8,074.3

8 프랑스 291,052.9 41,843.8 2,817,900.8 10.3 6,955.7

9 브라질 252,205.3 144,560.4 2,248,071.5 11.2 1,744.6

10 영국 224,068.2 42,236.4 2,753,793.1 8.1 5,305.1

11 러시아 222,224.6 99,216.6 1,628,081.6 13.6 2,239.8

12 인도네시아 221,942.7 175,328.1 1,037,688.1 21.4 1,265.9

13 멕시코 192,409.5 84,512.8 1,259,036.2 15.3 2,276.7

14 스페인 186,688.2 30,614.9 1,464,508.8 12.7 6,097.9

15 캐나다 182,534.1 24,479.8 1,822,734.4 10.0 7,456.5

   주: 이 자료는 2010년 미 달러 불변가격 기준이며, 1인당 제조업 GDP 계산 시 15~64세 인구를 

사용했다.

자료: 정준호.(2020).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pp. 54-83). 서울: 사

회평론아카데미,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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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국의 주요 교역국, 2018

자료: Chatham House. (2020). Resource Trade. Earth. Retrieved from https://resourcetr

ade.earth/?year=2018&exporter=410&units=value 2020. 11. 25

경제성장만이 아니다. 2019년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여전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167개국 중 

23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상징으로 알려

진 미국(25위)보다 높았다(The Economist, 2020. 1. 22). 한국의 국제

정치에서의 위상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영국의 보

수적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11월 21일자에 “미국이 필요한 

대중국 전략(The China strategy America needs)”이라는 표지기사의 

삽화에 〔그림 1-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필요

한 핵심 서방국가 그룹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의 일원에 

포함시켰다(기사에서는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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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자료: The Economist. (2020b). Weekly edition. Retrieved from https://www.economist.c

om/weeklyedition/archive 2020. 11. 25. 

문화적 역량 또한 놀랍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개 부

문을 석권하고 BTS가 빌보드차트에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2020년 그래

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후보에 올랐다. BTS의 

음악이 더 이상 변방의 음악이 아니라 미국의 주류음악에 합류했다는 상징

과 같은 사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넷플릭스에 공개된 킹

덤,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 된지 70여년 만에 이렇게 경제, 정치, 

문화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군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강의 기적이 경제개발만이 아닌 정치·문화 영역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한국의 이러한 

이중혁명의 성공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악성바이러스가 숨겨

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까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가 직면한 한국의 이중혁명의 성공적인 이행은 사회적 위기를 동반한 불

안정한 이중혁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1장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과제: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11

  2. 성공의 덫, 지속불가능해진 사회

통계청(2020)이 발표한 ‘2020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분기 출

생아 수는 69,105명으로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6.2%가 감소했다. 3분

기 합계출산율(TFR)이 0.8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가족

책임주의가 강해 성별분업 이념이 강고하다고 알려진 남유럽과 독일, 체

제변화를 겪으면서 불안정이 매우 컸던 폴란드, 한국과 상대적으로 유사

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합계출

산율이 대략 1.4 수준에서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멈추었다. 하지만 한국은 

2002년 1.17로 낮아진 이후 2015년 1.24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급락하

기 시작했다. 2020년 3분기 0.84라는 전대미문의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3차에 걸친 저출산기본계획이 시행되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림 1-4〕 한국과 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 변화, 1980~~~2020

자료: 1) 통계청. (2020b).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

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0. 11. 26 인출

        2) OECD (2020b),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2020.11.26.

        3) 통계청. (2020. 11. 25). 2020년 9월 인구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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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만이 아니다. 합계출산율과 함께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안정

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을 보면 한

국이 걸어온 성공적 이중혁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삶의 문제를 노정

했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림 1-5〕를 보면 지난 30년 간 자살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률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153.6%나 높아졌다. 

〔그림 1-5〕 자살률의 변화, 1987년과 2017년

자료: OECD. (2019). Suicide rates (indicator). doi: 10.1787/a82f3459-en 2019.11.21.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세대로 

세습되는 현상들이 고착화되면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조귀동(2020)은 『세습중산층사회』에서 이런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오늘날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의 본질은 부모 세대인 50대 중

산층의 학력(정확하게는 학벌)과 노동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

에게도 동일한 학력과 노동시장 지위를 물려주는 데 있다”고 일갈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의 주역들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자마

자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실제로 〔그림 1-6〕을 보면 지니계수로 측정

한 한국의 불평등이 1990년 초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199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20여 년 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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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졌다. 1960년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불평등이 이렇

게 장기간 악화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감

소하는 듯 했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1990년대 초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으며, 

문화적 역량이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

는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이중혁명을 성공시킨 거의 유일한 사회

라는 찬사가 무색하게 한국인의 삶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OECD(2020a)가 삶의 질을 측정한 Better Life Index를 보면 한국인의 

소득수준은 비교대상 40개국 중 중간 정도인 22위인데 반해 삶의 만족도

는 비교대상 40개국 중 33에 그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림 1-6〕 지니계수의 변화, 1962~2018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통계청. (2019.12. 17.).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

go.kr 에서 인출. 

        3) Kwack, S. Y., & Lee, Y. S.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Seoul: KDI.

        4)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5) Choo, H. (Eds.). (1992). Income distribution and distributive equity in Korea. In 

L. Krause and F. Park, eds., Social Issues in Korea. Seoul: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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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공의 덫에 빠진 이유

한국식 성공이 만들어 놓은 덫이라고 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해지는 불평등, 높은 자살

률, 초저출산율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에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이중혁명을 한국적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성공시킨 결

과이기 때문이다. 

가. 성공적인 산업화의 덫

이중혁명 중 산업화의 성공이 왜 성공의 덫을 만들었는지부터 시작하

자.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 개발국가 방식을 취했던 대부분의 제3세계 국

가들이 대부분 실패했던 것에 반해 한국은 성공의 길을 걸었다.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농업사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이런 기적 같은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일까? 마

사히코 아오키(Masahiko Aoki)는 한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개발국

가의 성공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소규모 자영농의 존재로부터 찾는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대지주가 농

업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경우는 

부재지주가 농업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였다(Aoki, 2010, p.87). 놀라

운 사실은 〔그림 1-7〕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1945년 8월 일제강

점으로부터 해방되기 이전에는 여느 제3세계와 유사한 모습이었다는 점

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농가 중 소작농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라틴아메리카

처럼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농으로 나누어진 사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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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비중 변화, 1910~1945

자료: 1) 1913~1930년, 1933~1941년 자료는 배기호. (1999). 일제시대의 복지행정, p. 115. <표 

III-13>, p. 146, <표 III-35>, p. 198, <표 III-74>.   

        2) 1932년 자료는 김낙년. (2003). 일제하 한국경제. 서울:해남. p.128 표 4-1 참고. 

        3) 1942~1943년 자료는 김영모. (1971). “일제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p. 601. 

표 4-16 참고. 

        4) 1931년 자료는 궁학박사. (1983〔1975]).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전제조건의 형성. 한국

근대경제사연구 (pp. 256-298). 서울: 사계절, pp. 275-276, <표 8> 참고. 

변화는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찾아왔다. 불완전했지만 1945년 8월 

해방이후 북한의 농지개혁에 자극받은 미군정이 농지개혁을 실행하고 이

를 계승한 이승만 정권이 농지개혁을 실행하면서 한국은  아오키가 동아

시아 개발국가의 특성이자, 개발국가의 성공 조건 중 하나인 광범위한 소

규모 자영농의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윤홍식, 2019a). 산업화에 반대할 

수 있는 지배계급으로서 대지주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농업경제에 이

해를 갖고 있는 지배세력의 해체만으로는 산업화를 위한 정치적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지속적인 산업화를 위해서는 자원이 공업 분

야에 계속 집중되어야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대규모 노동계

급의 분배 요구는 이를 (전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지만, 후발산업화

를 추진하는 국가에게는 부분적인) 제약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그러나 이런 자본을 규율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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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을 거치면서 궤멸적 타

격을 입는다.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자율성에 도전하고 자본을 규율할 수 

있는 중요한 저항세력이 해방이후 남한 단독 정부수립과정에서 무력화 

된 것이다. 여기에 산업화를 주도할 산업자본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특혜적 적산불하를 통해 만들어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지대를 통해 성장

하면서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아오키(Aoki, 2010, pp.87-88)는 여기에 더해 자원을 산업자본가에

게 할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강한 정부를(한국의 

경우 군사쿠데타) 개발국가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개

발국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라는 국가의 조건부 지원이 기업을 성장시키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

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조건부 지원은 작동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조건부 지원에 기초한 산업화는 실패하고 집

권세력과 자본의 결탁이 부패를 낳게 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길로 쿠데타로 집권한 강력한 정부가 기층 민중의 요구에 

일정정도 반응하면서 자본과 노동자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다. 정부

가 자본과 결탁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한국과 같이 지속적인 산업화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노동자와 농민으로 대표

되는 기층민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1960년 

4·19혁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 분노가 독재정권

을 무너뜨린 역사적 경험은 새롭게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 또한 기층민중

의 이해에 반할 때 언제든지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

다. 실제로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제3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헌했다(이병천, 200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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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정권의 이러한 공언은 쿠데타 정권이 추진한 산업화에 대한 암묵

적 동의 기반을 만들었을 것이다. 선성장-후분배라는 담론에 대한 명시적 

보장 없이도 기층민중의 상당수가 동의한  이유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

원이 기업에 집중되고 고도성장으로 연결되면서 선성장-후분배 담론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동의기반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도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저임

금·장시간 노동과 결합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성장이 분배를 

촉진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성립되면서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정당성

은 더 공고해졌다. 〔그림 1-6〕을 보면 1970년대 말부터 소득불평등은 급

격히 낮아졌고 이러한 현상이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소위 성장이 

낙수효과를 유발하면서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없이도 불평등과 빈곤

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그림 1-8〕을 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1~3%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지출의 증가분 대부분이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 지출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 복지의 반(反)빈곤과 반불평등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1990년대 초를 거치면서 

해체된다. 1990년대 3저 호황이 끝나면서 자본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크게 보면 대략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민주

화 이후 이윤을 노동과 나누면서 노동의 숙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을 배제하고 자동화를 통해 성장하는 

길이었다.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과정과 

1990년 3당 합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변화는 자본에게 노동숙련을 높

이는 어려운 길보다는 노동을 배제하는 자동화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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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과 지니계수의 변화, 1962~199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통계청. (2019.12. 17.).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

go.kr 에서 인출. 

        3) Kwack, S. Y., & Lee, Y. S.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Seoul: KDI.

        4)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5) Choo, H. (Eds.). (1992). Income distribution and distributive equity in Korea. In 

L. Krause and F. Park, eds., Social Issues in Korea. Seoul: KDI. 

재벌 대기업이 노동숙련 대신 자동화를 통해 노동을 절감하는 성장방

식을 선택하자,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도 사라졌다. 재벌 대기업은 핵심부품과 자

본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최첨단 자동화 설비(조립형 생산방식을 업그레

이드한 모듈화)를 이용해 조립 생산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

림 1-9〕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대수로 측정하는 로봇밀

도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

일, 일본, 스웨덴 등의 로봇밀도가 매우 완만하게 높아지는 현상과는 대

조적이다. 핵심 부품과 자본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노동숙련대신 자동

화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자 1990년대 이전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확대

되고 있었던 국내산업의 연관관계가 약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에서도 고용상의 지위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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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한국과 주요 제조업 강국의 로봇밀도, 1985~2019

자료: 1) Statista. (2020). Manufacturing industry-related robot density in selected 

countries worldwide in 2019(in units per 10,000 employees) Retrieved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11938/industrial-robot-density-by-coun

try/ 2020. 11. 7. 

         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European Union occupies top position in the global automation race. 

         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8). Robot density rises globally. The 

RobotReport. 2019. US robot density ranks 7th in the world. April 5, 2019. https://

www.therobotreport.com/us-robot-density-ranks-7th-in-the-world/. 

         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9). IFR Press Conference 18th Septe

mber 2019, Shanghai. Retrieved from https://ifr.org/downloads/press2018/I

FR%20World%20Robotics%20Presentation%20-%2018%20Sept%202019.pdf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정부가 보증하는 부채를 통해 사업을 확

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던 재벌 대기업이 (일명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부채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제민, 2017). 이런 변화들이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장은 더 이상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

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기업의 성장이 분배문제를 해결해주지

는 못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

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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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와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그림 1-10〕에

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이례적으로 큰 나라이다.  

〔그림 1-10〕 OECD 국가들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격차

자료:  OECD. (2016). Promoting Productivity and Equality: Twin Challenges. OECD Econ

omic Outlook, 26(1), 59-84.

여기에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의 자본 조달방식이 은

행을 통한 차입 대신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 정부가 기

업을 규율할 기제도 약해졌다(윤홍식, 2019b; 이제민, 2017). 결국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성장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높아지는 현

상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재벌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커지면서 한국 사회는 아오키(Aoki, 2010, p.88)가 개발국가의 두 가

지 유형 중 전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너무 커져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기업에 대한 조건부 지원을 매개로 성장을 지속

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위협은 더 이상 기업을 규율

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림 1-1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경

제의 성장도 점점 낮아졌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라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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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면서 한국처럼 수출을 통해 성장했던 경제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한

국이 가장 잘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한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된 것이다. 

〔그림 1-11〕 실질 GDP 성장률, 1954~2019

자료: 통계청. (2019). e-나라지표: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http://www.index.go.kr/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에서 2019. 11. 1. 인출

나. 성공적인 민주화의 덫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성공하면서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통치로

부터 벗어나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싸움과 희생 

끝에 얻어낸 민주화 이후의 세상은 민주화를 갈망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

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아니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경제적으로 점점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

었기 때문이었다. 민주화가 국민소득의 더 많은 몫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한 것은 1987년부터 1990년 대 초까지 불과 몇 년에 불과했다. 민주

화가 되었는데도 한국 사회가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일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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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 산업화의 성격과 민주화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데 그렇게 무력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분배문제를 사회의 핵심 의제로 만들고, 이를 전면

에 밀고나갈 노동계급, 구체적으로 제조업 노동자는 1988년을 정점으로 

이미 쇠락하는 계급이 되어 있었다. 한국 경제가 1988년을 정점으로 탈

산업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화 이후 노동계급의 쇠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림 1-12〕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계급은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 더욱이 조직된 노동자라고 할 수 있

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의 위

험으로부터 비켜 서있는 사람들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의 글

로벌 기업화의 수혜자들 중 하나이기도 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기제는 해체되었지만, 재벌 대기업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소득도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사회에서 유일한 조직된 실체였던 조직노동이 복지국가를 위해 헌

신할 동인을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조직된 

역량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의 정치

적 성장을 방해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신

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 되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

할 수밖에 없었다.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유일

한 긍정적인 분배의 경험으로 남아 있는 사회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

고, 그것을 추진할 세력도 없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는 상상하기 어

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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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임금노동자의 구성 변화, 1995~2010

자료: 장귀연. (2013).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마르크스연구, 10(3) 12-40. 

민주화의 성격도 한국이 분배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균열구조가 만드

는데 우호적이지 않았다. 분배를 중심으로 사회적 균열구조가 만들어지

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을 둘러싸고 상이한 이해를 가진 집단들의 정치세

력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1987년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권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정당과 권위주의 시기에 보수야당으로 

불렸던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양당의 지배구조가 공고화되는 과정이었다. 

사실 1987년 민주화는 기층민중의 희생과 투쟁을 생각하지 않고는 상상

할 수 없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의 과정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기층민중은 배제되었다. 오도넬(O’Donnell, 1989)이 이야기한 것처럼 

권위주의 세력과 보수야당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세력과 보수야당이 합의한 소선구제와 

다수득제의 공고화는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 제도권 정

치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높이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했다. 1987년 민

주화이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들이 번번이 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 진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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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보수정부가 집권

하면 진보 이슈는 자유주의 정당의 전유물이 되었고 자유주의 정부가 집

권하면 대립의 축은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야당 간의 도덕성과 권력개혁

의 문제로 이동했다. 진보 정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1-13〕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당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림 1-13〕 진보정당의 전국적 선거 득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정당의 양당구도가 공고화

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중간계급이 연대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특히 권위주의 개발국가 시기 동안 성장의 최대 수혜자였던 중간계급은 

낮은 세금에 힘입어 사적 자산을 축적함으로써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확

대 없이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했다. 한

국 복지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민간연금의 대규모 확장은 이를 

반증해 준다. 더욱이 젠더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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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분배 이슈만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확장하는 것은 변화하는 후

기산업사회에 대응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대안이 되기도 어려워졌

다. 분배와 정체성 이슈를 통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균열을 만들어낼 새로운 정치개혁이 필요해 진 것이다.     

제3절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려면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성공의 덫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어떤 특성이 왜 성공의 덫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의 덫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이 보고서의 나머지 장에서 다루고 있는 

과제를 참고해 한국 사회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숙제를 풀

어야하는지를 경제-정치-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했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공의 덫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

작은 우리가 성공의 덫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1. 복합적인 과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단순하고 강력한 하나의 대안은 없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정치-경제-복지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보

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한국의 이른 탈산업화의 결과이자, 1990년대 

이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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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성장체제와 복지체제를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는 포스트 산업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계급구조라는 정치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관련성이 낮은 재벌 대기업이 주도

한 성장의 폐해를 사회지출의 확대, 특히 그 사회의 과세 역량 이상의 사

회지출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뿐 지속가능한 대

안이 될 수 없다(Aoki, 2010, p.88).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

제를 단순히 사회지출의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이유이다. 

높은 사회지출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4〕에서 보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018년 기준 

27.9%로 26.1%인 스웨덴보다 높지만,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

를 보면 이탈리아는 0.33으로 스웨덴 0.28보다 높다. 상대빈곤율도 이탈

리아와 스웨덴은 각각 13.9%와 9.0%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 사회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4〕 한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사회지출, 세입, 지니계수, 상대빈곤(2018년 기준)

자료: 1) OECD. (2020g). Social expenditure-Aggregate data. Retrieved from https://stats.

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20. 10. 27. 

       2) OECD. (2020c), Income inequality (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2020. 11. 27.

       3) OECD. (2020d),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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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합적인 과제의 모습

한국 사회가 빠진 성공의 덫의 원인을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도식화해 보면 〔그림 1-15〕와 같은 모습이다. 1990년대 이

후 급진적 혁신, 모듈화와 자동화, 핵심 소재·부품·중간재의 수입 등에 

기초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조립형 성장체제의 

성격이 노동시장에서 기업규모, 고용상의 지위, 성별, 지역 간 불평등을 

양산하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성장방식으로 한국의 기업은 1990년대 이후, 특히 1997년 IMF 외환위

기 이후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림 1-15〕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자료: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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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1960년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성장을 통한 불평

등 해소라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강력한’ 유산과 사회적 위험을 낮은 

세금을 통해 사적으로 축적한 자산을 통해 대응했던 중간계급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사

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졌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본 역

사가 없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러한 경제

구조와 복지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집단이 제도권 정

치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든 선거제도가 맞물리면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변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라이

져이션의 성격 변화 등 새로운 도전들이 겹쳐지면서 문제는 점점 더 복합

적으로 변하고 있다.   

  3. 성공의 덫으로부터 탈출

가. 성장체제의 전환을 위한 과제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다. 먼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

의 성장체제를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성장체제로 전

환해야 한다. 권위주의 개발국가 시기였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

지 성장이 국내산업의 연관관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적 방식으로 국내산업 연관관계를 현

대적으로 강화하는 성장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핵심 부품, 소재, 자

본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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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자체 조달률을 보면 2001년 73.4%에서 2018년 72.2%로 정체상

태에 있다. 부품의 경우는 동기간 동안 60.1%에서 66.4%로 5.3%P증가

하는데 그쳤다. 소재·부품비율을 보면 66.2%에서 68.8%로 지난 18년 

동안 2.4%P 증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범용기술 중심의 기술개발·성

장으로 인한 핵심·첨단 기술수준이 취약해” 대일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p.3).

시장 규모가 큰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중심으

로 압축 성장전략을 선택하면서 소재·부품·장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종업원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소재·부품 생산기업에 차지

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79.9%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개

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투입도 낮아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에 비해 경쟁

력이 낮은 것은 물론 그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일본과의 범용 소재·부품 첨단기술 종합경쟁력 격차는 2.5%에서 4.8%로 

커졌고, 첨단기술의 종합경쟁력도 2.7%에서 5.1%로 더 벌어졌다(국회예

산정책처, 2020, p.7, p.56).  

다음으로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이래 

GDP 성장에서 내수와 수출의 기여도 모두 급감하면서, 〔그림 1-16〕에

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 경제는 내수도, 수출도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국

면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정부소비가 성장을 겨우 유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핵심·첨단 소

재와 부품을 수입해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사용해 완제품을 조립해 수출

하는 성장방식은 개별 대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국

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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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부문별 GDP 성장기여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2019)

   주: 박근혜 정부는 2013~2016. 문재인 정부는 2017~2019. 

자료: 한국은행. (2020b).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소득. https://ecos.bok.or.kr/jsp/vis/

GDP/#/spending에서 2020. 11. 27 인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은 자동화 중

심의 생산방식에서 자동화와 노동의 숙련의 균형적 발전에 기초한 성장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앞의 〔그림 1-9〕 “한국과 주요 제조업 강국의 

로봇밀도, 1985~2019”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로봇

밀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림 1-17〕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비율이 한국 보다 월등이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로봇밀도는 제조업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반비례관

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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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로봇밀도와 제조업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비중

자료: 〔그림 1-9〕의 2018년도 자료와 OECD TIVA Indicators: 2018 edition, 정준호. (2018). 

“g제2장 경제적 유산과 쟁점.”h 윤홍식 외, �w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pp. 11-57.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용인 자료를 그래프로 수정한 것. 

노동숙련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숙련을 반영

하는 임금체계(숙련급과 역량급)와 노동숙련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장 숙

련·훈련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김세움·정진호·류성민, 2015, p.82). 

특히 작업장 숙련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처럼 후발산업국에서 기업이 경

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발국가와 다른 새로운 경로를 창출해야 한다. 그

리고 그런 새로운 경로창출을 통한 추격(혁신)은 작업장 숙련을 통해 현

장에서 축적된 암묵적 지식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심로악기, 쿠쿠홈시

스, 하나코비 등은 현장에서의 암묵적 축적을 통해 새로운 경로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근 외, 200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속도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경향이 강

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수 없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연관관계를 높여 지금보다 내수를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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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것은 한국경제의 필수적 과제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이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대

비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45.1%(2014년)로 미국의 82.6%, 영국

의 80.8%에 절반에 불과하다(한국경제, 2017. 11. 26).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는 본 보고서의 다른 두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경제체제와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권력자원이라는 차원(김주

호)과 경제구조 개혁(송원섭)이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충분히 다루질 못했다. 아래 〔그림 1-18〕에서 보는 

것처럼 혁신이 소수의 혁신이 아니라 국민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보편적 혁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혁신이라는 것이 본래 불균형적으로 발생한다는 속성이 있다는 점

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림 1-18〕 소수의 혁신에서 보편적 혁신으로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광복 100주년을 향한 혁신적 포용

국가 미래비전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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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

복지체제의 전환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현재 한국 사회

에서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가 체제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하는 하는 사회적 비용이 취약계층과 같은 특정

한 계층에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체제전환을 위

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 복지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

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공적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

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민도 공적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이 낮아, 대부분의 중간계급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사적 자산축적

을 통해 완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복지체제의 현실은 

2019년에 수행했던 『저출산·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잘 기술되어 있다(윤홍식·김주

호·박찬종·송원섭·양종민·정재환, 2019, pp.14-15). 보고서는 현재 한

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한국 복지체제의 삼중구조라고 명명하면

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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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한국 복지체제의 삼중구조

자료: 윤홍식·김주호·박찬종·송원섭·양종민·정재환. (2019). 저출산·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 

“맨 위에는 사회보험으로 대표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주 대상인 동

시에 낮은 수준의 공적 복지급여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사적 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있다. 이 계층의 특징은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사적으로 축적된 자산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부차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소위 중간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으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주로 사

회보험이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축적된 사적 자산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다. 마지막으로 최하위 집단은 사회보

험으로부터 배제되고,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계층으로 복지수급의 낙인이 수반되는 공공부조에 의존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계층이다. 또한 이 계층은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데,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이 되는 노동능력과 부양의무자가 없고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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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엄격한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수급대상이 되는 계층과 노동능력, 부양

의무자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수

급대상에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이다.” (윤홍식 외, 2019, p.15).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과제는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을 해체하고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한국 복

지체제의 보편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

는 산업·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분배체계로서 사회보

장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1988년 제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서구 수준으로 도달하기 이전에(미국의 60%수준) 이미 정점

을 도달하면서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탈산업화에 들

어서고 있었다(The Economist, 2014).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을 중심에 놓고 공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

은 적어도 소득보장 영역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

다. 실제로 GDP 대비 사회지출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60~70% 

내외)은 압도적이다. 물론 OECD 주요 국가들에서도 사회지출에서 사회

보험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보편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

과 소득을 보장받는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보험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확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보험만을 중심으로 공적 소

득보장 제도를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전국민을 대상

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을 현대적으

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을 현대적으로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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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유력한 방식 중 하나인 사회보험을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에서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

을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한다고 해도, 무급노동에 종사하

는 사람들을 비롯해 소득기반 사회보험에 포괄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모두 시민이 유급노동을 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도 않

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이 반드시 유급노동

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처럼 보편적 사회수당의 도입은 사회보

험을 현대적으로 재구조화와 것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고 해도, 현금급여를 그렇게 늘리게 되면, 한국 복지국가의 급여구성은 

남유럽과 동유럽과 같이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중심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비

롯해 계급·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가 필수적이다. 결국 한국 복지국가를 확장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는 사회보험의 현대적 재구조화와 함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급여가 

필요한 집단에게 보편적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노

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등이 그 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55~64세

까지 연령집단에 대한 보편적 수당 도입도 검토 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

의 관점에서 이런 보편적 사회수당은 전환적 기본소득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복지국가를 현대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사회보

험을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보편적 사회수당(전환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소득보장 영역

에서 역진적 선별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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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영역은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인적자본과 밀접한 연관

이 있고 인간생존의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그림 1–20〕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의 대

부분은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낮은 질의 서비스이다. 북서유럽에서 사회

서비스의 대부분이 공공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복지체

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성은 일

제강점기 이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역사적 유

제이다(윤홍식, 2019c). 당장 전면적으로 공적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같은 준공영적 방식을 통

해 확대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

로 전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해야하는데 지난 100년이 넘는 역사적 경험은 민간이 사회서비스 제공하

는 방식을 지속하는 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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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주요 사회서비스의 공공제공 비중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8).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018. 11. 23. 서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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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체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아무리 좋은 개혁비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역

량이 부재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

은 복지국가 확대에 우호적인 세력의 세력화와 이를 대표하는  정치세력

이 제도권 정치에 유의미한 규모로 진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

듯이 북서유럽의 복지국가의 확대는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노동자계급

을 대표하는 정당, 사민당의 성장을 배제한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복지국가 확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세력

(예를 들어, 비스마르크, 기독교민주당 등)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와 기민당의 친복지 성향도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노

동계급의 성장과 사회주의 정당의 성장을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

렵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2020년 현재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현대적으로 재

구조화하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또는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2020년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는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

이 조직화되어야 하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제도 정치권

에 진입해 집권 또는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

해하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반드시 전통적 제조업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교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놓고 보면 한국에서 복지국가 확대에 적극적인 

정당은 사민주의 성향의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도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규모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은 필수적

이다. 현재와 같이 소선구제, 다수득표제와 같은 승자독식구조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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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유의미한 규모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림 1-13〕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보정당은 2004

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3.2%를 득표한 이래 

한 번도 2004년 선거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경우가 없다. 오히려 득표율

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했다. 제한적인 비례대표성을 보장하는 구도에서 

담대한 복지확대를 추진할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왜

곡된 행태로 희화화 되었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전히 진보정당이 

유의미한 규모로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연동형비례대

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했던 거대 양당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비례대표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정재환이 검

토한 것처럼 비례대표제의 강화는 다당제와 관련이 있고, 다당제는 양당

제에 비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데, 거부권을 늘리는 역할도 한다.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이 늘어날수록 기존 경로에서 새로운 경로, 

여기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

이다. 특히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될 때 남미와 같이 지속가능하

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소수정당이 제도권 정

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대

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개혁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민주

화는 대통령 직선제를 매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

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유제인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유용하게 하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일견 정반대의 방향에 있

는 개혁을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를 위한 상보적 관계로 만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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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이 어떤 개혁인지를 알지 

못한다. 

노동계급의 조직화도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디지털 기술변화와 

탈산업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조직화 

방식은 과거 제조업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식과는 상이할 것이다. 많은 사

람들이 노동계급이 이질화되어, 과거와 같이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노동

자로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동

질적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노동자도 처음부터 동질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19세기 말 이탈리아 토스카

나(Toscana)의 카스텔리오리노(Casteliorino)에서 있었던 노동절 선언

문을 보면 대장장이, 벽돌공, 제화공 등 자영업자들이 스스로를 노동계급

이라고 선언했다(Sassoon, 2014, p.66). E P. 톰슨(Thompson)의 『영

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이질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노동계급이 노동계

급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형성해갔던 장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Thompson, 1966〔1963〕). E. P. 톰슨에 이어 영국 민중사를 집필한 셀

리나 토드(Selina Todd)는 노동계급이 다양화되었지만, 지금도 영국에

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60%가 스스로를 노동계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Todd, 2016〔2014]).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의 단일한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구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변화

하는 노동형태에 조응하는 새로운 노동계급의 정체성과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역시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음식배달을 하는 라이더 유니온이 조직화되고, 

알바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 주

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동자의 조직화는 자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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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루즈벨트의 뉴딜이후 미국 노동자의 조직화

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Schivelbusch, 

2006). 

새로운 노동계급이 조직화되고, 진보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한다고 

해서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가 실현가능한 것도 아니다. 북서유럽

의 역사에서 확인했듯이 이렇게 조직된 계급과 정당이 자신과 계급적 기

반이 다른 집단, 정당과 연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중간계급)

이라고 부르는 집단이다. 물론 이 중간계급 또한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계급처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현재 한국

에서는 조직노동이 서구의 중간계급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시민이

라고 통칭되는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에 동의하는 경향성을 가진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다. 조직된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이 집권을 통해 

복지국가를 현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연대의 방식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다수득표제의 정치제

도 하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2016~2017년에 있었던 촛불항쟁은 조직노동, 아직 조직되지 않은 새

로운 노동자, 시민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은 지원하지만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민들과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에 결합했고 퇴진

운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윤홍식, 2019b). 민주

노총의 이러한 전략은 2015년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민중총궐기라는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반성으로

부터 얻은 교훈이었다. 조직노동은 조직된 노동자라는 조직된 실체를 갖

고 있지만, 시민사회로부터 고립되어있었고 시민을 대표하지도 못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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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 시민운동은 시민을 대표한다고 간주되고 대안을 제시하

고 있지만 조직된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2016~2017년 촛불항쟁은 바

로 이 두 주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결합해야하며, 그 결합이 어떤 의

미를 갖는지를 보여주었다. 쉽지 않지만, 새로운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구

성하고, 이들과 조직노동, 시민의 결합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현대

적으로 확대하는 기본 동력이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다.  

북한 문제도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균열이 분배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위해 풀어야할 중요한 난제 중 하나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정착되

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새로운 노동계급의 형성도, 분배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균열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확장도 언제든지 안보라는 위협에 직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는 물론이고,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남북정상이 수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북한 문제

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평화복지국가’라

는 주제로 세권의 단행본을 출간한 것도 바로 이 북한 문제가 한국이 복

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

다(윤홍식 외, 2013; 조흥식·장지연, 2014; 이병천 외, 2016). 민주노동

당의 분열도, 통합진보당의 분열도 결국 한국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반공

주의와 반북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19c).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더 분명해진 것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

는 일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패권의 문제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주변 열

강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문제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는 노동과 진보계급, 더 나아

가 시민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한 복지

국가의 문제는 자본의 이해가 걸린 직접적 문제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세금은 가장 오래된 계급투쟁의 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지국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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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확장은 바로 그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O’connor, 1973). 그렇

기 때문에 한국 복지국가의 현대적 확장은 노동계급과 자본의 사회적 합

의와 타협에 기반 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2020년에 맞게 새롭게 만들

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성공적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기초한 한국 사회만의 사회적 대화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어떤 사회적 대화의 성

공적인 모형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

를 역사적 실체로 이해하면 현재 한국 사회의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 조직노동(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부가 사

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조직 불안

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 영세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을 사회적 대

화의 주체로 포괄하는 현실적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윤홍식·유병

홍·정한울·박선효·이상호, 2018).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대화가 전통적

인 사회적 대화의 조건을 결여했음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경험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권형기, 2014). 

정리하면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의 과제는 단순히 

복지지출의 확대가 아닌 정치·경제의 상호보완적인 개혁과 함께 가야한

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내용은 한국의 역사적 

유산을 반영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처음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는 처음 가는 길을 가야하고 복지국가를 현대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처음 가는 일은 우리의 숙제가 된 

것 같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과제들을 이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

하면서 제4절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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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치-경제-복지체제의 대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담는 것은 보고서 구성에서 

보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논의가 단순히 일회적 연구로 끝나

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내용

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앞서 

종합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 담고 있는 논의의 핵심 내용을 비판

적으로 정리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경로는 하나의 경로

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는 새로운 

길이다. 즉,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단순히 우리가 고민한 내용을 펼

쳐 보이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정리하고 주장하는 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

토가 필요하다. 어떤 대안적 과제는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만, 다른 면

에서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검증이 필

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의 장

단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 복

지국가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장들로 정당체제, 선거체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다루는 장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권력자원의 특성을 조망했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장으로 하나는 한국 성장체

제의 특성인 수출중심의 성장체제를 다루는 장과 다른 하나는 행동주의 

경제학과 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만든 노동시장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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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하는 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한국 복지국가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취약한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신했던 사적 자산축적 등

을 다루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장들의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 장들을 검토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개별 장들을 독립적인 주

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복지라는 통합적인 틀

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1.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정재환이 작성한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는 왜 한국 사회가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지를 정치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정

재환은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조건에서 ‘거부권 

행위자(veto player)’와 ‘규범 주창자(norm entrepreneur)’의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개혁을 거부할 수 있는 행위자를 최소화하고, 복지국가

라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주창자가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

는 용이한 구조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의식의 정당성을 폴라니의 인식 틀에서 찾는다. 

폴라니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을 결정

하는 가격변동이라는 자본주의 자체의 내생적 불안정성에 기인하기 때문

에,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려면 이러한 내생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것이다. 복지국가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의 내생적 불안정

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내생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방식은 폴라니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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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다른 학자들의 논의로부터 도움을 받

고 있지만, 자기조정적 시장이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자본주의의 

자기보호운동이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

는 입장에서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논의를 새롭게 재

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시장을 다시 사회에 착근시키는 자기보호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상쇄하

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민주의 보호주의” 기제라고 명

명한 것이다. 사민주의 보호주의의 기본적 목표는 자기조정적 시장에 기

초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복지자본주의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민국가 차원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

으로 불안정성을 통제하는 것이다. 중상주의 보호주의(mercantilistic 

protectionism)이라는 부르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성장에 기

초한 고용안정성에 기초해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developmental protectionism)”라는 것이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득을 높여,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

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대응기제가 상호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재환의 

인식이다. 만약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

들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복지국가에 가장 친화적인 사회적 보호방식은 

“사민주의적 보호주의”라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정치적 과제 또한 

한국 사회에서 “사민주의적 보호주의”라는 복지자본주의를 만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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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사민주의적 보호주의’를 자본주의의 자기조정적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한국 사회의 지난 경로를 살펴보면 이런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성장과 분배의 탈동조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국

인들은 여전히 분배의 문제를 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열망이 강하기 때

문이다(윤홍식, 2019a, 2019b). 정재환은 이러한 한국인의 성장에 대한 

집착을 “관념적 경로의존성(ideational path-dependency)”이라는 개

념으로 설명한다. 정재환(2018)이 2018년에 발표했던 “Symbolic poli-

cy and ideational path dependency: Institutional change and 

ideational continuity in the Korean developmental model”라는 

논문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직면한 현재 문제를 과거에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기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인식지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관념적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과거의 고도성장이라는 ‘성공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사회적 지

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래서 ‘성장

을 통한 분배라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윤홍식, 2019a) 방식이 아닌 복지

자본주의, 즉 사민주의적 보호주의로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

념적 경로의존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념적 경로의존

을 깨기 위해서는 ‘사민주의적 보호주의’라는 대안을 추동할 새로운 ‘규

범 주창자(norm entrepreneur)’가 제도 정치권에 진입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정치권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 사회가 개발주의 복지체제라는 경로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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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이탈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하는 정치적 거부권이 낮은 정체제도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거부권의 제도화 

수준이 높다면 기존 경로에서 새로운 경로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한국의 정치제도의 개혁은 거부권의 제도

화 수준이 낮은 의원내각제, 단순다수제, 양당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주장하는 핵심이다. 진보정

당과 시민사회의 개혁 진영에서 요구하는 비례대표성의 강화는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면, 지금 보다 높은 수준의 거부권 행위자를 제

도화하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와 

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높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를 만드는 최악의 조합

이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주요국들은 대부분 대통령제-

비례대표제-다당제가 결합된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의 이러한 논리는 새로운 규범 주창

자를 어떻게 제도정치권에 진입시킬 것인가라는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풀

어 가는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진보세력과 같은 새로운 

담론을 주장하는 소수의 새로운 규범 주창자가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기 위

해서는 단순다수제 보다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

다. 실제로 영국, 미국, 한국처럼 양당제가 굳건하게 자리한 사회에서 새

로운 규범 주창자가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반면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서유럽의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새

로운 규범주창자가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길은 단순다수제-양당제를 중

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북서유럽에서 

녹색당의 성장은 이러한 사실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과제는 새로운 규범 주창자가 제도정치권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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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용이한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이 거부권

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를 안게 된다.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새로운 규범 주창자가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다당제의 정치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논쟁은 의원내각제-단순다수제-양당제를 갖추고 있

는 영국과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다당제를 갖추고 있는 스웨덴, 독일 중 

어떤 사회가 경로이탈을 통해 새로운 경로로 진입하기 용이했는지를 비교

해보는 것이다. 영국의 경험은 1979년 대처의 집권을 통해 사민주의 복지

체제의 성격을 탈각하고,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이행한 경험이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주장한데로 경로이탈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영국에서 경로이탈은 새로운 규범 주창자에 의한 

경로이탈이 아니라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구도에서 보수당이 중심이 되

어 기존경로에 이탈하고 보수당 중심의 경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스칸디

나비아 복지국가 중 핀란드의 경험도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주

장하는 것과 사뭇 다른 역사를 보여준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핀란드는 

20세기 초만 해도 자유주의 성격이 강한 복지국가였지만, 20세기를 경과

하면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사민주의 복지체제로 합류한다

(Esping-Andersen, 1990; Flora & Alber, 1981). 의원내각제-비례대

표제-다당제라는 정치구조에서 기존의 경로를 버리고 새로운 경로로 이

행했다. 그래서 정치제도와 경로이탈의 가능성 여부는 보다 정치한 고민

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만들어가 위해 지향해야할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영국 모델은 기

존의 제도권 정당 간에 경로이탈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함의를 줄 수 있

다. 그러나 한국처럼 기존의 정당구조가 (보수야당에 뿌리를 둔)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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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민주당)과 (권위주의 세력에 뿌리를 둔) 보수정당이라는 양당구

도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수정당 또는 자유주의 정당 중 누가 집권

해도 기존 경로를 이탈해 새로운 경로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1997년 이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을 

제외하고 1987년 체제에서 경로이탈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경로이탈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성

장체제가 제도정치권의 (직접적·암묵적) 동의·추동에 의해 소위 복선형 

성장체제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강화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로 더 경

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천, 2020). 사민주의적 보호주의 복지체제

를 만들어가기 더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사회가 새로

운 경로를 만드는 과정은 정치제도의 개혁과 함께 그 사회의 권력자원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원의 형성은 새로운 규범 주창자가 제도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때 상대적으로 더 용이 하다는 것을 서구 복지국가

의 역사적 경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측면에서 정치개혁도 그 핵심 

목표는 복지국가를 지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력자원의 형성과 관련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과제

의 1순위 목표는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새로운 권력자원,” 즉 새로운 계

급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지지

하는 새로운 규범자의 권력자원을 강화하고(이 내용은 다른 장에서 다루

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규범 주창자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기

존의 보수-자유주의 양당 구도를 허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출발

점 중 하나는 단순다수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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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의 오

만과 욕심으로 엉망진창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제기한 대통령 중심제와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강화

로 나타날 수도 있는 다당제라는 정당제도가 결합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

는 거부권의 강도를 낮추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과제는 이후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대안을 진척시킬 수 있을 것

이다.   

2. 권력자원의 형성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정치

제도가 새로운 규범 주창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경로를 전

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거부권을 낮추는 개혁이 성공한다면, 한

국은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김주호가 작성한 “권력자

원의 형성”은 우리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권력자

원의 구성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권력자원의 성격 또한 상이해 질 수 있

지만, 분명한 것은 조직된 정치적 힘이 없이 한 사회가 새로운 경로(여기

서는 성장제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한다. 

“권력자원의 형성”은 현재 한국 사회는 북서유럽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당시와는 상이한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에부터 출발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북서유럽이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던 

시기는 제조업이 중심 산업이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특성 또한 상대적

으로 동질적이었다. 즉 노동자들의 이해가 이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

동자를 조직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동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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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반면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2020년은 

북서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당시와 비교했을 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존재하고 그 이중구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

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고용지위에 따른 

이중구조화와 기업 규모에 따른 이중구조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이렇게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화되어 간다면, 한국 사회에서 노

동자들이 북서유럽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

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권력자원의 

형성”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복지체제에 따라 상

이하다. 즉,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노동자의 이

질성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이질성의 정도는 그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노동자들을 공통의 

이해에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앞서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

제”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한국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도정치에 진입할 장벽이 매우 높

기 때문이다. 문제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에 돌아

오는 순환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정치제도의 개혁은 복지국가에 친화적

인 새로운 권력자원의 형성을 요구하고, 새로운 권력자원의 형성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없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조직화된 노동의 권력자원은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노동시장 지위가 안정적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작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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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중요한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노동자들의 이해

를 대변해 제도 정치권에서 복지국가를 추동해야 하는 좌파(진보)정당 또

한 지리멸렬(支離滅裂)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앞에서 검토했듯이 

이러한 현실은 일제강점이래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고화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주호는 논쟁적인 질문을 던진다. “설사 좌파 정당이 나

름 강한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복지정치의 입안 및 수행에 있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좌파정당이 반드시 외

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도, 외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반드시 좌파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북서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

이다. 〔그림 1-21〕을 보면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을 제외한 북서유

럽의 주요국들의 좌파정당들의 득표율은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

아졌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 좌파정당들의 득표율은 

1981년 56.8%에서 2017년 7.5%로 거의 ‘궤멸’이라고 할 정도로 낮아졌

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브라만 좌파라고 부르는 북서유럽

의 사민당은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잘 교육받고 안정적 고

용상태에 있는 중간계급의 정당이 되었다(Piketty, 2018). 이러한 조건

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취약계층의 지지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

으로 집결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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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북서유럽에서 좌파정당들의 득표율, 1981~2020

자료: Wikipeida 홈페이지, 각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의 득표율을 합산 https://www.wikip

edia.org/에서  2020. 11. 20. 인출. 

결국 “권력자원의 형성”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

어가는 주체는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현재 노동시장 외부

에 놓여 있는 청년, 여성, 특수형태노동자,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서있

어야 한다. 문제는 그들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하며 조직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권력자원의 형성”에서 이야기하

듯 새로운 실험들이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실험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일하는 사

람들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는 단 한 번도 그냥 공짜로 얻어진 적이 없었

다. 언제나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두 편의 연구는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되는 한

국 경제체제의 성격을 성장체제와 노동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먼저 

박찬종이 집필한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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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어서 송원섭이 분석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한

국의 노동시장”은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와 앞

서 정치분야에서 김주호가 분석한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권력자원 형성”과 관련성을 염두해 두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3.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이 권력자원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면, 그 권력

자원의 구성과 변화는 한국 경제체제의 특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제조업의 부상과 노동계급의 부상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또한 한국의 권력자원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복지체제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풀어갈 주체의 형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 복지체제에서 권력자원의 

특성을 논할 때 우리는 종종 권력자원의 특성과 구성이 한국 경제체제의 

특성과 무관한 듯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박찬종이 작성한 “포스트 세

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권력자

원과 복지체제의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경제체제의 성격을 성장

체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종래에 한국 성장체제의 특성을 ‘수출지향산업화’라는 개념을 통해 설

명했던 것과 달리 박찬종은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

제”에서 한국의 성장체제를 ‘수출주의 성장체제(exportist growth re-

gime)’라는 새로운 개념 구성을 시도한다. 수출지향산업화가 정부가 주

도하는 성장정책이라는 일견 고정적 성격을 갖는 개념이라면, ‘수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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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체제’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 한국의 성

장체제로, “투자자금의 조달과 배분을 위한 금융제도 및 기술훈련과 같은 

다양한 국내의 제도들과 국가와 기업, 노동과 같은 주요 행위자들의 관

계”가 지속적으로 조율·조정하는 성장체제로 규정한다.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제2절에서 ‘자본주

의 다양성’ 논의를 다룬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

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는 조금 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핵심 질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앞

에서 이야기한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워야 할 공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자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기업 내 조정의 결과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개

발국가 시기처럼 정부가 그 조정과 조율에 핵심에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의 자금 조달방식이 차입에서 자기자본형태로 구성변화가 일어

났다는 점은(윤홍식, 2019c)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조정과 조율방

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

제”에서는 권위주의 개발국가 이래 한국 경제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지속된 한국의 수출주의의 시작은 우리 스스

로의 선택이라는 측면보다는 “냉전을 배경으로 기획된 미국의 지역안보

전략의 산물”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원조부담을 줄이

고 “국내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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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미국-일본-한국과 대만이라는 

지역적 분업체계의 형성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

년대 들어서면서 이전 보다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병천(2013, 

pp.163-167)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한국의 성장체제의 특성

을 ‘수출독주체제’라고 명명했다. 실제로 〔그림 1-22〕에서 보는 것처럼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1997년 이후 수출의 상대적 역할이 중

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비와 투자의 상대적 중요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1997년을 거치면서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

에서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

했다.

〔그림 1-22〕 GDP 성장기여도: 소비, 투자, 수출, 1988~2007

자료: 한국은행. (2020a). GDP 성장기여도(실질):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

bok.or.kr/jsp/vis/GDP/#/spending에서 2020. 11. 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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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의 수출중심의 성장체제를 조립형 수출

중심 성장체제로 분석한 기존의 논의(특히 1997년 이후)(핫또리 타미오, 

2006〔2005〕; 정준호, 2020)와 달리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

의 성장체제”에서 한국의 성장체제가 가공형 성장체제로 변화했다고 주

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수출 

물량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최종소비재 보다 중간재와 자본재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이 WTO

에 가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만약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조립

형이 아니라 가공형으로 이해한다면, 한국의 낮은 국내 산업연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곧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과 연결되면서 한국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본격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질

서 하에서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미래를 진단하는 것은 한국 사회

의 분배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적 키워드가 될 것 같다. 

  4. 한국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분석: 행동·제도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왜 한국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분절적인 구조

를 갖고 있나? 송원섭이 집필한 이 장은 앞서 박찬종이 분석한 한국의 수

출주도 성장체제의 결과로 나타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주류 경제학의 틀이 아닌 행동경제학과 제

도주의 경제학이라는 비주류경제학의 프레임을 통해 분석했다. 송원섭이 

한국의 분절적 노동시장을 비주류경제학의 프레임으로 분석한 이유는 주



6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류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시적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식을 과거의 

시각에 기초해 분석과 해석”한 것이 한국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이 실패한 

핵심적 이유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송원섭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성의 모호성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스웨덴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Hans Rosling)의 『팩트풀

니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

유』를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인간은 주류 경제학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스 로슬링은 간극본능, 인간의 비

관적인 성향, 공포심, 조급함, 일반화 경향 그리고 문제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경향 등 우리가 통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열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했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문제’를 사실충실성의 사례로 든다. 현

실을 인식하는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각은 주류 경제학보

다는 비주류 경제학으로 알려진 프레임을 통해 더 잘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고용률, 성·연령·교육에 따른 격차,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등 한

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한 후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효과적이

지 않은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을 고용보호지수와 적극적·소극적 노동시

장 정책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소수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임금체계

(연공급제와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원화된 임금구조)를 한국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행동

경제학과 제도주의 경제학을 통해 분석한다. 행동경제학의 프레임으로 

보면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는 노동정책이 “정책 대상의 합리성”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노

동시장 정책의 실패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지만, 주장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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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행동주의 경제학이 노동정책의 대상의 관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를 접근했다면, 또 다른 비주류 경제학인 제도주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

에 기초해 노동시장 분절구조에 대한 문제를 접근한다. 송원섭이 한국경

제를 분석하는 다섯 가지 필터로 이야기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진 

국가의 특수성,” “재벌이라는 기업의 특수성,” “산업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은행의 특수성,” “연계된 자율성,”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이다. 이를 통해 

송원섭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동시장 분절화의 문제를 구조적 관

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정치경제학적 분석, “즉 정치

에 응용된 경제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공공선택이

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은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는 

경우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입장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공공선택이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다섯 개의 필터와의 관

계 속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하튼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송원

섭은 한국 사회가 노동시장의 분절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산

업정책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다만 다섯 가지 필터가 어떻게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다 더 심층적

인 분석이 필요하고,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는 이 글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경제·산업정책

의 전환을 도모하다면, 그 속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무엇인지, 그 전환

의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에서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

지도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다섯 가지 필터가 똑 같

은 무게를 갖고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

니라면, 다섯 가지 필터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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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4개의 장을 걸쳐 본 보고서가 정치·경제 영역에서 한국 복지국가가 풀

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면, 마지막 3장은 이러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과제가 어떻게 복지영역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소득보장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제언”은 양종민이 집필했는데, 현재 한국 복지국가

에서 대안적 소득분배제도에 대한 논쟁을 한국 복지국가가 풀어야 할 과

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양종민의 연구가 주로 공적 영역에서 소득분배

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김도균이 집필한 장은 사적 자산축적이 공적 

복지를 대신했던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저출생 문제와 연

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김세진이 집필한 “한국의 노

동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책임)주의의 변화”는 돌봄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한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정리했다. 돌봄의 영역

이야 말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독특한 결합양식을 보여주는 한국 복

지국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5.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제언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의 문제를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 복지국가는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계 문

을 닫으면서 소득이 끊긴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 1-2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이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고, 임금이 높은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



제1장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과제: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63

지대에 직면한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로 인

해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어떻게 보

호할지를 둘러싸고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양종민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그림 1-23〕 GDP 대비 사회지출에서 사회보험의 비중, 1973~2015   

자료: 윤홍식. (2019b).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부터 201

6년까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양종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복지국가에서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기본구도를 사회보험의 보편적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분

배제도인 기본소득의 도입이라는 대립구도에서 정리했다. 기본소득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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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고, 문재

인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는 

단순히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이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제도의 문제를 넘

어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쟁이라는 점에서 양종민

이 설정한 구도는 타당해 보인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기 보다는 1960년대부

터 진행된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중심의 성장체제(박찬종의 글 참

고)로 인한 노동시장의 균열(김주호와 송원섭의 글 참고)이 심화되고 있

었는데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확대

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

었던 이유는 정재환이 이야기한 한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밀접히 결합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보장제도의 쟁점을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보편적 확대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한 양종민의 연구는 복지국

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구도가 어떻게 한국의 개발국가 복지체제와 연결

되어 있는지를 정치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6. 자산기반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과 과제

사적 자산 축적은 1960년대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성립된 이래 한국 사

회에서 낮은 세금과 공적 복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사적 안전망 역할을 했다. 김도균의 

연구는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실제로 김도균의 주장과 같이 〔그림 1-24〕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

동산 가격은 지난 30년 동안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1986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20년까지 근 35년 동안 거주 지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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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대비 강남의 주택가격은 4.7배 상승한 반면 서울 강북의 주택가격은 2.4

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도 서울을 제외하면 훨씬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24〕 지역별 주택가격지수의 변화, 1986~2020   

자료: 통계청. (2020a). e-나라지표: 주택매매가격 동향. https://www.index.go.kr/potal/stts/i

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240 에서 2020. 11. 7 인출.

김도균은 사적 자산축적이 삶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사

회를 “부동산 인질사회”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인질사회는 

지역에서 일자리와 주택가격과 연동되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심

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번 보고서에 다루었던 것처럼 주택소유로 대표

되는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사적 자산축적의 문제,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

되는 문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취약성이라는 근본적 문제와 이러한 문제

의 토대가 되는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인질사회’에 대한 이해는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체제라는 인식 틀 내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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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의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책임)주의의 변화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김세진이 집필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책임)주의의 변화”는 

빙산 속에 감추어진 사적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돌봄이라는 사회적 위

험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다.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세진은 돌봄 문제를 가족책임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돌봄

의 가족화와 탈가족화 정책을 다룬다. 에스핑-앤더슨의 프레임에서 탈가

족화의 문제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중심으로 다

루고 있다면, 김세진은 탈가족화의 문제를 가족의 돌봄 책임을 사회화(국

가 또는 시장방식으로)하는 방식으로 다루면서 소득보장정책과 혼란스럽

게 논의되었던 탈가족화 문제를 돌봄 문제로 정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정책적 대응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망하고 그 역사성에 기반해 돌봄 과제를 이해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돌봄을 사회화시

키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돌봄의 가족책임주

의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사회

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의 과제를 사회

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조차 가족의 돌봄에 의존해야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돌봄의 사회화는 가족책임주의를 동반한 사회화라는 독특성을 갖는다. 

왜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의 독특한 특성이 발현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앞에서 검토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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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성장제일주의가 지상 최고의 목표인 사회에서 돌봄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해야할 피하고 싶은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화 이후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코로

나19 팬데믹을 직면하면서 돌봄이 다시 재여성화되는 상황을 목도하면

서, 우리는 돌봄의 사회가 단순히 제도의 확대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기본성격을 전환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고강도 거리두기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속되고, 초등학교 개학이 4월 20일로 미뤄진 

상황에서도 초등학생을 돌볼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것이 고작 

10일에 불과했다(윤홍식, 2020). 또한 가족돌봄신청자의 성별 비율을 보

면 여성이 69.1%로 압도적이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문제가 단순

히 개별영역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의 역사적·구조적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안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점에서 고민되

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다음 과제는 그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지

를 고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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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형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치제도

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업을 수

행한다. 첫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상쇄

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의 상이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이 복지국가 형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

리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상

쇄하기 위한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

한 정치제도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

기 위한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

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에 의해서 생산과 분배가 

조절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은 계속적으

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계속적인 가격의 변동이 

야기되고 이러한 변동에 따라 생산과 분배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가격의 변동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

정성을 항시적으로 초래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불안

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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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요구도 증가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

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복지국가 

형성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시

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어떻게 복지국가 형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보다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

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켰

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함께 한국 정치경제질서 역시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어 비정규직과 양극화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경제

적 불안정성 역시 급속하게 심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불

안정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요구하는 정

치적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성 자체가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요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지만 복지국가가 자본주

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무이한 정치적 요구는 

아니다. 따라서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본

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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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과 그에 대한 정치적 대응 형태를 분

석한다(Polanyi, 1957).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19세기 유럽문명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붕괴를 분석하였다. 그는 19세기 유럽문명 발전과정의 핵심을 “자기조정

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s)”의 형성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

한 “사회의 자기보호(self-protection of society)” 사이의 충돌로 보았

다. 폴라니가 자기조정적 시장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시장에서 스스로 조

정되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경제적 활동이 운영되는 체제를 의미한

다. 이러한 자기조정적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

다. 첫째, 모든 경제적 거래는 화폐적 거래로 이루어진다. 둘째, 모든 수

입은 판매로부터 나온다. 셋째, 인간은 최대한의 화폐 이득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해서 시장경제는 특정한 가격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생산자의 이윤은 

가격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격에 의해서 생산이 조절된다. 또한 모든 수입

은 판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을 통해서 분

배가 조절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분배 모두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 조절되게 된다.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한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은 모든 생산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수입도 이 판매에서 나온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으로 전체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

업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해야하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과 더불어 노동, 토지, 화폐에 대한 시장 또한 존재해야 하다. 

하지만 노동과 토지는 사회적 실체의 핵심인 인간과 자연의 다른 이름에 

불구하기 때문에 노동과 토지에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를 

시장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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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에 따르면 자기조정적 시장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사회의 인간

적·자연적 실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토피아

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폴라니가 자기조정적 시장을 사회적 실체

를 파괴하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라고 파악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야기하

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사회적 안정성을 파괴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

회는 필연적으로 자기조정적 시장으로부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한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폴라니에 의하면 19세기 문명의 

붕괴는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충돌이라는 이중운동

이 초래한 결과였다. 19세기 동안 자기조정적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되

었으나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대항운동을 야기하였다. 하지

만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는 결국 시장의 자기조정적 기능을 손상시켜 

시장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세기 문명의 붕괴를 가져온 이중운동을 분석하면서 폴라니는 사회

의 자기보호운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조정적 시장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무역보호주의, 자본통제, 

가격통제, 최저임금 등의 시장경제의 작동을 억제하여 경제적 불안정성

을 상쇄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적 개입주의 조치들을 모두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라는 범주에 포괄시키고 있다.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요구 역시 폴라니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유일무이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결과물은 아니다. 따라서 폴라니의 이중운동이라

는 개념을 통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등장하는 구조적인 배

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

적 요구로 등장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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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

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움직임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폴라니는 자기조정적 

시장이 야기하는 위험과 불안정성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요구를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복지국가 형성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자기

보호운동의 사회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추구하는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사회적 안정망의 형성을 통해서 

상쇄하고자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보호운동은 ‘사회민주적 

보호주의(social democratic protectionism)’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자기조정적 시장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복지자본주의로 변화시

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둘째는 자기조정적 시장이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형

성되게 되면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외부에서 야기되는 불안정성

을 차단하려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형태는 ‘중상

주의적 보호주의(mercantilistic protectionism)’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는 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외적 시장통합으로부터 국가경제를 일정정도 분리시

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셋째는 경제성장에 기초한 고용의 안정성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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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형태이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통해 소득의 안

정성을 보장하여 자기조정적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전성을 억제하려고 하

는 방식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

시키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중요한

다. 이러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developmental 

protectionism)’라고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려고 하는 움

직임이 존재한다. 이는 노동소득의 불안정성을 자산소득을 통해서 상쇄

하려는 움직임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된 사회계층이 자산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통한 자산축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자산

소득을 통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이

와 같은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형태는 ‘금융적 보호주의(financial pro-

tectionism)’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각 국가들의 정치경제질서는 특정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내재화하

는 형태로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가 내재화됨으로써 발생된 차

이라고도 할 수 있다(Hall & Soskice, 2001). 예를 들어 서유럽식 자본

주의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가 내재화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반해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 혁명 이후 영미식 자본주의는 발전

된 금융시장에 기초한 금융적 보호주의를 내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질서는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국가주도의 

산업화라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서 한국사회는 경제발전에는 성공했지만 복지국가의 형성은 매우 지

체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 형성의 지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주요한 이유는 국가주도 산업화를 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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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발전과정이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발전주의적 보호주

의를 내재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치경제질

서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

안정성을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발전주의적 방식으로 상쇄하

려고 하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이 지체된 이유는 ‘경로의존

성(path dependency)’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 모델이 형성되었다

가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라

는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institutional path de-

pendency)’이 존재한다. 즉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발전주의 시기에 형성

된 정치경제적 특성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이 현재 복

지국가의 지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관념적 경로의존성(ideational path de-

pendency)’ 역시 복지국가 형성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정치

경제질서가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된 이후 발전주의적 보호주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상쇄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

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발전주의적 보호주의 조치는 경제

적 불안정성을 상쇄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라는 과거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형

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

치적 요구가 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관념적 경로의

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발전

주의적 보호주의 방식을 지속하게 만드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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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요구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주의 시대에 

형성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정치제도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사회세력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정치제도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부형태이다. 

크게 보면 정부형태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는 의원

내각제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는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는 다수 득표자

를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수대표제와 획득된 표를 비율대로 분배하여 대

표자를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당체제가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야

기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큰 틀에서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

양당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제도의 구성이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한국 정치경제질

서의 제도적·관념적 경로의존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존 정치제도가 중요

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경로

의존성을 극복하고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한국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우선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용이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련하여 정치제도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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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는 중요한 분석틀 중에 하나는 ‘거부권행위자(veto player)’라

는 개념이다(Tsebelis, 1995). 특정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정책결정의 교착상태가 발생하여 

정책적 변화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감소하면 정

책적 변화가 용이해진다. 물론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정책적 

변화가 너무 쉬워지면 정책적 변동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MacIntyre, 2001).

이에 기초하여 정부형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회와 대통령 양자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거

부권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

문에 실질적인 거부권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도적 경로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용이한 의원내각제

가 대통령중심제 보다 적합한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당체제의 경우에는 다수의 정당들이 모두 거부권행위자로 기능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적은 양당체제가 다당체제에 

비해 정책적 변화가 용이한 정당체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 경로의

존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다수대표제에 기초한 양당체제가 비례

대표제에 기초한 다당체제보다 유리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초해서 살펴보면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적 변화가 보다 수월한 정치제도를 구성하려면 ‘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구성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와 비

례대표제-다당체제 모두 거부권행위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제도이기 때

문에 이와 같은 정치제도의 구성은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하여 제

도적 변화를 어렵게 하고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할 위험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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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의원내각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는 거부권행위자의 숫

자가 가장 적은 정치제도의 구성이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를 가장 용이하

게 만드는 정치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적어 정책적 변화를 용이하게 하

는 정치적 환경이 필요하다면 ‘의원내각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

의 구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념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

는 정치적 주체인 ‘규범 주창자(norm entrepreneur)’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장해주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배적인 관념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규범 주창자는 정치적 소

수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키는 

문제는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수

의 득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다수파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가 아닌 득표 비율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

하는 ‘비례대표제-다당체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형태의 경

우에도 대통령중심제는 기본적으로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의원내각제는 연합정부의 구성

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데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제-(단순)다수대

표제-양당체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라는 정치제

도의 구성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념적 경로의존성

에서 극복하는 데 보다 용이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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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제도의 구성이 한국 복지국가 

형성의 지체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

치적 공간을 축소시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라는 기존의 지배적 관념구조

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념적 경로의존성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치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 형성된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적 정당성으로 인해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시키려는 요

구는 현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소수

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구해

야 하는 과제는 ‘(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를 ‘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 

변경시켜 새로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중심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비례대표제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규범 주창자들의 정치적 공

간을 확장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경우에는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하여 

복지국가 형성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복지

국가 형성을 위한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대통령중심

제를 변경할 수 없는 상수로 상정할 경우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

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형태로 정치제도를 구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하여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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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정치적 정

당성으로 인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은 양자택일의 딜레

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하여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려면 현재의 정치제도인 ‘(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이에 반해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다당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경로의존

성을 극복하는 데 우선성을 둘 것인지 아니면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념적 경로의존성 중에 무엇에 우선성을 둘 것

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정치제도의 구성은 복지국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복지국가 형성을 추동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부권행

위자의 숫자가 적어 제도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정치제도 하에서도 복

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를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는 것에 우선성을 둘 필

요가 있다.

하지만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증

가하여 정책결정의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

정의 교착상태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제도변화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의회 내에 초당적 복지국가 연합을 구성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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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행위자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아래 2절에서는 폴라니의 이중운

동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를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논의에 기초를 두고 이중운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다양

한 형태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의 흐름이 복지국가

와 연동되어 있음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사회

민주적 보호주의가 등장하지 않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한

국 정치경제질서의 경로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된 발전주의 정치경제질서의 경로의존성은 한국사회의 사회의 자기

보호운동을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에 머무르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절에서는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

치제도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발전주의 시대부터 지속된 한국 정치경제

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변화가 용이한 정치

제도, 즉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적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

하려면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정치제도가 요구된다.

5절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한국 정치경제질서

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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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이중운동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

기 위한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내외적 위협을 예방하는 것

이 국가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불안전성은 자연재해나 외부의 침략 등과 같은 외생적(exogenous) 

요인에 의해서 주로 야기되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가격에 의해서 경제적 활동이 조정되

는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체제

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

은 내생적(endogenous)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

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사후적으로 완화

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요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식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

장경제질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폴라니의 이중운동이라는 개

념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과 그에 대한 정치

적 대응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폴라니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상쇄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

는 부분은 이러한 불안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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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

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1. 폴라니의 이중운동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19세기 유럽문명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붕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19세기 문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표 2-1> 19세기 문명의 네 가지 제도

구분 국내 국제

정치 자유주의 국가 세력균형체제

경제 자기조정적 시장 국제금본위제

자료: 저자 직접 작성.

이 네 가지 제도 중에서 국제금본위제의 붕괴는 세계경제의 해체와 19

세기 문명 전체의 전환을 연결해주는 고리였다. 금본위제의 붕괴로 세계

경제가 해체되자 이에 기반하고 있던 세력균형체제는 더 이상 평화를 담

보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는 금본위제의 바탕 위에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된 체제이다. 세계적 규모의 자기조정 시장이 아니라면 이러한 엄청난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Polanyi, 1957, pp.138-139). 

이런 점에서 시장경제는 본성상 국제주의적인 속성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모순은 민족주의적 속

성을 창출해내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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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충돌에서 국제금본위제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국가적 명목화폐는 금본위제라는 국제적 상품화폐 시스템이 

가져오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생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중

요한 수단이었다. 이 명목화폐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국가적 단

위와 새로운 국가적 통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족적 정체성이 

정치적으로는 정부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면 경제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의

해서 형성되었다(Polanyi, 1957, pp. 202-205). 이처럼 국제주의가 약

해지고 민족주의적 틀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19세기 문명 붕괴의 핵심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폴라니가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조정적 

시장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 즉 국내질서에

서 국제질서로 확장되는 과정(inside-out)이었지만, 그 붕괴는 직접적으

로는 국제질서의 붕괴에서 시작되어 국내체제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과정

(outside-in)이기 때문이었다. 시장경제 형성의 출발점인 영국은 실질적

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버린 적이 없었고 세상이 영국을 버렸다고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Silver & Arrighi, 2003, p.337).

하지만 세계경제의 붕괴는 단지 19세기 문명이 붕괴되는 시점을 결정

했을 뿐 붕괴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폴라니는 대변동의 근

본적인 기원을 19세기 문명의 기초인 자기조정적 시장을 형성하려는 경

제적 자유주의의 유토피아적 노력에서 찾는다(Polanyi, 1957, pp.3-5).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제도는 사회의 인간적·자연적 실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이다. 따라서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기조정적 시장으로부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의 자기보호주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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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결국 시장의 자기조정적 기능을 손상시켜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있

는 전체 사회조직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Polanyi, 1957, pp.3-5).

폴라니에 따르면 19세기 유럽문명 발전과정의 핵심은 자기조정적 시

장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형성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사회의 자기

보호운동 사이의 충돌이다. 19세기 동안 자기조정적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이는 사회를 보호하려는 대항운동을 야기하였다. 19세기 

문명의 전개와 붕괴는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사이에서 

발생한 이중운동이 야기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이중운동은 경제적 자유

주의와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두 가지 조직원리 간의 충돌로 묘사할 수 있고 

이 둘의 특징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Polanyi, 1957, pp.132-133).

<표 2-2> 폴라니의 이중운동

구분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의 자기보호

목적 자기조정적 시장의 확립 인간, 자연, 생산조직의 존속

사회계급 중산계급 토지와 노동 계급

수단 자유방임과 자유무역 보호주의 입법

자료: 저자 직접 작성.

예를 들어, 경쟁적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수록 

노동자들의 투표권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다. 그 결과로 19세기가 지나

갈 무렵에는 보통선거권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 계

급은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존재가 되었다(Polanyi, 

1957, pp.133-134; pp.223-225).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자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따른 양자 간의 

충돌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이는 환율의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났다.

금본위제의 문제 중 하나는 환율의 변동성과 임금의 변동성이 상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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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임금의 변동, 

특히 하락이 수반되어야만 했다(Harmes, 2006, p.731). 이는 흔히 이야

기하는 먼델-프레밍(Mudell-Fleming)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본위

제처럼 자본이동의 자유가 주어진 조건에서 정부가 국내경제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 이자율을 하락시킨다면 자본이 더 높은 이자율을 찾아서 다른 

국가로 떠나게 되고 이는 결국 환율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자

본 이동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통화정책은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Frieden, 1991, pp.431-432).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임금상승이나 확장적인 재정정책 역시 이자율 하락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1920년대에는 개입주의와 통화의 문제가 핵심

적인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임금상승이나 확장

적인 재정정책은 안정적 환율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

자들의 요구와 시장경제의 주축인 금본위제는 서로 공존할 수 없었다. 예

를 들어, 1920년대에 정권을 잡았던 서유럽 좌파정당들은 임금의 하락 

또는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를 선택하거나 안정적 환율 유지를 포기하거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나 노동자들의 요구와 금본위제 두 가지 

모두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권력에서 물러나야 했다(Polanyi, 1957, 

pp.227-231).

특히 폴라니의 분석은 환율 방어로 대변되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민주

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의 보호주의운동 간의 충돌이 어떻게 파시즘의 등

장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Levitt, 2006, p.155). 정치적 영

향력이 확대된 노동자들의 요구와 시장경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서로 상

충되게 되자 정치와 경제의 충돌은 더욱 심해졌다. 노동자들은 국가를 장

악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 자본가 계급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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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로 국가와 산

업, 정치와 경제는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이

와 같은 계급적 충돌은 산업과 국가를 마비시키며 전 사회를 위험에 처하

게 만들었다.

이러한 양자 간의 대치상황에서 파시즘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파시즘

은 계급적 갈등이 정치와 경제의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되자 이로 인해 야

기되는 혼란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방식으로 여겨지면서 영향

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파시즘의 해결책은 모든 민주적 제도들을 박멸함

으로써 시장경제를 개혁하는 것 이었다(Polanyi, 1957, pp.133-134; 

pp.235-237). 결국 이중운동의 모순이 파시즘을 낳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폴라니가 이야기하는 이중운동은 시장경제의 파괴적 영

향력을 억제하는 시장경제의 자기교정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조정적 시장의 작동과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간에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Levitt, 2006, 

p.162). 따라서 사회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자기보호운

동을 내재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요구된다.

  2. 자기조정적 시장

폴라니가 자기조정적 시장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시장에서 스스로 조정

되는 가격에 의해서 경제적 활동이 조절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

기조정적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인간

은 최대한의 화폐 이득을 얻기를 위해 행동한다. 둘째, 모든 경제적 거래

는 화폐적 거래로 이루어진다. 셋째, 모든 수입은 판매로부터 나온다. 이

러한 전제에 기초해서 시장경제는 특정한 가격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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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수요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생산자의 이윤은 가격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생산이 조절된다. 또한 모든 수입은 판매로부

터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을 통해서 분배가 조절된

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과 분배 모두 가격에 의해서 조절되게 된

다(Polanyi, 1957, pp.41-42).

폴라니에 따르면 19세기 이전까지 시장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제는 존

재한 적이 없었다. 교환의 장소로서 시장은 후기석기시대 이래로 존재해 

왔지만 19세기 이전까지 시장은 경제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수적인 역

할만을 했을 뿐이다. 노동 분업 또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 또한 

시장에 의해서 조직되지는 않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

성에 기초해 성장한 자연스러운 제도로서 시장”이라는 편견은 현존하는 

제도로 역사를 해석하는 단기적인 시각일 뿐이다(Polanyi, 1957, pp. 

43-45).

서유럽에서 봉건주의 시대말까지 알려진 모든 경제체제는 호혜성, 재

분배, 가정경제라는 세 가지 원리 또는 이들 간의 조합에 기초해서 조직

되었으며 이는 대칭성, 중심성, 자급자족이라는 사회조직을 통해서 제도

화되었다. 이 세 가지 조직 원리에 기초한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조

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물질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지위나 자산과 

같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에 등장

한 시장경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특수한 제도이

다. 즉 19세기 이전까지의 역사와 달리 시장경제에서는 “경제가 사회적 

관계에 묻어 들어가 있는 대신에 사회적 관계가 경제체제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다”(Instead of economy being embedded in social rela-

tions, social relations are embedded in the economic system). 

따라서 자기조정적 시장의 등장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역사적 발전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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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아니라 이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었다(Polanyi, 1957, pp.46-68).

시장경제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은 비록 시장이 19세기 이전까지는 부수

적인 역할밖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이는 자연

스럽게 확장된다는 것이다. 즉 고립된 시장에서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시장경제로의 발전은 시장의 확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것이

다. 하지만 폴라니에 따르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시장의 확장에 대한 주장은 외부 시장(external market)으로부터 시

작되어서 확장되었다(outside-in)는 것과 지방 시장(local market)으로

부터 시작되어 확장되었다(inside-out)는 두 가지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하지만 폴라니에 따르면, 이 두 시장 모두 철저하게 분리되어 규제되

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형태로 확장될 수 없었다. 폴라니는 세 가지 시

장을 구분하는 데, 외부(external), 국내(internal), 지방(local) 시장이

다. 이 중 시장경제 형성의 핵심단계는 경쟁적인 국내시장의 확립에 있

다. 지역시장은 도시와 지방 사이의 교환이었으며 외부 시장은 다른 기후 

지역 간의 교환이었다는 점에서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comple- 

mentary)인 성격의 시장이었다. 따라서 외부 시장이나 지방 시장이 확장

되어 시장경제로 발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합적인 국내시장의 형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발전이 아니라 인위적인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

어졌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 첫 단계는 15~16세기

에 중상주의 국가가 국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

내에 존재하는 장벽을 해체하고 통합적인 국내시장을 형성한 것이었다

(Polanyi, 1957, pp.60-65).

이러한 바탕 위에 1820년대에 이르면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라

고 불리는 자기조정적 시장을 위한 교리가 확립되게 된다. 하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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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에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자유방임은 목적을 성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은 ‘방임’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자유

방임주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는 규제적 법안들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개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의 형성 이후 국가의 행정능

력은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목표는 자

유방임이 아니라 자기조정적 시장의 형성과 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

입주의적 조치를 전혀 꺼려하지 않았다(Polanyi, 1957, pp.139-149).

이와 같은 자기조정적 시장이 등장하게 된 핵심 배경은 정교하고, 값비

싸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expensive, elaborate, and 

specialized machine)의 등장이라는 기술적 발전이었다. 18세기말 까

지 서유럽에서 산업은 상업에 종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계의 등장과 함

께 산업과 상업의 관계 또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계의 등장과 함께 양

자 간의 관계에서 산업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상업보다 커지게 되어 기계

제 생산에 토대를 둔 산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상업사회에서 이런 값비싼 기계를 사용한 생산을 안정

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품(output)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

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input)의 공급을 안정적

으로 보장해 주는 시장 또한 존재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

지 않는다면 기계를 이용하는 생산자의 이윤뿐만 아니라 기계제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요소들 중

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 토지, 화폐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시장 또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장 메커니

즘을 토지, 노동, 화폐에 까지 확대한 것은 상업사회에서 기계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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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됨으로써 초래된 결과였다(Polanyi, 1957, pp.40-41).

특히 시장 메커니즘으로 경제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서 판매

를 위해 생산되는 사물’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개념덕분이

다. 산업의 모든 요소들이 판매를 위해서 생산되었다고, 즉 상품이라고 

가정되어야만 수요-공급에 따라 변화하는 가격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

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동, 토지, 화폐는 생산의 핵심 요소이기

는 하지만 판매를 위해 생산된 상품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은 인간(의 

행위)의 다른 이름이며 토지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다. 화폐 

또한 구매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은 아니다. 즉 노동, 

토지, 화폐는 경험적으로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상품이라고 간주될 수 없

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산업생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이라고 간주되어야 하는 “허구적 상품(fictitious com-

modity)”이 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이러한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에 기초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Polanyi, 1957, 

pp.72-73).

  3.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시장경제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자기조정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시장의 법칙에 종속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조직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시장경제는 오직 시장사회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Polanyi, 

1957, p.57). 하지만 이렇게 작동되는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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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란 이런 불안정성을 막아줄 기존의 사회조직이 

해체된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

회적 지위의 하락을 막으려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폴라니

의 이중운동은 사회의 실체를 무시하는 유토피아적인 “시장경제의 추상

적 이론과 사회의 실재적 현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Cox, 2009, 

p.319).

특히 폴라니가 자기조정적 시장을 확립하려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유토

피아적인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핵심은 “상품 허구”라는 개념과 긴밀히 연

결되어 있다. 즉 노동과 토지라는 사회조직의 실체와 화폐라는 구매력은 

분명히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 간주되어야만 자기조정적 시

장이 작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유토피아적이라는 것

이다. 특히 노동과 토지는 사회적 실체의 핵심인 인간과 자연의 다른 이

름에 불구하기 때문에 노동과 토지에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사

회를 시장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Polanyi, 1957, pp.68-69).

생산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생산을 시장의 가격 메커

니즘에 의해서 자기조정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시장 메커니즘에 종

속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조정적 시장의 형성과정은 사회를 

제도적으로 정치와 경제라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 이었다. 이 구분이 의

미하는 바는 경제적 영역이 가격 메커니즘에 따른 상품의 교환으로만 이

루어져 하고 다른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Wood, 1981, 

p.81). 이러한 시장의 활동을 제약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방어하는 것이 

보호주의적 개입주의의 주된 기능이었다.

노동의 상품화라는 것은 인간을 사회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원자화된 

개인들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기존 사회조직의 해체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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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일이다. 이런 사회조직의 해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노동의 자기보호운동의 핵심이었다(Polanyi, 1957, 

pp.163-165). 영국 노동자들의 보호주의 운동이 주로 노동조합을 중심

으로 한 자발적인 결사체에 의존한 반면에 대륙의 노동자들은 사회입법

이라는 강제적인 조치에 의지하였다(Polanyi, 1957, pp.172-176).

토지의 상품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토

지에 대한 봉건적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의 상업화 단계이다. 둘째

는 전국적 단위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산업 인구들의 필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식량과 유기 원재료의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단계이다. 마지

막은 이러한 잉여 생산을 전국적 단위를 넘어 해외와 식민지 지역으로 확

장하는 단계이다. 특히 이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것이 자유무역의 진정

한 의미였다. 이를 통해 산업-농업 간의 노동 분업은 농촌과 도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게 되었다. (농민과 지주를 포함한) 토지계급은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토지(와 토지 생산물)의 상품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안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Polanyi, 1957, pp.179-181).

또한 폴라니에 따르면 화폐는 구매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서는 화폐 또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화

폐는 특정 상품이 화폐로 사용되는 상품화폐의 형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금이 화폐의 역할을 하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은행권은 이 금의 가치를 반

영하는, 즉 언제든지 금태환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상

품화폐의 문제는 생산과 교역의 증가에 맞추어서 같이 증가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는 결국 가격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Polanyi, 

1957, pp.131-132).

디플레이션은 생산조직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이윤은 가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은 이윤의 하락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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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변동에 따라 생산비용 역시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은 이

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임금과 같이 계약에 의

해서 고정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의 변동과 생산비용의 변동 간

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격수준이 통화적 이유에서 일

정기간 동안 하락한다면 생산조직은 이윤 하락에 따라 파산의 위험에 놓

일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서는 생산 조직의 붕괴와 심대한 자본 

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즉 생산조직은 낮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

는 과정에서 붕괴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낮은 가격이 아니

라 떨어지는 가격이 문제였다(Not low prices, but falling prices 

were the troubl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 제도가 고

안되었다. 중앙은행은 통화를 중앙에서 관리하여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완화시켰다(Polanyi, 1957, pp.192-199).

폴라니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대항운동을 ‘사회’의 자기보호라

고 부른 핵심이유는 시장경제의 폐해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대항운동의 주체도 개인이나 계급이 아닌 ‘사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인간 사회가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의 행위가 물질적 욕구의 충족에 의해서 결

정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은 사

회적 지위나 안정 등과 같은 사회적인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Polanyi, 1957, p.153). 따라서 경제적 착취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

의 근원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시각을 방해하는 일이다. 시장경제가 일

으킨 문제는 경제적 착취가 아니라 사회를 시장의 법칙에 종속시킴으로

써 사회적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던 제도들을 파괴했다는 것이다(Polanyi, 

1957, pp.157-15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사회보호운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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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이 상품화 되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종속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 맞추어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변경하고 

임금의 변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 등과 관련된 요구였으며 임금 등과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물질적 혜택의 문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Polanyi, 1957, pp.153-154).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제대

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계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와 맑스주의자 모두 보호주의 운동을 계급

적 이익에 기초해서 해석한다. 이들에 따르면 특정한 보호주의 운동은 특

정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취했던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

다. 하지만 계급적 이익으로는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우선 계급 자체가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이

다. 보다 중요하게 계급적 이해관계는 한 계급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은 

설명할 수 있더라도 그 노력의 성패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한 계급이 추구

하는 목표와 목적은 그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

어낼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지지는 이 계급이 추구하는 목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포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왜 특정계급들이 보호주의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성공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Polanyi, 1957, pp.152-153).

폴라니는 각 계급들이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실질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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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한다는 “객관적인” 사회적 이익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계급에 대한 견해

는 한 계급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급의 이해관

계 역시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다(Silver and Arrighi, 2003, p.327).

  4.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다양한 형태

폴라니에 따르면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핵심적인 특징은 시장경제가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된 것과 달리 사회의 자기

보호운동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이다. 폴라니의 표현대로 “자유방임은 계획된 것이었지만 계획은 

아니었다”(Polanyi, 1957, pp.141-142). 폴라니가 보호주의 운동을 자

연발생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주의 운동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집단적 행동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보

호주의 운동이 특정 이념에 기초한 것이 아닌 실용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에서 소위 집단주의적 해결책으로

의 전환은 종종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이념의 

전환을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과 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비슷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가 이루어졌

다. 넷째,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조차도 노동조합법이나 반-독점법과 같은 

경우처럼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집단주의적 조치에 의

존했다(Polanyi, 1957, pp.145-148).

이러한 논거에 기초하여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주의 운동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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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기초한 인위적인 “집단주의” 운동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시장경제라는 “사탄의 맷돌”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자연발생적

인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의 책임은 보호주의 운동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조정적 

시장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운동의 총체로 규

정하고 있다. 폴라니는 무역보호주의, 자본통제, 가격통제, 최저임금 등

의 다양한 개입주의적 조치들을 모두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라는 범주에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추구하

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자

기보호운동의 형태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즉 폴라니는 자기조정적 시

장이 야기하는 위험과 불안정성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모든 운동을 사

회의 자기보호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자기보

호운동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상쇄해 주는 사회적 안정망을 형

성하려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보호운동은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자기조정적 시장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복지자본주의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둘째는 자기조정적 시장이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형

성되게 되면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외부에서 야기되는 불안정성

을 차단하려는 형태이다(Burgoon, 2009, p.149). 이와 같은 사회의 자

기보호운동의 형태는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국가

적 차원을 넘어서는 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차단하

기 위해서 대외적 시장통합으로부터 국가경제를 일정정도 분리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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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움직임이다.

셋째는 경제성장에 기초한 고용의 안정성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야기하

는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방식이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통해 소득의 안

정성을 보장하여 자기조정적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전성을 억제하려고 한

다. 따라서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

시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중요한다. 이러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려고 하는 움

직임이 존재한다. 이는 노동소득의 불안정성을 자산소득을 통해서 상쇄

하려는 움직임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된 사회계층이 자산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통한 자산축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자산

소득을 통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형태는 금융적 보호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표 2-3>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유형

구분 내용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사회적 안전망의 형성

중상주의적 보호주의 대외적 통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안정

금융적 보호주의 부채를 통한 자산축적

자료: 저자 직접 작성

각 국가들의 정치경제질서는 특정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내재화하

는 형태로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가 내재화됨으로써 발생된 차

이라고도 할 수 있다(Hall and Soskice, 2001). 예를 들어, 서유럽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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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가 내재화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반해 1980년대 신자유주의 혁명 이후 영미식 자본주의는 발전된 금

융시장에 기초한 금융적 보호주의를 내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한 이유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상이한 형태가 상호대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대니 로드릭(Dani Rodrik, 1998)의 연구에 따르면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와 국가의 재정규모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개방적인 경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사회보장지출이 높기 때문이

다. 즉 개방적인 경제체제의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화와 중상주의 또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복지제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

를 통해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가들에서

는 중상주의적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가 적은 반면에 약한 복지체제 때문에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중상

주의적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Burgoon, 

2009).

1945년 이후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 역시 이와 같은 상이한 형태의 

자기보호운동이 상호대체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형성된 질

서였다.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 1987, p.355)에 따르면 1945년 

이후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는 “국내적으로는 케인즈, 국제적으로는 

스미스(Keynes at home, Smith abroad)”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개방적인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와 사회민주적 보호주의를 결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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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였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경제질서는 흔히 “연계된 자유주의(Embe 

dded liberalism)”라고 표현된다. 연계된 자유주의 질서는 193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한 경제민족주의와 달리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연계된 자유주의는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

의 질서와도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와 달리 연계된 자유주의는 국

내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민주적 개입주의적 조치를 허용하

였다. 국가의 개입주의적 조치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일정정도의 자본

통제와 무역보호주의를 통해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가 일부 제한되는 것

을 받아들였다(Ruggie, 1982).

제프리 프리든(Jeffry A. Frieden, 2006, p.476)이 지적한 것처럼, 19

세기 이후 경제적 지구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가 유지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둘째, 개방적인 국제경제질

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45년 이후의 연계된 자유주의 질

서가 사회민주적 보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를 일

정정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 이유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중상주의적 보호주의가 등장하여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Ruggie, 1994).

이처럼 사회민주의적 보호주의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불안성성이 완화

되면 중상주의적, 발전주의적 또는 투기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

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중상주의적, 발전주의적 또는 투기적 

보호주의가 확립되어 있으면 사회민주의적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가 줄어

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사회의 자기보호운

동을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로 조직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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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 정치경제의 경로의존성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형성이 지체된 이유는 경제발전이 복지국가의 

지체를 동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의 

지체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

면,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 질서가 형성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 질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도 불

구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라는 기본적인 경

제적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발전주의 시

기에 형성된 경제적 특성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이 현

재 복지국가의 지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은 현재의 정치경제질서에 복지국가를 이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경제질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복지국가 형성의 가

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발전주의 시절에는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정성

을 해소하는 주요한 방식은 경제성장과 고용 안정성을 결합시킨 발전주

의적 보호주의였다. 하지만 한국정치경제질서가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된 

이후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방식이 과

거처럼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형성을 통

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

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라는 외생적 요소들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는 이

러한 변화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또한 인간이 외부

적 변화에 대한 특정한 대응을 하려면 이와 같은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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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외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다. 외부적 변화는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적 변화 자

체는 이와 같은 불안전성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

해주지 않는다(Chwieroth, 2010, p.496). 따라서 외부적 변화가 야기

하는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다.

한국정치경제의 성격이 발전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발전

주의적 보호주의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

었다. 하지만 고도성장 시기에 형성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라는 해결책

이 여전히 한국사회의 지배적 관념체계로 자리 잡고 있어서 신자유주의 

시기에도 여전히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의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

하려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를 통해 경제

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강

화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즉 발전주의 시기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에 대한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에 대한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어떻

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는 발전주의 정치경제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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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도성장을 경험하였다. 발전주의 질서의 핵심은 높은 투자율을 통

한 경제성장이다. 특히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과감한 투자를 도모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

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발전주의 질서는 1961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

권을 통해서 형성된다. 박정희 정권은 안보위기, 자원의 부족, 정치적 정

당성의 허약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체계적 취약성(systemic 

vulnerability)”을 극복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적인 목표로 상정하였다(Doner, Riechie, & Slater, 2005). 또한 박정

희 정권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

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하였다(Kohli, 1994).

발전주의 질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발전을 위계적으로 이루어진 산업구조에서 보다 상위

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영역에 대한 생산능력을 갖추는 일로 정의한다. 둘

째, 이와 같은 상위에 위치한 산업영역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서는 세계시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비교우위에 토대를 둔 시장중심적 경

제발전이 아니라 비교우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이 필

요하다.

박정희 정권은 특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략적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은 금융시장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추구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권력

을 장악한 후 모든 은행들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한국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책은행들도 새롭게 설립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대외적 자본의 유

출입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하였다(Chang, 1993; Mardon, 1999).

이렇게 통제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원은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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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보조금(Subsidy)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으로 활용된 금융 보조

금은 전략적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정책금융이었다

(Amsden, 1989). 이와 같은 보조금을 통해 박정희 정권은 사기업들이 

자신들이 정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였다. 발전주의 

질서에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융자원은 사기업들이 국가의 산업정

책을 따르도록 만드는 “규율된 지원(disciplined support)”의 토대로 작

동하였다(Weiss, 1995).

이와 같은 발전주의 질서는 1979년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우

선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침체가 발생하자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구했던 한국경제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

러한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부산

과 마산 지역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

게 된다. 이와 같은 갈등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발전주의 위기가 심화되자 1970년대 집중적으로 실시된 중

화학공업화 전략이 과잉투자였다는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9년의 위기의 원인을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

라 국가주도 산업화라고 하는 발전주의 질서가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라

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또 다시 군사 쿠데타

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긴축적 거시경제정책과 자유화 정책을 통

해서 발전주의 질서가 야기하는 과잉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Kim, 2000, p.53; Lee, 1997, pp.55-57).

하지만 1979년 위기가 발전주의 종국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1970년대 이루

어진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투자가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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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저 호황을 배경으로 한 중화학공업 분야의 수출이 증대하자 한국

경제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고도성장을 다시 회복하였다. 또한 1987년

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권위주의적 국가기구가 상당부분 약화되게 

되자 노동자 계급의 자기보호운동이 폭발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7~9월까지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루어진 노동

자 대투쟁에서 제기된 요구는 고용안정과 임금상승 등과 같은 발전주의

적 보호주의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요구였지 복지

국가에 대한 요구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발전주의 보호주의가 확립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이 강화되

자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 한국 정치경제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의 국

정과제로 제시하였다(Thurbon, 2003, p.350).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통해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주장하면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향

후 한국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하였다(Kim, 1995, p.17). 이와 같은 세계

화 시대의 무한경쟁과 생존경쟁이라는 수사는 경제개혁을 위한 담론적 

전략으로 활용되었다(Jung, 2011, p.563).

이와 같은 세계화 담론 전략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는 탈규제화와 자

유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이자율 자유화, 정책 금융 폐지, 

자본계정 자유화 등 금융시장에 대한 탈규제화와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

었다(Chang, Park, & Yoo, 1998, p.736; Dalla & Khatkhate, 1995, 

pp.19-20). 이와 같은 자유화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외적 

자본통제에 대한 자유화였다. 이와 같은 대외적 자본통제에 대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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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재벌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 보다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재벌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엄청나

게 투자를 증대하고 사업을 확장하였다(Haggard & Mo, 2000, 

pp.200-204; Zhang, 2003, pp.99-100).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이

후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국가주도의 발전주의에서 재벌주도의 발

전주의로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던 재벌 기업들은 1997년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결국 1997년 금융위기로 귀결되었다. 1997년의 금융위기는 대외부

채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던 재벌의 성장전략이 가지는 위험성이 분명하

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1997년 금융위기의 혼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게 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주도하에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을 개혁하고자 하였다(Hall, 2003). 김대중 정부는 부채

에 의존한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적 규제제도들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는 재벌들의 부채를 줄이는 일과 금융기관들의 운영방식을 변경시키

는 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에 설립되었고, 금융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이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적대적 인수합병을 비롯한 거의 대부

분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외적 금융규제 역시 폭넓게 자

유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외국인 투자들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

력이 강화되었다(Jung, 2015, pp.51-52).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금융 자유화 조치가 재벌 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

에 접근하는 것을 손쉽게 해주어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증진하고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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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것에 기여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금융시장의 자유주의적 규제를 

강화하여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결과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 대출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가

계 대출은 증가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Kang, 2009, pp.258-260). 

이와 같은 변화는 무분별한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장을 억제하는 기제

로 작용하였지만 이로 인해 한국경제에서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이 지체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즉 과도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은 줄어들

었지만 발전주의 질서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로 작동했던 대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동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

투자와 저성장이란 새로운 거시경제적 환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맞물

려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표 2-4>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구분 내용

국가주도 발전주의 질서 국가주도 산업화

재벌주도 발전주의 질서 재벌주도 확장

규제적 자유주의 질서 저투자-저성장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향후 코로나19가 야기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한

국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무역의 축소는 수

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국제적 교

류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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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2020년에 세계무역의 13~32%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

벌 가치 사슬과 서비스 분야 무역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WTO

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무역의 축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야기된 세계무역의 하락폭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WTO,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무역의 급속한 축소가 야기되자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국가들은 세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

이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

업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미국 경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고, 프랑스 

재무부 장관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세계화의 구성”에 

대해 재평가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Soergel, 2020).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필 호건

(Phil Hogan)은 “개방적 무역정책은 향후 경제회복계획에서 중요한 부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Hogan, 2020).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산소호흡기와 보호 장비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은 이후 “개방적 무역체제는 호주의 경제적 번영의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경제적 주권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myth, 2020).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국제적 교류의 급격한 축소

가 야기되자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의존성 등이 발생시킬 수 있는 세

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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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세계화 또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되

면 각 국가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대외정책을 보

다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세계화

라는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움

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Irwin, 

2020).

특히 코로나19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의 흐름이 약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세

계화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The Economist, 2019). 1945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까지 전 세계 GDP에서 세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GDP에서 세계무역

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있

다. 2008년 금융위기기 이후 세계화가 약화되고 있는 흐름 때문에 2018

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은 세계화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

고하였다(Martin, 2018).

코로나19는 2008년 위기 이후 세계화의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슬로벌

라이제이션의 경향을 가속화시켜 1914~1945년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탈세계화로의 전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조동준, 2020). 즉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가 세계화를 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전환시켰다면, 코로나19

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을 탈세계화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세계경제

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향후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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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전주의 보호주의의 관념적 경로의존성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념적 효과에 달려있

다. 즉 물리적 효과가 정치경제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은 물리적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적 효과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을 둘

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리적 환경

에 대한 인간의 규범적 또는 인식적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즉 물리적 환

경이 인간의 관념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물리

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해석을 외부의 물리적 요소와 인간의 

행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상정한다(Adler, 1997).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이 해석이라고 하는 관념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유

는 인간이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

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

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단속

평형모델(punctuated equilibrium model)’과 비교해 보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제도변화에 있어 외부적 충격을 강조하는 단속평형모델은 정

치경제질서의 변화를 경제위기 등과 같은 ‘외생적 요소(exogenous fac-

to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상정한다. 단속평형모델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장기간의 균형 또는 안정 상태와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의 과정으

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정치경제질서 변화는 장기간의 안정 상태를 허

무는 ‘중대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발생한다. 즉 정치경제질서는 기

본적으로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지만 간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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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중대국면에서는 경로탈피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Krasner, 1984). 또한 이러한 중대국면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안정적 

균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촉매적 외부 사건(catalytic external 

event)”이다(Krasner, 1976, p.341).

세계화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적 충격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생적 요소이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외생적 요소들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

지만 이러한 외생적 요소들이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생적 요소가 야기한 충격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또한 인간이 외부적 충격에 대한 특정한 대응을 하려면 외생적 요소들이 

야기하는 충격이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외생적 요소가 야기하는 충격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충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이라는 관념적 요인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

화를 야기하는 내생적 요소로 기능한다(Blyth, 2002).

〔그림 2-1〕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외생적 요소

내생적 요소

정치경제질서의 불안정성

현존 정치경제질서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자료: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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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의 미작동은 사회민주

적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호의적인 정

치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복지국가 형

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라는 과거

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형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즉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계속적으로 발전

주의적 보호주의 방식을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는 시장

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급격한 경제성장에 토대를 두고 해결하는 

방식이다. 높은 투자율에 기초한 고도성장이 지속되면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도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상승의 토대로 작동된다. 또한 안

정적인 고용과 임금상승이 지속된다면 시장경제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불

안정성 역시 완화되게 된다.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는 이처럼 경제성장에 

토대를 두고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정성

에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폭발적으로 발생

한 노동자 대투쟁은 이와 같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를 통해 시장이 야기

하는 경제적 불안전성을 해결하려고 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형성된 국가주도의 발전주의 질서와 1997년 금융위기 이전

까지 존재했던 재벌중심의 발전주의 질서 속에서는 높은 투자율에 기초

한 고도성장이 작동했기 때문에 발전주의적 보호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이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형태는 상

호대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동반한 발전주의적 



제2장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115

보호주의가 확립되고 작동되면 사회민주적 보호주의를 위한 복지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요구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점에

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발전주의적 특성은 복지국가 발전이 미미한 이

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발전주의 질서에서 가능했

던 높은 투자율에 기초한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가 아니었다. 1997년 

이후 국가나 재벌을 통해 급격한 투자 상승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끌어내

는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이후 세계

화라는 전 세계적 경제통합과 함께 한국경제의 자유화가 증폭되어 경제

적 불안전성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 정치경제

질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적 보호주의

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됨에 불구하고 발전주의적 보호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의 형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계속적으로 복지국가의 

형성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계속적인 실패의 이유는 현실과 인식 

간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은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안정적 고용과 임금을 창출에 바탕을 

둔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인식의 괴리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관념적 경로의존성은 외부의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

거에 존재했던 사회적 관념체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발전주의 시절의 고도성장의 경험은 발전주의 보호주의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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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

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 이상 발전

주의적 보호주의가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발전주의적 보호주의 관념체계는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은 복지국가

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장애

물이다.

제4절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주의 시대부터 유지

되어온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 정치경

제질서는 1990년대 이후 발전주의 질서에서 자유주의 질서로 전환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

의 경제체제라는 경제적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 즉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발전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복지국가 형성을 가

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한국정치경제질서가 자유주의 모델

로 전환된 이후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방식이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형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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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서 한국정치경제질서의 제

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즉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는 것을 가

능케 하는 정치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제도는 정책결

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사회세력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을 규

정한다. 정치제도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부형태이다. 크게 보면 정부형태

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는 의원내각제로 구분될 수 있

다. 둘째는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는 다수 득표자를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수대표제와 획득된 표를 비율대로 분배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비례대

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당체제가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

대표제는 다당체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우선 정책적 변화를 어렵게 하는 정치제도는 현존 질서의 유지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용이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관념적 경

로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념적 변화를 야기하는 정치적 주체 또

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념적 변화를 추동하는 정치적 주체를 

규범 주창자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복지국가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해주면서 새로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켜는 주는 방향을 정치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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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제도

정치제도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부

의 구성과 운영을 결정하는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민주주의 제

도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된 선거제도이다. 마지막으로는 선

거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된 정당의 구성과  관련된 정당체제이다.

우선 정부형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둘째는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중심제의 핵심적인 구성 원리

는 권력분립이다. 권력분립을 위해 대통령중심제는 입법부인 의회와 행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정부형태이다.

권력분립 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이 존재하는 정부형태이다. 즉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양

자 모두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정통성은 대

통령중심제의 취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

이 의회의 다수파를 점하지 못하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이중적 정통

성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야기될 수 있다(Linz, 1990).

의원내각제는 정부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의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내각을 해

체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하여 새로운 신임을 부여하여야 한

다. 대통령중심제와 비교해서 보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하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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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각제는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선출된 권력이 의회밖에 존재하지 

않는 단일 정통성(single legitimacy)의 정부형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

통령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교

착상태가 의원내각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낮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양자 어디에도 정확하게 속하

지 않는 정부형태로는 이원집정부제가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고정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존재한다. 하지만 총리와 내각의 

구성에 있어서는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즉 의회는 총리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제도는 크게 보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다수대표제는 다시 단순다수제와 절대다수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다수제는 최다득표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이고 절대다수제는 과반 

이상의 득표자만 인정하는 제도이다. 절대다수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

여 과반 확보자를 선출한다.

비례대표제는 득표에 비례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정당 명부

를 통한 비례대표제가 일반적이다. 또한 비례대표제에서 비례성을 확보

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가장 극단적으로 비례성을 확보하는 제도

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등과 같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운영하는 

선거제도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총 유효득표수의 1/150 혹은 

0.67%만 득표하면 의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뺄셈을 활용하는 

방식과 나눗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뺄셈을 사용하

는 경우는 일정한 기준수(quota)를 정하고 이 숫자를 넘는 정당들에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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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의석을 배정하고 빼고도 남은 나머지(remainder)의 순위에 따라 잔여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나눗셈을 활용하는 경우는 제수(divisor)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제수방식인 동트(d’Dondt) 식의 경우, 1, 

2, 3, 4와 같이 득표수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나눗셈 단계마다 그 결과 값

이 가장 큰 정당에게 한 석씩 배정한다. 이러한 제도는 최고평균제

(highest average system)라고도 불린다.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 이에 대해 가장 영향

력 있는 이론은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이다. 뒤베르제에 따

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낳고, 2차 투표가 허용되

는 절대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낳는 경향이 있

다”(Duverger, 1954, p.217). 이 명제는 사회과학에서 법칙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Riker, 1982). 뒤베르제의 법칙에 대

해서 가장 포괄적인 경험적 분석을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53개국 6,700

여 선거를 분석한 결과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 제도에서 유효정당이 가

장 적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inger, 2013).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양당체제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

다. 첫째는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이다. 승자 독식형 단순다수

제도에서는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거대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아진

다. 둘째는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이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산이 낮은 정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기 때문에 단순다수제에

서는 양당체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서는 선거가 반복되면 될수록 소수 정당들은 소멸하고 두 개의 거대 정당

만 생존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다수제가 양당체제를 낳는 경향이 있는 반

면에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생존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당체제와 친

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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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치제도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로 구

분할 수 있는 정부형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선거

제도, 양당체제와 다당체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정당체제의 결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정치제도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표 2-5> 국가별 정치제도

구분
선거제도

(단순)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미국,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한국)
라틴 아메리카

의원내각제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말레이시아, 자메이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중심제-(준)단순다수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제도가 현재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경로의존성을 유

지하여 복지국가의 형성을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

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긴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정치제도

정치제도는 현상유지에 유리한 정치제도와 제도변화에 유리한 정치제

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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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용이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즉 정책적 변

화를 어렵게 하는 정치제도는 현존 질서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점

에서 현재 한국 정치제경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복지국가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제도가 현상유지와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부권행위자가 어떻게 제도화되어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거

부권행위자는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화된 행위자를 

의미한다. 거부권행위자의 수가 증가하면 정책변화가 용이하지 않아 제

도적 경로의존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거부권행위자의 수

가 하락하면 정책변화가 용이해져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다(Tsebelis, 1995).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거부권행위자를 살펴보면 대통령중심제는 행정

부와 의회가 구분되어 있는 이중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되는 단일 정당성 제도이다. 의

회와 대통령이 서로 분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중심제

는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거부권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

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

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부권행위자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대통령중심제가 보다 많

은 수의 거부권행위자를 제도화하고 있는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를 살펴보면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

다. 다당체제의 경우에는 의회 내에서 과반 이상의 다수파를 구성하기 어

렵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위해 다수 연합을 구성하려면 정당 간의 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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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에 반해 양당체제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

의 다수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 간의 연합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다수대표제에 비해서 비례대표제

에서 거부권행위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에 따른 제도화된 거부권 행위자의 수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정치제도와 거부권행위자

구분
선거제도

(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 비례대표제-다당체제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중간 수준의 거부권행위자 높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

의원내각제 낮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 중간 수준의 거부권행위자

자료: 저자 직접 작성.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등과 같은 대통령중심제-(단순)

다수대표제-양당체제로 구성된 정치제도와 서유럽 다수의 국가들 등과 

같은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정치제도는 중간 수준의 거부

권 행위자가 제도화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영연

방국가들 등의 의원내각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로 구성된 정치제

도는 낮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가 존재하는 정치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높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가 존재

하는 정치제도이다.

거부권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치제도가 복지국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이미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에

서 복지국가의 유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가 제도화되어 있

는 정치제도가 유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적 보호주의 조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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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다른 보호주의 조치들이 제도화되어 있어 제도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에는 낮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가 제도화되어 있는 정치제도가 복지국가

를 위한 제도변화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 보호주의 조치가 내재화된 정치경제질

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경로의존

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의 존재로 인해 정책변화가 용이하지 않

은 정치제도는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에 불리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부권행위자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

다당체제로의 변화는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하여 복지국가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종철, 2018).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복지국가 형성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의 정

치제도 구성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서유럽 형태의 ‘의원내각제-비례대표

제-다당체제’ 또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관념적 경로의존성과 정치제도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여 복지국가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관념적 변화를 야기하는 정치적 주체 또는 리더십이 요

구된다. 이와 같은 관념적 변화를 추동하는 정치적 주체를 규범 주창자라

고 부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적 관념체계는 경제성장과 고용안

정에 기초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적 보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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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서 지배적 관념체계에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규범 주창자가 정

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지만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동력이 만들

어 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라는 

새로운 관념체계를 전파할 수 있는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

는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념적 경로의존성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의 문제는 복지국

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지배적 관념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규범 주창자들은 정치적 소수파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는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정치

제도를 형성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제도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중심제는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

성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에서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

해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중심제에 비해서 연립정부의 구성이 용

이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

치적 소수파도 행정부의 구성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러한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양당체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단순)다수대

표제의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매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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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다. 이에 반해 득표비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다당체제

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생존에 

보다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단순)다수대표제에 비

해서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선거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가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에 미

치는 영향을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소수파 규범 주창자와 정치제도

구분
선거제도

(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 비례대표제-다당체제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낮은 수준의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

중간 수준의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

의원내각제
중간 수준의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

높은 수준의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

자료: 저자 직접 작성.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등과 같은 ‘대통령중심제-(단순)

다수대표제-양당체제’로 구성된 정치제도는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

자의 정치적 공간을 가장 제약하는 정치제도이다. 이에 반해 서유럽 다수

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보해주는 

정치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와 ‘의원

내각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 중심의 정치제도는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간 수준의 정치제도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인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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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파의 정치적 생존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에

서는 현존하는 지배적 관념체계에 의존하는 정치적 행위자들만이 다수파

를 구성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

는 정치적 소수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 질서와는 다른 새

로운 대안을 통해 관념적 변화를 추동하려는 규범 주창자들의 정치적 생

존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규범 주창자들의 정치

적 공간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비

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적 경

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하지 않고 정

책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경로의

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가 제도화된 정치제

도가 요구된다.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켜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목소리

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

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정치제도가 필

요하다.

이처럼 거부권행위자와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치제도를 분류하여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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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정치제도의 분류

구분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거부권
행위자

높은 수준
대통령제-비례

대표제-다당제

중간 수준
대통령제-(단순)

다수제-양당제

의원내각제-비례

대표제-다당제

낮은 수준
의원내각제-(단순)

다수제-양당제

자료: 저자 직접 작성.

우선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적 변화가 용이한 정

치적 환경을 형성하려면 제도화된 거부권 행위자의 수준이 높은 ‘대통령

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정치제도는 회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높은 수준의 거부권행위자의 존재로 인

해 정책변화가 용이하지 않아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

다. 또한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의 정치제도를 회피할 필

요가 있다.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는 다수파의 정치적 

생존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수파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상당히 

제약하는 정치적 환경으로 작동한다.

현재 한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인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

당체제’는 거부권행위자는 중간 수준이지만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의 관

점에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

한 한국의 정치제도의 변화는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이 높은 수준

으로 보장되고 제도화된 거부권행위자는 중간 수준인 서유럽 대륙 국가

들의 형태인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나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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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은 중간 수준이지만 제도화된 거부권행위자가 낮은 수준인 영국

식 ‘의원내각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국 정치제도 변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통령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 형성된 대통령중심제의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으로 인해 대

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시키려는 요구는 현재 정치적 지지를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선거제도를 (단순)다수대표에서 비례

대표제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즉 대통령중심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

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재편

하는 것이 규범 주창자들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경우에

는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하여 

복지국가 형성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복지

국가 형성을 위한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대통령중심

제를 변경할 수 없는 상수로 상정할 경우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형태로 정치제도를 구성해야만 한다. 하

지만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

기해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정치적 정당

성으로 인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은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하여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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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현재의 정치제도인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반해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

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

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

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 데 우선성을 둘 것인지 아니면 관념적 경로

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념적 경로의존성 중 무엇에 우선성을 둘 것인

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규

범 주창자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없이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정

치제도의 구성은 복지국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국

가 형성을 추동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도화된 거부권행위

자의 숫자가 적어 제도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정치제도 하에서도 복지

국가 형성을 위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를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는 것에 우선성을 둘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은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례대표제

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소선

거구제에 기초한 지역구 의석을 폐지하고 전체 의석을 비례대표 선거로 

채우는 방안이다. 둘째, 의원정수는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

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을 2:1로 변경하여 비례대표의석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고 석패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의원정수를 현재 보다 확대하여 비례대

표 의석수를 증가시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조정하는 방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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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거부권 행사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정책결정의 교착상

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교착상태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제도변화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의

회 내에 초당적 복지국가 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거부권행위자의 증가로 인

해 정책적 교착상태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 제도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정

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선

거제도의 변화를 넘어서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

화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즉 비례대표제의 확대라는 선거제도의 변화

는 장기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의 정부형태의 변화를 수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 확대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은 다음과 같

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선거제도 개혁

: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정치적 소수

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확장

2단계 정치연합 구성

: 의회 내 초당적 복지국가 연합 구성을 통해 정책적 교착상태가 발생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소

3단계 정부형태 개혁

: 의원내각제로 정부형태를 전환하여 정책적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

을 제도적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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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

체제’로 이루어진 한국의 정치제도의 개혁은 3차례의 걸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1단계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

체제’로의 변화를 추동하여야 한다. 그 이후 2단계에서는 제도화된 거부

권행위자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

가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복

지국가를 위한 초당적 정치적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정부형태의 개혁을 통해서 서유

럽 형태의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 정치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절 결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

기 위한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가격 메커

니즘에 의해서 생산과 분배가 조절되는 경제체제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

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

제에서는 계속적인 가격의 변동이 야기된다. 이러한 가격의 변동은 생산

과 분배의 변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복지국가 형성에 대한 정치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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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야기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

기 위한 정치적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폴라니의 이중운동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불안정

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라고 할 수 있

다.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중

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아니라 어

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상쇄해 주는 사회적 안정망을 

형성하려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이다. 둘째는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여 외부에서 야기되는 불안정성을 차단하려는 중상주의적 보호주의이

다. 셋째는 경제성장에 기초한 고용의 안정성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야기

하는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이다. 넷째는 부채를 

통한 자산축적을 통해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려고 하는 금융적 보

호주의이다.

각 국가들의 정치경제질서는 특정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내재화하

는 형태로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질서는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국가주도의 산업화라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

해 형성되었다.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서 한국사회는 경제발전에는 

성공했지만 복지국가의 형성이 매우 지체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경제발전과 복지국가 형성의 지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주

요한 이유는 국가주도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 발전과정이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를 내재화하는 과정이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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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경제질서는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 모델이 형성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도 불

구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라는 기본적인 경

제적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발전주의 시

기에 형성된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이 

현재 복지국가의 지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은 현재의 정치경제제도에 복지국가를 이식하

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경제질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복지국가 형성의 가

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발전주의 시절에 시장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주요한 방식은 경제성장과 고용 안정성을 결합시킨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였다. 하지만 한국 정치경제질서가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된 이

후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방식이 과거

처럼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형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민주적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관념적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경제질

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

와 같은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는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정치제도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사회세력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정치제도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부형태이다. 

크게 보면 정부형태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한

을 부여받는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는 의원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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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는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는 다수 득표자를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수대표제와 획득된 표를 비율대로 분배하여 대표자

를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와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당체제가 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야

기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우선 정치제도는 현상유지에 유리한 정치제도와 제도변화에 유리한 정

치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용이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즉 정책

적 변화를 어렵게 하는 정치제도는 현존 질서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현재 한국 정치제경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복

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제도의 개

혁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벗어

나기 위해서는 관념적 변화를 야기하는 정치적 주체 또는 리더십인 규범 

주창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지만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로운 규범 주창자들은 정치적 소수파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확장의 

문제는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정치제도를 형

성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제도가 현상유지와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거부권 행

위자가 어떻게 제도화되어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거부권행위

자의 수가 증가하면 정책변화가 용이하지 않아 제도적 경로의존성이 유

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거부권행위자의 수가 하락하면 정책변화

가 용이해져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거부권행위자를 살펴보면 대통령중심제는 행정

부와 의회가 구분되어 있는 이중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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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되는 단일 정당성 제도이다. 의

회와 대통령이 서로 분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중심제

는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거부권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

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

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부권행위자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대통령중심제가 보다 많

은 거부권행위자를 제도화하고 있는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를 살펴보면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

다. 다당체제의 경우에는 의회 내에서 과반 이상의 다수파를 구성하기 어

렵게 만든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위해 다수 연합을 구성하려면 정당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양당체제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과

반 이상의 다수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 간의 

연합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단수)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

표제에서 거부권행위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대통령중심제는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에서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대

통령중심제에 비해서 연립정부의 구성이 용이한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적 소수파도 행정부의 구성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정

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주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양당체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단순)다수대

표제의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매우 협

소하다. 이에 반해 득표비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다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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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소수파의 정치적 생존에 

보다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단순)다수대표제에 비

해서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선거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중심제-(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를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제도의 구성이 한국 복지국가 

형성의 지체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

자의 정치적 공간을 축소시켜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라는 기존의 지배적 

관념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념적 경

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 형성된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적 정당성으로 인해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시키려는 요

구는 현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소수

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순)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변경시켜 새로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중심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고려

하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재편하여 규범 주창자

들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경우에

는 거부권 행사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하

여 복지국가 형성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복

지국가 형성을 위한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딜레마의 존재한다. 대통령중

심제를 변경할 수 없는 상수로 상정할 경우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

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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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의 형태로 정치제도를 구성해야만 한

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정책결정의 교착상태

를 야기해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정치적 정

당성으로 인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은 양자택일의 딜레

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하여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려면 현재의 정치제도인 (단순)다수대표제-양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반해 정치적 소수파인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다당체제

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극복

하는 데 우선성을 둘 것인지 아니면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념적 경로의존성 중에 무엇에 우선성을 둘 것

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없이 정책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정치제도의 구성은 복지국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

국가 형성을 추동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부권행위자의 숫

자가 적어 제도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정치제도 하에서도 복지국가 형

성을 위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를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는 것에 우선성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다당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증

가하여 정책결정의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정치제도의 개혁은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복

지국가를 위한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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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책결정의 교착상태를 제도

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정부형태

의 개혁의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치제도의 개혁,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은 시급한 정치적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의 증가

로 인해 향후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의 미작동으로 인해 

현재 금융적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자산가격의 급속한 상승

을 야기하고 있다. 즉 현재 금융적 보호주의의 증가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적 보호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

적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인식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시장이 야기하는 경

제적 불안정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안정적 고용과 임

금에 바탕을 둔 발전주의적 보호주의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인식의 괴리는 관념적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주의적 보호주의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은 복지국가에 대

한 정치적 요구가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장애물이

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증가되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과거의 발전주의적 보

호주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정치적 자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새로운 규범 주창자의 정치적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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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누구보다도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분명하게 지적했듯이, 자본

주의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적 이해를 놓고 벌어지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갈등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거나 또는 보다 중요한 다른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겠지만 어떤 관점을 취하든 간에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적대적인 두 

계급 간의 상이한 이해와 갈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위 황

금시대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의 서구 산업 선진

국을 예외로 한다면(Glyn, Hughes, Lipietz, & Singh, 1990; Armstrong

et al., 1993; Hobsbawm, 1997, pp. 359-398; Heilbroner & Milberg, 

2010, pp. 289-375), 자본의 몫과 노동의 몫을 할당하는 문제는 기본적

으로 어느 정도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자유

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이런 갈등은 자본의 우세 속에서 심화하고 

있다(Dumenil & Levy, 2006; Harvey, 2007).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

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본가들과 어느 정도의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

으며, 따라서 이들의 대척점에서 공통의 이해(interests)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전체가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존재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노동자 내부의 이질성이 심화하고 이

해가 다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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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력 상품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은 하나의 통일된 시장이

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 거래되는 두 개의 분절된 시장에 가까워

지고 있다. 더욱이 단순히 분절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분절된 두 개의 시

장이 위계화되어 가고 있다. 한쪽에는 비교적 높은 대가를 받으면서 노동

력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이, 다른 한쪽에는 낮은 대가에도 불구하고 노동

력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노동시장에서 노

동력이 거래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은 두 개의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된

다. 이 두 집단 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현상, 즉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노동자의 내부 

분화에 주목하고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노동자 집단이 조화 불가능한 상충적 이해를 가진다거나 자본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내세울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 빠

르게 증가하는 하위 노동시장의 노동자들, 소위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이 

이해 대변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논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이

중화와 노동자의 내부 분화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외부자들이 상위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거래하는 내부자들에 비해 경

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음은 자명하다. 외부자들의 상당수는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불안정하며, 대체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이런 문제들

을 어떻게 타개하고자 하는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 온 전통적 조직들

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의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가? 이해 대변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조직적 형태는 어떠한가? 노동자들

의 전통적 이해대변 방식과는 다른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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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절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들여다본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기대어 주요 개념들과 기본 특성들을 정리하고 이후 논의

를 위한 토대를 다진다.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화가 단순히 노동시장 또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외부자를 다룬다. 한국에서는 노

동시장 이중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외부자의 규모와 비중의 어느 정도

이며 대체로 어떤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외부자가 내

부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에서도 주

변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4절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외부자를 

조명한다. 특히 외부자가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 온 조직들

에 의해 제대로 대변되고 있지 못하는 이해 대변의 공백 속에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제5절에서는 정치적으로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외부자들의 

능동적 움직임과 자구적 노력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조직화 대상, 조직 

형태, 활동 방식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 제6절에

서는 앞선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가 담고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절 노동시장의 이중화

  1.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정치의 가능성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비롯한 다수의 선진화된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dualiza- 

tion of labor market)이다(Emmenegger, Häusermann, & Sele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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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 2012a; 금현섭, 2015; 백승호, 2015; 김유선, 2020). 노동시장

의 이중화란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동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는 단일한 형

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두 개의 상이한 형태로 분절되어 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노동시장 이중화의 두 가지 핵심 전제를 확인할 수 있

다. 첫째,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이중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1차 노동시장 

또는 내부노동시장으로,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 또는 외부노동시장으

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

들보다 임금 및 노동조건, 고용 안정성, 승진 가능성 등에서 우위에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분절은 완료된 결과가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소위 노동시장이중화론이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theory)이나 분절노동시장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과 명

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노동시장이중화론의 주창자들은 이중적인 또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연구들과 거리를 두고 1

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 노동자 처우의 차등 심화, 전자에서 후자

로 이동하는 노동자 수의 확대, 새로운 제도적 이중구조의 창출 등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한다(Emmenegger et al., 2012a, pp. 

10-21; 백승호, 2015, pp.124-136; 김유선, 2020, pp.95-108). 그럼

으로써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화의 정치적 측면을 보다 분명하게 열어젖

힌다. 이중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은 주어진 환경에 따른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와 국가의 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다

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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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과 영국의 산업별 고용 분포 (1820~2004년)

자료: 신광영. (2008). 서비스사회의 계급과 계층구조. 서비스사회의 구조변동: 노동체제의 전환과 

생활세계의 변화  p. 71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노동시장 이중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선진화된 산업사회에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

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1〕

과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 주요 선진 산업국에서 제조업을 

비롯한 2차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대체로 20세기 후반 동안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서비스업

(3차 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각국의 전체 고용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적게는 전체의 약 2/3에서 많

게는 약 3/4까지 이른다. 고용 구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구의 주요 

선진 산업국들이 서비스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신광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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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프랑스와 독일의 산업별 고용 분포 (1870~2004년)

자료: 신광영. (2008). 서비스사회의 계급과 계층구조-서비스사회의 구조변동: 노동체제의 전환과 

생활세계의 변화, p. 71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서비스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polarization)

와 분절화(segmentation)이다.2) 서비스사회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을 요하는 전문 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요하

지 않는 단순 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대한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각각의 노동의 종사자들 간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단순 서비스노동의 종사자들은 제조업 중심이었던 전통적 산업사회

의 일반 노동자들보다도 소득과 고용 안정성에서 더 열악한 조건에 있다

(신광영, 2008, pp.75-76).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표준적 

2)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말 그대로 중간 수준의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은 채 한편으로는 고임

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과 고용 안정성

에 시달리는 ‘질 낮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노동

시장이 이질적인 하위 유형들로 나뉘고 이것들 간의 이동이 매우 낮은 현상을 말한다. 이중

화는 양극화 및 분절화와 적잖이 중첩되는 현상이지만 이것들과 달리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극화된 상태 또는 분절화된 상태가 아니라 양극화하는 또는 이중으로 

분절화하는 진행 과정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정치를 통해 변화를 만들

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Emmenegger et al., 2012, p.13). 



제3장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 대변에 대한 탐색적 연구 149

고용관계가 오늘날 점점 더 비전형적이고 유연한 고용관계로 대체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단순 서비스노동의 종사자들이 이런 변화의 대상이

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의 불안정성이 반드시 저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단순 서비스노동의 “일자리는 대개 ‘질 낮은’ 일자리로, ‘저

임금’과 ‘빈번한 고용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일반

적이다.” (이승윤, 백승호, & 김윤영, 2017, p.22) 즉, 단순 서비스노동

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이자 저임금 노동이다. 이러한 노동의 종사자들

은 노동시장의 하위집단으로 분절되어 나간다.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국가마다 상

이하다. 질야 호이저만과 한나 슈반더(Häusermann. S., & Schwander. 

H. 2012)에 따르면 탈산업화된 모든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외부자

의 분절화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분할

(Devide)로 이어지는 것도 분할을 야기하는 정도가 동일한 것도 아니

다.3)4) 분절화가 실제 분할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복지체제별로 상이한

데, 이는 어떤 복지체제인가에 따라 분절화의 부정적 결과가 상쇄될 수도 

또는 반대로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노동시장 분절화

의 양상과 정도는 유사한 복지체제를 가진 국가들 내부에서도 확연한 차

이를 보인다. 예컨대 베르너 아이히호르스트와 파울 마르크스(Eichhorst, 

W., & Marx, P., 2012)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럽대륙의 소위 ‘비

3) 이런 구분이 일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Häusemann and Schwander(2012)

는 분절화와 분할을 상이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들은 분절화가 반드시 구조적 불이익을 발

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개념을 고용관계의 불안정 및 비정규화 경향를 뜻하는 ‘중

립적’ 의미로 사용한다. 반면 분할은 구조적 불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노동시장 분절

화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외부자가 내부자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면, 즉 두 집단 간의 불평등

이 발생하면 분절화는 분할로 이행한다.

4) Häusemann and Schwander(2012, p.39)에게서 노동시장 분할은 “소득 가능성과 훈련 

접근성에 있어서 외부자의 구조적 불이익”과, 사회적 보호 분할은 “외부자가 복지 적용범위 

및 급여와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불이익”과, 정치적 통합 분할을 “노동시장 외부자가 정치적

으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과 관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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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르크식’ 복지국가들(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은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꽤나 상이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이 국가들에서 분절화 된 노동시장의 구체적 양상은 복

지체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르다. 

노동시장이 이중으로 분절된 양상과 정도가 국가 및 복지체제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과정에서 정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정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과정에서 상이함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다. 엠메네거와 그의 동료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내부자-외부자 분할은 탈산업화가 만들어 낸 직접적 결

과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 즉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다”(Emmenegger, 

Häusermann, Palier, & Seleib-Kaiser, 2012b, p.392). 탈산업화와 

서비스사회의 도래가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

화하고 노동자를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누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경

향이 노동시장의 1차 분배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지, 그리

고 그 불평등이 복지를 통한 2차 분배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지는 정

치의 문제인 것이다. 

  2.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노동자의 이중화를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는 내부자(insiders)로 불리며 정규 고용관계를 바탕

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다. 이에 반해 외부

자(outsiders)로 불리는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는 비정규 고용관계를 맺

거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대체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다. 

외부자의 존재와 노동자의 이중화가 탈산업화된 서비스사회의 새로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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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업자는 물론 비정규 고용에 있는 사

람들도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부터 존재해 왔고 대개의 경우 임금 및 노

동조건, 고용 안정성 등에서 열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외

부자의 존재와 노동자의 이중화는 여러모로 이전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외부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둘째, 

외부자 전체에서 청년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셋째, 외부자가 

처한 불안정과 위험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넷째, 외부자를 

양산한 이중화가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야기되었다(Emmenegger 

et al., 2012b, pp.392-398). 

내부자-외부자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른다. 

특히 고용 형태가 결정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의 내부자는 정

규 고용에 있는 데 반해 외부자는 비정규 고용이나 실업 상태에 있다. 두 

집단 간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격차도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고용 지

위)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에서 이 구분 기준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는 내부

자-외부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

대 아사르 린드벡과 데니스 스노우어(Lindbeck, A., & Snower, D. J., 

2001)는 내부자를 정규 고용된 자로, 외부자를 그렇지 못한 자로 상정하

고 내부자와 외부자 간 불평등을 노동이동비용(labor turnover costs) 

탓으로 돌린다. 데이비드 루에다(Rueda, D., 2005)는 안정적(secure) 고

용을 기준으로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상이한 정책적 선호와 

내부자에 우호적인 사민주의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을 규명했다. 한편 패

트릭 엠메네거(Emmenegger, P., 2009)는 고용 보장(job security)을 

둘러싸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해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입장을 달리하지만, 두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에 있어서는 그것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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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탈산업사회의 계급 도식

독립적 작업방식 기술적 작업방식 조직적 작업방식 대인적 작업방식

자본축적가

(대기업 사용자, 

자영 전문직, 

고용인 있는 프티 

부르주아) 

자본축적가

(기술 전문가) 자본축적가

(고위 및 준 

관리자)

사회문화 전문직 

(사회문화 

전문직)

전문직/

관리직

혼합 서비스 

기능직 (기술자)

준전문직/

관리직

혼합 서비스

기능직

(고용인 없는 

프티 부르주아)

생산직 근로자

(숙련된 장인, 

일반 직공)

혼합 서비스 

기능직 (숙련 및 

일반 사무직)

하위 서비스 

기능직 (숙련 및 

비숙련 서비스)

일반적/
직업적 숙련 
및 비숙련직

   주: 호이저만과 슈반더는 특히 다니엘 외슈(Daniel Oesch)와 허버트 키쉘트와 필립 렘(Herbert 

Kitschelt and Philip Rehm)의 선행 연구에 기대어 계급을 자본 축적가(capital 

accumulator, CA), 사회문화 전문직(sociocultural professional, SCP), 생산직 근로자

(blue-collar workers, BC), 하위 서비스 기능직(low service functionary, LSF), 혼합 서

비스 기능직(mixed service functionary, MSF) 등 다섯 가지로 분류. 표에서는 이 계급들이 

다시 작업 방식과 숙련도에 따라 배치 

자료: 1)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09). Identifying Outsiders across Countr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Dualisation. REC-WP 09/2009., 

p.12; 

        2) Häusemann, S. & Schwander, H. (2012). 이중화의 다양성?: 복지레짐별 노동시장 분

절화와 내부자-외부자 분할. 이중화의 시대: 탈산업사회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 (pp. 

35-65).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3) Schwander, H. & Häusermann, S. (2013). Who is in and who is out?: A risk- 

based conceptualization of insiders and outsider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3), 248-269., p.253.

하지만 노동시장의 지위가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예컨대 호이저만과 슈반더는 외부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 노동시

장 지위보다는 비정규 고용이나 실업에 수반된 위험(risk)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며, 그 위험의 정도를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 수준에서 측정하여 

‘외부자성(outsiderness)’의 기준으로 삼는다(Häusermann & Schwa- 

nder, 2009; Häusemann & Schwander, 2012; Schwander & 

Häusermann, 2013). 즉, 이들에게 외부자는 비정규 고용이나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아니라 이 위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적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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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집단에 속한 사람이다. 호이저만과 슈반더는 외부자성이 높은 직업 집

단을 규명하기 위해 탈산업 사회의 계급을 기준으로 삼되(<표 3-1> 참

조), 성별과 연령까지 고려하여 직업 집단을 상세히 분류하고 각 집단별

로 비정규 고용자와 실업자의 비율을 측정한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그것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으면 해당 직업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외부자로 규정한다.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가중되는 불안정성은 특정 사회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호이저만과 슈반더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이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체제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외부자의 비

율이 대체로 저숙련층, 여성, 청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Häusermann 

and Schwander, 2009; Hausemann and Schwander, 2012; Schwa- 

nder and Häusermann, 2013). 달리 말해, 이 사회 집단들에 속한 이들

은 비정규 고용과 실업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다. 특히 하위 서비스 기능직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여성처럼 이 사회 집단

들에 중첩적으로 속한 이들은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후술하듯이 이런 경향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도 발견된다. 

제3절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

  1.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

서구의 선진 산업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시장도 이중화되어 있

다(황수경, 2003; 이상협, 2014; 백승호, 2015; 이호연·양재진, 2017; 

김유선, 2020). 한국에서도 이는 서비스사회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로 인한 불안정한 비정규 고용의 증가와 결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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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유선, 2008; 이승윤 외, 2017, pp.30-56).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

를 살펴보자.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40%를 유지하다가 1990년 

즈음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6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반면 꾸준히 높아지던 제조업의 비중은 1988년 30.5%에 

이르고 나서 오늘날까지도 대체로 그것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는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이어졌다(〔그림 3-4〕 참조). 1990년대 초

반까지 30%를 웃돌던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8

년 18%로까지 내려앉았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는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에서 감소한 고용이 상당 부분 서비스업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 (1970~2018년)

   주: 본 자료는 산업통계 분석시스템이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0. 국민계정(2015년 기준), 

10.2.1.1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에서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계

산함

자료: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2020a). 산업구조: 제조업, 서비스업 기준. http://www.ist

ans.or.kr 에서 2020. 9.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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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단순히 서비스업의 도래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이건(2001)은 중화학 공업 분야의 대기업 중

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산업구조가 노동시장 이중화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산업구조는 크게 대기업이 선도하

는 대규모 중화학 공업과 그 외의 제조업으로 나뉘는데, 이것들을 중심으

로 각각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산업구조의 이중화가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5) 또한 정준호, 전병유(2015)

는 수출주도형-조립형 산업화에 근간한 한국 경제의 이중화를 노동시장 

이중화의 근본적 배경으로 이해한다. 이들 역시 대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크게 고려한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대기업 중

심으로 중간재를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조립한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한국의 조립형 산업화는 단순 조립에서 첨단

조립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로까지 이어졌

다. 대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자동화 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를 주로 고용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연성 확보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그 외의 필요한 노동력을 

비정규적으로 고용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많은 경우 외부 하청을 통해 대

기업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생산 과정을 넘겨받아 운영되기에 대기업만큼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한국의 산업화 방식, 대기업의 

발전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이어졌다.

5) 이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많지만, 저자 스스로도 밝혔듯이 오늘날 2차 노동시장의 큰 부

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본질적 한계를 갖는다. 한국의 산업구

조가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이르면 이미 1970년대부

터임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

가라는 물음을 남기는 것도 이 한계와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



15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그림 3-4〕 종업원 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 1993~2018년)

   주:  본 자료는 산업통계 분석시스템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2020b). 노동/고용: 종업원수 비중(산업별, 전체사업체

조사). http://www.istans.or.kr 에서 2020. 9. 18. 인출.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이중화를 심

화시켰다는 점에 강조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황수경(2003)은 분

절노동시장론과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기대어 지나치게 경직적인 기존의 

내부자(1차) 노동시장이 외부자(2차) 노동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는 원인이

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형성된 내부자 노동시

장을 유연화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업들이 내부자 노동시장 자체를 축소하

고 고용을 외부화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이질적

인 두 개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이중화를 

행위자들이 움직이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토대를 둔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자의 문

제를 오롯이 ‘특권을 누리는’ 내부자에게 전가한다는 인상을 남긴다. 

이처럼 한국 노동시장 이중화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1990년대 말 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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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뒤이은 노동개혁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유연화되어 불안정한 비

정규 고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중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특성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전병유·김복순, 2005; 정준호, 

2018).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감

소하고 비정규직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용 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점이었다. 이처럼 현재

의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는 높은 고용불안정과 광범위한 비정규 고용 및 

저임금 노동의 존재, 고용 형태, 기업규모, 성별에 따른 큰 격차는 신자유

주의 이후 시장원리가 노동시장에 전면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사실과 무관

하지 않다. 이는 현 한국의 노동시장체제가 ‘신자유주의적 분절노동시장’

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이다(정이환, 2013). 

  2. 외부자의 규모와 비중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 외부자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단일한 정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외부자를 정의하는 각각의 기준들에 

근거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특징을 살핀다.

우선 노동시장 외부자를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규정해 보자(Lindbeck 

& Snower, 2001; Rueda, 2005; Emmenegger, 2009). 구체적으로 

고용 형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겠

지만 여기서는 외부자를 단순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해 본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따라서 널리 인용되는 통



15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계청의 방식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방식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의 규모를 추정한다. 

<표 3-2> 근로(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구분

임
금
근
로
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 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 용역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일(단기)

근로자 / 가정 내 근로자

자료: 통계청. (201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

go.kr 에서 2020. 9. 20. 인출.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근로자(노동자)6)의 규모를 조사한다. 통계청의 구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크게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다

(<표 3-2>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로,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일일(단기)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로 세분된다. 비정규직 근

로자의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금노동자는 모두 정규직 근로자

로 분류된다. 이런 구분 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증

가에 발맞춰 2010년 570만 명에서 2019년 75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

고, 그 비중은 2010년대에 33%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9년 들어 36% 대

로 상승했다(〔그림 3-5〕 참조). 

6) 본고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노

동자’로 용어를 통일한다. 다만 통계청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용례를 따라 ‘근로

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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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비중 (통계청, 2010~2019년)

자료: 통계청. (201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

go.kr 에서 2020. 9. 20. 인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산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비중은 통계

청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김유선,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르게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규정한 비정

규직 노동자의 여러 유형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된 이들 중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등 일부를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

함시킨다(김유선, 2019, p.32). 이런 분류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의 수는 2010년대에 큰 변화 없이 약 850만 명 안팎으로 유지된다(〔그림 

3-6〕 참조). 통계청이 추산한 것보다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80만 명까

지 많은 수치다. 하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0.4%에서 2018년 40.9%(2019년 41.6%)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통

계청 조사에서보다 항상 더 높긴 하지만 그 감소폭이 뚜렷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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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비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2019년)

자료: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과. 

KLSI Issue Paper, 118, p 2.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외부자는 고용 형태만이 아니라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여 규정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규정은 꽤 설득력이 있다. 황수경(2003)은 

대기업(공공부문 포함) 정규직 노동자를 내부자로, 기타 근로자를 외부자

로 분류하여 두 집단의 규모와 이들 간의 격차를 분석한다. 그 결과에 따

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내부자의 비중은 1998년 27.5%에서 2002년 

21.9%로 줄어든다(황수경, 2003, p.63). 이는 반대로 외부자의 비중이 

같은 기간 72.5%에서 78.1%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가 수행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이 비중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배규식(2017)

은 황수경과 유사하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를 1차 노동시

장의 노동자(내부자)로, 기타 근로자(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외부자)로 규정하고 그 비중

을 산출한 바 있다. 2016년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두 집단이 차지하는 비

중은 각각 22.3%와 77.7%에 이른다(배규식, 2017, p.5).7) 노동시장의 

7) 배규식(2017)은 2016년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연구조사 부가조사와 2016년 3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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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까지 고려한

다는 점에서 김유선의 연구도 앞서 언급된 연구들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그에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으로서 “기업 규모와 고

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

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김유선, 2020, p.86) 곳이

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1차 노동시장에 속한 민간 부문 대기업과 정부 

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23.4%를 차지한다(김유

선, 2020, p. 88).8) 나머지 임금노동자들이 모두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외부자의 비중은 76.6%에 이른다. 

〔그림 3-7〕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와 그 외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1) 황수경. (2003).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3(3), 49-87.

2) 배규식. (2017).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2017 사다리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 서울: 희망제작소, 3-12. https://www.makehope.org/wp-co

ntent/themes/makehope/action/download.php?id=39316 에서 2020.9.21. 인출

3) 김유선. (2020).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pp. 83-109).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8) 이 수치는 2017년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에 기초하여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부 부문 노

동자(12.8%)와 민간 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26.3%)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략의 

정규직 비율인 60%를 곱하여(즉, 23.4 = 〔12.8 + 26.3〕 * 0.6) 산출된 것이다(김유선, 

202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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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이상의 세 연구를 토대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외부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3/4 이상

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그림 3-7〕 참조). 이 비중은 고용 형태만을 고려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서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상당수를 차지하

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외부자로 분류된 결과이다. 이는 취업시

장에서 다수의 구직자들이 단순히 정규직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 적잖이 부합한다(조귀동, 

2020). 

한편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가 아니라 불안

정성의 관점에서 규정되기도 한다. 이호연·양재진(2017)은 임금 수준, 

사회보장 정도, 고용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임금노동자의 불안

정성을 파악하여 내부자와 외부자를 판단한다.9) 구체적으로 말해, 세 기

준에서 모두 높으면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에, 이 중 두 가지와 한 가지에

서만 높으면 각각 상대적 내부노동시장과 상대적 외부노동시장에, 모두 

높지 않으면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이호

연·양재진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제17차년도,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호이저만·슈반더(Häusermann. S., & Schwander, 

H. 2009;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12; Schwander 

and Häusermann, 2013)와 유사하게 노동자들을 직업 집단, 연령, 성

별에 따라 묶은 후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 수준에서 임금 수준, 사회보장 

정도, 고용 안정성을 측정한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44.39%는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에, 31.35%는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그 나머지는 

회색지대인 상대적 내부노동시장(14.34%)과 상대적 외부노동시장(9.85%)

에 위치한다(이호연·양재진, 2017, p.86). 절대적 외부노동시장과 상대

9)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제17차년도(2014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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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부노동시장에 속하는 노동자(외부자)의 합산 비율은 총 41.2%인데, 

이는 2014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산한 비정규직 비율(32.2%)과 한국노

동사회연구소가 추산한 비정규직 비율(45.4%)의 사이에 위치한다. 한편 

백승호(2015)는 이호연·양재진(2017)처럼 임금 수준, 사회보장 정도, 고용 

안정성에 따라 노동시장을 세분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패널조사(제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호이저만·슈반더의 방식에 

기대어 전체 노동자에서 외부자의 비중을 측정한 바 있다. 백승호는 그 

비중이 2005년 18% 수준에서 2008년 30%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2011년

에는 20%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한다(백승호, 2015, pp.152-154). 이 

비율들은 이호연·양재진의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외부자가 아닌) 절대적 

외부자의 비율보다도 낮다. 

  3. 대표적인 외부자 집단: 저숙련직, 여성, 청년, 노인

전체 노동자에서 외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측정 방식에 따라 꽤 상이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가 주로 저숙련직, 여성, 청년, 노인에 집

중되어 있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향은 고용 

형태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부자로 간주할 때 특히 뚜렷이 나타난

다. 먼저 숙련도와 비정규직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3-3>에서 볼 수 있

듯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에서 비

정규직의 비율은 비정규직 산출 방식과 상관없이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데 반해, 숙련도가 낮은 기타 직종들에서 이 비율은 대부분 평균치를 크

게 웃돈다. 숙련도가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수준과 비정규직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2019년 비정규직의 비율은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 각각 69.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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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에 이른다.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24.0%에 불과하다(e-나라지표,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에서 이 비율은 중졸 이하 79.3%, 고

졸 51.6%, 대졸 이상 23.9%로서 교육 수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의 격차

는 더욱 커진다(김유선, 2019, p.9). 

<표 3-3>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단위: 천 명, %)

통계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직종 수(천 명) 비율(%) 수(천 명) 비율(%)

관리자
1,208 24.4

40 11.0

전문가 1,234 26.9

사무직 855 19.0 844 18.7

서비스직
1,947 51.4

1,416 66.5

판매직 985 59.5

농림어업숙련직 37 48.7 49 64.5

기능직

3,434 47.4

837 47.5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22 23.5

단순노무직 2,630 80.7

전체 7,481 36.4 8,557 41.6

자료: 1) 통계청. (201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

go.kr 에서 2020. 9. 20. 인출. 

        2) e-나라지표. (2019).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www.index.go.kr 에서 2020. 9. 25. 인출. 

        3)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과. 

KLSI Issue Paper, 118, p.12. 

여성 역시 대표적인 외부자 집단이다. 남녀 비정규직의 비율 차를 보자. 

통계청 자료에서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0년대 

40%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45.0%로 상승한다. 이는 남성보다 항

상 15% 정도 높은 수치이다(<표 3-4> 참조). 유사한 경향은 한국노동사

회연구소의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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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에서 2019년 50.8%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남녀 비정규직의 비율 

차도 적잖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의 그것보

다 16.5%나 높다.

<표 3-4> 성별 비정규직 규모 (2012~2019년)
(단위: %)

2012 2014 2016 2018 2019

통계청

여성 41.4 39.9 41.1 41.5 45.0

남성 27.0 26.4 26.3 26.3 29.4

차이 14.4 13.5 14.8 15.2 15.6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여성 59.4 56.1 54.5 50.7 50.8

남성 39.1 37.2 36.7 33.2 34.3

차이 20.3 18.9 17.8 17.5 16.5

자료: 1) 통계청. (201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에서 2020. 9. 20. 인출. 

2)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과. 

KLSI Issue Paper, 118, p.6. 

연령의 측면에서 외부자는 청년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계층별 비정규직의 비율은 20대 38.3%에서 30대 

23.7%, 40대 27.0%로 낮아지고, 50대 35.5%로 다시 높아졌다가 60대 

이상에서 71.6%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e-나라지표, 2019). 〔그림 3-

8〕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령계층을 보다 세분하고 성별까지 고려하

여 비정규직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이후 남

성보다 여성에게서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긴 하지만 3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연령계층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유독 높은 현상은 남녀 모두에

게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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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연령계층별·성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단위: %)

자료: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과. 

KLSI Issue Paper, 118, p 8.

외부자를 고용 형태가 아니라 불안정성의 측면에서 정의하더라도 저숙

련, 여성, 청년, 노인이 대표적인 외부자 집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호연, 양재진(2017)에 따르면,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는 고령·여성·혼합

서비스직, 고령·여성·단순서비스직(하위서비스기능직), 청년·남성·단순

서비스직, 고령·여성·생산직, 고령·남성·생산직, 청년·여성·단순서비스

직, 중년·여성·단순서비스직, 고령·남성·단순서비스직, 중년·여성·생산

직 등 총 9개 노동자 집단이 위치해 있다. 이처럼 외부자성은 숙련도가 낮

은 직종인 하위서비스기능직, 생산직, 혼합서비스기능직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연령의 측면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백

승호(2015)의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연령·

남성·저숙련서비스기능직(하위서비스기능직), 저연령·여성·저숙련서비

스기능직, 고연령·여성·저숙련서비스기능직, 고연령·여성·생산직은 분석 

자료였던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 모두에서, 고연령·남성·생산직은 한

국노동패널조사 2~4차에서 외부자의 지위에 위치한다. 요컨대 숙련도가 



제3장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 대변에 대한 탐색적 연구 167

낮은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노동자, 여성, 그리고 청년과 노인은 한국 노동

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다(이승윤 외, 2017). 

  4. 외부자의 불리한 여건: 경제적 열위, 복지에서의 주변화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는 내부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수혜를 기대하기도 힘든 조건에 있다. 먼저 

경제적 열위의 측면에서 외부자의 상황을 살펴보자. 내부자(정규직 노동

자)와 외부자(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형태에 따라 구분할 경우 두 집단

의 임금 격차는 2010년대 들어 경향적으로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

히 크게 존재한다. 통계청 자료에서 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4.4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300.9만원의 

54.6%에 불과하다(통계청, 2019, p.1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 결

과(51.8%)도 크게 다르지 않다(김유선, 2019, p.14). 

월평균 임금의 단순 비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 시간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한 임금 격차는 시간당 임금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9〕에 나타나 있듯이,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통계청 자료에서 2010년 62.5%

에서 2019년 68.9%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에

서도 이 비율은 2010년 48.3%에서 2019년 62.9%로 14.6%나 상승했

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차츰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나아졌다고

는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 시간을 노동한다고 해도 정규직 노동자

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벌어들인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제적

으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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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고용 형태에 따른 시간당 임금 격차 (2010~2019년, 정규직=100)

자료: 1) 김복순·임용빈. (2020). 2019년 비정규직 규모와 특징: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

가조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2020년 1월호, p.135.10)

2)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과. 

KLSI Issue Paper, 118, p.14. 

실제로 저임금 계층의 압도적 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저임금 계

층은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벌어들이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2019년 324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74만 명(84.7%)이 비정규직

으로 일한다(김유선, 2019, p.20).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32.1%에 이

르는 수치이다. 이에 반해 정규직 노동자 중 저임금 계층에 속하는 이들

의 비율은 4.1%에 불과하다. 

외부자의 경제적 열위는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

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부자를 대기업과 공공부문

의 정규직 노동자로, 외부자를 그 외의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 규

정에 정확히 부합하면서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볼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대신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자 집단들 간의 임금 격

차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외부자의 경제적 열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10)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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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권혜자, 이혜연(2019)는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의 자료

를 바탕으로 기업집단과 고용 형태별로 대졸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 차이

를 조사한 바 있다. 〔그림 3-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300인 이상 기

업, 그리고 300인 미만 기업으로 갈수록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

자 양 집단 모두에게서 낮아진다. 특히 대기업집단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

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300인 미만 기업, 즉 일반적인 중소기업 소속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

은 62.7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기업집단의 정규직 노동자보다 오히려 비

정규직 노동자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림 3-10〕 고용 형태와 기업집단에 따른 대졸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 격차 (대기업집단 정규직 = 100)

자료: 권혜자·이혜연. (2019).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9(1), p. 14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11)

적어도 한국에서 기업 규모는 상당히 결정적인 임금 결정 요인으로 보

인다. 정이환(2013, pp.217-242)은 기업 규모가 오히려 고용 형태보다

11) 중견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5조원 이하이면서 대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권혜자·이혜연, 2019, p. 2)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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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한 바 

있다. 그는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 사업체근

로실태조사 등 여러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형에 따라 고용 형태와 

기업(사업체) 규모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후 고용 형태(정규

직 또는 비정규직)와 기업 규모(100인 미만과 100인 이하) 모두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후자의 영향력이 더 결정적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림 3-11〕 고용 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 1) 통계청. (201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

t.go.kr 에서 2020. 9. 20. 인출. 

        2)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

과. KLSI Issue Paper, 118, p. 25. 

외부자는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다. 〔그림 3-11〕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사회보험 가

입률의 격차를 보여준다. 후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모두 

전자보다 훨씬 낮은 가입률을 보이는데, 그 격차는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

라도 국민연금에서 49.6%, 건강보험에서 43.5%, 고용보험에서 42.3%

에 이른다.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기여의 정도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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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는 점, 그리고 전술했듯이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애초부터 기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복지를 통한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표 3-5> 사업체 규모와 고용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8년 8월, %)

국민연금 직장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1)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4인 88.9 15.8 87.9 21.6

5~9인 94.0 29.0 94.8 37.2

10~29인 94.5 37.3 96.9 48.1

30~99인 95.4 47.9 97.9 55.9

100~299인 97.0 63.6 98.6 72.6

300인 이상 99.1 74.2 98.8 79.1

전체 95.3 33.0 96.7 40.9

   주: 이 자료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김유선. (2020).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pp. 83-109).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 93.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기업 규

모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사회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1~4인 사업체에서도 국민연금과 고

용보험의 가입률이 각각 88.9%, 87.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정

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매우 급

격히 하락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74.2%에 이르는 국민연금 가입

률은 100~299인 사업체에서 63.6%로, 30~99인 사업체에서 47.9%로, 

10~29인 사업체에서 37.3%로, 5~9인 사업체에서 29.0%로, 1~4인 사

업체에서는 15.8%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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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동시장 외부자의 정치적 소외

  1. 외부자 문제의 정치적 측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시장은 서구의 산업 선진국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분화되어 있다. 한편에는 안정적 일자리, 고임금, 

양질의 노동조건을 향유하는 노동시장의 내부자들이, 다른 한편에는 불

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시장의 외부자

들이 존재한다. 서비스사회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확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심대한 격차로 인해 외부자는 오늘날 한국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외부자를 어떻게 규정

하느냐에 따라 꽤 상이하다. 예컨대 고용형태만을 고려하여 외부자를 비

정규직 노동자로 보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최소 약 1/3 수준이며,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여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 이외의 모든 노동자로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3/4을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누가 외부자에 속하는가에 관해서는 규정 방식과 무관하게 

대체로 일치된 입장이 존재한다. 외부자의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사회 집

단은 직군의 측면에서는 숙련도가 낮은 단순서비스직과 생산직, 연령의 

측면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 그리고 성별의 측면에서는 여성이다. 이는 

서구의 산업 선진국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동시장의 외부자는 내부자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외

부자는 훨씬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

다. 고용 형태만을 고려한다면 외부자(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내부자(정규직 노동자)의 그것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최근 들어 다소 좁

혀지긴 했지만 두 집단 간의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저임금 계층의 압도적 다수가 외부자라는 것은 전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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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사실이 아니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도 

외부자(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이외의 모든 노동자)의 경제적 열위는 

확인된다. 임금 수준만을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까워 보인다. 외부자는 또한 

복지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보험에 가입한 외부자(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내부자(정규직 노동자)

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외부자는 내부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

한 조건에 있으므로 복지로부터 더 많은 수혜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현실

에서는 오히려 더 주변화되어 있다. 외부자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뿐

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2차 분배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내부자

에 비해 더 높은 사회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경제적 열위와 복지에서의 주변화라는 외부자의 문제는 어떻

게 해소 또는 완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했듯이 노동시장 이중화는 산업 선진국에서 발견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상이하고 그 상이함

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다(Emmenegger et al., 

2012a; 2012b; Häusemann & Schwander, 2012). 

노동시장의 외부자는 어떻게 자신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까? 우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기존의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

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서구의 산업 선진국에서 이런 조

직들은 전통적으로 노조와 (좌파) 정당이었다. 노동자들은 이 두 조직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금 협상을 이끌어 내고 선호하는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가했다. 또한 권력

자원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노조와 정당은 복지 수혜를 가장 필요로 

한 집단인 노동자들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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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조직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한국의 노조와 정

당이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대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2. 취약한 조직 노동과 내부자 중심의 노동운동

서구의 산업 선진국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차적인 

조직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조는 

높은 조직률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조직적으로 대변하면서 중요

한 정치 행위자로 기능해 왔다. 노동자에게 큰 수혜를 가져다준 복지국가

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도 노조의 기여는 중요했다. 권력자원론이 강조

하듯이, 노조는 높은 조직률과 중앙집중도에서 생겨난 권력자원을 가지

고 복지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윤도현·박경순, 2011; 김

영순, 2011; 2013; 윤홍식, 2019a, pp.199-210; pp.334-365).

하지만 서구의 산업 선진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노조는 정치에서 중요

한 행위자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취약한 조

직화에서 생겨난 결과이다. 한국의 사회적 조건은 태생적으로 노동자의 

조직화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구해근, 2002). 1945년 해방 직후 조선노동

조합전국평의회(전평) 산하에 강력한 좌익 노조들이 결성되고 활발히 노

동쟁의를 이끌었지만 이 흐름은 미군정의 시작과 함께 금세 사그라들었

다. 더욱이 냉전과 분단, 한국전쟁의 결과로 형성된 압도적인 반공 분위기

는 노조 활동과 노동운동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물론 미군

정 하에서 만들어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가 1950년대에 세를 

확장해 나가긴 했다. 하지만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친정부, 친기업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온전히 대변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후신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3장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 대변에 대한 탐색적 연구 175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추진된 산업화전략도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

을 통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주력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내세우는 일은 정권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었다(구해근, 2002). 실제로 권위주의 정권은 노동법과 같은 제도적 방법

과 물리적 억압을 통해 노동을 강력히 통제했었다. 이런 경향이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다소 완화되면서 1986년 16.8%였던 

노조 조직률은 3년 만에 19.8%까지 치솟기도 했었다(〔그림 3-12〕 참조). 

하지만 이는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일이었다. 민주

화와 함께 탈산업화와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의 조직화는 

다시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조 조직률은 1990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 전성기는 물론 현재의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보다 한참이

나 낮은 수치이다. 

〔그림 3-12〕 노조 조직률 (1986~2018년)

   주: 본 자료는 산업통계 분석시스템이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0. 국민계정(2015년 기준), 

10.2.1.1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에서 연간자료를 바탕으

로 계산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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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미약한 정치적 영향력은 조직 형태의 결과이기도 하다(김영순, 

2018, p. 20). 한국에서는 전체 노조에서 기업별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전체 조합원의 42.1%가 기

업별노조에 속해 있다. 물론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했다(고

용노동부, 2019, p.17). 그리고 산별노조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무려 84.7%가 산별노조

에 소속되어 있다(앞의 글). 하지만 산별노조가 조합원의 절대 다수를 포

함하고 있는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한국에서는 기업별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업별노조는 조합원이 사내 노

동자로 제한되고 단체협상이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

으로 기업 내의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 경제적 요구를 우선시하고 공

공복지보다 기업복지의 향상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조의 상

당수가 기업별노조의 형태라면 설사 노조의 조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직 노동의 힘이 중앙으로 집중, 집적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노조로 분

산되기 쉽다. 그만큼 노동계급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자원은 약해

질 수밖에 없다.  

<표 3-6> 조직 형태별 조합원의 수와 비율 (2018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1) 전체

기업별노조
127,781

(13.3%)

526,730

(56.5%)

327,750

(76.1%)

982,261

(42.1%)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
820,118

(84.7%)

291,881

(31.3%)

85,856

(19,9%)

1,197,855

(51.4%)

지역별·업종
별 노조

20,136

(2.1%)

114,380

(12.3%)

17,000

(4.0%)

151,516

(6.5%)

소계 968,035 932,991 430,606 2,331,632

   주: 1) 기타에는 공공노총, 전국노총, 미가맹이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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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에서 조직된 노동자는 임금, 고용 안정성, 사내 복지 등 노

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 규모별 노조 조

직률을 보여주는 <표 3-7>을 보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 조직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근로자 30명 미만 기업에서는 0.1%에 불과한 노조 조

직률이 30~99명 기업에서는 2.2%, 100~299명 기업에서는 10.8%로 높

아지고 300명 이상 기업에서는 무려 50.6%에 이른다. 30명 미만 기업에

서는 사실상 조합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300명 이상 기업에서

는 거의 절반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노조의 대기업 중심

성은 노조 규모별 전체 조합원의 분포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체 

조합원 중 무려 87.5%가 조합원 300명 이상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이에 

상응하는 비율은 30명 미만 노조, 30~99명 노조, 100~299명 노조에서 

각각 1.2%, 3.8%, 7.5%에 불과하다(<표 3-8> 참조). 이처럼 조합원의 절

대 다수가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직 노동은 대기업 노조의 이해와 선호에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

다. 예컨대 대기업 노조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사회보

험의 확충과 기업복지의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넘어 보편적 복지

로 나아가는 데에는 높아질 세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데(양재진, 2009), 

이는 한국의 노조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과 공공복지의 확대에 적극

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 이유로 여겨진다. 복지에 대한 노조의 부족한 

인식과 정책 역량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조의 이런 대기업 중심성에서 기

인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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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기업 규모별 노조 조직률 (2018년)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노동자 수 11,753,000 3,891,000 2,008,000 2,494,000

조합원 수 12,846 87,500 216,781 1,261,634

조직률 0.1% 2.2% 10.8% 50.6%

   주: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 및 교원의 수는 임금노동자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조합

원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p. 15

<표 3-8> 노조 규모별 조직 현황 (2018년)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총계

노조 수
(비율)

2,392

(41.2%)

1,566

(26.8%)

1,061

(18.3%)

793

(13.7%)

5,802

(100%)

조합원 수
(비율)

27,313

(1.2%)

88,129

(3.8%)

175,893

(7.5%)

2,040,297

(87.5%)

2,331,632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p. 15

이처럼 낮은 노조 조직률, 높은 기업별노조의 비중, 노조의 대기업 중

심성 등은 한국의 노조가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지 못한 중요한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

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설사 한국의 노조가 서구 선진국의 그

것처럼 높은 조직률과 강한 중심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가 타

당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일이, 즉 정규직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노조가 비정규직의 이해를 인지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

해대변 활동에 포괄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두 집단 간의 

적잖은 이질성과 상충적 이해가 존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정

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무관심한 채 노조를 통

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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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에 따르면, 실제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간부 활동,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접촉 등 ‘특별한’ 계기

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물질적 이해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들과의 연대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

다. 더욱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양측이 연대의 필요성을 인

지한다고 할지라도 연대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병훈 

외(2014)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사례로 보여준 것처럼, 정규직 노조

와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 형태의 차이를 넘어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에 합

의하고 통합된 조직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두 집단 간의 다양한 입장 차

가 발생하고 균열이 깊어져 연대정치가 실패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물론 

연대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이든 비

정규직 노동자이든, 또는 노동시장의 내부자이든 외부자이든 노동력을 

판매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라는 측면에서 분명 공통의 이해를 가

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연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이질성과 입장 차를 넘어선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가 

요원한 현실을 인정하고 외부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3. 허약한 좌파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외부자

서구 산업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계급정치가 제도권 정치의 핵심을 

구성하고 노동자정당에서 출발한 (중도) 좌파 정당이 오랜 기간 정당체제

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Lipset and Rokkan, 1967; Berman, 2010). 

가령 독일 사민당은 19세기 말 전독일노동자협회와 사회민주노동당이라

는 두 노동자 조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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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미 집권을 경험했고, 전후에도 수차례의 집권과 함께 거대 양당의 

하나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영국의 노동당 역시 1900년대에 

상당수의 기존 노조들이 결합한 노동대표위원회를 모태로 하는 정당으로

서 이미 1920년대부터 자유당을 밀어내고 보수당과 양당체제를 구축하

며 40여 년을 집권했다.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도 좌파 정당, 특

히 사민주의 정당의 역할은 지대했다. 권력자원론에서 설명하듯, 좌파 정

당은 서구 선진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해 온 노동계급이 

지니고 있던 권력자원의 한 축이었다. 또 다른 한 축인 노조가 노동시장

에서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면, 정당은 제도권 정치의 틀 

속에서 그 역할을 하던 조직이었다(윤도현·박경순, 2011; 김영순, 2011; 

2013; 윤홍식, 2019a, pp.199-210; 334-365).

하지만 서구의 산업 선진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좌파 정당은 상당히 

미미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제도권 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여겨지지

도 않는다. 한국에서 좌파 정당은 2004년에야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는

데, 당시 좌파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차지한 의석은 총 10석

으로 전체 의석의 3.3%에 불과했다(<표 3-9> 참조). 제도권 정치에서 좌

파 정당의 영향력은 이후에도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좌파 정당의 원내 

의석 수가 2008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 13석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다시 6석으로 줄어드는 등 다소의 부침은 있었지만, 크게 보았

을 때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언제나 상당히 미약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

성할 수 있는 20석 확보는커녕 당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 수라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집권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었다. 민주노동

당이 2004년의 작은 성공 직후 호기롭게 ‘2012년 집권’을 내세웠지만 그

런 일은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의 좌파 정당들에게는 집권은 

물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역임 등으로 정권에 참여한 경험도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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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진보정당의 원내 의석 수와 비율 (2004~2020년)

연도(총선) 정당 의석 수(지역구) 의석 비율(%)

2004(17대) 민주노동당 10(2) 3.3%

2008(18대) 민주노동당 5(2) 1.7%

2012(19대) 통합진보당 13(7) 4.3%

2016(20대) 정의당 6(2) 2.0%

2020(21대) 정의당 6(1) 2.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20).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에서 

2020. 10. 19. 인출.

한국 좌파 정당의 약한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우편향적인 정치 지형에

서 기인한다. 태생적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좌파는 물론 중도 우파마저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다(최장집, 2002; 

윤홍식, 2019b, pp.195-237). 1945년 해방 직후에는 극좌에서 극우까

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존재했었고 중도 좌파 성향의 여운형과 건국준

비위원회가 초기 정국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남한에 미군정이 들어서고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정치 지형은 반공을 최우선시하는 가장 우파적인 

정치 세력에게만 공간을 허용하는 형태로 급격히 협소해졌다(박찬표, 

2007). 이런 경향은 이념 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에 있던 정치 세력을 중

심으로 남한에 단독정부가 들어서고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런 정치 지형에서 좌파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1958년 

진보당사건이 예시적으로 보여주듯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오늘날 북

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국민 의식이 상당히 변화함에 따라 반공주의라

는 제약조건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정치 지형에 균형이 잡혔다거나 이념 스펙트럼의 왼쪽에 영향력 

있는 정당이 들어선 것도 아니다. 

소수 정당에게 불리한 정치 제도 역시 좌파 정당의 미미한 영향력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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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다. 제도적 민주화, 냉전 종식, 남북관계의 혁신적 개선, 유권자 의

식의 변화 등은 분명 좌파 정당에게 이전보다 나은 정치적 환경을 제공했

다. 하지만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 기초한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한

국 정치를 양분해 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반해 좌파 정

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에는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 실제로 좌파 정당이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

은 지금까지 차지한 40석 중 14석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개별 후보의 개

인적 역량에 기인한 바가 컸다. 좌파 정당은 불리한 정치 제도로 말미암

아 매번 정당 득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로 의석을 차지했다. 가령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무려 1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

지만 실제로 차지한 10석의 의석은 전체 300석의 3.3%에 불과했다(<표 

3-10> 참조). 좌파 정당에게 발견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큰 

격차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여전했다. 선거제

도가 2019년 준연동형 비례제로 크게 개편되긴 했지만 기존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그것의 허점을 악용함에 따라 정의당은 10%에 육

박한 정당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의 2%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표 3-10> 진보정당의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2004~2020년)

연도(총선) 정당 정당 득표율 의석 비율(%) 격차

2004(17대) 민주노동당 13.0% 3.3% -9.7%

2008(18대) 민주노동당 5.7% 1.7% -4.0%

2012(19대) 통합진보당 10.3% 4.3% -6.0%

2016(20대) 정의당 7.2% 2.0% -5.2%

2020(21대) 정의당 9.7% 2.0% -7.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20).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에서 

2020. 10.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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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 핵심 원칙인 대표성 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개

편될 경우 좌파 정당이 훨씬 더 강화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선거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로 개편된다고 가정했을 때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얻는 의석수는 실제로 얻은 13석을 훌쩍 뛰어넘

는 33석에 이른다(<표 3-11> 참조). 이는 좌파 정당의 취약한 존재감이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 제도의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좌파 정당

이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좌초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리한 선

거제도에서 야권 연대와 같은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와중에 불거지는 경

우가 많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표 3-11>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 도입 시 원내 의석 수 (2012년 19대 총선 기준)

정당 
(득표율)

19대 총선 결과 
(의석 비율)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
(의석 비율)

증감

새누리당
(42.80%)

152 

(50.66%)

151

(47.63%)

-1

(-3.03%)

민주통합당
(36.45%)

127 

(42.33%)

126

(39.74%)

-1

(-2.59%)

통합진보당
(10.30%)

13 

(4.33%)

33

(10.41%)

+20

(+6.08%)

자유선진당
(3.23%)

5 

(1.66%)

10

(3.15%)

+5

(+1.49%)

총 의석 수1) 297 320 +23

   주: 1) 2013년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무소속 3석을 제외하고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를 적용한 결

과. 총 의석 수의 증가는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과의석이 23석 발생

했기 때문임

자료: 김종갑. (20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서울: 국회입법조

사처. pp.14-18.

좌파 정당의 미미한 영향력은 또한 순조롭지 않은 정치 조직화의 결과

이다. 전후 서구 선진국에서 좌파 정당들의 확고한 영향력은 조직화된 노

동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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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안정적이고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

국의 좌파 정당은 이 부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전술했듯이 한국에서는 노조

에 의해 조직화된 노동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다. 좌파 정당과 노조의 

연계에 앞서 조직노동 자체가 약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좌파 정당의 미미한 영향력은 정치 지형, 정치 제도, 

조직화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설사 좌파 정당이 나름 강한 권

력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있어 의미 있는 영

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좌파 정당이 반드시 외부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도 외부자가 반드시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

문이다. 이미 루에다(Rueda, 2005)가 보여준 것처럼 사회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중도 좌파 정당은 외부자보다 내부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호한다. 중도 좌파 정당이 항상 내부자를 우선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

지만 좌파 정당과 외부자 간의 정치적 연계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은 현실

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엠메네게와 그의 동료들이 지적하듯이 “정당

의 역할은 노조의 역할만큼이나 복잡하다. 노조 또는 좌파-우파 정당을 

‘친내부자’ 또는 ‘친외부자’로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

고 “그들이 이중화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상황, 정치적 연합 파트너, 선거 

및 전략적 계산에 의해 좌우된다”(Emmenegger et al., 2012b, p.400)

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또한 좌파 정당이 친복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자들이 이 정당을 자

신들의 정치적 대변자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권혁용

(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맞게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지만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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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유권자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말하

자면, 친복지 태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친복지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유력 정당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상

당히 협애하게 형성되어 있고 선거제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중도 우파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행한 결과라고 최대한 유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실제 선거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노동시

장의 외부자가 특별히 좌파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좌파 정

당이 외부자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고 낙관하기 힘든 이유이다. 

제5절 노동시장 외부자의 능동적인 이해 대변 시도

  1. 이해대변의 공백과 능동적 움직임의 필요성

노동시장 외부자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다. 외부자가 내부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고 복지에서 주변화되는 것은 노동시장이 

이중화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 구체적 양상과 

정도는 정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보편적 

현상이 정치를 통해 굴절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외부자 문제가 정치적 이슈는 되었을지언정 충분히 

정치적 어젠다로 다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당사자인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가 정치적 어젠다가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이다. 상술했듯이 노동자의 전통적인 이해대변 조직인 노조와 좌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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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에서 외부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여 왔다. 기존

의 노조가 어떻게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을 끌어안을 것인가 또는 좌파 정

당이 어떻게 이들을 제도정치를 통해 대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

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애초부터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고 좌파 정당이 제도정치에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노조는 여전히 노동시장의 내부자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정

당 정치에서는 외부자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친복지적인 정당을 향하지

도 않는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외부자는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이들

의 이해대변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기성 노조가 어떻게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을 끌어안을 것인가, 

좌파 정당이 어떻게 이들을 제도정치를 통해 대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이해대변을 위한 외부자들의 능동적 움직임과 새로운 시

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경제 – 복지 – 정치라는 세 영역에서 중첩

된 어려움에 직면한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이 경제적 열위, 복지에서의 주

변화, 정치로부터의 소외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가? 구체적으로 어떤 외부자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가? 조직 형

태는 어떠한가, 기존 노조의 형태와 유사한가 아니면 새로운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이해대변의 방식과 전략은 어떠한가, 기존처럼 사용자와

의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에 주력하는가 아니면 나름의 방식과 전략

을 고안해 냈는가? 이런 물음들과 함께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대변 시도

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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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고용 형태에 따른 노조 조직률(2010~2019년)

자료: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 결과. 

KLSI Issue Paper, 118, p. 30.

외부자의 이해대변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전통적 형태의 노조

를 조직하는 것이다. 물론 외부자(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상당히 낮

은 수준이다. 〔그림 3-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0년대 비정규직 노

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큰 변화 없이 2%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1/10에 불과하며 12% 안팎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의 노조 조직

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이 곧바로 낮은 노조 가입 의사로 해석되어서

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노조 접근 및 가입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9

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25.8%가 노조 가입이 가능한 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이 비율은 그것의 약 1/5인 5.2%에 불과하다(<표 3-12> 참조). 달리 

말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94.8%는 설사 노조에 가입할 의사

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85.5%) 또는 노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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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9.3%)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 비율

은 57.9%로서 68.2%인 정규직 노동자의 그것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통계청, 2019, p. 18).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노조 조직

률은 노조 가입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가입 가능성 자체가 없어서 초

래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정재우(2016)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

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노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노조가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 ‘좌절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해대변의 공백(represent gap)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보다 최근의 자료를 분석한 정흥준 외(2019, pp. 33-45)

의 연구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표 3-12> 가입 가능 여부에 따른 노조 가입 비율 (2019년 8월)
(단위: %)

노조 가입 가능 노조 가입 불가능

가입 미가입 총합 노조 없음
가입 대상 

아님
총합

전체 12.3 6.0 18.3 74.5 7.2 81.7

정규직 17.6 8.2 25.8 68.2 6.0 74.2

비정규직 3.0 2.2 5.2 85.5 9.3 94.8

자료: 통계청. (201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에서 2020. 9. 20. 인출.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노조를 결성하여 조직화를 시

도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산별노조에 기반하고 있

는 다수의 서구 산업 선진국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조

에 의해 조직화되는 데 반해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가 주를 이루는 한

국에서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이해대

변의 공백을 메꾸려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에 주목한 진숙경·김동원



제3장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 대변에 대한 탐색적 연구 189

(2007)은 비정규직 노조를 총 9개의 유형12)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대

표적 사례들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들은 고용 

형태,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기업·지역·전국 등의 공간적 범주와 직종 

범주에 따른) 노조 포괄 범위, 산별노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이한 조직 

형태를 띠지만 단체협약 확보를 위한 파업 경험, 약한 협상력, 모호한 협

상 상대, 교섭단위와 조직단위의 불일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조

의 소멸과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처럼 전통적 형태의 노조를 조직하고 이를 기반

으로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해

대변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표준적 고용관계가 

일반적이고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며 노동자들의 동

질성과 응집성이 높았던 전통적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탈산업화된 오늘날

에는 적잖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노동이해대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미 현실에서 외부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박명준 외(2014)는 기존의 조직들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미조직 주변

부 노동자의 이해대변 방식을 주체와 형태에 따라, 즉 기존 노조의 주도

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새로운 주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시도가 노조의 형태를 띠는가 아닌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각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대변의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지 실제 사

례들을 통해 면밀히 기술한 바 있다(<표 3-13> 참조). 유형 1이 전통적 

12) 진숙경·김동원(2007)은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유형을 직접고용-임시계약직-독립형,

직접고용-임시계약직-포함형, 간접고용-단기프로젝트도급, 간접고용-사내하청-독립형, 

간접고용-사내하청-포함형, 간접고용-파견직, 혼합-지역, 혼합-전국, 특수고용 등 총 9

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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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대변 방식에 가까운 유형이라면 나머지 세 가지는 그것과 어느 정도 

궤를 달리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2는 노조의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통적 형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청년유니

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같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조직들은 기업이나 

산업·직종이 아닌 연령에 따라 조합원을 조직한다. 유형 3과 유형 4는 노

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는 하지만 노조의 형태 자체를 벗어난다. 전통적 

노조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노동이해대변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

증한다. 

<표 3-13> 주체와 형태에 따른 노동이해대변의 유형

이해대변의 형태

노동조합 비노동조합

이해
대변의 
주체

기존의 
노동조합 
행위자

〔유형 1〕 기존 노동조합 주도의 

노조조직화

(예; 면세점 판매직, 홈플러스, 

희망연대 노동조합, 학교 비정

규직 조직화)

〔유형 3〕 기존 노동조합 주도의 

비노조적 방식의 이해대변 시도 

(예: 서울남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이해
대변을 

추구하는 
새로운 주체

〔유형 2〕 새로운 주체들 주도의 

노동조합 형성 시도

(예: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

유니온,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유형 4〕 새로운 주체들 주도의 

비노조적 방식의 이해대변 활성화

(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경남

이주민센터, 여자개발자모임터)

자료: 박명준·권혜원·유형근·진숙경. (2014). 노동이해대변의 다양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과정.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p. 12.

이하에서는 노동이해대변의 대안적 시도들을 조직화 대상, 조직 형태, 

활동 방식의 측면에서 보다 상세히 들여다본다. 물론 이 시도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어떤 보편적 특성을 도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망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 시도들을 개별적으

로 상세히 기술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시도들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들을 기술하는 것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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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화 대상의 변화

한국에서 노조 조합원은 대체로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산

별노조의 형태가 일반적인 서구의 산업 선진국과 달리 전체 조합원의 

42.1%가 해당할 정도로 기업별노조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일견 당연

해 보인다(고용노동부, 2019, p. 22).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초

기업노조, 특히 산별노조(51.4%)에 속해 있다. 하지만 임금을 비롯한 노

동조건이 보통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조 

조직화의 대상은 주로 동일 사업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에 맞춰져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정규

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20% 안팎인 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것은 약 2%에 불과하다(〔그림 3-13〕 참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하며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 자

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표 3-12> 참조).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 

중 일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이는 예외

적이다. 오히려 대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다

(진숙경·김동원, 2007, pp.49-50). 

하지만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조 조직화의 대상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여전히 개별 사업장 중심

으로 또는 산별로 조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형태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

자에게서 두드러진다. 고용관계가 표준적 형태에서 벗어나 다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가 특정 기업, 나아가 특정 산

업·직종 내에서 제대로 대변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동의 이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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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 역시 기업이나 산업·업종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

아졌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기존 노조와는 다

른 방식으로 조합원을 조직할 수밖에 없다. 

청년유니온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년 창립된 한국 최초의 세대

별 일반노조인 청년유니온은 조직화 대상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업

종으로 한정하지도 고용 여부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도 않는다. 노조 가

입의 유일한 자격조건은 만 15~39세로 제한된 연령이다. 즉 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산업·업종에서 어떤 고용 조건

으로 일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구직이나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

구나 청년유니온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1,396

명, 후원회원 659명, 8개의 광역시도 지부와 1개의 청소년 지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조직화도 나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청년유니온, 2020). 

청년유니온은 청년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서 “정

규직,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그리고 불안정한 취업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조직화”(청년유니온, 2010, p.6)에 주력하고 있다

(박명준 외, 2014, pp.97-123; 유형근, 2015; 정보영, 2018). 실제로 

청년유니온의 초기 조합원의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계약직

(28.8%), 학생(25.4%), 취업준비생(18.6%) 등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존

재하는 청년들이었다(청년유니온, 2010, p.20). 이처럼 청년유니온은 누

구를 조직할 것이냐는 점에서 기존의 노조들과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13)

청년유니온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세대별 일

13) 이는 청년유니온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창립 이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

를 제출했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매번 반려당했다. 청

년유니온은 서울행정법원이 ‘구직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서울시의 반려 처분

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2012년에야 먼저 서울에서, 그리고 이듬해 전국 수준에서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직화의 대상이 기존 노조와 달라서 생겨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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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조는 노년층의 이해대변을 표방하며 2012년에 창립된 노년유니온이

다. 창립 당시의 규약에 따르면 노년유니온은 공식적으로 “만 55세 이상

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 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노년유니온, 2012)

하기 위해 당사자들에 의해 직접 설립된 노조이다. 이처럼 노년유니온은 

청년유니온과 마찬가지로 기업, 산업·업종, 고용 여부 및 형태와 무관하

게 오직 연령14)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을 조직하고, 기존 노조에서 주변화

되어 있던 연령층의 노동권 확보와 권익 보장에 주력한다(박명준 외, 

2014, pp.141-148; 오준영 외, 2019, pp.144-147).15) 이런 점에서 

2014년 설립된 시니어 노조(전국시니어노동조합)와 노후희망유니온도 

노년유니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조직은 독립노조가 아니라 각각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이지만 노년유니온과 마찬가지로 만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일반노조이다. 

한편 2013년 창립된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는 특정 연령층의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청년유니온이나 노년유니온과 달리 규약상 

어떤 가입 제한도 없는 일반노조이다(아르바이트노동조합, 2019). 하지

만 실질적으로는 이름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특히 서비스 부문의) 아르바

이트(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조직화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

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외부자 집단으로서 오늘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또한 ‘프리터(freeter)’처럼 아르바이트를 안정된 직장에의 취업 

14) 연령 기준은 2013년에 만 55세에서 만 50세로 개정되었다. 

15) 하지만 노년유니온은 조합원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노동 일선에 있지도 그렇게 예정

되지도 않다는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노동 문제보다는 기초연금 강화와 같은 복지 문제

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부 조합원이 노년유니온과 결별하고 별도로 시니

어노조와 노후희망유니온을 설립한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박명준 외, 2014, 

pp.141-148; 오준영 외, 2019, pp. 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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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또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주업으로 삼는 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오선정, 2018, 

pp.32-64). 하지만 특정 산업과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수시로 사업장을 

바꾸어 가며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특성상 이들 대부분은 조직

화되지 못한 채 노동권과 이해대변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데, 알바노조

는 바로 이 점을 포착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른 한편 알바노조는 조합원 가입 조건을 특정 연령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유니온과 함께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이해를 대

변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다(유형근, 2015; 김영순, 2017; 

양경욱·채연주, 2018). 청년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

문이다. 실제로 알바노조 조합원의 다수는 청년이며 조직 역시 최근 들어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교 분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김종진, 2014; 이찬우·최인이, 2017). 

2019년 창립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조직화의 대

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문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고용관계와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데 상당

한 한계가 있었다(정흥준 외, 2019, pp.137-164; 김하영, 2020). 예컨

대 이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여겨지는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

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혹여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특정된다고 할지라도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고도로 개별화되

어 있기 때문에 조직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조차도 여의치 않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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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집단적 이해대변을 위한 조직화가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다. 라이더유

니온의 창립은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를 조직하면서 이 이해

대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이다. 

그 외에도 배달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플랫폼노동 분야의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전국대리운전노조, 퀵서비스 노

동자들의 전국퀵서비스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작은사업장 노동

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찾기유니온, 전통적으로 노동 문제와 무관하게 

여겨졌던 예술인들을 조직하는 예술인소셜유니온과 뮤지션유니온,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나 이주노동자들

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이주민센터들도 전통적 노조에서 포괄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조직 형태의 변화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변화는 노동이해대변을 위한 조직화의 대상만

이 아니라 조직의 형태도 변화시켰다. 노동시장 외부자의 다수는 여전히 

전통적 노조의 형태 속에서 조직화되고 있지만(진숙경·김동원, 2007),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조직 형태 속에서 조직화하려는 대안적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나 산업·업종의 경계에 기반한 전통적 노

조의 형태로는 외부자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노동이해대변의 대안적 조직 형태를 

크게 커뮤니티유니온(community union)과 준노조(quasi-union)로 나

누어 살펴본다.

커뮤니티유니온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기존 

노조의 지배적인 형태인 사업장 중심성에서 벗어나 고용 여부나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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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허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커뮤

니티유니온은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와 다른 일반노조로 분류될 수 있지

만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지역일반노조와 

달리 조합원들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조로 여겨진다(조성주, 2013). 커뮤니티유니온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맹아적으로 나타나고 전통적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

심이 생겨나던 1960년대에 용어로서 처음 등장했으며, 신자유주의화와 

노동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90년대부터 새로운 형태의 노동

이해대변 조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양경욱·채연주, 2018, p.99). 특

히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기업별노조가 주를 이루었던 일본에서 일찍부

터 발전하여 2010년대 초반 그 수가 이미 300여 개에 이르렀다(김미진, 

2014, pp.22-23). 

201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학

계에서는 아직 그것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대안적 형태의 노동이해대변 조직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양경욱과 채연주는 커뮤니티유니온을 “지

역을 기초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이해대변

기구”로 규정하면서 “지역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실업자와 구직자, 단기계약직 노동자 등을 조직화하기에 적합하

다”(양경욱·채연주, 2018, p.97)고 본다. 이들은 커뮤니티유니온을 지역

일반노조와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노동NPO(non-profit organization)

나 노동자센터(worker centers)와 같은 준노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에 반해 김미진(2014)은 일본 내 대안적 형태의 노동이해대

변 조직들을 소개하면서 분명하게 개인가맹유니온(커뮤니티유니온)과 노

동NPO를 구분한다.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흐름을 유형화하려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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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시도를 한 박명준 외(2014, pp.1-34; 95-171)와 박명준·김이선

(2016)은 커뮤니티유니온을 하나의 유형으로 따로 분석하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양경욱·채연주(2018)보다는 김

미진(2014)에 가까워 보인다. 이 연구들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커뮤니티

유니온은 노조의 형태를 띠지만 전통적 노조의 밖에 미조직 상태로 있던 

새로운 주체들이 설립한 노동이해대변 조직들을 가리키는 유형 2에 상당

히 조응하며, 노동NPO와 노동자센터처럼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다른 노

동이해대변 조직들과 명확히 구분된다(<표 3-13> 참조).16)

국내 커뮤니티유니온의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소개된 청년유니온이다. 

청년유니온은 ‘Youth Community Union’이라는 영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커뮤니티유니온임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의 

커뮤니티유니온인 수도권청년유니온을 모델로 창립되었다. 알바노조 역

시 청년유니온과 마찬가지로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커뮤니티유니온으로 잘 알려져 있다(유형근, 2015; 이찬우·최인이, 

2017; 양경욱·채연주, 2018). 그 외에 노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 그리

고 아직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

유니온 등도 커뮤니티유니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나도원, 2013; 

2017; 권혜원·권순원, 2016). 

커뮤니티유니온과 달리 준노조는 노조의 형태를 취하지도 명시적으로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이 개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찰스 헥셔와 

프랑수아즈 까레(Charles Heckscher and Françoise Carré, 2006)에 

따르면, 준노조는 미대변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

하기 위해 만든 공식적으로 노조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을 말한다. 

16) 커뮤니티유니온과 준노조를 구분하는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양경욱·채연주(2018)가 아

닌 김미진(2014), 박명준 외(2014), 박명준·김이선(2016)의 입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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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준·김이선(2016)은 기본적으로 헥셔와 까레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좀 더 명확히 준노조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들은 노조의 형태를 벗어나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너무나 다양한 조

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준노조의 핵심 조건으로 조직 형태와 행위 주체의 비

노조적 성격을 강조한다.17) 달리 말해, 준노조라면 조직 형태가 명시적으

로 노조가 아니어야 하고 단체교섭이나 파업과 같은 전통적 노조의 활동

에 주체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18)

준노조의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준노조인 일본

NPO는 그 내부적으로도 상이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법인도 

있다(김미진, 2014, p.23). 미국의 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생활 전

반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센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Fine, 2011). 박명

준·김이선(2016)이 준노조의 사례로 분석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경남

이주민센터, 여자개발자모임터는 각각 협동조합, 주민센터, 온라인커뮤

17) 박명준·김이준(2016)과 달리 오준영 외(2019, p. 131)는 기존 노조에 의해 조직되지 

않은 이들의 이해대변을 추구하는 조직 중 회원들의 정기적인 조합비를 통해 자조적으

로 운영되는 조합 형태의 조직만을 준노조로 규정하고 노년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대리

기사협동조합 등을 예시로 든다. 이에 반해 조합의 형태를 띠지 않고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시민사회단체로 규정한다.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박명준과 김이준이 

준노조의 사례로 분석했던 조직들은 준노조라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후원조직)에 가깝

다. 이들은 또한 자조조직과 후원조직이 결합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같은 조직들을 

따로 ‘양손잡이조직’으로 명명한다.

18) 박명준·김이준(2016)의 선도적 시도는 준노조 개념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개념 규정에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박명준과 김이준은 노동이해대변을 유형화한 박명준 외(2014)의 연구에서 말하는 유형 

3 ‘기존 노동조합 주도의 비노조적 방식의 이해대변 시도: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유형 

4 ‘새로운 주체들 주도의 비노조적 방식의 이해대변 활성화: 시민사회적 형태’를 준노조

로 분류한다(<표 3-13> 참조). 하지만 이들이 준노조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조직 형

태와 행위 주체의 비노조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유형 3을 준노조로 칭할 수 있는지 확

실치 않다. 박명준·김이준(2016, p. 43)이 유형 3과 유형 4의 비교를 후속 연구로 미

루고 일단 준노조라는 개념으로 유형 4에 속하는 조직들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도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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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준노조에는 대체로 노조와 시민운동단

체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박명준·김이선, 2016, pp.41-43). 형식적으

로 노조는 아니지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노

조의 성격을 띠며, 노동 문제에 주력하기에 일반적인 시민운동단체와 다

르지만 전통적 노조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을 띤다. 

  4. 활동 방식의 변화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안적 시도에서 주목할 만한 변

화는 조직화 대상과 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활동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물

론 이러한 시도들이 워낙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구체적인 활동 

방식은 각 이해대변 조직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활동 방식에 있어 보편적 특성을 도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대변의 대안적 시도들에서 발견

되는 새로운 활동 방식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특히 새로

운 방식의 단체교섭, 지자체 및 정부와의 사회적 교섭, 그리고 캠페인 활

동에 중점을 둔다.

사업장 중심으로 조직된 전통적 노조에서 벗어난 노동이해대변의 조직

들에게 파업이나 특정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은 대체로 중요한 이해대변 

활동으로 도모되지 않는다. 생산관계와 권력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한데 결

집하여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을 벌이고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해 왔다. 하지만 이런 활동 방식은 노동시장 외부자가 주를 이루는 

커뮤니티유니온이나 준노조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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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했듯이 이런 조직들의 다수는 노조의 형태를 지향하지 않거나 지향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단체교섭과 파업

을 가능케 하는 노동3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합법노

조로 인정받고 노동3권을 보장받았다고 할지라도 하술되듯이 단체교섭

과 파업이 이해대변의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일부 커뮤니티유니온은 단체교섭을 추진하기도 한다. 라이더유니

온이 그 일례이다. 하지만 라이더유니온이 추진하는 단체교섭은 동일 사

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단일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기존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조직이 사업장을 기반으로 형

성되지 않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인 사용자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주문중개앱의 운영사일 수도 있고,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와 같은 배달대행앱의 운영사일 수도 있으며 배달 

업무를 직접적으로 할당해 주는 배달대행업체일 수도 있다. 심지어 배달

노동자들의 ‘사업장’이 길거리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단체교섭의 상대방

일 수도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경우 지역별로 시장이 형성된 업계 

특성상 해당 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경향이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특정되지 않고 제기하는

의제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정흥준 외, 2019, pp.137-164).19)

새로운 형태의 단체교섭이 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알바노조는 맥도널드와 단체교섭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알바노조의 구성원들이 모두 그곳에서 고용되어 있기 때문

이 아니라 그곳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사업장이기 때

19)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파업도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컨대 앱

에 접속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정흥준 외, 2019,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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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 알바노조는 상징적인 업체와의 단체교섭을 이끌어 내고 그 결

과물을 동종 및 유사업계의 전체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맥도널드와의 

단체교섭을 추진했다. 

한편 ‘사회적 교섭’은 단체교섭과 같은 전통적인 이해대변 활동이 가능

하지 않은 조건에서 고안된 새로운 활동 방식이다. 사회적 교섭은 구성원

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지 않고 지

자체나 정부와 교섭하여 교섭 내용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유니온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청년유

니온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이들의 대표로서 사

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기존의 방식이 자신들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판

단하고 순서를 바꾸어 먼저 교섭을 통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대표로서 

인정받은 후 이들을 결집해 내는 방식을 취했다(유형근, 2015, p.56). 이

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이었다. (서울)청년유니

온은 청년 문제에 우호적인 서울시장의 등장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서울시에 요구하였고, 2012년 4월부터 논의를 시작

하여 이듬해 1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청년 취업지원과 근

로조건 개선을 위한 15개의 정책을 담은 ‘서울특별시-서울청년유니온 청

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청년유니온, 

2012). 이를 바탕으로 청년유니온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파트너로서 

2015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유니온은 국회의원 

및 정부 부처와 공조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하는 등 청년 노동자의 이해와 관련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했다(박명준 외, 2014, 

pp.113-115; 양경욱·채연주, 2018, pp.119-121; 정보영, 201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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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청년유니온의 성과만큼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서울남부노

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13년 5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구로구청과 금

청구청 등의 지자체, 사용자단체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와 

‘일하기 좋은 서울디지털단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박명

준 외, 2014, p.187). 물론 사회적 교섭이라는 방식이 일반적인 활동 방

식은 아니며,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오히려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특

히 청년유니온의 경우 청년 문제에 우호적인 서울시장과 청년유니온 수

뇌부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단체교섭이

나 파업과 같은 전통적인 이해대변 방식의 활용이 여의치 않은 새로운 노

동이해대변 조직들에게 하나의 참조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간과할 수 없다. 

새로운 노동이해대변 조직들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성은 

캠페인 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중심으로 구성원이 조직되지

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쉽지도 않은 많은 이해대변 조직들에게 캠페

인은 구성원들이 직면한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

호적인 담론을 형성하여 기업이나 정부 및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다. 유형근(2015)은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로 대표되는 청년 불안정 노동의 이해대변 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

로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거나 기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언급했었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은 창립 초부터 지속적으

로 추진한 최저임금 캠페인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

한 캠페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30분 배달제 폐지 캠페인,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 등을 

벌인 바 있다. 알바노조 역시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주휴수당 지급 캠페

인, 패션업계 견습생 착취 항위 캠페인,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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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캠페인 등을 조직했었다(이찬우, 최인이, 2017). 캠페인 활동은 이 

두 조직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과 ‘근로기준법 지켜라’ 캠페인 등을(박명준 외, 2014, 

pp. 184-188),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돌봄노동자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했었다(박명준, 김이선, 2016, p.54). 라이더유니온은 안전배달료 

캠페인, 폭염수당 캠페인 등을 벌인 바 있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택배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 캠페인 사

업단인 ‘희망더하기’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또한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비롯하여 4대보험 미가입 고발, 주유소 노동

자 권리 찾기 등을 추진한다. 

제6절 결론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화의 결과로 늘어난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

기 위한 이들의 자체적인 시도를 뒤쫓아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시

장의 이중화를 조명했다(제2절). 무엇보다 탈산업화와 서비스사회화의 

결과로 노동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질적인 두 개의 상이한 형태로 분절

되어 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안정적 고용, 높은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사회적 보호를 대가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1차 노동시장이, 다른 한편에

서는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취약한 사회적 보호에

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거래되는 2차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당연하게도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소위 외부자들은 1차 노동시장에 있는 내부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위에 처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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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수의 산업 선진국들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

긴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이 각국에서 상이하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이

중화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있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제3절).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노동개혁 이후 가속화된 이 경향은 한국에 비교적 큰 2차 노

동시장을 만들어 냈다.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규직을 외부자로 

보았을 때, 외부자는 적게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3, 많게는 2/5 이상

을 차지한다.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 외부자는 대

기업과 공공부분의 정규직 이외의 모든 임금노동자를 뜻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4을 넘는다. 노동 불안정성의 측면에

서 외부자를 규정한 한 연구에서 외부자의 비율은 40%를 조금 넘어서기

도 했다. 노동시장 외부자의 비중은 측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든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외부자가 연령의 측면에서

는 청년과 노년, 성별의 측면에서는 여성, 직종의 측면에서는 저숙련직이

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노동

시장의 외부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다. 예컨대 고용 형태를 기

준으로 고려하면, 외부자(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내부자(정규직)의 

60%대 수준에 불과하다. 외부자는 또한 복지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다. 내

부자에 비해 현격히 적은 비율만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대

표적인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다. 

노동시장의 외부자가 직면한 경제적 열위와 복지에서의 주변화라는 문

제는 정치를 통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외부자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다(제4절). 이들은 사실상 거의 조직화되

어 있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직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해대변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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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구의 산업 선진국에서 전통적으로 노조와 좌파 정당이 노동자들

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이 조직들을 통한 

이해대변은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에게 상당히 요원한 일이다. 외부자

의 이해관계는 노조나 좌파 정당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노조가 어떻게 노동시장의 외부자를 끌

어안을 것인가 또는 좌파 정당이 어떻게 이들을 제도정치를 통해 대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애초부터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고 좌파 성향의 정당이 제도정치에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노조는 외부자와는 거리가 먼 대

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정당 정치에서는 외부자들의 지지

가 상대적으로 친복지적인 정당을 향하지도 않는다. 기존 조직들을 통해 

노동시장 외부자의 이해관계가 대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시장 외부자의 능동적 움직임과 

자구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절). 물론 이것이 기존 조직들을 

통해 이해대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존 조직들의 활

용과 그것들과의 연계 가능성은 모색되어야 하며, 실제로 외부자의 이해

대변은 여전히 전통적 형태의 노조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한 오늘날 기존의 이해대변 방식은 적잖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외부자들의 대안적 시

도들이 이미 현실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 시도들은 우선 조직화 대상의 

측면에서 기존 노조와 차별성을 띤다. 기존 노조가 개별 사업장에서 정규

직 중심으로 조직되는 데 반해 노동이해대변의 새로운 시도들은 이전까

지 제대로 조직되지도 대변되지도 못했던 청년, 노인,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당사자들에 의해 기업이나 산업·업종

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게 조직 형태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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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노조의 틀을 넘어서 커뮤니티유니온이나 준노조로 포괄될 수 있

는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해대변의 활동 방식 역시 기존과 

적잖이 다르다. 전통적 노조의 대표적인 이해대변 활동인 단체교섭이 일

부 조직들에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특정 사업장 단위에서 특정 사용자

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 및 정부와의 소위 ‘사회적 교섭’에 주

력한다거나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첫째, 노

동시장 외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

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외부자가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취약한 사회 보호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외부자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적 열위와 복지에서의 주변화는 정

치적 소외와 상호작용하면서 심화된다는 점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황금시대에 서구의 산업 선진국에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을 성취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일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배경은 이들이 노조와 좌파 정당을 통해 조직

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는 데 있다. 역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

부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열위와 복지에서의 주변화는 정치적 소외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경제와 복지에서 

외부자가 직면하는 문제의 개선은 수혜적으로, 그리고 제한된 수준에서

만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있어 익숙한 전통적 노조의 틀

을 넘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일 기업 또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조직적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

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은 익숙한 방식이다. 이런 식의 이해대변을 배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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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노조 중심의 이해대변 방식은 여전히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고 앞

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유사한 노동조건을 가

지고 동일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합하다. 오늘날 고용관

계와 노동조건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별노조 또는 산별노조와 같은 전

통적 조직 형태로 포괄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이 그러하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에

게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이나 직종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해대변 조직

은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이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형

태가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방식의 이해대변을 가능케 하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노조로 주목받았던 청년유니온은 2010년에 창

립되고 전국 수준에서 적잖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이유로 여섯 번의 시도 끝에 2013년에 이

르러서야 고용노동부에 의해 전국 단위의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특히

나 청년들은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취업자와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첩되

고 단일하게 대변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뒤떨어진 법

과 제도에 의해 가로막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인 배달노동자들의 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의

해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법과 제도가 시대의 변

화에 맞게 정비되어 이전까지는 조직될 수 없었던 이들이 조직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

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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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성장체제(growth regime)’에 주목한다. 복지체제에 관한 

분석을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우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복지체제에 대한 

성장체제의 강한 규정력 때문이다. 각 국가에 고유한 복지제도들은 주로 

그 국가들이 기반하고 있는 성장체제에 조응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재

생산하려는 목적에서 수립되었다는 의미에서, 특정한 성장체제는 복지체

제의 내용과 성격을 일차적으로 규정한다. 복지체제와 성장체제의 이와 

같은 관계는 오늘날 한국의 복지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실마리를 제공

한다. 한국에서 공적 복지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그 실질적 효과와 확산의 속도는 기대한 것보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요

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 복지정책과 제도의 수립은 

아직 난망하고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는 1960년대 이

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성장체제의 효과는 아닐까?

한국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지체는 단순히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부족만으로, 또는 경제에 대한 사회의 지체만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윤홍식, 2019c, p.604). 오히려 이러한 지체의 원인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역사와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수출을 통한 급속한 성장에 의존해왔

던 특성이 오히려 공적복지의 발전을 저해했고, 이러한 성장체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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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간보험중심의 제도와 역진적 선별성이라는 한국 복지체제의 편향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이례적인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의 중요성은 다

수의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왔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의 비약

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발전경험은 수출지향산업화의 전형적 성공사례로 인식되었다. 그

런데 이 때의 ‘수출지향산업화’ 개념은 ‘수입대체산업화’와 대비되는 정

부의 특정한 경제개발정책을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이러한 정

책을 채택하고 추진한 국가의 역할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편향

을 보인다. 다수의 연구들이 수출지향산업화 전략의 추진과 성공을 개발

국가(developmental state)와 관련시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1960년대 이래 한국 정부가 다

양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이 수출에 

의존하여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개발국가의 

주도면밀한 정책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은 하나의 

공급요인이었을 따름이고 오히려 미국의 역개방정책 및 개도국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했던 GATT 무역질서와 같은 수요요인, 그리고 동아시아

의 지역적 분업구조 및 냉전과 같은 세계체계적 배경, 더 나아가 수출경

쟁력의 강화를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여 시민들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면서 비로소 수출에 기반한 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다(박찬종, 2019). 이렇게 본다면 ‘개발국가’ 개념을 상대화하고 한국경

제의 역사적 진화를 보다 폭넓은 시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화 초기에 국가가 수출주의 성장경로를 만드는 데 무시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산업화 단계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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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국가가 그와 유사한 정도의 역량과 주도권을 지녔

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1960년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수출중심

의 경제성장 방식은 강력한 규정력과 경로의존성을 가지면서 오히려 국

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자율성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성장경로는 고착화되어 현재에도 구조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역사적 ‘체제(regime)’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주로 정부의 정책적 차원을 강조하는 ‘수

출지향산업화’라는 개념 대신, 다양한 국내외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

되며, 현재까지도 정부정책과 기업들의 경영전략,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적 지지와 선택의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서 ‘수출주의 성장체제(exportist growth regime)’라는 대안적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거시경제적 성과 면에서 분명 성공적이었

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발전도상국들이 모방해야 할 하나의 

발전모델로 수용되기도 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라는 전무후무한 경

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부

상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분업체제의 재편과 같은 세계체계적 호조건으로 

인해 수출주의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역설적

으로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내재한 부정적 측면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공적복지제도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무역갈등을 계기로 부상한 이른바 ‘포스트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면은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존의 세계체계적 환경과는 판이한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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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주의 성장체제가 낳은 부정적 효과를 감축해야 한다는 기왕의 문제뿐

만 아니라, 수출주의 성장체제 그 자체의 지속불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문

제 또한 해결해야만 하는 이중과제의 상황 앞에 놓여있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해왔는가?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고정된 구조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역사성을 지닌다. 이 성장체제는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끊임없는 변동에 노출된다. 요컨대, 한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성이라는 주요한 성격은 1960년대 이래 오늘날까

지 지속되고 있지만,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유지

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조달과 배분을 위한 금융제도 및 기술훈련과 같은 

다양한 국내의 제도들과 국가와 기업, 노동과 같은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

는 지속적으로 조율되고 조정되는 가운데 변화해왔다. 수출주의 성장체

제의 이러한 진화는 곧 그에 조응해왔던 기존의 복지체제와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긴장관계에 주목할 때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

는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어떠한 상황

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가?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서는 경제성장이 국내소비보다는 수출부문의 성과와 그 파생효과에 의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을 수출부문에 집중시키는 한편, 수출경쟁력

의 확보를 위해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편향을 갖는다. 그리고 임금상승

의 억제는 구매력을 제한함으로써 내수의 확장에 제약을 가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부문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되는 자기강화적 속성을 지닌다. 

이제까지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고성장에 기반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

해 이러한 한계를 우회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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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는 더 이상 수출을 통한 원활한 사회재생

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수출

주의 성장체제 자체의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수출주의 성장체제

의 한계와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복지체제를 확립할 것인

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두 7절로 구성된다. 다음 2절에서는 ‘자본주의다양성론

(VoC)’의 정태적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장체제’ 이론에 기반하여 

수출주의 개념을 구성한다. 3절에서는 한국에서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어

떠한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는지 그 기원과 1980년대까지의 변화과정을 

다룬다. 이 시기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국가주도 수출주의’로 규정하

며, 그것과 쌍을 이루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성격을 밝힐 것이다. 4

절에서는 ‘국가주도 수출주의’가 ‘재벌주도 수출주의’로 진화하는 2000

년대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며 재벌주도 수출주

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해명한다. 5절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의 

미중무역전쟁 및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세계경제가 전세

계적인 저성장 시대이자 포스트 세계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 주목

한다. 본문의 마지막인 6절에서는 포스트 세계화 시대에 수출주의 성장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제에 주목하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

되고 있는 성장체제의 전환과 복지체제의 전환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7절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 연구의 함의와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추가적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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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장체제로서 수출주의의 개념화

  1. ‘자본주의 다양성(VoC)’ 이론의 한계와 ‘성장체제’ 접근

비교정치경제 혹은 비교자본주의 분야에서 ‘자본주의 다양성(VoC)’ 

이론은 1990년대 이래 지배적인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토마스 

쿤의 표현대로 ‘정상과학 (normal science)’의 패러다임으로 인정되어

왔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경제를 조율하는 국가별·지역별 제도적 차이

에 주목하면서 비교연구를 위한 이념형(ideal type)적 분석수단을 제공

해준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형을 바탕으로 각국 경제의 

수렴과 분산에 대한 전망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다양성론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성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전략적 행동과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비

교의 준거로 삼는데, 특히 현재의 정치경제적 균형상태를 기준으로 상이

한 범주들을 모델화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 역사적 성

장경로를 무시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LMEs)와 

조정된 시장경제(CMEs)라는 표준적인 이분화 모델의 각 범주에 동일하

게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성장의 경로는 상이할 수 있다(Baccaro & 

Pontussion, 2016). 따라서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주목하는 국가들 사이

의 변이와 편차는 사실 특정 시점의 공시적 차이를 반영할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통시적이고 역사적인 상이한 성장경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다양성론의 몰역사성이라는 결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적인 분석틀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Streeck, 2016).

다른 한편,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국가의 역할을 경시했다는 한계를 지

닌다. 다양성론의 표준적 범주인 자유주의 시장경제(LMEs)와 조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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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CMEs)에서 국가는 경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적당하게 거리

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다만 국가는 시장이 스스로 생

산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질서와 생산요소를 공급하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공급을 통해 경제체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뿐

이다. 하지만 현실의 국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조정된 시장경제 모두에

서 자원의 핵심적 배분자로서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20) 따라서 국

가의 경제적 자원배분의 방식 역시 국가 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

소로서 분석틀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영훈, 2016, p.567).

성장모델, 혹은 성장체제 접근은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역사적 관점’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성장체제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소비(국내수요), 투자, 수출(해외수요)의 관계와 그 결합방식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접근은 성장체제의 형성과 지속, 그리고 긴장

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성장요소들의 상대적 크기와 결합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의 변화가 성장체제의 역사를 구성한다고 본

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균형과 안정성에 보다 강조점을 둔다면, 성장체

제접근은 각국 경제에 내재한 불안정성에 보다 주목한다(Nölke, 2020, 

p.127).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제도와 국가의 역할이다. 금융제도는 성

장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거나 창출하고, 국가는 이렇게 조달된 자원을 

각 부문에 배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는 이중의 기능의 접합을 표상한

다. 하나는 성장을 지속하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재생산을 유지하

는 기능이다. 즉 국가는 특정한 성장체제와 복지체제의 결합에 결정적 역

할을 수행한다. 

20)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면서, 2세대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국가와 경제 사이의 관계 및 이

익단체의 집중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범주화를 시도한 바 있다. 예컨대 Hancké(2009)

는 국가주의(1990년대 이전의 프랑스), 자유시장(영국, 발틱 국가들), 보상국가(이탈리

아, 스페인, 동유럽 국가들), 조정시장(독일, 슬로베니아)이라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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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장체제로서의 소비주의와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분석의 중심의 놓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수, 즉 국

내소비 중심의 성장체제와 수출, 즉 해외소비 중심의 성장체제 사이의 분

기에 있다. 가장 체계적으로 ‘성장체제’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던 조절학

파는 사실 1950~60년대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에 주력했던 미국을 모델로 

포드주의 성장체제를 이론화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선순환과 이를 

뒷받침했던 생산성임금의 성립을 전후 황금기를 이끈 제도적 차원으로 파

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전후 자본주의의 보편적 모델이기보다는 예

외적 경우에 속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량소비를 이끌 충분한 임금상

승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 등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불충분

한 국내소비를 보완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

은 두 성장체제는 세계체계적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후발국가의 수출중심적 성장은 미국과 같은 핵심 중심부 국가의 거대한 

국내수요에 의해 형성된 해외수출시장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Kaldor(1971)는 ‘Conflicts in National Economic Objectives’라

는 유명한 논문에서 ‘소비주도성장’과 ‘수출주도성장’을 비교한 바 있

다.21) 칼도어의 분류에 따라 이를 ‘소비주의 성장체제’와 ‘수출주의 성장

체제’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성장체제는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에 형성된 성공적 모델이었다. 그런데 수

21) 이 논문에서 칼도어의 의도는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지배력을 행사했던 정통 케인스주

의에 입각한 민간소비 중심의 성장경로에 내재한 난점을 수출주도 성장과의 비교를 통

해 밝히는 데 있었다. 그에 따르면 소비주도 성장의 핵심적 요소는 정부개입적 소득분

배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수요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는데, 국가 간 무역이 확

대되는 개방경제 하에서는 수출(해외수요)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총수요에 

대한 정부의 개입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크며, 그 결과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투자율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 ‘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 219

출주의와 소비주의 성장체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요소는 실물적 투

자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주의 성장체제에서는 국내의 소비증대가 곧 기

업들의 투자증대를 이끌었고 기업투자는 다시 일자리와 임금상승으로 이

어지면서 자기팽창적 성장구도를 만들었다면,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는 

수출물량의 증가가 해당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촉발함으로써 고용증가 및 

경제성장의 주요동력으로 작용했다.22)

소비주의 성장체제의 이념형적 국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20세기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포

함하는 내구소비재 산업의 성장 덕분이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구소비

재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할부금융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있

었다. 실제로 미국은 대공황 이후신축적인 통화제도와 은행제도에 기반

한 신용확장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고, 서부개척시대의 

농민들에게 제공되었던 장기할부금융제도를 소비자금융으로 확장하여 

내구소비재의 수요를 뒷받침했다. 또한 미국의 가계는 모기지제도가 발

전하여 장기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융

제도의 지원 하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현재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감

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국내수요에 기반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소비에 대한 도덕주의적 태도를 변화시

켰다. 즉 소비에 대한 전통적 시각이 ‘절약에 기초한 소비’였다면, 20세기 

미국에서 확립된 새로운 시각은 ‘부채에 기반한 소비’였다. 부채는 가계

의 구매력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는 1950~60년대 미국 총수

요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형성했다(안정옥, 

22)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는 양의 순수출, 즉 ‘경상

수지 흑자규모’가 아니라 수출실적 그 자체의 지속적 확대가 중요했다는 데 있다. 

1950~60년대 수출실적의 확대는 초국적 은행을 매개로 해외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가

능케 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은 적극적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사이의 강력한 연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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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p.140; Guttmann and Plihon, 2010). 

그런데 이와 같은 소비자신용에 의존하는 소비수요의 증가는 부채상환

을 가능케 할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임금

수준과 소비지출수준 사이의 격차를 안정적인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부채가 메워줌으로써 소비주의적 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이러한 제도적 전제는 충족될 수 있

었다. 내구소비재에 대한 높은 수요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시켰고 이

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의 전략은 생산성임금의 제도화를 

매개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이념형은 독일과 한국에서 관찰된다. 

이 성장체제는 소비주의와는 달리 국내수요가 아닌 해외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부차화되거나 오히려 억압되는 경향이 강하다. 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부문이 주도하는 투자와 수출실적(순수출)이 성장을 이끌기 때

문에,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대부분의 가용자원을 수출부문에 집중시킨

다. 이러한 집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기업부채규모로 그 

독특한 특징을 드러낸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기업의 자

기자본대비부채비율은 300~400%에 달했을 정도였다. 기업들은 대규모 

부채를 통해 수출산업의 투자에 주력했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 고용과 성

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비주의 성장체제와는 달리 소비자

금융의 저발전되어 수출부문 이외의 영역에서는 필요자금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수출경쟁력을 위해 임금인상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은

행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용이 수출대기업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임금 또는 부채에 기반한 소비를 감행할 수 없었고 오히려 소

비를 최대한 억제해야만 했다.23) 이러한 경향은 대표적인 수출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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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일에서도 여전히 관찰된다. 예컨대 2004~07년 독일에서 GDP성장

률에 대한 순수출의 평균 기여도는 1.17%였던 데 반해, 가계소비의 평균 

기여도는 0.26%로 매우 낮은 수준은 기록했다. 이는 각각 –0.05%, 

1.67%을 기록한 영국이나, 0.60%, 1.44%를 기록한 스웨덴과 매우 대비

되는 수치로서 독일경제에서 나타나는 내수부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Baccaro and Pontusson, 2016, p.15). 이는 사실 임금억압의 결과로

서, 실제로 오늘날 독일 인구의 40%는 1990년대 초의 수준보다 낮은 실

질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ölke, 2020, p.126).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또다른 측면은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다. 이데올로

기로서 수출주의를 강조하는 Nölke(2020)는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 산

업제품의 수출확대를 국가의 제일목표로 설정하고, 경상수지흑자를 경제

발전의 지표와 동일시함으로써 타부문의 희생과 양보를 정당화하는 관념

과 결합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수출주의 이데올로기는 수출경쟁력

의 강화를 위해 생산요소, 특히 임금인상의 억제, 낮은 인플레이션, 공공

지출의 축소(긴축),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같은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든

다. 특히 수출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

는데,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명백한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시키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수출주의를 새로운 

성장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특히 이 이데올로기는 정부관

료, 기업경영인, 금융기관, 언론계, 심지어 노동조합에까지 수용된다. 

1950~60년대 고도성장기에 확립된 소비주의 성장체제와 수출주의 성

장체제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 우선 소비주의 성

2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Wade & Veneroso(1998)는 이러한 한국경제를 ‘고부채모델’이

라 규정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부채모델이 가능했던 것은 ‘높은 저축률—고도

의 기업부채—고투자—고성장과 고용증대—저축률의 증가’라는 선순환이 형성되었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높은 저축률은 사실 기업의 고부채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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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체제는 임금주도 소비주의에서 부채주도 소비주의로 진화하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물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주의 성장체제의 

확립에서 소비자금융의 발전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보다 

중심적 요인은 소비의 원천으로서 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실질임금이 정체되면서, 더 이상 임금은 소비주의적 성장

을 지탱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부채에 의존하는 소비의 비중이 더욱 높아

지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수출주의 성장체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

데, 수출부문으로의 자원집중과 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정도가 약화

되고 수출기업의 자체능력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그것이다. 즉 수

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투

자 또한 내부자금이나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정부의 지원과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수출의 많은 부분이 현지법인과 국내본사와의 내

부거래로 이루어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주도적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

게 됨으로써 국가주도 수출주의에서 기업주도 수출주의로의 진화가 진행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주의 성장체제와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수렴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도 동반되었다. 바로 부채주도적 성장체제의 성격이 둘 모두

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처럼 전통적인 소비주의 성장체

제는 임금상승을 전제로 하는 소비자신용의 확대에 의존했지만, 1980년

대 이후부터는 실질임금이 정체됨에 따라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

다. 이와 유사하게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도 고질적인 내수의 부족을 보

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소비자금융의 확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부채주도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금융화(financialization)로 요

약되는 전세계적 변화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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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 수출주의의 기원과 성격

  1. 한국에서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성립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경로를 따랐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지

만, 통상 이해되는 방식과는 달리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박정희 정부의 면

밀한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립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60년대 

초 지정학적 맥락에서 외부로부터 강제되었거나, 우연히 ‘발견’된 것에 

보다 가까웠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확립된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는 자유세계와의 안정적 교류에 기초한 ‘수출을 통한 성장’이라는 새

로운 성장체제를 탄생시킨 배경이었다. 즉 수출주의는 냉전기 미국이 제

3세계를 대상으로 제시한 ‘발전주의적(developmentalist)’ 전략이 만들

어낸 산물이었던 것이다.24)

미국은 1950년대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한국에 제공했고, 당

시 전체수입의 6분의 5에 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원

조에 의존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한원조의 부담이 커지

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

24) 국내에서 ‘developmentalism’나 ‘developmental state’는 발전주의/발전국가 혹은 

개발주의/개발국가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developmentalism과 developmental state는 완전히 상이한 이론적 기원과 맥

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역어에서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로 본문에서는 전자를 ‘발전주의’로, 후자를 ‘개발국가’로 번역해 사용할 것이다. 발전주

의(developmentalism)이란 세계체계론 관점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개념으로서, 

현대화(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의 관점에서 미국식 발전경로를 제3세계

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확산시키는 헤게몬의 전략을 지칭하는 데 반해, 개발국가

(develop-mental state)란 찰머스 존슨에 의해 제시된 것처럼 미국식 경로나 소련식 

경로와 모두 구별되는 일본식 경제정책이자 성장경로를 지칭한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발전주의’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개발국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일본적 기원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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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에 강하게 직면했다. 미국이 선택했던 것은 새로운 ‘동아

시아 지역통합전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미

국은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한국상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한국경제의 자생

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사실 미국의 전략적 안보구상에 있어서, 이러

한 경제적 양보는 사소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원조에 필요한 공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으로부터의 저가상품을 수입함

으로써  국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

문이다(Cumings, 1984; So & Chiu, 1995, p.195; Arrighi 2008, p. 

570; 이완범, 1999, p.196).  

이러한 의도에서 미국이 추진한 미국-일본-한국(그리고 대만) 사이의 

새로운 지역통합전략 또는 삼각무역체제의 확립은 한국경제를 수출주의 

성장체제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던 결정적 계기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주요수출국은 일본이었고 미국은 원료 및 자본재의 수입처였으

나, 지역통합전략에 따라 한일국교정상화가 추진된 196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구도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즉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중간재 수입

이 급증했던 반면 대미수출이 대일수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국내기업들이 일본자본의 하청망으로 편입된 결과이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직접투자를 받아 합자회사나 투자회사

로 설립된 국내기업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로 일본

과 미국으로의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었다. 일례로 1970~1974년 

에 순수 국내기업의 수출은 5배가량 증가했던 데 반해, 외국인투자 기업

의 수출은 11배 증가했다(Castley, 1997). 이처럼 한국의 수출실적은 외

국인투자기업의 주도하에 뚜렷하게 확대되어, 1962년 5,480만 달러에

서 1972년에는 16억 2,410만 달러로 거의 수직상승했다. 

삼각무역체제로의 편입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

출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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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에서 외자조달방식이 원조에서 차관(부채)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

었다.25) 물론 원조와 차관은 모두 해외자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일방적인 증여이자 이전(移轉)인 원조와는 달리, 차관은 명백한 상환의무

를 지닌 부채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또한 원조의 집행여부는 공여국의 

정치적 의지와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차관제공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국의 상환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규차

관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기존차관을 차환(만기연장)하기 위해서는 상환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그리고 상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화소득을 창출하는 통로로서 수출을 확대해야만 했다(박찬종, 2019). 

안정적인 자본수입, 즉 차관도입의 조건으로서 수출확대의 중요성을 

인지한 이후, 박정희 정부는 수입대체적인 내포적 공업화를 목표로 했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정했고 1964년에는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제일주의’를 목표로 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 전략은 차

관에 의존하여 자본재를 도입하여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부문을 육성하여 원리금을 상환 또는 차환할 수 있는 수출달러를 확

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결정적 문제는 차관의 투입부문과 차관

상환을 위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부문이 상이하다는 데 있었다. 즉 

차관은 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과 원조에 의존했던 정유, 화학, 제철, 시

멘트 등의 수입대체가 필요한 산업과 철도, 도로, 전력 등과 같은 사회간

접자본에 투입된 반면, 1960년대까지 외화수입의 주된 창구는 합판, 섬

유, 가발 등의 경공업부문이었기 때문이다.26) 이는 해외차입-투자-수출 

25)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전면화되었던 수입대체적인 자립화 전략을 

비판하면서, 수출지향적인 개방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와 

같은 수출에 대한 강조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즉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전면화되었던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이완범, 1999, pp.103-104).

26) 전통적인 입장은 한국이 제3세계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수입대체’ 전략을 포기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장친화적인 ‘수출지향’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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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선순환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정

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했다. 즉 해외차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전

략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외차입과 수출 사이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해외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누수없이 수출

부문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원리금상환능력을 제고해야만 한

다는 것이었다. 1960~70년대의 수출주의는 이러한 조정자로서 국가개

입이 필수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는 국가주도적 수출주의 성장체

제의 성격을 띠었다.

  2. 국유은행과 고수출-고투자의 연계

박정희 정부가 수행한 일차적 조정역할은 안정적인 해외차입의 필수조

건인 외채상환능력의 제고를 위해 수출부문을 육성하는 일이었다. 예컨

대 정부는 ‘수출책임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기업에 특정 수준의 수출목표

를 강제하고(최상오, 2010),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율을 

인상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수출정책은 이른바 ‘수출

금융’으로 명명되었던 독특한 신용정책이었다. 수출금융이란 수출과 신

용을 연계시켜 자본을 수출부문으로 집중시키는 동시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정책을 의미한다. 박정희 정부는 해외차입을 

통해 도입된 자본의 비수출부문으로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출금융을 활용하였는데, 수출금융은 자금을 수출부문에 집중시키는 

‘신용할당’과 수출신용에 대해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금리’라는 

성공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수정주의적 입장은 이러한 단선

적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형

적인 수출지향전략이 아니라, 이미 1960년대부터 전기, 철도, 통신, 시멘트, 저유, 비료

화학산업 분야에서의 수입대체전략을 병행했던 ‘복선형발전전략’이었다는 것이다(장하원 

1999; 이병천 1999; 기미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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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였다. 신용할당과 우대금리를 바탕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 이래 

주로 내수시장에 주력해왔던 재벌들이 수출주의 전략에 동참하도록 유인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수출신용장(L/C)을 증빙한 기업들에게 자동대출을 

허용하고 수출실적에 근거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처럼 국가는 수

출실적에 따라 저렴한 외부자금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등화함으로

써 수출부문의 육성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면서 수출금융이 예금은행의 총대

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1~65년에 4.5%였으나, 1966~72년에는 

7.6%로 상승했고, 1973~1981년에는 13.3%에 도달했다. 또한 수출금

융의 금리수준은 일반대출금리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일

반대출금리와 수출융자금리 사이의 격차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8.9%,  

17.1%, 7.6%를 기록했다(Cho & Kim, 1997, pp.36-37). 이러한 저리

의 부채는 수출부문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기능하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개선시켜 수출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게는 수출금융 자체가 금융지대(financial rent)라는 추가수

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을 유인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신용정책은, 역설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 그 자

체보다는, 오히려 금융지대를 확보하는 데 몰두하도록 하는 기형적 효과

를 낳기도 했다. 정부는 수출실적과 수출신용을 연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하는 기업일수록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차입이 

가능했기에 지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기업들 가운데 

지대획득을 위해 수출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낮춰 ‘출혈수출’ 상태에 있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컨대 수출실적이 높았던 면방직산업에서조차 

수출 달러당 평균 51.1원의 손실을 볼 정도로 일반적 현상이었다(김양화, 

2001).27) 기업들은 수출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저리의 자금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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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기 위한 기회로 간주했던 것이다. 사실 정부 역시 개별 수출기업들의 

낮은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수출을 통해 

외화유입이 지속되는 한 해외로부터의 외채도입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수출증가를 유지함

으로써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차환(refinance)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출실적과 자본조달기회를 연계하여 수출

주의를 외연적으로 확대하려 했던 정부정책은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들이 동시에 최대의 채무기업이 되는 모순적 상황을 낳기도 했다. 가

령 1971년 제8회 ‘수출의 날’ 행사에서 수상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부실

기업이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이정은, 2010, p.260).

그런데 국유은행이 매개하는 수출실적과 금융자원의 연계는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고유한 경향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투자위험을 기업과 정부

가 공유한다는 사실이었다. 즉 기업들은 수출실적에 따라 국가로부터 금

융자원을 배분받았고,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이점 하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다시 수출능력을 제고

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가능케 했

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되어 30년간 지속되었던 한국재벌들의 ‘고부채 

모델’은 곧 ‘고투자 모델’의 이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부채 모델

은 1997년 외환위기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해체되었다

(Wade & Veneroso, 1998). 

27)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주로 낮은 수출상품가격에 

의존했다. 만약 국가에 의한 직접적 보조금과 금융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이 없었다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엄청난 ‘출혈수출’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1달러에 해

당하는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기업들은 당시 환율로 평균 1.5달러에 해당하는 

348원(직접보조금과 이윤 포함)을 지출해야만 했다(Kuznets, 1977, p.159; 서울사회과

학연구소, 1991,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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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출주의 성장체제와 개발국가 복지체제

1970~80년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유사한 시기에 서구에서 

형성된 소비주의 성장체제의 역사적 형태인 ‘포드주의 성장체제’와 구별

되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는 임금소득이 성장체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있다. 포드주의 성장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에 기반

하고 있었기에,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할 임금의 지속적 상승이 성장체제

의 선순환에 매우 중요했다. 반면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 상품의 소비는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성장은 더 많은 해외수요의 

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금은 수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상승을 억제

해야만 하는 생산비용으로만 일면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생

산과 소비 사이의 선순환적 연계는 성립되지 않은 채, 수출부문의 투자를 

제외한 임금상승과 소비는 최대한 억제됨으로써 수출과 관련 투자부문만

이 과잉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한국의 복지체제는 ‘개

발국가 복지체제’(윤홍식, 2019b), 혹은 ‘개발자유주의’(Chang, 2019)

라고 규정되는 성격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복지체제는 사회재생산을 서

구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노동의 탈상품화’가 아닌 ‘노동의 상품화’를 통

해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수출부문의 확대가 잉여노동력을 흡

수하고, 임금소득에 대한 의존을 높임으로써 절대빈곤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수출부문의 성장에 전적

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대개 수출부문으로 집중되고 사회지

출은 최소화되며, 일자리의 확대와 임금소득이라는 시장기제가 분배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1970~1980년대 수출주의 성장체제와 결합된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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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성립되기 직전인 1963년 

광공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657,000명이었으나, 수출주의가 본격화된 

1976년에는 3,209,000명으로 무려 388.4%가 증가했으며, 상시고용비

중은 1963년 12.3%에서 1970년 22.9%로, 그리고 고용안정률은 같은 

기간 동안 39.0%에서 59.0%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실질임금도 상승하

여 1979년에는 1960년의 3배 이상 수준에 도달했다. 그 결과 한국의 절

대빈곤율은 1965년 40.9%에서 1980년 9.8%로 크게 개선되었다(윤홍

식, 2019b, pp.371-376).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성과에 강하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임금수준과 같은 사회재생산의 조건은 수출부문의 경쟁력 증대

와 생산설비 투자확대라는 우선적 목적 하에 조율되었다. 예컨대 몇몇 예

외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실질임금증가율은 노동생산성증가율

을 항상 하회했다. 이와 같은 저임금의 구조화가 확립되면서 대신 개발국

가는 조세지출(또는 재정복지)과 감세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이점을 제공해주었다.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도 정책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들의 수출부문과 중화학공업부문으로의 유인을 위해 법인세 감면혜

택을 활용했고, 저임금을 지속시키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면

세점 인상과 같은 소득세 감면을 선택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요구

를 부분적이나마 충족시켰다. 조세지출과 감세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공

적복지를 대체하는 사회정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던 것이다(김도균, 

2018; 김미경, 2018). 

물론 정부가 조세수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수출부문의 육

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필수적이었고, 또한 핵심숙련노동자층

의 보호를 위해서도 더 이상 공적복지의 도입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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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러

나 이 과정에서도 공적복지의 기능은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원활한 작동

이라는 목표에 종속되었다. 우선 세수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

접세목을 확대했음에도, 이렇게 증대된 세수를 공적복지의 확대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성장정책의 집행에 집중시켰다. 즉 소득세는 인하했지

만,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증세를 통해 수출주의

를 원활이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했던 것이다. 다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핵심적 수출부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중화학공업부

문의 숙련노동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선별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다(윤홍식, 2019b, 

p.400).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이처럼 재분배 기능은 외면한 채,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작동을 위한 선별적이고 역전적인 복지제도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평균적인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1970년

대까지 절대빈곤율은 하락했지만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정책의 종속이라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은 다양한 복지대체수단의 발달에 있다. 복지대

체수단은 복지국가의 공적복지와는 달리 정부의 직접적 사회지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의 부수적 효과로서 시행

되거나 민간의 자생적 자구노력에 의해 수행된다. 김도균(2019)에 따르

면, 한국에서는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재정복지, 가계

의 저축동원을 통한 저축기반복지, 토건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주요

한 복지대체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공적 복지비용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수출부문에 대

한 육성과 지원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동시에, 복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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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제성장정책에 조응시키는 데 주력했다. 요컨대 국가가 은행을 소유

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축동원은 복지대체수단인 동시에 투자자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이었고, 또한 국유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대

안적인 재정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복지와 같은 관대한 소득

세 감면이 가능했다. 또한 금융기관자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이는 모

두 금융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했던 개발국가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복지

체제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공적복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장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회재생산의 부담을 사적 복지에 전가함으로써 

한국 가족의 강력한 가족주의 경향을 만들어냈다. 가족부양체계와 이를 

공고히 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적 복지의 대체물로 작동해온 것

이다. 결국 한국에서 개발국가 복지체제와 가족주의/개인주의의 미발달

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그리고 저발전된 개인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

가 확립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했다(장경섭, 2009, 7장). 

  4. 국가주도 수출주의의 최종적 위기: 97년 외환위기

1979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기존의 고

부채 모델에 대한 수정을 시도했다. 국유은행을 통한 고부채모델은 수출

과 투자 사이의 연계를 구성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악화와 

전세계적 고금리기조 하에서 원리금의 누적에 따른 외채위기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박찬종, 2018).

전두환 정부는 1982년 국유은행의 민영화를 전격 단행했고, 외채위기

의 주범으로서 과잉투자부문으로 지목된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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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결과 수출금융의 특혜금리는 명목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재벌

들의 투자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3저호황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더욱 확대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재벌들의 투자재원에 대한 수요 역시 더욱 증가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부분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과거와는 달리 금융자원의 배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능력은 이미 약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를 경험

한 이후였기에 가계부문의 대출욕구를 억제시키면서 수출부문에 제한된 

금융자원을 인위적으로 집중시킬 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지속을 위해 선택했던 

수단은 바로 ‘금융시장개방’이었다. 이 조치는 국내의 재벌과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개

방했다. 또한 높은 자금수요로 인해 국내금리는 해외금리보다 훨씬 높았

기 때문에, 해외자금의 직접 차입은 금융비용상의 이점도 제공해주었다.

금융개방이 결정된 이후, 해외은행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 

대한 대출규모를 경쟁적으로 확대했다. 세계적으로 저금리기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이들에게 

특히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장소였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한국의 대기업

이나 은행에 대한 대출은 주요선진국기업들에 대한 대출보다 높은 금리

를 적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채무는 정부에 의해 보증되고 있

기에 사실상 한국정부에 대한 대출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안전했기 때

문이다(Cumings, 1998, p.55). 재벌 역시 금융시장개방 이후부터 대규

모의 해외차입을 실행했고, 이를 통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금융기관 역시 적극적인 차입에 나섰다. 사

실 소수의 상위재벌들을 제외하고는 해외금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차입

할 수 있는 신인도를 가진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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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수익의 기회로 삼았다. 은행들은 해외로

부터 저금리로 부채로 조달하여 해외신인도가 낮은 국내의 기업들에게 

국내금리, 즉 고금리로 대출하면서 예대금리차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이제 투자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수출대기업, 즉 재벌들의 자율성이 확

대되면서 국가주도 수출주의의 성격은 빠르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저리

의 외채를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된 5대 재벌과, 풍부한 외채자금의 유입으

로 금융기관을 통해 과거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공급받게 된 6~30대 재벌

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주력함으로써 수출주의 성장체

제를 주도했다. 그 결과 1997년 초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은 500%

에 도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저금리 해외자금에 의존했던 이와 같은 

1990년대 중반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결국 미국에서 단행된 금리인상

과 함께 균열을 나타냈다. 1997년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가 0.25%의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

할 것이라 예측되자, 국제금융기관들은 미국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외환

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수익률곡선타기’의 일환으로 일본 엔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동남아시아에 장기로 투자해왔던 국내 종금사들의 사정도 악화

되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해외채무자들에 대한 단기차입의 만기연장

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하면서, 종금사를 비롯한 국내금융기관들의 부

채조달통로가 폐쇄되었고 채무상환을 위한 외화수요가 급등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속하게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원화가치하락을 예상한 해

외투자기관들의 원화투매가 동반되면서 원화의 가치는 10월부터 폭락했

다. 정부는 원화가치의 방어를 위해 긴급외화자금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외환보유고를 더 빠르게 고갈시켰을 따름이었다.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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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긴급자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결

국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

할 수밖에 없었다(지주형, 2011, pp.155-158).

해외금융기관의 자금회수와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이

제 국내금융기관들 역시 기업들에게 제공했던 부채의 만기연장을 거부하

고 회수해야 했다. 이러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콜금리는 위기직전의 12.5%

에서 1997년 12월 5일에는 21%로, 그리고 같은 달 26일에는 32%까지 

수직상승했다. 이러한 금리상승은 국내의 자금경색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에 따라 자본유출을 제어하여 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긴축적 화폐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을 되돌리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과 은행들의 채무부담을 악화시켜 위기는 더욱 증폭

되었다.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은 다시 부실채권규모를 확대시켜 은행의 

위기로 이어졌다. 1997년은 고부채모델의 의존한 고수출-고투자 연계가 

해체됨으로써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주도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최종

적 위기의 시기였다.

제4절 2000년대 재벌의 세계화와 재벌주도 수출주의

외환위기 직후 최소 3~4년간은 한국경제가 정체상태에 머무를 것이라

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반대로, 1998년 하반

기부터 한국경제는 급속한 경기회복세로 반전되었다.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998년에 –6.7%였지만, 1999년 초에는 5.8%로 반전되었고, 

이후 증가세는 더욱 빨라져서 1999년에는 10.9%에 달했다(신장섭,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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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04, p. 104). 심지어 예상보다 빠른 2001년 8월에 국제통화기금

으로부터의 구제금융차입금을 전액 조기상환함으로써 위기국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언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수출의 급증에 따른 결과

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역설적으로 더욱 강화되었

다. 2000년 1,723억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수출규모는 2011년에는 

5.55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동안 연평균 수출증가

율은 9.1%로서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4.6%)을 크게 상회했다. 이처

럼 2000년대의 한국의 성장체제는 그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고강도 수출

주의(intensive exportism)’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박찬종, 2019). 이

는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냉전과 지역경제체계의 

확립이라는 지정학·지경학의 산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 중국

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동아시아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지경학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 수출주의의 새로운 국면: 중국의 부상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경제는 해외 화교

자본의 직접투자 유입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시작

했다.28) 1990년대 초부터는 화교자본과 함께 일본자본의 투자가 증가하

면서 중국은 동아시아 내의 ‘다층적 하청체계’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무역 총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1986년의 4.0%에서 1992년에는 26.4%로, 1999년에는 50.8%로 증

28)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투자 덕분에 중국은 1990년대 후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금융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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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의제로 등장하자, 구조조

정에 대한 국내의 반대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 추진되었고 결국 2001년 회원국으로 승인받는데 성공했

다(백승욱, 2008, pp.160-189).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경제는 낮은 임금수준에 힘입어 대미수출

을 위한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수출

비중은 2005년 40%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고, 미국으로의 수출총액은 

1,633억 달러에 달했다. 대미 수출기지로서 중국의 부상은 국내기업, 특

히 재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1990년대까지 중국진출은 주

로 국내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재벌이 주도하

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정식, 2013). 세계무역기구 이후 중국경

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재벌들은 중국에 해외법인을 신

규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를 감행하여 제3국으로의 수출과 현지시장을 

위한 생산설비를 확대했던 것이다.29) 〔그림 4-1〕 은 1997년 이후 국내

기의 대중국 직접투자금액의 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6.8억 달러 수준이었던 직접투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직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56.9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29) 2000년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이 주도했으며, 지분인수방식의 M&A형 투

자가 아니라 현재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주를 이뤘다. 예컨대 2007

년의 경우 M&A형 투자규모는 64억 달러, 그린필드형 투자는 158억 달러였으며, 그린

필드형 투자 중 대기업투자는 100억 달러 중소기업투자는 45억 달러 수준이었다(기획

재정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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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내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금액과 수출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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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및  한국무역협

회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에서 2020.11.14. 인출

직접투자, 특히 그린필드투자의 형태로 진행된 대기업의 중국 생산기

지 설립은 대중국수출규모를 확대하는 핵심동력이 되었다. 중국 현지의 

대규모 생산라인 신설은 국내로부터 소재 및 부품과 같은 중간재 수입을 

큰 폭으로 유발했기 때문이다(이항영, 이준구, 2012; 남대엽, 2020). 그 

결과 대중국수출규모는 2000년 185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820억 달

러로 급증했다.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중간재 및 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전산업의 대현지법인 수출규모는 총수출의 35.9%를 차지했

다. 2009년 총수출이 2005년 대비 27.8% 증가한데 비해, 현지법인에 대

한 수출은 같은 기간 중 43.4% 증가했을 정도로 한국의 수출을 견인했다. 

현지법인 수출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집중되어있으며, 2015년에

는 현지법인으로의 수출이 총수출의 41.2%까지 증가하게 되었다(한국수

출입은행, 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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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총수출 대비 대중수출과 대미수출의 비중 
(단위: %)

1985 1995 2005 2013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일본 7.1 37.6 4.95 27.5 13.5 22.9 18.1 18.8

한국 0.0 35.6 7.0 18.5 21.8 14.6 26.1 11.1

대만 0.0 48.1 0.3 23.7 22.0 14.7 26.8 10.7

홍콩 26.0 30.8 33.3 21.8 45.0 16.1 54.8 9.3

싱가폴 1.5 21.0 2.3 18.3 8.6 10.4 11.8 5.8

자료: Hung, H. (2016). The China boom: why China will not rule the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80.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생산의 

재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장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수출

주의 성장체제의 변화를 야기했다. 1990년대까지 지역의 수출국가들 사

이의 관계는 이른바 ‘안행모형’(flying geese model)이라는 위계적 형태

를 띠었다. 즉 고도의 생산기술을 보유한 일본이 다른 국가들에게 지속적

으로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전파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

본이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여 인접국가들에게 수출하면 이를 단

순조립하여 해외시장으로 재수출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수출능력은 제고

되지만,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의 차이는 분명히 기술수준에 따라 차별화

되어 있는 구조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역체계에 중국이 등

장하고, 거대한 수출공장이 다른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으로 재배치되면서 

이른바 ‘팬더서클’(panda circle)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었다. 

단순 조립공정은 중국과 비용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부

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정 소재와 부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이

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도록 하는 경쟁적 분업구조로 대

체된 것이다.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서 중국을 동심원으로 하는 지역체계가 성립되었고(Hu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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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0), 팬더서클은 동아시아 지역의 위계적 생산구조를 대체하여, 

보다 상호의존성이 강화된 지역적 가치사슬구조를 만들어냈다. 

2. 국가주도 수출주의에서 재벌주도 수출주의로

중국의 중심으로 하는 ‘팬더서클’ 구도의 형성과 이에 따른 글로벌 가

치사슬의 확장은 한국의 수출규모를 급증시켰을 뿐만, 수출주의 성장체

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1998년 112억 달

러 수준이던 대중수출규모(대미수출 217억 달러, 대일수출 121억 달러)

는 200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531억 달러로 미

국(447억 달러)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수출국이 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중 수출국 가운데 한국이 수출규모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1992에

서 2011년 사이 한국의 전체 대외수출이 약 7배 증가해왔던 데 비해, 대

중수출은 50.6배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한국의 수출주의 성

장체제는 중국경제의 확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대중국수출의 급증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중은 1996

년의 27.7%에서 2012년에는 56.5%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그림 4-

2〕). 경제규모 대비 수출의 비중으로 볼 때, 한국은 다른 수출국가와 비교

하여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서도 그 정도가 

매우 심화된 ‘고강도’(intensive)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성격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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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중: 주요 국가별 비교 
(단위: %)

자료: World Bank. (2020a). http://data.worldbank.org에서 2020.1.3. 인출

그런데 변화는 단순히 수출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출품 구성에서 진행되었다. 과거의 수출주의 시기

를 주도했던 최대수출품목은 최종소비재였던 데 반해, 2000년대 이후에

는 중간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다. 예컨대 2016년의 경우 1,131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수출품목 가운데 중간재가 77.4%를 차지하는 반면, 

최종재는 21.7%이며, 특히 최종재에서 자본재를 제외한 소비재는 불과 

3.4%에 불과했다. 또한 무역형태별로 보았을 경우, 대중수출에서 가공무

역의 수출은 45.5%로서 다른 주요 대중수출국30)인 일본(29.2%)이나 미

국(14.4%), 그리고 독일(7.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pp. 5-6).

30) 주요대중수출국(중국의 5대 수입국)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이며, 이들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2016년)은 순서대로 10.0%, 9.2%, 8.8%, 8.5%, 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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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국의 중간재 수출국, 1988~2019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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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2020b). 국내통계 국가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

lImpExpList.screen에서 2020.4.6. 인출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까지 한국 수출주의의 기본 성격이었던 단순

조립가공 중심의 무역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한국

의 수출이 유발하는 수입, 특히 원자재와 일본산 자본재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중간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상향이동

하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장된 가치사슬

에서 한국경제는 ‘중류’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2000년대 이후

부터 장기지속 되어 온 경상수지 흑자구조로 나타났다.

그런데 강조되어야 할 보다 중요한 변화의 양상은 과거의 국가주도 수출

주의와는 달리 2000년대 수출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재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지적해왔듯이, 국가주도 

수출주의에서 국유은행을 매개로 한 정부의 수출육성정책과 지원정책은 

수출확대의 핵심동력 가운데 하나였다. 수출의 낮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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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의 양적확대와 수출부문의 투자확대에 주력하도

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정치·경제적 배경을 활용한 바로 이와 같

은 정부의 지원이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부터의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고강도 수출주의’는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지경학적 요인을 배경

으로 한 재벌들의 공격적 직접투자의 확대에서 기인했다(박찬종, 2019).

〔그림 4-4〕 가공단계별 수출, 1988~2019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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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2020b). 국내통계 국가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

alImpExpList.screen에서 2020.4.6. 인출

2004년부터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기 시작해서, 그 투

자규모는 65억 달러 수준(2004년)에서 229억 달러(2008년)까지 상승했

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했던 유형은 일반적으로 금융수익을 목표로 하

는 지분투자방식이 아니라, 현지생산을 목표로 하는 공장설립형투자, 즉 

그린필드투자(green field investment)였다.31) 특히 2006년부터 휴대

31)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하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그린필드투자는 54% 정도였던 반면, 내국인 직접투자에서는 그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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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과 자동차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현지시장으로의 진출이나 현지생

산 후 타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필드형 직접투자규모는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빠르게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의 세

계화’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주의 성장체계가 복구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 공장설립형투자를 통해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

로 국내본사법인의 부품 및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9년 전산업의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수출비중은 총수출의 35.9%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수출이 27.8% 증가한 데 비해, 현지법인으로

의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43.4% 증가했을 만큼, 동일기업 내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거래는 한국의 수출을 견인했다. 이와 같은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었으며, 2006년에는 대중

수출 가운데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비중이 75%에 달할 정도까지 증가했

다(전광명, 노원중, 2008; 한국수출입은행 2011; 2015). 

다른 한편, ‘재벌주도 수출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 수출

주의 성장체제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은 재벌부문과 비재벌부문 사이

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비중의 축소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수

출주의로 전환된 이후,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은 수출중대의 역할을 분

담해왔다. 1965년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던 중소기업은 1989년에

는 40%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물론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섬유, 직물, 직물제품과 같은 경공업제품의 생산을 중소

기업이 전담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이 전

기‧기계장치와 같은 중화학공업제품까지 확장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85%에 달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약간 완화되기도 했지만(2013년 기준 각각 78%와 

66%), 여전히 내국인의 그린필드투자 비중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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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0년대 급

격히 하락하여 2019년에는 18.6%를 기록했다. 이제 한국의 수출주의는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의 주도하는 성격이 공고화된 것이다. 

〔그림 4-5〕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1995~2019 

(단위: %) 

   주: 2009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른 유형이 대기업/중소기업의 2범주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

업의 3범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단절이 존재한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B10062

&vw_cd=MT_ZTITLE&list_id=S2_1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

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11.14. 인출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축소된 원인은 재벌

주도 수출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던 요인과 동일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다. 중국경제의 부상은 재벌이 주도하는 중화학공업부문의 수출

을 크게 확대했던 반면, 중소기업이 담당해온 노동집약적 수출시장은 중

국제품에 의해 장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성립이 

단지 전체 수출비중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상대적 역할축소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경제 전반에서 수출이 담당했던 역할의 변

화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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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1995~2018 

1995 1998 2003 2007 2011 2015 2018

고용유발계수 22.2 12.5 9.4 7.2 5.3 7.3 6.2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2020b).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에서 2020.11.2

5. 인출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수출비중의 감소는 곧 수출이 고용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약

화를 의미했다. <표 4-2>은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를 보여준다. 고용유발

계수란 수출이 10억 원 증감함에 따라 유발된 고용인 수를 의미하는데, 

1995년 22.2명이던 유발계수는 2000년대 들어서 한 자리수로 급감했

다. 재벌이 수출을 주도하게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특징을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재벌주도 수출주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산업연관도 약화

시켰다. 196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이 진행되었던 경공업제품 중심

의 국가주도 수출주의 시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급관계가 

심화되었다. 물론 대기업 중심의 수출부문에서 원자재 및 부품 가운데 상

당부분이 수입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립가공의 공정이 길어지고 복

잡해질수록 그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이 담당하거나 수입부품을 개발하여 

대체공급함으로써 수급관계의 점진적 심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중 다른 기업과 수급관계를 맺은 기업의 비중은 1969년까지만 

하더라도 12%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70%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재벌주도 수출

주의가 부상하게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연관관계는 현저히 

약화되어, 중소기업의 수급업체 비중은 2010-11년에는 44%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수출대기업, 즉 재벌들이 부품과 장비 등을 국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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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부터 조달하기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

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의 창출

규모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영훈, 2017, pp.503-504;

pp.530-532).

<표 4-3>는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여준다. 수출의 부가가치유

발계수는 수출수요 1단위가 증가할 때 국내 다른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정도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2010년대 초까지 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지

속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2015년부터 다시 반등하여 2017

년에는 0.653까지 상승했지만, 2018년에는 0.623으로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표 4-3>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1995~2018 

1995 1998 2003 2007 2011 2015 2018

부가가치유발계수 0.698 0.646 0.647 0.600 0.542 0.645 0.623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에서 2020.11.25. 인출

수출에 의해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의 규모축소는 주요 수출부문이 핵

심 원자재, 부품, 기계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저

가의 원자재 및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재벌의 경영전략이 외환위기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이영훈, 2017, p.533).  

재벌주도 수출주의에서는 수출의 수익은 재벌에 의해 독점된 채, 국민경

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축소되어온 것이다.32)

32) 김태기, 허재준(2008)에 따르면, 2000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22인데 비해 

일본의 유발계수는 0.89이다. 이는 대부분의 부품과 기계장치를 자급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수출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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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수출-고투자 연계의 해체

국가주도 수출주의의 시기에 수출부문에 대한 국가지원은 국유은행의 

설비자금 대출을 매개로 했으며, 수출실적과 금융지원을 연계했기 때문

에, 수출의 증가와 투자의 증가 사이의 관련성이 높았다. 그리고 투자의 

증가는 고용의 증가를 야기했고 이는 민간부문의 소비증가를 유도할 수 

있었다. 사실상 1970~8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수출과 투자의 동

반성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70~1986 1987~1996 1997~2007 2008~2019

민간소비 4.8 4.6 2.1 1.3

투자
(총고정자본형성)

3.5 4.5 0.7 0.8

수출 4.1 3.3 4.1 2.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2020a). 국민계정. http://ecos.bok.or.kr에서 2020.

11.25. 인출

<표 4-4>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하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와 같은 고투자-고수출 사이의 연계는 결

정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표 4-4>는 경제성장에 대한 지출항목

별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부터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의 성장기여도는 1% 이하로 급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86년에

는 민간소비, 투자,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함께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1987~96년에는 고정자본투자가 수출을 역전할 정도로 높은 투자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7~2007년에는 수출의 기여도는 3.3%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투자의 기여도는 4.5%에서 0.7%로 하락한 뒤, 이러

한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9년까지 지속되어왔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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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출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줄곧 다른 지출항목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

로 성장을 견인해오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

제가 수출만이 홀로 질주하는 ‘고강도 수출주의’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

는 단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병천(2011)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경제가 ‘투자주도’에서 ‘수출

주도’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외환위기 이전에도 투자와 더불어 수출 역시 성장에 높은 기여

를 했다는 점에서 ‘투자주도에서 수출주도로의 전환’이라는 해석은 불충

분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투자와 수출 사이의 연

계가 해체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림 4-6〕 4대 재벌의 설비투자 금액과 비중 
(단위: 조원, %)

   주:  여기서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LG, SK를 의미한다

자료: 이병천. (201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수출주도 수익추구 축적체제의 특성과 저진

로 함정. 동향과 전망, 81, 9-65. p.21에서 재구성

그런데 전반적인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집중도는 상승하고 있

다. 2004년 이후 4대 재벌의 설비투자는 위기 이전의 최고수준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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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19조8천억을 훨씬 초과하면서 2005년에는 29조7천억원에 달하였

고, 총 고정자본투자 중 4대 재벌의 비중은 같은 기간 31.4%에서 37.4%

로 증가했다(〔그림 4-6〕). 반면 중견기업의 투자비중은 현저히 하락했다. 

이는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수출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재벌들은 2000년대의 수출시장호조에 힘입어 투자를 확

대했던 반면, 중견규모 이하의 내수기업들은 적극적 투자에 나서지 못했

던 것이다(이병천, 2011). 결국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격차는 수출부문

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전반적 침체와 함께 거시적 투자부진을 야기했고, 

이는 다시 고용과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3)

재벌주도 수출주의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와 투자의 기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수출을 담당하는 재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성장률 저하로 인한 위기감이 커질수록, 수출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정책

적,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적 집착 역시 확대되었다. 이는 수출주의는 경

제적 문제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문제이며, 자기강화적 속성을 지닌다

는 것을 보여준다. 

33)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켜 국내투자를 구축한다는 주장 

역시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실증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현정(2008)은 외환위기 이전의 해외직접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의한 국내투자의 구축관계를 발견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는 국내생산과 수직적 연관성이 높은 고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실행되기에 오

히려 보완관계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홍장표(2013)는 해외직접투자의 형태에 따라 국

내투자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수직적 FDI의 경우에는 대체관계가, 

수평적 FDI의 경우에는 보완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유동성제약에서 자유로운 대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국내투자를 축소하지 않으나,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국내투자를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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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도래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진행

된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분명 세계화의 심화라는 국제경제적 변화

를 그 배경으로 했다. 세계경제의 연평균성장률(GDP기준)은 1990년대 

3.8%에서 2000년대 7.0%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는데, 이를 주도했던 

것은 세계무역의 확대였다. 비록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연평균증가율은 

1990년대 15.3%에서 2000년대 8.0%로 급감했지만, 세계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990년대 6.2%에서 2000년대 9.0%로 상승함으로써 세계경

제의 성장세는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조경엽 외, 2020, p.17).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무역의 확대가 주도하는 세계화 

추세는 뚜렷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세계무역의 연평

균증가율은 2.7%로 대폭 하락했고,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는 0.8%까지 

급감했다. 그 결과 세계경제의 연평균성장률은 3.1%로 반전되어 1990년

대에 비해 3.8%p 감소했다. 이제 세계무역의 증가율은 세계경제의 성장

률을 하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시대로부터 ‘포스트 세계화’ 시대로의 전환을 표

상한다. 즉 세계경제를 통합시켰던 세계무역의 확대는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단되었고, 세계화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

다. 이 반격은 한편으로는 타민족과 타인종에 대한 혐오나 포퓰리즘의 부

상과 같은 정치적 외양을 띠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분쟁과 보호무

역주의라는 경제적 외양을 띠기도 했다. 특히 가장 첨예하게는 미국과 중

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전개됨으로써 미국과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과거에 비해 보다 악화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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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시작: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무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우선의 ‘세계의 소비

시장’인 미국의 소비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수입규모 역시 큰 폭으로  하

락했고, 그 결과 미국의 소비시장에 의존해왔던 수출국가는 큰 타격을 입

을 위험에 처했다. 세계무역의 축소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

자, G20 정상들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선언했지만 경제위기

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

역장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세계수출의 증가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2.0%, -13.0%를 기록했으며, 세계 GDP는 

–2.5%, -3.5%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지만, 세계무역의 축

소는 막을 수 없었다(Čerović et al., 2014).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세계무역의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

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불

확실성을 가중시켰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은 이제까지의 사업모

델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즉 2000년대까지 세계화의 심화에 기여해왔

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확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 내에서 산업로

봇과 같은 자동화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azin, 

2020).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를 선도해왔던 미국이 이러한 전환을 주도했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회복과재투자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에 

보호주의적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시켰다.34) 이 조항에 따르면, 

34) 최초의 ‘Buy American’ 조항은 대공황 시기였던 1933년에 후버 행정부에 의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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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회복 프로그램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가 우선되어야 했다. 이는 즉각 캐나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시 미국 언론은 무역전쟁이 시작되었

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박번순, 2017, p.175).

미국의 부분적 보호무역주의로의 선회는 다른 국가에게도 전파되기 시

작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같은 관세조치와 위생검열 및 기술장벽과 비관세조치의 실행건수의 증가

이다. 특히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의 추세는 G20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 집단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1년 사이에 전세계에서 1,400개의 무역보호조치가 채택되었

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G20국가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조치들

은 고전적인 반덤핑조치에서부터 국내기업에 대한 선별적 조치, 그리고 

재정지원이나 세금면제와 같은 ‘은폐된’ 보호무역조치까지 그 범위가 매

우 넓었다. 이와 같은 신보호주의적 대응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

용과 소득, 그리고 무역균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기대되었

기에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Čerović et al., 2014).

<표 4-5>은 1994년부터 2018년까지 G20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의 

평균건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확연하게 강화되어왔다. 비록 

관세율 자체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수입품에 대해 가격 및 비가격 

제한을 두는 조치의 실행횟수는 증가한 것이다.

되었다. 대공황 직후의 시기가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강고했던 시대였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로 해석되었다(박번순, 2017,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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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간별 보호무역조치 평균건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위생검열 기술장벽

1994-1996 3.1 0.3 0.2 5.6 6.6

1997-1999 7.1 0.4 0.4 8.4 11.7

2000-2006 11.3 0.7 0.3 19.8 5.2

2007-2009 10.1 1.2 0.5 24.0 28.6

2010-2018 11.5 2.3 0.5 33.3 29.9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20).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KERI 정책제언, 

20-04. p.29에서 재인용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지닐 뿐이라는 지적

이 존재한다. 결국 신보호주의는 세계무역과 세계소득의 축소로 귀결되

기 때문이다. 관세가 1달러 인상될 경우, 세계수출과 세계소득은 각각 

2.16달러와 0.73달러씩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일

단 도입되면, 그것을 폐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보

호주의적 조치가 재도입된 현재의 상황이 다시 금융위기 이전의 자유화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 약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Krueger, 2010). 

이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즉 19세기 영국에

서 포함외교로 시작된 자유무역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으로 반전되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성립과 함께 재개된 자유무

역주의는 세계화의 국면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2007~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신보호주의로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가 종결되고 있다는 징표는 단지 무역정책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치적 좌파나 개발도상국에 의해 제기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보수주

의 정치인이나 선진국 내부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

은 포퓰리즘과 결합되어 이민/난민에 대한 반대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지, 그리고 자국중심주의나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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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브렉시트가 단행되었고, 독일에서는 전후 사상 최초로 극우정

당인 대안당(AfD)이 원내입성하였으며,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

장했다.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세계화의 기반인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감을 전면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다는 데 있었다. 이제 

세계화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엘리트들이 정치의 주류로 진입하기 시작

하면서, 전후 세계질서를 지탱해온 자유무역주의는 재편될 상황에 처했다.

  2.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과도한 수출주의 성

장체제와 국제적 표준을 무시하는 수출전략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에 있다고 인식했다. 중국의 수출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과잉유동성이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배경이라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전통적인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자유무역연합을 형성하고 중

국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을 부과하려는 전략을 취했다(박상현, 2014).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다자주의 전략을 폐

기하고, ‘반중(反中) 경제민족주의’를 전면화하는 태도를 취했다. 즉 트럼

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과 환태평양동반자협

정의 탈퇴를 선언하는 동시에, 대중정책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

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정책은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에 집중하는 양자주의적 접근을 채택하면서, 불공정무역 혐의로 광

범위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미중 무

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4월 중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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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발표하자, 중국 정

부 역시 ‘동일한 규모와 비율’의 원칙에 따라 즉각 미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

는 같은 해 9월 2000억 달러의 주로 중간재로 구성된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최혜

국 대우인 3.8%에서 12%까지 상승했다(Bown and Kolb, 2020). 이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조치는 2018년 말 미국산 전체수입품 가운데 70%로서 

약 1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중국이 미

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역전쟁이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검

토하면서 보복관세를 신중하게 부과했다는 것이었다. 즉 중국의 국내 생산

에서 활용되는 미국의 중간투입물은 보복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반도체, 

항공기, 의약품 같은 핵심 수입품 역시 제외되었다(박상현, 2020). 

이와 같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국내경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둘 사이의 무역제제와 보복관세조치는 결국 경제민

족주의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두 국가 사이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의 자유무역원칙은 주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

역전쟁에서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안보수단으로서 

경제교역의 활용, 전통적인 동맹국가들에 대한 무역제재조치의 무차별적 

부과,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균열을 의미했다. 실제로 보복관세부과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세계금융시장은 출렁였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전세계적 침체

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35)

35) 미중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12월 양국은 타협을 시도해서 2020년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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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본격화된 것이지만, 동시에 세

계화를 거부하고 무역과 주권을 연계시키는 경제민족주의의 발흥을 반영

한다는 점에서 정치위기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 새로

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세계화 추세로부터의 이

탈’이라는 의미에서 포스트 세계화 시대로의 진입을 상징한다는 사실이

다(Posen, 2019).36)

  3.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2019년 하반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수 개월만에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북미와 유럽으로, 4월부터 인도

와 중남미 등 남반구로 전파되었다. 11월 현재 전 세계 일일 확진자수는 

67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사망자 수는 1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

들이 반복적인 봉쇄조치로 대응하는 가운데, 2020년 세계GDP 성장률은 

1870년 이래 가장 큰 경기후퇴규모인 –5.2%을 기록할 것이며 세계무역은 

13~32%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World Bank, 2020).

‘미중경제무역협정’이라는 부분적 무역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가 발표된 직

후부터 진행된 코로나19의 확산은 합의사항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

국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6) 아직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미중간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문제가 아니라, 세계 헤

게모니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 정부의 대중입장이 뚜렷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대중

국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이른바 ‘신냉전’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경한 대중봉쇄전략의 내용

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비

판을 제기하는 부분은 주로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있을 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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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1인당 GDP의 축소가 진행된 경제의 비중, 1871~2021 
(단위: %) 

   주: 2020~21년은 예측치임

자료: World Bank. (2020b).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20/06/08/t

he-global-economic-outlook-during-the-covid-19-pandemic-a-changed-world

에서 2020.11.30. 인출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세계화 시대에 만

들어진 글로벌 가치사슬이 너무 과도하게 연장되었다는 인식의 확산이었

다.37)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소비수요의 축소보다는 공급측면의 충격

이 강했다. 팬데믹과 함께 세계물류가 멈추게 되면서 상품공급의 불확실성

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에 대한 혼란스러운 대응에서 여실

히 노출되었듯이, 국가 간 협력과 동맹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경제적 상

호의존성을 축소시켜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코로나 사

태 이후 부상한 국가안보와 공공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보호주의로의 전환

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다. 예컨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의

료장비,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수출금지조치가 다수의 국가들에서 채택되

37) 단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

년 4월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난 40년간 경험해왔던 세계화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며, (...) 현재와 같은 종류의 세계화는 순환의 끝에 다다르고 있

다”고 토로한 바 있다(Mallet & Khala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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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화 추세의 약화 혹은 역

전이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Irwin, 2020).

〔그림 4-7〕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2020년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렸고, 특히 1인당 소득감소는 1870년 이래 최대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선진국의 경우 1인당 소득이 7% 감소가 예상되며, 개발도상국

의 경우에도 약 2.5% 하락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받게 될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경제성장률의 경우, 동아시아는 –0.5%, 남아시아 –2.7%, 중동과 

북아프리카 –4.2%,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4.7%,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의 경우 무려 –7.2%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

는 인구가 절대빈곤에 빠질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대침체는 오래될 지

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주요수입원인 석유와 같은 

원자재의 가격과 수요가 폭락했고 또한 봉쇄로 인한 관광수입 역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외채무부담이 증가하여 적지 않은 국가들

에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세계경제에 또 다른 경제위

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World Bank, 2020). 

  4.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혹은 포스트 세계화

세계화는 다양한 요소로 측정될 수 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세

계화의 가장 중요한 측정치는 세계GDP 대비 수출규모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수출의 상대적 규모는 각국의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

성의 증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림 4-8〕은 전 세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세계화가 진화해온 역사를 다

음의 네 가지 시기로 정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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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전 세계 GDP에서 수출의 비중, 1870~2013 
(단위: %) 

자료: Razin, A. (2020). De-globalization: driven by global crises? Nber Working Paper 

Series 27929. www.nber.org/papers/w27929 p.18.

세계화의 첫 번째 시기는 1870~1914년으로서 영국 헤게모니 하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이 확립되고, 증기선과 같은 새롭게 저렴한 교역수단의 

등장과 함께 세계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는 자본주의로의 전환 이

후 경제적 차원에서 진행된 ‘1차 세계화’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Hirst & Tompson, 1996).

두 번째 시기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진행되었던 

1914~1945년으로서 세계화 추세의 약화와 역전이 진행되었다. 이 30년 

동안에는 세계대전에 따른 각국 경제의 분열, 혁명 직후 러시아의 세계경

제로부터의 이탈, 스페인독감의 확산, 금본위제의 붕괴, 대공황과 보호무

역의 부상 등으로 점철되었다. 

세 번째 시기인 1945~1980년에는 세계 2차대전의 종전 이후 세계교

역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자본주의의 황금기(golden age)로 명

명되기도 하는 이 시기에는 미국이 각국의 경제협력을 선도하면서 관세

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수립되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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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자유무역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리적 한계는 명확했다. 냉전 하에서 이른바 ‘자유세계’(미국, 

서유럽, 일본 등)를 제외한 소비에트 블록과 중국은 자유무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도상국들 역

시 고립적인 수입대체전략을 추구하는 등, 미국주도의 자유무역주의를 

완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네 번째인 1980~2008년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2차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 시기에

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시작했으

며, 소비에트 블록의 붕괴 이후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경제자유화에 참

여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

면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구조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빠르게 확대되었

다. 이에 따라 세계GDP 대비 수출의 규모는 2008년 최정점에 도달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는 ‘세계화의 둔화(slow-

balization)’이 진행되는 국면이다(The Economist, 2019). 이전 시기까

지는 세계무역이 세계총산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왔지만, 이 다섯 번째 

국면에서는 세계무역의 성장세는 뚜렷이 약화되었고 2019년에는 세계경

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규모는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의 결합에 따른 결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보호주의의 부상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이후 내수중심으로의 중국 성장체제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

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나타난 현상은 단지 순환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보

다는 구조적 요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 혹은 단계로

의 진입을 표상한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전반의 총수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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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고소득 국가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는데, 

만약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면 세계무역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순환적 요인만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

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요인은 무역과 경제성장(GDP) 사이의 장기적이

고 구조적인 관계가 변화했다는 데 있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무역의 

탄력성은 위기 이전인 2000년대 초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의 세계무역의 축소는 이러한 구조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Constantinescu et al., 2015, p.35).38)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추세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기 시작하면서, 몇몇 연구들은 이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로 명명

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의 세계화의 두 가지 핵심축이 무역자

유화와 금융자유화라고 할 때, 현재의 상황은 세계화의 완전한 역전이라

기보다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의미에서 ‘포스트 세계화’라고 보

는 편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록 무역자유화의 추세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자유화의 추세는 반대로 보다 강화되고 있

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불황의 장기화와 그에 동반되는 세계무역의 침

체에 따라 유휴자금이 축적되면서, 금융수익을 노리는 전 세계적인 금융

투자는 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세 번째 국

면인 전후시기가 금융억압과 무역자유화의 결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1980년대 2차 세계화의 시대는 금융자유화와 무역자유화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2010년대는 금융자유화의 강화와 무역자유화의 정체 및 퇴조가 

결합되는 후기(post) 세계화 국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8)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실질GDP가 1% 증가했을 때 세계무역규모는 2.2% 증가

했다. 그러나 2001~2013년 세계무역의 증가규모는 절반가량 하락했다.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세계무역의 탄력성 약화추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세계무역의 역성장은 단지 세계경제성장률의 하락뿐만 아니라, 무역과 세계경제성장 사

이의 관계 자체가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Constantinescuz et al. 2015,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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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포스트 세계화 시대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궁지: 
         성장체제와 복지체제 전환의 이중과제

2000년대 중국경제의 부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따

라 한국경제는 재벌이 주도하는 고강도(intensive) 수출주의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벌주도 수출주의는 

1990년대까지의 한국경제를 특징지었던 고도의 투자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의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요컨대 세계화는 수출주의를 

강화하는 계기였던 동시에,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

출주의와 고(高)투자의 결합을 해체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포스트 세계화 시대로의 전환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부정적 효과를 추가했다. 중국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내수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은 글로벌 사치사슬에 큰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수출주

의에도 충격을 가했다. 이러한 충격은 수출증가율의 정체와 수출유발부

가가치 증가율의 정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수출유발 고용증가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1. 중국의 성장체제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더 이

상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었다. 중국에

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들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면서 수입수요가 급감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2009년 미국

과 유럽, 일본 등에서 20~35%에 달하는 수입감소를 보이자, 중국의 수출

은 15.9% 감소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2000년대 내내 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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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경제성장률을 고수해왔던 전략을 포기하고 7%대의 ‘중속성장’으로 목

표치를 낮추어 연착률을 시도하는 한편, 위안화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

기 시작했다. 또한 산업구조의 구도화, 내수시장 활성화, 소득불평등의 

완화, 지역격차의 축소 등 기존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식되어온 문제들

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모색했다(한광수, 2014).39)

우선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부문,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했다. 2013년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조선 

부문을 과잉투자업종으로 선정하여 정부규제를 강화하였고, 이와 동시에 

2001년 WTO가입과 함께 추진해오던 자유무역주의와 거리를 두기 시작

했다. 내부적으로는 WTO 가입을 위해 시도했던 일련의 자유화 정책을 

중단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국유기업들의 해

외기업 인수합병을 장려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00년의 국치를 

끝내고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중국몽’을 공식화하면서, ‘일대일

로’ 기획을 통해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추진했다. 이제 미국

이 주도하는 WTO 자유무역질서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

가들 사이의 새로운 지역협정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박상현, 202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현지매입 44.1 50.8 49.2 57.4 62.3 57.6 56.7 50.5 63.9

한국수입 40.3 33.8 31.8 23.0 24.6 30.3 30.6 27.0 26.1

제3국수입 15.6 15.3 19.0 19.6 13.1 12.1 12.7 22.5 10.0

자료: 지만수. (201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KIF 연구보고서 2017-17.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p.31에서 재인용

<표 4-6> 대중진출 한국기업의 매입구조 변화추이 
(단위: %)

39)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이후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의 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성장체제 전환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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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제조업의 비

중이 이동하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정책에 

따라 2013년에는 처음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앞지르게 되

었다. 그리고 가공무역 억제정책에 따라 대외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

하는 비중이 2000년 49%에서 2012년에는 35%로 축소되면서 중간재 

수입비중이 하락하고 최종재수입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

화는 중간재 중심의 가공무역에 기반하여 대중국 수출증가에 의존해왔던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중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 특수가 소멸된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8.6%, 2014년 –0.4%, 2015년 –5.6%까지 하락했다

(중간재 수출증가율은 동일년도 각각 15.7%, 5.0%, -3.8%로 하락)(지만

수, 2017, p.17).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수출의 축소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입대

체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서 기인했다. 즉 2006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 국내에서 수입한 중간재 및 원자재 매입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대신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현지매입 비중이 증가

하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의 확대에 따른 수출유발효과가 약화

된 것이다.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매

입하는 중간재 및 원자재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는 40.3%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26.1%까지 하락했다.

  2.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궁지: 대중수출의 감소와 수출효과의 약화

2000년대의 재벌주도 수출주의가 저투자와 결합되었다면, 2010년대

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는 이와 더불어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가



26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추세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출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증가율이 하락세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중국의 공격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비교적 위기

의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

화되기 시작했다. 2000~11년 연평균 명목 수출 증가율은 11.0%에서 

2011~2019년에는 0.2%로 무려 10.9%p 하락했으며, 실질 증가율은 

9.1%에서 2.5%로 6.6%p 감소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해

왔던 GDP 대비 수출비중(실질)은 2011년 이후 36% 수준에서 정체되었

다. 즉 2010년대부터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율(GDP증가율) 수준으로 

둔화된 것이다(김건우, 2020, p.4). 

〔그림 4-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에도 불구

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GDP대비 수출유발 부가

가치액 비중은 상승해왔다. 2000년 23.0% 수준이었던 이 비중은 2013

년 27.9%까지 상승한 뒤, 2015년 이후에는 26.8~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출증가율의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 취업

자 대비 수출유발 고용인원 비중은 2000년 12.2%에서 2014년 18.0%로 

정점에 도달한 뒤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14.9%

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유발액 비중과는 달리 고용인원유발 비중은 뚜렷

한 감소세로 반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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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수출유발 부가가치비중과 고용인원의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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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수출유발 부가가치 비중은 GDP 대비 산업연관표 상의 수출유발부가가치액 비중을, 수출유발

고용인 비중은 전체 취업자수 대비 수출유발고용인원 비중으로 계산했다.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2020b). 산업연관표. http://ecos.bok.or.kr에서 2020.

11.25. 인출

이러한 추세는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 사이의 산업적 연계가 약화되었

음을 반영한다. 2010년대 중반까지 수출의 증가는 수출기업들뿐만 아니

라 이들에게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고용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고용상승으로 이어졌던 반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중진출 기업

들의 현지조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빠르게 약화되었다. 

그 결과 비록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비중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수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확대에서 시작된 재벌주도 수출주의 성장체제

의 성과가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수출이익이 전체경제로 확산되지 않은 

채, 수출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포스트 세계화 시대로의 진입과 팬데믹에 따른 세계경제의 충격

에도 한국의 수출실적은 2020년 12월 현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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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8월)의 경우 독일(-13.4%), 일본(-14.6%), 미국(-16.1%) 등 

주요국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수출은 –

10.6% 정도로 선전했다(김경훈, 홍지상, 강내영, 이유진, 강성은, 2020, 

p.ii). 그러나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성과가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그림 4-10〕은 주요국의 전체 

수출(금액) 대비 10대 수출품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이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즉 특정 상품의 수출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림 4-10〕 주요국 10대 수출품목의 비중 추이 
(단위: %) 

   주: 1) HS 4단위 품목기준임

        2) 중국의 경우, 다른 년도의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서 2019년 수치(27.0%)만으로 직선

으로 표현했다. 참고로 이태규(2019)의 <그림 2>에 따르면 중국의 10대 수출품목 비중은 

2001~2018년까지 큰 변화 없이 2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0c). IMF세계통계.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

ats.screen에서 2020.12.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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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까지 10대 수출품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 29.2%, EU는 

24.8%, 일본은 38.3에 비해 한국은 그 보다 20~30%p가 높은 54.5%를 

기록했다. 시계열 추이를 보아도 이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지속해왔기에 한국의 수출의 집중도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

조적 특성이라고 보아야 한다.40) 이처럼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반

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대

기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문에 집중적 투자와 더불어 해외시장의 높

은 수요가 결합되면서 소수의 상품에 의존하는 수출주의적 성장을 거듭

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특정 상품에 대한 해외수

요의 진폭이 한국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위험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로 2015년 이후 2000년대의 주력 수출업종이었던 조선산업이 위기에 봉

착하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은(금액)은 2015년에 –8.0%, 2016년

에는 –5.9%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도 2014년의 3.3%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2.8%와 2.9%로 하락했다. 또 다른 사례로서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기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

체 부문의 수출실적(금액)이 악화되어 총수출증가율은 –10.4%를, 경제성

장률은 2.0%로 하락한 바 있다. 이처럼 소수의 주력업종으로의 수출집중

은 세계시장의 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장

점이 있으나,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반대로 그 충격의 강도가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어온 포스트 세계화로의 추

세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본격화된 미중간 무역전쟁의 심화, 그리고 중

40) 수출품목의 편중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로 계산한 한국

경제의 수출집중도는 2011년부터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2011년 102.6에서 2018년 

137.2로 상승). 2018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HHI 지수는 한국의 57%에 불

과하다. 2018년 한국의 HHI는 일본(118.1)이나 중국(112.7)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태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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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의 내수중심의 수입대체전략의 채택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시켰

다. 201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총수출증가율(-10.4%)을 훨씬 

하회하는 –16.0%로서,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 한

국의 재벌주도 수출주의가 대중수출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존해왔음을 고

려할 때, 대중수출의 급감은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균열과 위기를 의미하

는 것이기도 했다.  

대중수출감소의 81.8%는 그 동안 대중수출을 견인해왔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그 가운데 최대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대중국 

수출의 25.6% 점유)는 전년대비 30.4%나 감소했다. 양평섭(2020)의 계

산에 따르면, 2019년 대중국 수출액 감소의 62.7%는 메모리반도체의 수

출감소에 기인했다. 반도체와 함께 주요 대중수출품목인 자동차 역시 전

년대비 14.2%, 자동차부품은 무려 40.5%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

국의 내수시장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안적 수출역량 역시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예컨대 대중국 수

출 가운데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일반무역수출의 비중은 39.7% 정도

에 그치고 있는데, 소비재 상품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점유율은 

2016년 7.2%에서 2019년에는 5.5%로 하락했다(양평섭, 202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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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고용인원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고업제조업조사 https://kosis.kr/common/meta_onede

pth.jsp?vwcd=MT_ZTITLE&listid=L_5에서 2020.12.30. 인출

이러한 변화는 국내고용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요수출부문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림 4-11〕은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총고용인원 추이를 나타내

는데, 완성차업체의 생산공장 해외이전에 따라 2010년 중반까지 국내 자

동차부품업계의 수출과 고용은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런데 2010년대 중

반부터 시작된 세계 자동차시장의 침체로 인해 국내 기업의 자동차수출

실적도 뚜렷이 악화되었다. 그 결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고용인원의 

증가추세는 정체되어 2018년 258,996명에서 2019년에는 243,792명

으로 감소했다.

요컨대, 과거 국가주도 수출주의 시기에 순수출은 비록 마이너스를 기

록했으나, 수출의 증가는 곧 국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에 힘입어 투자의 

증가를 유도했고 그 결과 경제전반이 성장할 수 있는 수출주의 성장체제

의 기본구도가 형성되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의 재벌주도 수출주의 시

기에는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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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출과 투자 사이의 연계는 해체되었다. 하지만 높은 해외수요는 고용

의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

니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수출의 고용효과마저도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3. 성장체제와 복지체제의 전환의 이중과제

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장체제는 강력한 경로의존성과 사회적 규정력을 

갖는다. 외환위기 이후 공고화된 ‘재벌주도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한국경

제 전반에 대한 수출대기업의 영향력과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존성

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세계화로의 전환과 세계경기의 부정

적 전망의 확산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능력을 제고하고 국

내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양보를 제공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변화된 세계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재벌주도 수출주의라는 성장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한계와 역효과를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출주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강고해서 기존 복

지체제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의 약화

를 우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적복지제도의 수립과 복지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로 특징

지워지는 ‘역진적 선별성’이라는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은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재벌주도 수출주의라는 성장체제 그 자체가 복지국가로의 전환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

는 재벌주도 수출주의라는 기존의 성장체제를 재편하는 것이며,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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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충격과 역효과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결되어

야 할 이중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Lavoie & Stockhammer(2013)는 주류적 경제성장론이 자본투자와 

노동생산성증가와 같은 공급요소들에 배타적인 중요성을 부여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수요측면의 요소들을 강조하는 임금주도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임금분배율의 변화로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정부의 분배정책에 주목한다. 그리고 정부의 분배정

책이 소득분배의 결정인이고, 특정한 경제체제 혹은 성장체제는 소득분

배가 경제에 미치는 변화의 효과라는 것이다. 즉 각국의 경제체제는 이윤

주도성장체제(profit-led regime)와 임금주도체제(wage-led regime)

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임금분배율의 하락(이윤분배율의 상승)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체제를 의미하며, 후자는 이와 반

대로 임금분배율의 상승이 경제성장으로 귀결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물

론 특정 국가가 어떠한 성장체제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역사적 발전경로

와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avoie & Stockhammer(2013)의 주요한 관심은 자본주의 다양성론

이 그러하듯 현실의 국가들을 이윤주도성장체제와 임금주도성장체제 각

각으로 분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류경제학에서는 맹목적

이었던 임금주도성장체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 즉 노동친화적인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

의 동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개방경제 하에서 임금상승이 가져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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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순수출(해외수요)의 관계의 변화양상이다.41) 우선 Lavoie와 

Stockhammer는 임금분배율의 증가가 이윤 몫을 감소시켜 투자를 구축

한다는 주장을 기각한다. 투자율은 이미 실현된 이윤의 규모가 아니라, 기

대수익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상승은 투자에 일방적으

로 부정적 영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과 함께 투자상승이 동반

될 수 있다. 임금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임금상승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개선시키거나, 노동비용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기

업들의 생산성 개선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임금상승은 일방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시켜 수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Kaldor-Verdoon effect’)를 통해 

오히려 수출조건을 개선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상

승은 소비수요(C)는 물론, 투자수요(I)와 순수출(NX)의 동반상승을 촉발

함으로써 임금주도성장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임금주도성장론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전

형적인 근린궁핍화 전략의 하나이며, 장기지속이 불가능한 성장체제이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수출은 곧 다른 국가의 수입(해외수요)에 의존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억압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기반하여 순수출 증가

를 목표로 하는 수출주의 전략은 그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다른 국가

의 수출을 위한 자국의 수요를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만일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수출주의 전략을 채택한다면 오히려 전세계적인 총

수요의 침식과 경제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에서 

Lavoie와 Stockhammer는 국제적으로 조정된(coordinated interna-

41) 총수요로 표현되는 경제성장의 정의식은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D(총수요)=C(소

비수요)+I(투자수요)+G(정부지출)+NX(순수출). 총수요의 증가는 곧 경제성장을 의미하

는데, 관건은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수요는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윤몫 감소로 인한 투

자수요의 감소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순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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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ly) 임금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도 이상헌(2014)과 홍장표(2014)를 중심으로 임금주도성장론

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인

상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즉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상승과 성장

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다. 소

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인상에 따

라 소득분배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책

이 한국의 재벌주도 수출주의라는 성장체제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

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비중과 중소기업들

의 영세성 때문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25.4%로서, OECD국가들의 1인당 GDP 대비 자영업 비중의 평균보다 약 

8%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이 중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70%

를 상회한다). 또한 중소기업 가운데 10인 미만 고용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대부분이 영세업체이다(장근호, 2018, pp.9-10).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인상의 부담이, 이미 지불

여력이 있는 수출부문의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은 고소득층에

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소득계

층들 간의 소득 이동에 그칠 우려가 큰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임금주

도성장론이 강조하는 요소인 임금인상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도 마찬가지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임금비용의 증가를 생산성 향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 

유인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윤홍식, 2018). 오히려 한계상황에 놓인 영

세자영업체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함으로써 진행되는 노동예비

군의 증가는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편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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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고 선별적 역진성이라는 복지체제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임금주도성장과 같은 대안적 성장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고용인구의 다수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수익성개선, 대

기업과의 임금격차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집중적이고 특화된 산업

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벌주도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시도

로서 소재·부품·장비 산업부문에서의 유력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2001년부터 정부에 의해 수립되어 현재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

장비)’ 육성정책은 비록 관련제품의 국산화율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고 있지만, 문제는 수출경쟁력과 해당 산업의 무역흑자를 위한 단기적 실

적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정책지원을 통한 성과가 오히려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소재산업의 경우, 2001년에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49.6%를 담당했던 비해 2018년

에는 47.3%로 미미한 감소만이 있었을 뿐이고,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같

은 기간 49.9%에서 59.6%로 오히려 대기업의 생산액 비중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pp.42-43). 정부의 소부장 지원정

책이 오히려 재벌주도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42)

이처럼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최근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경로의존성과 구조적 규정력으로 인해 기존 성장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가 역설적으로 수출주의로의 회귀경향을 강

42) 이렇게 본다면 최근 일본과의 ‘정치적’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소부장 국산화 정책은 수출

주의 이데올로기의 보다 강화된 형태로서 중상주의적 경쟁으로의 회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장에서 순수출(무역흑자)의 기여도가 보다 높아짐에 따라, 무역흑자

의 추가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을 대체하려는 국산

화 전략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무역분쟁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위기를 앞당길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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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만들어

낸 제도적 유산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상당한 장애물로 기능한다. 김도

균(2018)과 김미경(2018)은 개발국가 시기의 수출주의 정책이 재정복지

또는 조세지출의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복재대체수단

이 활용됨에 따라 개발국가가 사실상 해체된 오늘날까지도 낮은 조세부

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력한 형태로 잔존해있음을 주목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정책적으로는 ‘감세국가’의 형태로 공적복지기능

을 방기하는 경향을 낳았으며, 동시에 ‘자산기반복지’라는 자구적이며 각

자도생하는 사적복지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부문간·기업간·고용형태별 불평등을 확산시키면

서 수많은 역기능을 양산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공적복지에 대한 사회

적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같은 새로운 

복지체제의 성립이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한 증세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동시에 낮은 조세부담에 대한 광범

위한 사회적 요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낳은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고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

세가 필요하지만, 개발국가적 복지체제의 특성이 여전히 장기지속되고 

있는 한국에서 증세를 추진하려는 세력에게 이는 곧 정치적 위기를 의미

할 수 있다.43) 그 결과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한 

바 있고, 조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사회보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역진적 

선별성’이라는 경향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43) 어떤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든 간에 증세시도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공평성 강화의 차원에서 임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추는 세재개편안을 발표하자, 당시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비판한 바 있었던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는 맹공

을 퍼부은 바 있다(윤홍식, 2019c, pp.5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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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세계체계의 하위

단위로서 동아시아 지역체계(regional system)의 변화가 만들어낸 산물

이었다. 1960~80년대 급속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주의의 성과는 미국

의 지역 파트너로서 일본중심의 지역체계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나타났

다. 냉전을 배경으로 형성된 한국-일본-미국 사이의 삼각무역은 일본으

로부터 부품과 장비를 수입하고, 한국은 이를 활용해 단순 가공·조립하여 

주로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는 구도에 기반하였으며, 삼각무역구도 하에 

종속적으로 위치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수출주의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

다(Cumings, 1984; Woo, 1991; 박찬종, 2019). 

1990년대 냉전의 종결과 함께 미국은 일방적인 자국시장의 개방을 철

회하고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

은 위기에 처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기존의 성장체제가 한계에 도달

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

화 국면과 세계시장에서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다시금 지속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중국경제가 새로운 세계의 조립

공장으로 등장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한국

은 단순조립생산자의 지위에서 중간재와 부품 등의 수출을 확대하는 가

치사슬상의 중류(中流)의 지위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세

계화 시대의 수출주의는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지니는 것이었다. 외환위

기 이후 국내 재벌의 부채의존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투자가 확대되

고 생산기지의 이전이 확대되면서 이제 수출주의는 재벌이 주도하는 경

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더욱이 이 재벌주도 수출주의는 과거와는 달리 수

출수요와 투자수요가 동반되지 않은 채, 오직 수출수요만이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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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하는 고강도(intensive) 수출주의의 형태를 띠는 것이기도 했다. 이

는 수출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커졌으며, 수출주의 성장체제 

내부에서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 사이의 격차와 괴리 역시 더욱 확대되

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포스

트 세계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점차 한계

에 도달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이라는 공통의 사회문제에 직면한 각

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간 무역전쟁은 다

시 동아시아의 지역체계를 불안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에 따

라, 중국내 생산의 불확실성을 가중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

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성장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심대한 도전을 야기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수출주

의 성장체제는 기존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복지체제와의 부조응이 심화되

어 내부적으로도 지속불가능한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사

회는 고성장과 저복지의 교환(trade-off)관계에 기반해왔다. 높은 경제

성장률은 고용과 임금의 상승 기회를 제공해주었던 반면, 전반적인 사회

재생산은 가족주의와 같은 사적 복지에 의존했다. 그리고 수출주의 성장

체제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개인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복지수단을 제

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Chang, 2019). 그런데 문제는 재벌주도 수출

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경상수지흑자구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성

장이 지속되면서, 고성장과 저복지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는 사실이다. 저성장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 및 자영업과 같은 광범위한 비수출-비재벌부문의 침식을 가속화했

다. 더 나아가 수출주의는 수출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임금상승의 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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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낮은 조세부담, 경제적 가족주의, 자산기반복지와 같은 개발국가

적 복지체제의 유산과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귀결인 재벌주도적 성격은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경향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피드백 

효과를 갖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

벌주도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경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수출주의 성장

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러한 전환의 충격을 최대한 약화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의 성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유하자면 스킬라

(Scylla)와 카립디스(Charybdis)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

과도 유사할지 모른다. 오디세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최소한의 희

생으로 이 위험한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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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일자

리 중심경제, 최저임금 등 많은 정책이슈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

하는 단어가 ‘패러다임’과 ‘전환’이었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

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로 요

약할 수 있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이 차츰 부정되고 경쟁관계에 있던 패러

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을 패러다임의 전환으

로 정의할 수 있다.44) 즉,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연구·탐구 활동의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자연스

럽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패러다임의 생성·발

전·쇠퇴·대체되는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낙수효과의 경제성장방식에서 분수효과의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을 고통과 함께 겪고 있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노동시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변환

의 시기에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비주류경

제학적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45) 즉, ‘경제적 하부구조와 정치적 상

44) 패러다임(Paradigm)이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쿤(Thomas Kuhn)

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1962)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통용되는 개념으로, 본래는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자연과학

뿐 아니라 각종 학문 분야로 파급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정의하는 개념

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45) 비주류경제학 중에서 사람의 행동에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니까 제도를 연구하는 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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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조라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적’ 설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기본 공리(axiom)마저도 의심하는 행동경

제학적 시각이나 제도경제학적 시각도 포함하는 ‘비주류경제학적’ 설명

을 병행하면서 노동시장 분석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

은 변환의 시기에는 이런 융합적인 방식을 시도해야만 경제학에 대한 정

의도 제대로 정립되고, 실제 노동시장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관점이나 믿음을 받아들여 

상황에 맞게 융합할 수 있느냐는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

요하며, 더 나아가 그에 따른 해결책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기존의 경제와 정치발전을 이

루었던 나라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이후에는 그

런 경향이 지속되는 관성을 보이며, 이 또한 정치·경제 제도의 상호작용

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의 실패는 ‘미시적으로 효과가 없

는 방식’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식’을 ‘과거의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

이었다. 새로운 시각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가 한국 경제와 사회

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

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학이라면, 행동경제학은 그 행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따라서 큰 틀(인간의 비합리성)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자는 경제학

에서 인간행동이나 선택의 사전적(pre)점검에, 후자는 사후적(post)이용에 연구의 초점

을 맞추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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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주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주류경제학적 설명에 대한 회의론이 표면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다. 다시 말해서, ‘신고전학파 경제이론

(New Classical Economic Theory)’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논쟁이 경제학계에서 시작되면서 더욱 주류경제학적 

설명에 대한 의심이 유행처럼 번진 것이다. 사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범

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며, 

복잡한 수학이나 통계학, 계량적 지식이 없으면 책 한 장을 넘기기 어려

운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떠한 기호나 수식이 없이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학문이다. 즉, 이러한 개념이나 관점에 대한 논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여러 정치·

사회적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논의가 활

발해진 것이다.

본질적으로 경제학적 방법론에서 요구하는 답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수

치나 그래프가 아닌 해석이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특

히 한국의 경제학계는 개념이나 이념·관점이 들어가 있는 해답을 기피하

고, 매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지

금까지는 너무나도 한 쪽 방향의 학문과 관점만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공리에서 논리가 시작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매우 혁명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합리성도 철학적 논의가 필요

한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경제나 그와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사람들은 

‘합리성’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경제성장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기본 이론들은 어떠한 시각

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나 주장으로 귀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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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같은 통계와 계량적 수치를 가지고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반대로 판

단할 수도 있고, 정책사업 타당성 유무의 결정도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

르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시각에서 현상을 파악하

느냐에 따라 그 대책이나 정책이 다를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1. 주류경제학의 기본개념인 ‘합리성’의 모호함

정치와 철학에서 매우 형이상적(形而上的)인 의미로 쓰이는 합리성은 

경제학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의미로 쓰이곤 한다. 지금까지 주류경제학

에서 강조되어온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등등의 용

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경제학에서 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이다.

  

가. 거시적 개념에서 합리성의 모호함: 합리적 기대가설의 엄격함 

경제학의 기대이론 중 하나로 경제주체들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

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는 가설이다. 1961년 존 무스(Muth, 

John F.)가 유명 경제학술지 이코노메트리카(Econometrica)에 게재한 

논문 《합리적 기대와 가격변동에 관한 이론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Theory of Price Movements》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 가

설을 거시경제학에 적용한 사람은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물가수준에 대입하여 간략하게 수

식 없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현재(보통 t기로 표현)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주체들은 미래(보통 t+1기)의 물가수준을 예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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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이번 기에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한다고 할

지라도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예측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오

차는 줄일 수 있다.

이 가설은 주식시장 혹은 거시경제 정책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주식가격에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보유한 사람만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거시정책이라도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예

측 가능한 정책이라면 이미 모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부문에 영

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로버트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가설을 발전시

키고 거시경제학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여기서 이 이론을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것은 주류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

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즉,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취득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가설은 

주류경제학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 미시적 개념에서 합리성의 모호함: 일반적인 선호가 가지는 공리

(公理: axiom)의 엄격함

거시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는 의미를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간접적으

로 추출할 수 있었다면, 미시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는 의미는 일반적, 혹

은 정상적인 선호가 가져야 하는 특징, 즉 선호체계가 가져야 하는 세 가

지 공리(axiom)46)에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46) 어떤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공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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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관계란 두 상품묶음 A, B를 제시하고 이 둘 사이에 어느 쪽이 좋으

냐고 물으면 어느 한 쪽이 더 좋거나 무차별하다는 의사표현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개념의 공리를 바

탕으로 연속적인 효용함수가 도출되고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수요’곡선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호가 가지는 공리, 

즉 개개인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경제학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다.

즉, 주류경제학에서 개개인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들의 선호가 ‘완비

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연속성(continuity)’이라는 

공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이 공리들 중

에서 이행성을 쉽게 설명하면서 합리적이라는 가정이 품고 있는 엄격함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행성 공리는 소비자의 선호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

을 뜻한다. 쉽게 설명해서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고, 바나

나와 배중에서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당연히’ 사과와 배

중에서는 사과를 좋아한다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소비자는 일관성이 없는 선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한다. 

시작부터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거나 일반적이라는 너무나 엄격

한 기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 이러한 개

인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실제로 증명해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매

우 충격적일 때가 많다. 위의 예에서 사과와 배중에서 배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러한 선택을 한 어떤 개인을 비합리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비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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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전반에서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의미

위와 같이 주류경제학 이론에서 정의하는 합리성은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개인들이 어

떤 선택의 기로에 서있을 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행동하며, 항상 머릿속에 선호의 순서를 가지고 그러한 

선호관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즉,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보면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은, 최소한 경제학에서는 처음부터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

게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주류경제학계에서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

여졌고, 이것이 결국 정부개입의 무용성이나 비효율성, 자유시장경제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모든 규제를 철폐해도 결국 시장

은 균형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

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모든 개개인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매우 듣기 좋은 수사(修辭)일 뿐이

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혼재하는 합

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냉철한 머리만 강조하는 합리성은 존재할 수 없

을 뿐 아니라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모호하고 상대적

인 기준에 의거해서 무엇을 판단하기 보다는 어떤 현상을 얼마나 사실에 

충실하게 볼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냉철한 머리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냉철한’기준으로 ‘합리적’이라는 포

장을 씌워서 경제 현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와 노동시장을 주

류경제학적 시각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결

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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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로운 합리성: ‘사실충실성(Factfulness)’

스웨덴 출신의 의사이자 보건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의 유작 

‘Factfulness’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factfulness가 ‘사실충실성’이라

는 적절한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 한스 로슬링은 간극본능, 인

간의 비관적인 성향, 공포심, 조급함, 일반화 경향, 그리고 문제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경향 등 우리가 통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열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

기만 한다면 세상이 실제로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를 바라볼 때조차 

비합리적 본능들을 제거하고 봐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 사례와 경험을 통

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극찬

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47)

정확한 통계와 학문적 논리라고 할지라도 냉철한 머리로만 설명하는 

현상은 세상의 본 모습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실충실성에 근거해서 한국의 경제상황을 두 가지만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가. 소득주도성장 문제의 사실충실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스 로슬링이 

언급한 10개의 본능 중에서 부정본능(The Negativity Instinct), 운명본

능(The Destiny Instinct), 단일관점본능(The Single Perspective 

Instinct), 비난본능(The Blame Instinct), 다급함본능(The Urgency 

47) 실제로 지난해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 책을 선물할 

만큼 극찬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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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nct)을 억제한 새로운 합리성, 사실충실성에 근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고 그 방식이 

‘소득주도’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한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폴란드 경

제학자 칼레스키 등 일부 소수 경제학자들이 예전에 이론모형으로 주장

했으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방

식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케인즈’ 방식은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분명 경제학자로

서 가질 수 있는 의심이고 걱정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성장

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본능들을 극복해

야만 한다.

  § 「단일관점본능」과 「운명본능」 그리고 「다급함본능」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주류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대체로‘긴 시간 경

제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48) 이

것은 자신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소득주도성장론을 세상에 없는 경제

학 이론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경제학에는 10가지 이

상의 견해와 시각이 있고, 그 중에는 제도를 중시하는 ‘제도경제학’도 있

고, 최근에 노벨상 등으로 유명해졌으며,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의심으로 

출발하는 ‘행동경제학’도 있다. 경제가 정체되고 있고, 성장의 새로운 추

진동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48)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조장옥 명예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했

다(2018.07.16.,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192751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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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제성장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단일관점본능’에 빠져서 현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몇 년 만에 결과를 내

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은 없다. 코로나 19이전의 

한국경제는 수치적으로 매년 2~3% 성장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외적

으로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브렉시트문제나 중동문제 등 

여러 악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고, 가계부채는 증

가하고 있었으며,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들로 인해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단지 2017년 새 정

부가 들어서고 나서 나타난 상황들이 아니었다. 결국 몇 년 동안 겪고 있

는 같은 문제들을 비슷한 방식의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많은 국

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 가지게 되었던 신뢰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 즉, 최근의 한국은 내부적 신뢰

가 거의 없었던 것이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가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예상하기 위

해서는 국가의 정책에 반응하는 국민들의 행동이 중요한데 그 당시 상황

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가지기 힘들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었다. 현재 전문가집단이나 일반국민들은 ‘운명본능’을 억제하여 더딘 변

화라도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

는 급격한 변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리고 ‘다급함본

능’을 억제하여 다급히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는 것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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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본능」과 「비난본능」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라도 현 세대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고 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괜찮은 방식

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 걱정으로 정책을 만

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

에게 현 상황이 나쁘지만 나아지고 있으며,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부정본능’을 제거하고, 정부나 국

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소득증대, 소비증대,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경로

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최저임금 인상, 의료비 등 필수생계비 경

감,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등 다양한 정책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비난의 주요 이유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몰고 온 부작용을 완전히 부인키는 어렵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을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실

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 한다면 갈수록 심

해지는 계층별,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부활시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경제에 나쁜 징후만 보이면 소득주도성장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난본능’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연착륙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5년 단임 체제에서 방향이 꽤 괜찮았던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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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

제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

다.49)

나. 최저임금문제의 사실충실성 

최근에 벌어졌던 최저임금문제를 더욱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스 

로슬링이 언급한 10개의 본능 중에서 간극본능(The Gap Instinct), 공

포본능(The Fear Instinct), 비난본능을 억제한 사실충실성에 근거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소득

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에 바탕

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논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적으로 최저가격제도를 정해놓으면 즉, 정부에서 균

형적인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 놓으면 공급이 많아지는 초과공급

상태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리라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제도를 책정하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

나게 되지만,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부담스러워 고용을 줄

이게 되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리라는 것이다. 즉,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본능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49) 2018년 11월 18일 경향비즈에 게재된, “보수야당 소득주도성장 비난이 불편한 이유”의 

내용 참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11820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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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극본능」과 「공포본능」 그리고 「비난본능」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임금인상에 대하여, 경제·경영학자나 언론의 

비판은 대체로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

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생산활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쳐 고용도 줄어들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경영계나 자

본의 논리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시각이 ‘간극본능’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경제·경영학자나 언론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노동

자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실제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는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

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너무 과장되었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임금분포는 양 극단이 아

닌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50)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 전체적인 급격한 인건

비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최저임금 인상의 비율만큼 모든 임금노동자들

의 임금도 상승해야 할 텐데, 그러한 일은 발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사로잡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공포본능’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설정하고 해마다 인상해가는 이유는 최저임

금 인상이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기

50)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것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비판의 논거

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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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영을 개선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경영계나 

언론의 주장은 대부분 모든 경제의 나쁜 징후를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비난본능’ 또한 최저임금에 관련된 논쟁에서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든 나쁜 징후를 최저임금의 상승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반대로 모든 좋은 징후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3.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하는 합리적이라는 개념에는 보이는 것을 보는 

냉철한 머리와 함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도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스웨덴의 보건통계학자가 주장하는 ‘사실

충실성’이라는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한

국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통계나 자료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도 매우 합리적이고 냉철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냉철한 분

석이 실제 현실이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소위 주목 필터에 걸러진 사실만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터를 통과하는 것은 대부분 예외적이지만 자극적인 

사실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이라는 분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새로운 합리성, ‘사실충실성’에 근거해서 한국경제를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람을 겁주

는 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에 근거해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면 스트

레스와 절망감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실충실성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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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바라보면 한국경제는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사실충실성’은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제3절 한국 노동시장 현황 및 문제점

본고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노동시장 관련 정책 및 제도, 노동

조합과 노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겠다(정이환, 2011; 김성회·이철, 2011). 한국에 대한 세

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외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예

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내부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매우 높은 비정규직 비

율이나 매우 짧은 근속기간이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매우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격차확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취약한 

것도 특징이다. 임금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이 

있지만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순응률이 높아서 실효성

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다수인 점이나 고용

보호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 등 전반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

률이 10% 남짓에 불과하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힘은 매우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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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노동시장 체제의 일반적인 특징

OECD 한국경제 보고서(2020. 7. 25)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 보전, 고

용 유지 정책, 고령층 및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근로 조건 및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등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안정한 일자리와 많은 경

우 불충분한 사회보험으로 인해 코로나 19 같은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  이는 산업화 초반에 대부분의 국민이 큰 폭의 소득 증대를 경험했

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성장의 포용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으며,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후소득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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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비교

자료: OECD. (2020). OECD한국경제보고서. p.22. https://doi.org/10.1787/888934156808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 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근

로자의 역량 강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강화, 연금 적정성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구 고령화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약한 고용창출력과 낮은 고용의 질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OECD국가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찾아보려

고 하는데, 여기서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 중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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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고용수준을 보여주는 고용률과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근속기간, 저임금 노동자 비율, 남녀 간 임금격차 등을 살펴본다.51)

OECD 국가들의 고용률(15~64세)을 비교해보면52), 한국의 전체 고용

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하며, 지난 20년 동안 큰 변화를 보

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간 집권한 모든 정권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중

시했던 것에 비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낮은 고용창출 능력이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은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드러

난다. 남성이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라면 여성의 고

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53)54)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예외적인 성격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두드러진

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근속을 비롯한 다른 지표들을 비교했는데, 1년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

율은 2019년 기준 29.5%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있

다.55)

보상측면에서 고용의 질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나 성별 임금격차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OECD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찾아보면, 

2019년 현재 한국은 19%로 OECD국가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다.56) 이

것은 저임금 노동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요소들이 효과

가 없었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많은 OECD국가들의 수준을 두 배 이상 뛰

51) OECD Employment Outlook(2020)의 자료를 이용.

52) 전체고용률(https://doi.org/10.1787/106332f4-en)

53) 남성고용률(https://doi.org/10.1787/f6e7a5d6-en)

54) 여성고용률(https://doi.org/10.1787/9d6580ed-en)

55) 1년미만 단기근속자 비율(https://doi.org/10.1787/6551b49b-en)

56) 저임금노동자 비율(https://doi.org/10.1787/961c483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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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넘는 높은 수준이다. 남녀간 임금격차는 2018년에 34%로서 일본의 

24%에 비해 10%포인트 높아 통계표에서 가장 높다. 일본의 24%조차 다

른 나라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성

별 임금격차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자들보다 더 영세

한 산업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더 많이 일할 뿐만 아니라 고용도 훨씬 

불안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57)

나. 효과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

한국의 노동시장이 극단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

장을 규율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

장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제도인 근로기준법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체에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

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보호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고용보호제도는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 및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

정규직,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각

에서는 과도한 고용보호 때문에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증거는 없다. 2019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고용보호지수를 

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자유주의형 국가들로 분류

되는 국가들의 고용보호지수가 낮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

럽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대륙 국가들의 고용보호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다. 한국의 경우 일각에서 제시하는 경직적이라고 판단할 만큼 

57) 남·녀간임금격차(https://doi.org/10.1787/9bd2e92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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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58)

또한 실질적으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

해 살펴본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일부 

민간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금융산업 등에서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가 지

켜지고 있지만, 기간제 등 각종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매우 

약하고, 탈법적인 간접고용이 남용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OECD국가들의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표를 

보면,59) 한국의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낮은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은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훈

련,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0.32%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자유주의형에 속하는 나라

들과 함께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독일, 프

랑스 등 북유럽과 대륙형에 속하는 나라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은 상

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여 저

임금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

는 비순응률도 매우 높다. 최저임금위원회(2020)는 2018년과 2019년의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을 보

58) OECD국가의 고용보호지수(OECD Employment Database, http://oe.cd/epl)

59) OECD국가의 적극/소극적 노동시장 지출(https://doi.org/10.1787/796ff66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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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최저임금이 중

위임금 대비 30%를 조금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한 것처럼 보이

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인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실제보다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면도 

간과하면 안 된다.60)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을 지키

지 않는 비순응률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최저임금미만자 비

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비순응률이 높아지고 있

다는 점은 최저임금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

하고 저임금근로자를 실제로 보호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에는 노조와 최저임금제도뿐만 아니

라 실업급여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Appelbaum et al., 

2010). 실업급여의 소득대체비율이 노동시장 임금의 실질적인 최저수준

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되는 실업자의 범위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도 낮아서 보

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OECD 데이터는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

도 낮은 편이라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61) OECD데이터에서는 한국에서 실제 적용되

60) 최저임금위원회(2020).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p. 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61) https://data.oecd.org/benwage/benefits-in-unemployment-share-of-previous-i

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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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업급여는 실업자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OECD기준(18세부터 22년간 고용보험료를 내온 40세 근

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상한은 8개월로 가장 낮은 그

룹에 속하며, 실업급여는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90%) 

적용을 받으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던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등과 같이 매우 엄

격하다.

〔그림 5-2〕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단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20).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p.17. (통계

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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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율이 극단적

으로 높은 이유는 노동시장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 내부의 차

이를 평준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실패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매우 낮

다는 데에 있다. OECD국가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한국은 10% 

내외의 노동자들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어서 터키, 미국, 에스토니아와 

함께 조직률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한다.62)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보

여주는 지표로 조직률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적용률도 중요한데,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단체협약 적용률과 

노동조합 조직률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큰 규모의 사업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고용형

태로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4〕에서 한국 노동조

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2020년에 12.3%, 정규직

은 17.6%, 그리고 비정규직은 3.0%를 기록하고 있다. 이 표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조 

조직률의 격차이다. 2010년을 보면 정규직의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의 간격 차이는 약 12.9%로 나타났고, 10년간 비정규직의 조

직률은 거의 변함이 없고 정규직의 조직률이 상승하면 그 간격은 크게 벌

어졌다. 2020년 현재 비정규직 조직률과 정규직의 조직률 간의 차이는 

14.6%로 나타났다.

〔그림 5-5〕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과 비가입의 이유를 

6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UD, OECD국가들의 노조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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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2020년 정규직의 경우, 전체에서 약 

73.2%〔노동조합 없음(67.2%) + 노동조합 가입대상 아님(6%)〕가 무노조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

직들은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약 94.6%〔노동조합 없음(85.6%) + 노동조

합 가입대상 아님(9%)〕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

조에 가입 가능한 비중도 정규직은 26.8%〔가입대상이나 미가입(9.2%) + 

노동조합 가입(17.6%)〕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5.3%〔가입

대상이나 미가입(2.3%) + 노동조합 가입(3%)〕로 굉장히 낮아 크게 차이

가 나고 있었다.

〔그림 5-3〕 노조 조직률 변화추이

자료: 고용노동부(2020). 「2019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 p.2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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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s

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

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인출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5-5〕 고용형태별 조합원 비중
(단위: %)

정규직 가입 비중(2020년) 비정규직 가입비중(2020년)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s

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

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인출하여 저자 재작성.

  2. 한국 노동시장의 독특한 특징

한국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둘째, 자영업자가 다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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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이다. 먼저 노동시장이 이중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 분절화’라는 용어로 쓰이곤 하는데, 한국 

노동시장은 소수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시장과 다수 중소기업 위주의 비

정규직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구성하는 비중이 큰 것은 한국의 산업체계와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과 관련된 한국만의 특징이다.

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

의 생산성 격차라는 수치로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임금 불평등은 일반적

인 국가들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활용되는 조세 및 복지정책도 무력

하게 만들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 이원화된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성별임금차이나 노인 일자리의 질 문제와

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비정규직이 겪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이슈

와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 〔그림 5-6〕의 최근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 경제 전반에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특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에서 심각하며,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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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사회보호에 있어서도 일종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한국현

실에 비추어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6〕 업종별 고용률 현황
(단위: %)

자료: OECD(2020). OECD한국경제보고서. p. 12, https://doi.org/10.1787/888934156618

2020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5천명 감소하였

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36.3%로 0.1%p 하락하였지만, 전체적으

로 임금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도 줄어들고 있던 추세에 비하면 의미 있

는 수치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비정규직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결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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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p.1 에서 인출.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비중은 여자가 55.1%로 남자(44.9%)보다 

10.2%p 높은데 현 정부 출범이후 차이가 거의 줄지 않았다(2018년 여

자: 55.6%, 남자: 44.4%; 2019년 여자: 55.2%, 남자: 44.8%).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2만 8천

명, 건설업 85만 9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2만 4

천명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중으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

는 경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90.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3)  

63)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 27일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의 통계자료(pp.27-29)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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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성별·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성별 규모 산업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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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p. 2에서 인출.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을 집계한 <표 5-1>는 비정규직 근로자

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명백히 보여준

다. 한 마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매우 심하며, 그 차이가 개선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평균 8년 1개

월, 월 323만 4천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평균 2년 5개월, 월 171.1천원의 임금과는 매우 큰 차

이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보험가입률 차이가 매

우 크다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양

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저임금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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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

2017 2018 2019 2020

평균
근속기간
(개월)　

임금근로자 71 73 71 72

정규직 91 93 94 97

비정규직 30 31 29 29

월평균임금
(만원)

임금근로자 243.0 255.8 264.3 268.1

정규직 285.1 300.9 316.5 323.4

비정규직 156.9 164.4 172.9 171.1

국민연금
가입률
(%)

임금근로자 69.1 69.8 69.5 69.8

정규직 85.0 86.2 87.5 88.0

비정규직 36.6 36.6 37.9 37.8

건강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74.2 75.5 75.7 76.7

정규직 88.4 90.1 91.5 92.6

비정규직 45.3 45.9 48.0 49.0

고용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71.2 71.6 70.9 72.6

정규직 85.9 87.0 87.2 89.2

비정규직 44.1 43.6 44.9 46.1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p.29에서 발췌. 저자 재구성.

∙ 이원화된 임금제도: 연공급제와 직무급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의 임금체계의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임금체계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이원

화된 임금구조이다. 한국 임금체계의 특징에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경영

계와 정부 그리고 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문제점과 개선 필요

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까지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사업장에 성과급이나 직무급이 도입되어 있지만 한국 

기업에서 전통적인 임금관리는 연공급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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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충성심을 유도하여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임금, 고성장 체제하에서 학력, 근

속, 성별과 같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차별적인 연공형 임금체계를 통해 많

은 효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속에서 회

사에 평생 근무할 것이 거의 확실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미래에 고소득

을 확실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소득을 감당하였던 것이었다. 

현재에도 임금체계의 직무급 전환에 가장 부정적인 곳이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과 금융계 노조, 그리고 공무원 노조임은 이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

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저성장, 혹은 제로나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체제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제

는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연공급제의 유지는 소

득불평등의 확대에도 기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위원회

(2020)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상용직으로 분류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상대적 저임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높고, 연

공급제는 이 차이를 더욱 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64)

이와 달리 직무급제란 간단히 말해, 업무의 성격, 난이도 차이, 책임 정

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처음부터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단순 노무직 등의 임금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과주의 인사관리

가 가능하고 직무와 보상을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사

이동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포함한 정교하고 세련된 직무관리가 수반돼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64) 최저임금위원회(2020).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pp. 

38-3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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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을 좀 더 풀어서 정의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특징에 

관계없이 직무설정기준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직무에 기본급이 일정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나이·성

별·고용형태·학력·국적·출생·근속연수 등과 무관하게 그 금액을 받는 것

을 말한다. 심지어 그 직무에 대한 능력에도 무관하게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동일노동 동일임

금을 가장 근접하게 실현하는 공정한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직무급제가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급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

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직무급에 대해 노조나 일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작동한 측면도 크다. 오랜 기간 동안 직무급제 도입

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의 진정성이 항상 의심을 받고 있다

는 것이다. 사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직무급제는 학문적으로는 성과급제

에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경영계가 직무급을 언급할 때에는 직무급의 형태보다는 직무와 성과를 

연동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즉, 경영계의 

직무급 도입 주장은 직무급 자체보다는 성과와 연동한 보상체계 도입을 

더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직무급이 성과급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했고, 노동계에서 직무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

는 근거가 되었다. 게다가 노동계에게 성과급 문제는 기업이 ‘쉬운 해고’

의 기준으로 성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안전성 문제와 깊숙이 관련되

어 있다. 노동계에서 직무급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정부도 직무급제에 대한 논의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라는 용

어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직무급의 핵심은 기본급을 

직무중심으로 책정하자는 것이지, 기본급의 인상을 직무에 대한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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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성과에 의한 기본급의 조정은 연공급제에

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로 연공급제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성과평가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기본급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가 성과중심의 임금조정을 우려하는 것은 성과측정을 통해 임금이 인

상될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이에 경영계나 정부

에서 직무와 성과를 연동해서 주장하는 것은 직무급의 논의에 바람직하

지 않다.

이 논의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상 다

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에 걸림돌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의 임금

은 경제학적으로 정규직보다 높아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임금체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적정임금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무급제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준호 외(2017)는 임금불평등의 요인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해서, 

임금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업체 규모와 근속연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가 <표 5-2>에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의 인적자본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학력과 경력이 임금불평등

을 설명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수치를 본다면 한국 노동시장에

서 노동자의 담당할 직무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보다는 대기업에 소속

되면서 오랜 기장 근속할 수 있느냐 여부가 임금불평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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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임금불평등의 요인분해(상대적 기여도, 시간당 임금기준)
(단위: %)

변수 2006 2015

성(남성) 6.1 8.8 

연령 4.2 4.2 

교육년수 10.4 12.9 

노조가입 0.6 1.2 

근속 19.2 20.3 

경력 9.4 8.1 

업종 1.2 1.7 

직종 9.0 8.5 

고용형태 1.0 1.0 

사업체 규모 13.8 22.0 

모든변수 74.9 88.8 

전체 100.0 100.0 

자료: 장지연 외가 정준호·전병유·장지연(2017)의 <표 4>를 재구성한 표를 재인출(장지연 외, 201

9, p.16).

사실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 측면에서 직무급제에 반대하는 기본 논

리들도 모두 비판 가능한데, 특히 직무급을 성과급과 다분히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대기업, 금융기관 및 공무원 등의 노조들

은 대부분 정규직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기업이 공감

과 신뢰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고 여러 보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직무급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노동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용률 및 임금격차도 

연공급과 관련이 있는데, 육아와 관련된 휴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은 직무가 아닌 근무연수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축소되게 되고 이는 결국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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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화된 임금구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나 급여를 산정할 때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이원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통상임금

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을 약속한 임금’으로 정의할 수 있고, 평균임금

은 ‘고용기간 중에 노동자가 실제로 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일반적

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 (제수당)’으로 평균임금은 ‘기본급 + 제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고정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임금인상 협상 시에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수당이나 상여금의 신설을 선호하는 반면에, 

최근 노조는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큰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자체의 인상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교섭의 효율성은 좋을 수가 없

고, 결과적으로 임금구성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낮아졌으며, 통상임금 기

준으로 타결된 임금인상률과 실제 총임금 상승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

게 되었다.

기본급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러한 임금구조는 대부분 연공급제를 적

용받으면서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근속기간이 

짧고 사회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계약직이며 노조가입률도 낮은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합법적인 수당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제 계약 

시에 수당은 임금에 아예 조건부로 포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이 낮게 이원화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는 비정규직에게 특히 차별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중구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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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노동시장에서 소수 대기업위주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전체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있는 구조에도 근본적인 원

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통상임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수당(연차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는

데, 이는 한국 근로자의 장기간 근로 문화와 이어진다. OECD(2020)의 

한국의 삶의 질 지표 순위에 의하면, 한국인의 연간 총 근로 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많고 OECD 평균보다 300 시간 

많으며(2018 년 기준), 근로자의 약 12%가 주당 52 시간 이상 일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번아웃(burnout) 및 

한국이 처한 주요 문제인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

협하며 삶의 질 저하에 원인이 되고 있다.65)

나. 상대적으로 많은 자영업자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

자를 의미하는 자영업자는 2020년 10월 현재 5,500천명으로 전년대비 

56천명 감소하여 전체취업자 중 비중이 20.5%이다.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2천명으로 최고치 기록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 추세이

다. 이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용업자로 나누어서 

분석하면 그 추세가 다르긴 하지만 본고에서는 한국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2018년 25.1%는 OECD

회원국 중 5위).

OECD 기준 자영업자는 한국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까

65) OECD(2020).OECD한국경제보고서. p.25, https://doi.org/10.1787/888934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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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 비율이 한국의 경제규

모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급속한 고령화추세 속

에서 사회보험의 실효율이 적어 노후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영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상황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

다. 거기에다 경기둔화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익률마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

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

이든 자영업자가 되고자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너무 외부적 환경, 즉 경제상

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절실한데,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체계는 비정규직의 경우보다 허술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에선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상황은 수출이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내에 자영업자가 활동할 여력이 매우 협소하

다. 따라서 이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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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자영업자 현황

   주: *2020 통계는 10월 기준                                              

자료: e-나라지표. (2020). 자영업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

Detail.do?idx_cd=2779 에서 인출

제4절 노동시장 문제점의 비주류경제학적 분석

전통적인 정책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개체라는 것을 전제하여 만들어져 

왔다. 즉, 국민들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심리적,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확률

계산에서도 많은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가정이 더욱 현실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일고 있는 이러한 주장과 비주류경제학의 이론적 개

념을 한국의 상황과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

다. 즉, 행동경제학, 제도경제학의 이론 들을 실제 정책에 응용하는 시도

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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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동경제학적 분석

행동경제학은 해석이나 이해의 방법을 중시한다. 논의의 주요 대상이

었던 선택상황으로 좁혀 이 차이를 설명해 보면 이해가 더 쉽다. 행동경

제학에서 선택상황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것의 부분들과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며, 해석에 따라 그것의 실제 내용도 바뀐

다. 또한 선택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선택대안들도 그 자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변동된다. 부존자원효과, 맥락특

정성, 초기 대안의 영향력, 차원과 범주들의 비교 불가능성 등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이다. 그리고 표준이론이 분해한 선택대상과 선호 사이의 독

립성을 부정하는 근거들이기도 하다. 사실 주류경제학에서는 맥락이나 

해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이 등장하여 맥락

과 해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경제학에는 분석의 방법과 해석의 

방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동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는 달

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전체가 부분의 합이 아닐 수 있음을 개인의 

인지나 선택의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행동경제학 이론이 주류경제학적 기준에서‘편

향(bias)’되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곤 한다. 행동경제학에서 주

장하는 주요 편향들은 다음과 같다.66)

66) 전통적인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합리

적이며, 정보는 행동에 영향을 주며, 현재의 선호와 미래의 선호는 같으며, 사람들은 위

험의 기대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안다는 것 등이다. 



32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가. 행동경제학적 분석틀: 주요 편향67)

1) 사람들의 선호(preference)는 감정이나 심리적 경험의 영향을 받음

<표 5-3> 선호에 관련된 편향들

편 향 정 의

현재편향
(present bias) 또는 
비일관적 시간선호

미래보다 현재에 더 무거운 가중치를 둠으로써, 미래에 받는 보수

에 비해 더 즉각적인 보수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는 경향, 이 

경향은 두 보수 지급의 시점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짐

현상유지 편향
(status quo bias)

현재 상태와 유사한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

손실회피
(loss aversion)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한 경향 

(전망이론)

준거점 의존성
(reference dependence)

사람들은 절대적인 부의 수준보다는 특정 기준점에서 측정한 

상대적 이득이나 손실로부터 효용을 계산하는 경향(전망이론)

후회나 감정개입
사람들은 모호함이나 스트레스를 피라기 위해 행동하거나, 일

시적인 감정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함

자료: 변혜원. (2018).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p. 27. 저자 재작성. 

2) 경험법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beliefs)을 갖게 할 수 있음

<표 5-4> 경험에 관련된 편향들

편 향 정 의

과신
(overconfidence)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만족스러움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이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

가용성 편향
(avilability bias)

잘 기억해 낼 수 있는 사건의 발생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며, 얼마나 최근 기억인지, 얼마나 특이한 사건인지, 감정이 

개입되었는지 등에 영향을 받음

과외삽 또는 소수의 법칙
(over-extrapolation)

몇 개의 사건을 관찰한 후, 동 사례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실제의

추이나 현상을 보여준다고 믿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경향

추정편이
(projection bias)

현재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가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

고 변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현상

자료: 변혜원. (2018).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p. 28. 저자 재작성. 

67) 변혜원(2018).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보험연구원. pp.27-29을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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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들은 손쉬운 의사결정(decision-making)방법을 사용함

<표 5-5> 의사결정과 관련된 편향들

편 향 정 의

심적회계
(mental accounting)

암묵적으로 돈을 목적에 따라 심리적 계정에 배분하고 심리

적 계정별로 돈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

좁은 범주화
(narrow bracketing)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전체 부(wealth)나 재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해

당 결정을 단독으로 고려하는 경향

틀짜기
(framing)

정보가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제공되었느냐에 따라 같은 

정보를 통해 결론이 달라지는 현상

어림법(heuristics) 또는 
주먹구구식의사결정
(rule of thumb)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림 감정이나 상식 등과 같은 경험에 기

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

쏠림현상
(herding) 또는 사회적 영향

탐색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비슷한 

집단 구성원의 결정을 모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

정보회피
(information avoidance)

정보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보를 피하는 현상. 

제한적인 주의집중
(limited attention)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판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

자료: 변혜원. (2018).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p. 29. 저자 재작성. 

위와 같이 행동경제학적 관점으로 요약한 주요 편향들은 가격기구를 

불신한다기보다 개인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동경제학은 개인의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

동하는 정책들을 내세운다.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은 사회철학이자 정책

적인 입장으로 ‘자유온정주의’ 혹은 ‘비대칭적인 온정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68)

68) 행동경제학은 개인의 합리성이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온정주의를 주장한다. 자

유온정주의는 부족한 합리성을 지닌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대안을 권유하거나 이 

대안으로 유도하고 다른 대안들에 대한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온정주의’이다. 

동시에 이런 유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권유나 유도를 거부할 

수 있어 개인의 선택권이 궁극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이다. 자유온정주의

에 비해 비대칭적인 온정주의는 인간의 불완전한 합리성을 시장에 어리숙한 사람과 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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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책 대상의 합리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고 이는 행동경제학이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행동경제학으로 노동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체들의 합리성의 기준이 아닌가 한다.

나. 주요편향으로 분석한 한국 노동시장

한국 노동시장의 행동경제학적 분석은 노동문제 당사자들이 어떠한 편

향에 빠져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본질적인 문제

점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고 이에 대한 비

순응률도 매우 높은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근원은, 정부가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한 몇 개의 사건을 예로 들어, 이를 대표성을 가지고 실제의 추이

나 현상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는 ‘소수의 법칙’ 편향에 경도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이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인 효과보다는 소수의 부정적인 효과에 의존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을 점

진적으로 하고 제도의 유예조건도 많이 만들게 된 현재의 정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둘째, 노동계의 연공급제 유지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수 노동자들

의 선호에 관련된 편향을 무시하는 것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위주의 노동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노동조합의 구조적

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연공급제에는 미래의 고소득을 확실히 예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소득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전제

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전제를 수용할 수 있는 계층은 한국 노동자 중에서

똘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의 정책은 똘똘한 사람들을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 어리숙한 사람들을 도와주므로 비대칭적이다(홍훈, 2016,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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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들이다. 근속기간도 짧고 고용안

전성도 낮은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시급한 문제

이기 때문에 ‘현재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의 고소득도 보장되

지 않는 상황에서 연공급제의 전제인 현재의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게 되는 ‘손실회피’ 편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에

게 연공급제가 유리한 부분은 거의 없다.

셋째,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는 감독을 더욱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할 것인데, 정부가 이러한 능력(capacity)이나 자율성(autonomy)

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사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예

외기준이나 근로기준법 적용기준과 같이 노동시장 관련 많은 제도들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는 규제완화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정부가 ‘과신’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 준수여부를 감독하

는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는 경

우가 많은데, 준수조건을 더 세분화하는 경우에 이를 감독할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지가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책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은 ‘처방적인 합리성

(prescriptive rationality)’과 ‘묵시적인 것을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한

다!’라는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한다. 즉, 적극적인 의미의 정보제공, 선택

에 대한 훈련과 몇 차례 이상의 경험이나 가상경험의 제공, 선택과 선택

의 대안들에 대한 가정 및 학교교육과 정부의 홍보, 선택의 금전적·비금

전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을 행동경제학의 정책적인 함의로 간

주할 수 있다.69) 사실 표준이론이든 행동이론이든 모두 개인의 선택에 집

중한다. 행동이론은 완벽에 가까운 합리성이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69) 사실 이는 표준이론과 행동이론이 공유하는 정책적인 함의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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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론과 거의 비슷하게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중요시한다. 심지어 개

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경제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행동이론이 내세우는 규칙, 정책, 법과 제도는 무엇

보다 개인의 합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선호에 집중할 뿐 예산제약이나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다르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행동경제학이 강조하는 공정성

이나 상호성에 대한 관심이 이를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환경, 기술 등 다른 경제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이 선택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려는 행동경제학의 정책이 기존의 미시·거시 경제정책과 다른 

점이자 동시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물론 이런 지적이 행동경제학의 정책적인 함의를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한계를 수용하는 더 바람직한 방식은 행동경

제학이 제시하는 여러 정책들을 다른 정책과 결합·보완·병행하는 것이

다. 행동경제학의 부근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들을 검토할 때 미리 이

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2. 제도경제학적 분석

제도경제학적 분석은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노동제도의 문제, 즉 

정부자체의 문제에 집중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제도적 특수성으로 한국 노동시

장의 여러 이슈와 표면적인 문제점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본질적인 문

제점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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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경제의 제도적 특수성70)

한국경제의 제도적 특수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진 ‘국가의 특수성’, 두 번째는 ‘재벌’

이라는 ‘기업의 특수성, 세 번째는 ‘산업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은행의 특

수성’, 네 번째는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 그리고 마지

막으로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이다.

1)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진 ‘국가의 특수성’

한국은 일반적인 ‘제도’에 관한 논점으로 바라보아도 매우 독특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1960~70년대에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로 만들

어졌던 ‘산업정책’은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문

제점은 여전히 한국경제에 남아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최우선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국가주도의 금

융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60-70년대의 산업정책은 경제성장 촉진

에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산업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준내부조직(quasi internal organisation)’이라고 불리

기까지 하는 특수한 제도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은행-대기업으로 

구성되어 ‘내부 자본시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71) 이 제도 속

70) 한국 노동시장을 제도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틀에 해당하는 한국경제의 제

도적 특수성에 대한 설명은 송원섭(2018),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자본시장 통합과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

12권 제3호, pp.177-181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71) 일부 이론가들은 전체 한국경제에서 특정한 제도를 지칭하여 ‘준내부조직’이라고 부르기

도 하는데, 이것은 Williamson의 ‘계급이론’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들

은 일종의 준내부조직이 정부와 대기업들간의 계층적 관계와 일종의 암묵적 계약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Lee, 1992, p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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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정부는 금융기관들을 금융부서처럼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나 여

러 기관들을 운영부서처럼 운영하는 회사, ‘한국주식회사’처럼 행동하였

다(Shin and Chang: 2003, pp.11-16). 그리고 대기업과 은행을 포함

한 제도내의 하부기관들은 제도가 만든 제약 속에서 ‘특수한 제도’에 그

들을 적응시켜 행동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하부기관들의 운

영방법과 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제도적 특수성’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발전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인 ‘강력한 행정능력

(powerful administrative capabilities)’과 ‘강력한 자율성(strong 

autonomy)’을 지니고 있었다. 1945년 해방이후의 ‘토지개혁’이나 

1960-70년대 개발시기의 ‘상대적으로 동등한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 및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특정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고 

‘지대추구행위’를 줄일 수 있었고, 오랜 관료제와 개혁의 전통은 국가의 

정책 집행능력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Leftwich, 1994, pp. 

405-407). 그러나 한국의 특성은 이렇게 단지 ‘약탈국가(predatory 

state)’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했다는 것에서 그 ‘특수성’을 찾아야 하며(Evans, 1995, 

pp. 51-53), 또한 냉전과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같은 정치적 요소가 개

입됨으로써 더욱더 ‘한국적 특수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msden, 1989, pp. 35-38). 이렇게 형성된 ‘(연계된) 자율성’과 ‘국가

의 역량’은 국가 주도 금융시스템과 국가-은행-기업 간의 독특한 관계의 

기반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대기업을 지

원하고 성장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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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Chaebols)’ 이라는 ‘기업의 특수성’ 

한국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으로 육성되기 시작되었

다. 이렇게 육성되기 시작한 한국의 ‘재벌(chaebol)’들은 기업 구조가 다

양하고 내부적으로 집중된 소유 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닌 채, 정

부의 수출 촉진 및 중화학 공업 육성 전략에 따라 성장했다(Lee, 1997, 

pp.20-23). 1970년대 이후 재벌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외부 시장 및 생산 요소의 내부화와 관련된 

정부 규제를 통해 효율을 향상 시켰으며 동시에 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긴밀히 협력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대기업은 

‘정부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특수한 제도’를 통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로 성장했다는 것이다(Wade, 1995, pp. 306-309; Amsden, 1992, 

pp.55-58). 하지만, 저렴한 신용 대출을 함으로써 산업 투자를 지원했던 

‘정부 주도의 금융 시스템’은 대기업들의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켜 

경기 침체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재벌들은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더 많은 신용을 얻었고, ‘정부의 지원 

기대치’에 근거하여 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 극대화’보다는 ‘최

대 성장’과 ‘사업 다각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는 감독 및 감사제도, 자본 시장 및 금융 기관 모

니터링과 같은 내부 및 외부 감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질 수 없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왜곡된 소유 구조와 국가가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에

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 ‘다각화된 기업구조’에서 재벌들의 더 많은 신용을 얻으려는 노력이 

소유권의 집중을 심화시켰고, 이러한 소유 구조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대

기업 대표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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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적 힘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가 재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졌다.

3) ‘산업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은행의 특수성’

이 제도적 환경에서 은행은 정부의 산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 한 기

관으로서 기금을 동원하고 배분하고 산업의 위험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

행했다. 이러한 자금 배분 방법은 금융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 효과적이었고, 정부는 진입 규제, 금리우대, 정책 

대출, 재할인 및 특별 차입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해 은행을 지원했다. 하

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 속에 은행 자체의 관리의 자율

성은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 자체적으로는 기업들을 감시 혹은 평가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은행들은 대출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담보를 요

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제공에 유리한 대기업들

에게 집중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출의 집중은 적절한 금융구조의 개혁

이 없이는 항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발화점으로 위험을 지니고 있

었다. 한편, 이러한 은행의 엄청난 부담은 금융 자유화에 대한 요구로 이

어지게 된다.

4)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을 개념화해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성공

을 설명한 학자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피터 에반스(Peter Evans)는 한국

과 같은 발전국가가 성공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국가의 자율성’과 ‘연

계성(embeddedness)’72) 사이의 균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발

72) ‘Embeddedness’의 원형은 ‘embedded’이고 그 뜻은 원래 ‘내재된’ 또는 ‘배태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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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의 자율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의 관념을 개발했다(Evans, 1995, pp.3-20). 그는 『Embedded 

Autonomy』라는 책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자율성만 가지고 있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그것들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

다. 국가가 아무리 잘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네트워크가 튼튼한 내부구조가 없이 조직되었다면, 이러한 국가는 모든 

개인 개인의 사적이익을 초월하여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연계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이 잘 결합

되어 있는 국가만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고 부를 수 있습니

다.”(Evans, 1995, p.12).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약탈국가(predatory state)’의 일관성 없는 전제

정치의 정 반대의 개념인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는 발

전국가 효용성의 핵심이며, 이 명백하게 모순된 ‘자율성’과 ‘연계성’의 조

합이 ‘산업의 전환’과 ‘발전’에 성공적인 국가개입을 위한 기초적인 구조

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Evans는 약탈국가와 발전국가 모

두가 ‘전제적 권력(despotic power)’와 ‘제도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strong)’국가로 간주 될 수 있

지만, 두 국가체계에 국가 구조와 국가-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차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Mann, 1984, pp.188-189). 그는 이러

한 모든 개념을 대입해서 일본, 한국 및 대만을 ‘연계된 자율성’을 가진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Evans의 설명을 이해하면, ‘내재’나 ‘배태’라는 의미보

다는 ‘연계’가 가장 적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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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모델로 간주했다(Evans, 1995, 

pp.12-50)73).

5) 신자유주의 헤게모니74)

한국경제에는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어서 ‘시

장'이 윤리의 영역으로 격상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

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융성기를 누리면서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의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Chang, 1994, p.108). 국

가는 이제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한 사회의 수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 오히려 국가는 이제 ‘약탈자’나 정치가나 관료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으로 강력한 집단이 그 당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분석

되기까지 한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이든 오직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었고, 이 같은 가정은 ‘공적 영역’의 경제 주체인 국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확대해서 한국사

회에는 ‘국가에게 맡기면 무조건 안 되고 민간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는 분위기다(송원섭, 2018, p.182). 이렇게 한

국에서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더욱 더 널리 퍼져있는 것은 신자유주

의적 제안인 ‘탈정치화’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정치는 그 신뢰도에 대한 언급은 차치해두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 속에서 

73) 그는 또한 자이르를 "약탈 국가"의 모델로, 인도, 브라질을 "중급 국가"의 모델로 간주했

다(Evans, 1995, p.45).

74) 송원섭.(2019). 한국금융제도의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은산분리완화 논쟁을 중심

으로, 제도와 경제, 13(2),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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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정치보다 

그 이후의 정치가 조금 더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정

치’의 영역은 불신과 부패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정치의 부패한 영향권으로부터 구출하

겠다는 ‘합리성’은 한국의 많은 학자(특히 경제학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제도들도 결국은 다 ‘비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거

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탈정치’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그렇지

만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신자유주의를 더욱더 유행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이 ‘비합리적인 정

치’의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합리적인 시장’을 거의 윤리의 차원으로 격

상되게 만들었으며, 결국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를 ‘신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만들었다(송원섭, 2018, pp. 

185-186).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2016년 6월에 IMF는 “Neoliberalism Oversold?”라는 

보고서를 냈다.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헤게모니로 이끌었던 

영국과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했고, WTO나 세계은행과 더불어 ‘규제’의 

철폐와 시장 개방을 부르짖었던 IMF가 이러한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최

근의 세계경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의 확산으로 야기된 양

극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는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J.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는 2012년 『불평등의 대가: 오

늘날의 분열된 사회는 어떻게 우리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라는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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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재와 같은 체제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득을 보는 승자는 상위 계층이고, 손해를 보는 패자

는 대부분 하위 계층이다. 패자 가운데 중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

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나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운동

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경제체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나 ‘이웃 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A. Deaton)은 그의 저서

인 『위대한 탈출』에서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장

단점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했으며, 피케티

(T. Piketty)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명된 불

평등 문제를 300년 동안의 역사적 통계를 통해 1945∼1975년 이후 불

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여 개국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각 국가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확인하였다. 

IMF, 스티글리츠, 디턴과 피케티가 주장하는 공통점은 ‘신자유주의 헤

게모니’가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매우 심각

한 상황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의존한 방법만으로는 더 이

상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후퇴’ 양상은 한국에서 매우 더디고 특

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고어 비달이 ‘미국 경

제는 부자에게는 사회주의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본주의’ 라고 꼬

집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 한국에도 딱 들어맞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 경제는 부유한 계층에게는 사회주의 같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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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부유한 계층들은 자신들

보다 여러모로 풍요롭지 못한 계층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그들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부유

한 계층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회주의의 ‘평등’지향의 개념은 결국 한

국 사회에서 그들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어있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자기책임’ 문

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치이론에서 항상 강조하는 

‘독립성’, ‘자율성’을 감독 대상이나 규제 대상에게 더욱 더 엄격하게 적

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지금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은 경

제·정치·사회·문화 각 영역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은 한국경제와 이를 둘러싼 각 제도를 분석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분석틀이 되어야 한다.

6) 다섯 가지 필터를 포함한 한국경제의 분석틀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고도경제성장시기를 거치면서 경

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진 ‘발전국가’라는 국가의 특수성과 재벌이라는 

기업의 특수성, 산업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은행의 특수성과 이들 기관

간의 자율성과 연계성의 조합인 ‘연계된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특

수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국가-은행-기

업’의 ‘개별적인 특수성’과 ‘연관된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경제성

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을 지배’하고 ‘대기업을 지원 및 

규제’하는 ‘국가와 시장체계를 혼합’한 ‘특수한 제도’를 설립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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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제도 내에는 ‘정부-금융기관-회사’간에 

독특한 관계가 존재했었다는 것인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를 바탕

으로 사기업들을 규제 및 통제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이러한 ‘특수한 제도’는 역설적으

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의 금융과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제도자체의 성공으로 견인

된 한국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변화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한국경제에는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시장’이 윤리의 영역으로 격상되어 있는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다.

한국만의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적 헤게모니’라는 요소로 구성된 렌즈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과 그와 관

련된 제반 이슈들을 바라보면, 보다 본질적이고 내재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5-10〕 노동시장의 문제점 도출의 논리구조

자료: 송원섭. (2018). 제도경제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금융정책의 문제점 분석. p. 183의 그림을 저

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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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적특수성으로 분석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에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외부적 특수성과 

‘발전국가’라는 내부적 특수성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

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외부적 특수성’

한국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외부적 특수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제도가 규제로 인식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

것은 시장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시

장도 여러 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제도의 집합체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규

제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규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

며,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용인해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업입장의 인식이다.

이렇게 한국 노동시장에서 시장에 맡기면 되고 정부나 국가에 맡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널리 퍼져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 노동시장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사업체가 여전히 

많고, 고용보호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해서 실업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 지

출을 하지 않고 있다. 덧붙여서 고용보호지수가 높지 않고, 고용보호제도 

준수 여부도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다. 

또한, 실업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수급기간도 짧으며 수급요건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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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 노동시장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제도로 인한 노동자들의 편익확대보다는 기업

의 비용감소에 대해 더욱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규제대상인 기업의 논리, 즉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획되

어 있다는 것이다.

2) ‘발전국가’라는 ‘내부적 특수성’

한국 노동시장에는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고용창출력이 약하며 낮은 

고용의 질을 보이고, 그 결과 심각한 임금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점들은 발전국가라는 내부적 특수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 노

동시장 관련 제도 설계 자체가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작동하는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제약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도가 실제 적용될 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

하곤 하는데, 이것은 노동시장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

동자들이, 실제로는 더욱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시사해준다.

한국은 발전국가 성장체제인 재벌위주의 수출주도전략을 가지고 경제

를 부흥시켰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었고, 그 결과 한국 노

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

에서 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에 비해 사회보험의 적용률이 매우 높으며,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은 편이고 이에 따라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임금도 높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 중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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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령층은 대부분 60세 이하이다. 

그런데 한국 노동시장에는 이러한 정규직들의 비중이 비정규직들보다 

너무 적고, 그 결과 한국 노동시장 관련 통계에 임금의 불평등뿐만 아니

라 성별·연령별·직군별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한국의 특수한 경제 및 산업구조 

즉, 발전국가라는 내부적 특수성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서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OECD국가들보다 높다는 것도 대기업 중심의 

발전국가 성장체제에서 사회보험, 특히 연금이나 실업급여 실효율이 낮

게 유지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

점도 발전국가 성장체제의 부작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더 큰 문

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익집단과 

같이 행동한다는 데에 있다. 발전국가 성장체제 속에서 규모가 커질 수밖

에 없었던 소수의 대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교섭력이 커졌고 이들이 특정한 제도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조합이 노동계의 대표성을 띄게 되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문

제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노총 산하 최대 규모인 금

융노조가 올해 산별교섭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노동현실과 떨어져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관심이 없는지 파악할 

수 있다.75)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도 모두 집이 있는 임대인 중심으

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같은데, 실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거리가 

75) 2020년 금융노조 요구사항은 ▲임금 3% 인상 ▲정년 65세 점진적 연장 ▲주당 5시간 

노동시간 단축권 보장을 통한 점진적 주 35시간 노동 정착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 사

용 ▲금융인공제회 설립 추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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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의제를 설정하는 일부 노동조합과 산별노조는 이미 기득권이며 이익

집단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인 임금불평등은 직무

급제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가장 반대하는 집단

이 소수 정규직 노조이다. 앞선 노동시장 분석에서 임금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직무나 능력이 아니라 근속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급에 대해서 논의 시작조차 반대하는 노조의 대부분은 정규직만을 

대변하며 임금불평등 해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정규직 노조의 지도부들은 근무연수가 최소 15년 이상 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연공급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할 이유는 전혀 없

는데, 이는 일종의 ‘이해당사자’가 이미 되어버린 노조의 지도부들에게 

직무급제 도입은 자신의 이해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

별노조나 한국·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임금체계 개선의 의지는 사실상 없

다고 보는 편이 맞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의 노조들은 여전히 자신

들만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사회 개혁을 위한 요

구는 주변화 되었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

라는 내부적 특수성으로 형성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제도는 

정치구조와 정치권력의 분포에 영향을 받고, 공식적 제도는 비공식제도

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규제를 고치는데도 이익집

단, 시민단체, 국민의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한국은 규제행정관

료-정치권-이익집단(노조포함)들이 여기저기에 ‘지대추구 철옹성

(rent-seeking iron triangle)’을 단단하게 쌓은 채 규제지대를 줄이거

나 재배분하는 어떤 개혁에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유발된 최근의 경제위기는 재벌과 관료들(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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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역설적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 

기존의 제도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제도나 질서가 나타날 기회의 창이 열

린다는 것인데, 한국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에게도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절 결론

한국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아래 사회정책도 그 제약 하에서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말 사회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보다

는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정책이 활용되었던 것

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자 보호도 산업화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보호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결국 노동시장의 안전성제고와 노동시장 내 격차 축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성장과 사회통

합을 동시에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경제성장률

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실업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아울러 기업별 임

금교섭보다는 산업별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호제도와 중

앙 집중적 단체교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노동이론은 

많다. 하지만 이런 이론이 적용 가능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1) 선진적 평생

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 2) 산업수준의 임금교섭에서의 합의

에 의한 임금절제가 이루어지고 산업수준에서 조정된 노사관계가 임금부

상을 막아준다는 점, 3) 실업급여 재원이 지급급여세가 아니라 정부의 일

반회계라는 점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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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편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높이

는 적극적인 교육훈련제도와 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

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는 한국경제에서 노동시장제도 구축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는 실업보호제도와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동시강화가 이러한 제도 설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노동시장에 요구되고 있는 정책들은 대략 다음

과 같이; 1. 연대임금, 2.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실업급여의 

확보, 3. 생산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산업정책의 전환, 4. 근

로기준법 전면 적용, 5.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 6.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시장 전방 확립(직무급제), 7. 최저임금 실효성 

확대, 8. 노동조합의 사회적 연대성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는 비단 이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어져오던 문제점이었는데 여전히 정부가 내놓는 방안들은 

‘혁신’적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면에서 행동·제도경제학은 구체성을 지니

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을 대입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론에 대한 근

본적인 인식과 수용이 가능했다. 기존의 신고전학파 이론은 일반성을 표

방하며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을 담는 데는 

근원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해 

행동·제도경제학이 지니는 강점은 무엇보다 ‘구체성’에 있었다.

행동·제도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여러 학문들이 협조하는 학제간 혹은 

융·복합적인 연구계획이다. 사실 경제가 정치나 사회와 분리되기도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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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이 없는 경제나 정치사회와 무관한 경제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

한 연구계획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 합

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으로 구성된 네 가지 대상 중 표준이론은 오로

지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것만을 다루어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를 이와 같이 분리해서 논의하기는 더

욱 힘들었다. 이단적인 접근법들은 대부분 신고전학파의 이념성과 함께

였거나 편협함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행동·제도경제학은 제한된 범위 내

에서나마 인간을 경제사회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은 다른 분야들보다 베블런으로 대표되는 진화경제학 혹은 

제도경제학과 매우 가깝다. 습관이나 타성이 소비를 위시한 경제활동에

서 중요하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또한 행동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내세우

지는 않지만 준거임금 등의 사회적 결정이나 사회적 선호 및 사회적 비교

는 베블런에 근거하고 있다. 기거렌처(G. Gigerenzer)가 지적했듯이 행

동경제학은 심리, 생물, 진화론적인 관점과 결합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며 이점이 본 보고서가 두 이론을 섞어서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정부는 ‘소수의 법칙’편향에 경도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었는

데, 이러한 편향이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소수의 부정적인 효과에 의존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고 

제도의 유예조건도 많이 만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노동

계는 다수 노동자들의 ‘현재편향’과 ‘손실회피’편향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가 연공급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

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시장 제도에 예외나 유예규정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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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준수조건을 더 세분

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독할 수 있다는 ‘과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다.

행동경제학은 실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다시 이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정

책수립에 있어서 필수조건 중 하나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 

또한, 행동경제학은 과거에는 경제학자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

책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정책을 입안할 때 행동경제학적 이

론을 반영해서 소비자의 경제적 유인체계를 심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시

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비자가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점들을 ‘제도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본 

결과, 노동시장 문제의 근원은 발전국가 성장체제에서 형성되어온 경제

구조와 생산체제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대 말 이후 고용과 

보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기업과 사용자들의 영향

력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은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조합이 시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여러 결과를 완

화하는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과 사용자 측

의 의견이 과다 반영되면서 특정부분에 경제력집중이 발생하고 구조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산업과 대·중소기업사이의 경제영역에서 발생하

고 있는 양극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노동시장 관련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점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하면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접근과 병

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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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직접 규제와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수출의 비중을 줄이고자 시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에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더욱더 널리 퍼져있는 것은 신자유

주의적 제안인 ‘탈정치화’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한국의 정치

는 그 신뢰도에 대한 언급은 차치해두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 속에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정치보

다 그 이후의 정치가 조금 더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정치’의 영역은 불신과 부패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정치의 부패한 영향권으로부터 

구출하겠다는 ‘합리성’은 한국의 많은 학자(특히 경제학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제도들도 결국은 다 

‘비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탈정치’는 공

허한 주장일 뿐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신

자유주의를 더욱더 유행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 ‘비합리적인 정치’의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합

리적인 시장’을 거의 윤리의 차원으로 격상되게 만들었으며, 결국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를 ‘신자유주의’의 틀 속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운

영되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만들었다. 이제는 ‘비주류경제학’적 관점에

서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볼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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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보편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서

구 복지국가의 경우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복지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경제발전 과정에서 복지 제도를 잔여적(residual)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

로써 오늘날 중첩적인 사회위험에 대응하여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다시 말해, 실업, 노령, 질병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

적 위험이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탈산업화에 따른 비표준적 고용의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및 불안정성의 증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에 따른 

양육과 돌봄의 확대 요구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정규직 남성 부양

자(male-breadwinner)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대기업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

험 중심의 소득보장제도가 초래한 광범위한 제도적 사각지대, 내부자-외

부자 혹은 계층화 문제, 저부담-저급여에 따른 포괄성 결여와 같은 제도

적 유산을 보완하고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영수, 2020).

복지체제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적 재생산을 이룩하

고, 이러한 생산체제가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완화하며, 생산체제의 변화

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윤홍식, 2020). 따라서 복지체제는 생산체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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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구조, 사회적 맥락이라는 세 요소와 이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총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화는 재

벌 대기업의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라고 할 수 있

다(윤홍식, 2019b). 이러한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창출되었고,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생산직 노동자

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화(내부자-외부자)와 분절성이 강

화되었다. 더욱이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내부노동시장마저 축

소되고 외부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분절성과 신

자유주의적 측면에서의 유연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모순적인 상태에 직면

해있다. 이와 더불어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체

제의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

며, 불안정 노동자(프리카리아트, precariat)와 긱 경제(gig economy) 

하에서의 비전형적 노동자의 증가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한국의 복지체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양육과 돌봄의 문제, 정규직과 같은 안

정적인 일자로 감소로 인한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

적 위험의 등장은 남성 부양 노동자 중심의 전형적(typical) 욕구에 기반

을 둔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침식하고 있다(이

영수, 2020).

이러한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의 문제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와 더

불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분의 1 정도의 응답자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

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고용형태별로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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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급인의 소득 감소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이현주·정은희·김문길·전지

현, 2020).

〔그림 6-1〕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단위: %)

   주: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은 χ2=526.6***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변화 조사

고용보험 가입유무에 따른 소득 감소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65.9%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

으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30% 정도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

한 것에 비교해볼 때 2배가 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다수 의존

도급 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소득 감소의 위험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수준에서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7.1%에 불과하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26.1%, 비전형 근로자는 

29.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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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고용보험 가입 유무별 개인의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단위: %)

   주: χ2=364.3***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변화 조사

이러한 가운데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

어졌다. 특히 현금지원 형태의 제도적 지원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였다.76)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을 통해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다. 중앙정부 수준의 지원 외에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소득지원 정책이 있다. 크게 분류하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서울시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

하인 가구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형태며, 후자의 경

우 경기도와 같이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다. 

이와 같은 소득지원 대책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학

76)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민생지원안내. https://www.moef.go.kr/sns

/2020/emgncEcnmyMtg.do?category1=infograp&type=02#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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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복지국가 

황금기(혹은 자본주의 황금기)의 완전고용 달성이 더 이상 어려워졌기 때

문에 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스템(특히 사회보

험에 기반한 복지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

한 일종의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

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의 복지시스템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통해 

근로와 급여 간의 연계를 단절시킴으로써 노동으로부터 인간의 소외 문

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적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파적 

관점에서도 기존의 복지시스템에서 필요한 관료 비용을 없애고 복지 수

급자의 자유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복지혜택을 현

금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주장하는 입장은 기존의 고용보험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는 노

동자를 타겟으로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코로나 19 발생 이후 소득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영세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

자 등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대신에 고용보험의 대상을 취업

자 기반으로 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주장이

다.77) 여기서 취업자는 금전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최소한 한 시간 이상 

노동을 한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실업이나 질병,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

람이나 낮은 사람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

77) 전혜원. (2020.7.9.). ‘전 국민 고용보험’이 보여줄 강고한 연대. 시사인. https://www.sisain.

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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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든다면 일종의 보험에 대한 재원(resource)으

로서 큰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

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분산(risk pooling) 역할을 함으로써 위험에 실제

로 직면한 누구든지 이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기반 고용보

험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측

면에서 고용보험 확대의 정당성을 피력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

면 고용과 실업 상태를 빈번하게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노동시장에 편입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기업들도 혁신이 가능해진다.78) 이러한 측면에서 새

로운 방식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확대는 보편적 소등보장체계의 구축이라는 측

면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 또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계속 증

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합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기본소

득의 경우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예산의 확보다. 양재진(2020)

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전 국민 약 5,097만 명을 대상으로 매달 50

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현금형 금여액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부조 프로그램(17조 원)

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복지예산인 113조 원의 2.54배에 달하는 규모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

칙을 고수한다면 재정확보의 문제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재

78) 장지연. (2020.6.4.).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선택

은? 피렌체의 식탁. https://firenzedt.com/?p=71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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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

한다면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

렵다. 

고용보험의 확대에 대한 비판으로는 고용주 역할에 대한 확정의 문제

가 있다.79) 기존의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주 역할을 할 주체가 필요하다. 

이 주체는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 상태에 있음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특수고

용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도입이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

고, 이에 대해 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과 교원 등과 같은 특수직역을 모두 포괄해야 고용보험의 보편성이 확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향후 직면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위험

을 분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의 측

면에서 이들을 고용보험 시스템 내부로 포섭할 수 있는 유인을 적절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보편적인 고용보험 시스템 참여의 유인이 매

우 낮게 되고 사회적 위험의 공유(risk pooling)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

사회 구조적인 변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9) 전혜원. (2020.7.9.). ‘전 국민 고용보험’이 보여줄 강고한 연대. 시사인. https://www.

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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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소득

보장체계의 보편성 확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또한 1절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도입과 고용보험의 확대와 같이 코

로나 19 이후 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적 대안들이 가지고 있

는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보편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형성 및 발전

  1.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의 공적사회지출 수

준을 알아보면 〔그림 6-3〕과 같이 1990년대보다는 규모가 커지는 추세

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의 OECD 평균은 20.1%이며, 가장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프랑스(31.2%), 벨기에(28.9%), 핀란드

(28.7%), 덴마크(28%) 순이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11.1%로, 멕시코

(7.5%), 칠레(10.9%)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공적, 사적 지출과 소

득세 사회보장기금과 같은 직접제, 간접세를 모두 포함한 순 사회지출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이 GDP 대비 20.9%이지만 한국은 약 13%에 머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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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규모
(단위: %)

자료: OECD. (2020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Retreived from http://www.oecd.or

g/social/expenditure.htm 2020.12.14. 

이러한 낮은 사회지출은 낮은 복지재정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6-4〕와 같이 GDP 대비 국민부담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약 

34% 정도이며, 프랑스가 46.1%로 가장 국민부담률이 높다. 그다음으로는 

덴마크(44.9%), 벨기에(44.8%), 스웨덴(43.9%) 순이다. 반면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 GDP 대비 28.4%로 미국(24.3%), 터키(24.4%), 스위스(27.9%)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약 6% p 정도 낮다. 따라서 한국

의 복지시스템은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편

적인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낮은 부담률과 지출수준

을 모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의 정치적 합의과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 구축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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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OECD 국가별 GDP 대비 국민부담률
(단위: %)

자료: OECD. (2020b). Revenue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data.oecd.org/tax/tax-

revenue.htm 2020.12.14. 

다음으로 세부 항목별 사회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6-5〕와 같다. 

사민주의 레짐국가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총 사회지출 규모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한 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인

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모두 높은 편이다. 반면,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과 같은 보수주의 레짐국가의 경우 사민주의 레

짐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지출을 하고 있지만, 고령인구에 대한 현

금지출과 고령인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

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 레

짐 분류에서는 보수주의 레짐에 속했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독자적인 복

지레짐으로 분류된 남유럽 복지국가들(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

갈)은 보수주의 레짐 국가들과 비슷한 사회지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령인구에 대한 지출의존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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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OECD 국가별 GDP 대비 세부 항목별 공적사회지출 규모
(단위: %)

자료: OECD. (2020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Retreived from http://www.oecd.or

g/social/expenditure.htm 2020.12.14. 

한편 자유주의 레짐 국가인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은 복지지출 규모 

자체가 다른 복지레짐 국가들에 비해 낮으며, 보수주의 레짐과 남유럽 국

가들과 유사하게 고령인구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지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1.2%만이 노동인구에 대한 현금지원에 지

출하고 있으며, GDP 대비 3% 정도를 고령인구에 대한 현금지원인 연금

에 대해 지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도 GDP 대비 1.7%만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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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구에 대한 지출이며, GDP 대비 4.3%를 보건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

다. 다시 말해, GDP 대비 약 3% 정도만 노동인구에 대한 사회지출에 투

자하고 있다. 

〔그림 6-6〕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10억원)

자료: 고경환, 장영식, 이기호, 강지원, 김솔휘, 정영애. (2015).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저자 재산출.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6-6〕과 같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험 지출이 절대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 사회복

지지출인 174조 원 중 사회보험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약 55%를 차지하

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의 확장이 진행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역진적 선별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효과

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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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지위 및 사회보험

자료: 통계청. 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제로 〔그림 6-7〕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지위와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평균근속기간을 살펴보면 정

규직의 경우 2004년에 69개월에서 2019년에 94개월로 약 36%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4년에 24개월에서 2019년에 29개월로 여전

히 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2004년

에 약 176만 원에서 2019년에 316만 원으로 약 80% 증가한 반면, 비정

규직은 2004년에 115만 원에서 2019년에 172만 원으로 약 50% 정도 

증가했다. 물론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의 증가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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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수치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9년을 기준으

로 약 1.8배에 달한다. 다시 말해, 정규직의 소득수준이 비정규직의 약 2

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을 살펴보

면,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정규직의 87.5%가 국민연

금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약 38%에 머무르고 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정규직은 국민연금가입률

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약 15년간 거의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후준비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격차가 상당히 크며, 향후 비정규직 인구의 노인빈곤 문제가 현재보

다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건강

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9년을 기준으로 약 91.5%가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48% 만이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15년 동안 정규직은 가입률이 꾸

준하게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5년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다. 따

라서 질병에 걸렸을 때 떠안게 되는 부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가입률을 살펴

보면 정규직의 경우 2004년에 61%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2019년

에는 87%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4년에 36% 

정도가 가입했으며, 2019년에는 약 45%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2019년

을 기준으로 할 때 고용보험가입률의 차이는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2

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갑작스러운 실

업상태에 대비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대한 보조와 재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

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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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와 같은 국가적 수준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인 측면의 소득보장

을 받기 어렵다. 

〔그림 6-8〕 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2017)
(단위: %)

자료: 통계청. 2017.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저자 재산출.

실제로 〔그림 6-8〕과 같이 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이 10% 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10명 중 1명만이 사회보험을 통

한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월소득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인 집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58.2% 정도이고, 건강보험과 고

용보험은 가입률이 약 65% 정도이다. 물론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집단

보다 가입률이 높긴 하지만 10명 중 약 6명만이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집단

과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90%가 넘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

게 필요한 집단보다 시장소득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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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사회보험의 

역진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표 6-1>과 같이 비정규직 근

로자 내부에서도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80) 한시적 근로자의 사회보

험 가입률은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높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비기간제 근로자보다 건강보험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근소하게 높

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약 20%에 불과하며 건강보

험 가입률은 26.7%, 고용보험 가입률은 26.1%다. 다시 말해 시간제 근로

자 10명 중 약 2명만이 사회보험에 가입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19.1%, 건강보험 가입률이 32.3%, 고

용보험 가입률이 29%로 시간제 근로자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

이 근소하게 높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

음을 알 수 있다. 

80)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

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을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

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시

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

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

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

자 ”를 의미한다(통계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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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3)

< 임금근로자 > 69.5 75.7 70.9 

◦ 정 규 직 87.5 91.5 87.2 

◦ 비정규직 37.9 48.0 44.9 

   -  한 시 적 49.0 61.7 57.1 

    ․ 기 간 제 49.0 63.1 57.6 

    ․ 비기간제 49.1 56.3 55.0 

   -  시 간 제 19.8 26.7 26.1 

   -  비 전 형 19.1 32.3 29.0 

   주: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표 6-2>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국민연

금 적용대상자는 취업자 중 실업자 83만 2천명을 제외한 2,052만 6천 명

이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 연금 가입자를 제외하면 장기

체납자가 140만 2천 명이며, 18-59세 총 인구의 2.18%에 해당한다. 비

가입 추정자는 352만 9천 명으로 18-59세 총 인구의 10.76%에 해당한

다. 다시 말해, 노동인구(18~59세) 중  약 490만 명(백분율로는 13%)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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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국민연금 사각지대 추정

18~59세 총인구 32,807천 명

비경제활

동 인구

9,842천 

명

경제활동인구 22,965천 명

실업자

832천 명

취업자 22,133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526천 명

특수직연금 

가입자 

1,607천 명
비가입자(추정)

3,529천 명

국민연금 가입자 16,997천 명

장기체납자

1,402천 명

보험료 납부자

15,955천 명

30.00% 2.54% 10.76% 2.18% 48.63% 4.90%

자료: 이영수. (2020).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p.226 <그림 5-5>.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추정한 수치는 <표 6-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 2천 562만 명 중 실업자 76만 명을 제외한 2,486만 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다. 그중에서 제도적 사각지대 혹은 적용의 사각지

대에 있는 노동자는 비임금 근로자 716만 명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

자 266만 명인 982만 명이다. 이는 15세 이상 총인구 중 33.2%에 해당

한다. 또한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412만 명으로 고

용보험 적용대상자 중 27.7%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15세 이상 총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는 1,394만 명으로 근로자의 약 56%

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사각지

대에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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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15세 이상 총인구 4,166만 명(100%)

비경제 

활동인구

1,604만 

명

(38.5%)

경제활동인구 2,562만 명(61.5%)

실업자 

76만 

명(1.8%)

취업자 2,486만 명(59.7%)

비임금 

근로자

716만 명

(17.1%)

임금근로자 1,773만 명(42.6%)

적용 제외

266만 명

〔16.1%〕

적용대상

1,487만 

명

〔83.9%〕

실제 

가입자

1,076만 

명

<72.3%>

미가입자

412만 명

<27.7%>

공식적으로 제외
제도적 사각지대

(적용의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제 

사각지대

   주: ( )안은 15세 인구 대비 비중,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안은 임금근로자의 적용 대상 

대비 비중

자료: 이영수. (2020).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p.227 <그림 5-6>.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정규직과 고

소득 집단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시켜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비정규직과 저소득 집단은 이러한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편적 소

득보장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적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

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적 설계의 재구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2.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역사적 기원

가. 국가주도 발전전략에 따른 선별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분절적인 구조는 단기간에 형성된 게 아니라 경

제발전 단계의 누적적인 결과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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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혹은 비전형적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공적인 소득보장체

계로부터 배제된 한국의 복지체제의 기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주도 

발전전략에 근거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의 유휴노동

력을 끌어모아 노동집약적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경공

업의 경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가 갈수록 강화되

었고 클라이언트들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요구사항과 빠듯한 배송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Yang, 2017). 1960년대에 걸쳐 실질임금 상승

률은 연간 3.4%에 머무른 반면, 연간 생산성 상승률은 12.6%에 달했다. 

근로 여건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산업 재해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했

다. 1970년대 들어 경제발전의 방향을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화로 결

정하고 철강, 전자, 석유화학, 조선, 기계, 비철금속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Haggard & Moon, 1993). 중화학공업은 당시 세계시장에서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직면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발

전의 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삼성, 

현대, LG, SK 등과 같은 재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

(Yang, 2017, p.74). 또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 노

동자의 급격한 팽창을 야기했다. 1963년에 41만 7천 명에서 1980년에 

250만 명으로 약 6배가량 증가했다. 상위 30개 재벌은 1980년대 총 고

용의 22.4%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고용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이러한 중화학 공업 분야의 고용 창출 대부분은 숙련직 남성노동자들

이 차지했다.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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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숙련 여성노동자들에 의존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되는 산업과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숙련도의 수준이 

높은 남성노동력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가의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

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다(윤홍식, 2019b). 이는 유럽에서 상대적으

로 산업화가 늦게 진행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당시 급격하게 세력이 

확대되는 철강산업 중심의 대공장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사회적 위

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재로서 사회보험의 도입을 추진했던 과정과 상

당히 유사하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적 저항을 불식시키고 지

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 남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는 역진적인 선별주의가 시작되었다(윤

홍식, 2019b, pp.383-384). 이러한 선별적인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1977년부터 시행된 의료보

험의 대상자는 대기업(500인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1978년 당시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의 2.2%에 불과했으며, 이후 

적용대상이 확대된 집단도 공무원과 교원과 같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인 중화

학 공업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

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권위주의 개발국가와 자본가 세력에 

순응하는 노동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하였다.81)

한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정책의 

81) 하지만 제조업 분야의 임금 억제는 여전히 강하게 작동했다. 예컨대, 1973년에 10~29

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의 66.8%

였으며, 1980년에 이르면 89.8%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당시 재벌들이 기업 내의 

복지와 고임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숙련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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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었다. 따라

서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이 상대적으로 빨리 도입되었다. 실제로 사

회보험의 도입시기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험은 1964년에 도입되었으며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었다. 반면 국민연금제도는 1988

년에 도입되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995년에 되어서야 도입되었

다. 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사업의 성격과 목표가 분명하

고 수혜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보험

의 기금이 고용주의 재정책임을 통해 마련되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 없이 

빠른 시기에 도입될 수 있었다(우명숙, 2008). 반면에, 고령화의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지연되었으며, 노동자

의 근로의욕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가장 늦게 도입

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체계의 확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분절된 노동시장의 심화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대기업에 자

주적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국가

와 자본가 집단과 부딪쳤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심화된 노동시장의 분

절화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과 연공임금체계를 특징으로 한다(윤홍식·김

종진·김지선, 2019). 또한 기업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작동원

리가 달라져, 내부노동시장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되었지만, 외부노동시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되었다(정이환, 2013). 

이 시기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연공임금체계가 대기업 사무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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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넘어서 생산직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연공임금체계

는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서구 복

지국가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19c). 다시 말해, 나이가 듦에 따라 

결혼, 출산, 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부양과 돌봄 책임과 같은 중요한 이벤

트에 직면하게 되고, 체계적인 소득보장체계와 사회서비스제도가 갖추어

져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 연령 혹은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도 높아

지는 연공임금체계를 통해 공적인 사회보장체계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역

할을 하였다. 

만약 조정시장경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사례처럼 고숙련 노동자

들의 기술 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숙련 기간 동안 노동

자들에게 관대하고 폭넓은 사회보호를 제공하고 고숙련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및 사회보호를 제공

했다면(Estevez-Ave et al., 2001), 숙련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

럽게 사회보험의 보편성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내부노동시장

과 연공임금체계가 노동자의 숙련 수준 향상과 무관하다면, 기업 입장에

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제가 아닌 비용을 상승시키는 기제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동화 혹은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제외

한 노동자들의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윤홍식, 2019c).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해온 재벌이 재생산할 노동력이 제한적이며, 소득보장체계로서 

사회보험 역시 한정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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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이중화의 고착화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맞교환

되었다. 특히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의 

고용체제 개편이 이루어졌다(정이환, 2013). 1987년 이후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재벌 대기업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고용규모를 줄이기 위해 권고사직 혹은 명예퇴직, 조기 은퇴와 같은 노동

시장 이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공장 자동화의 확대, 노동

의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의 증대와 같이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고용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실제로 〔그림 6-9〕와 

같이 2019년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노동자 1만 명당 로봇밀도를 살펴

보면 싱가포르(918대)에 이어 855대로 세계 2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

준의 공장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9〕 제조업에서의 로봇밀도(2019)

자료: World Robotics Report. 2020. https://topforeignstocks.com/2020/10/20/robot-d

ensity-in-the-manufacturing-industry-by-country-2019/에서 2020.12.1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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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temporary employment)의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그

림 6-10〕과 같이 2004년에 OECD 평균이 11.6% 정도인 반면 한국은 

25.8%로 약 2배 정도 높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도 OECD  평균이

11.8%로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한국의 경우 2016년에 소폭 

하락했지만 2019년에 다시 24.4%까지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0〕 기간제 노동자(temporary employment)의 비율

자료: OECD Database. (2020c). temporary employment. Retrieved from https://data.oe

cd.org/emp/temporary-employment.htm 2020.12.14. 인출. 저자 재산출

1998년부터 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파견회사가 설립되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한층 심화되었다. 파견회사는 근로자를 최대 2년 

간 회사에 파견을 보낼 수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의 일시적 공백을 메우

기 위해 파견직 노동자들이 투입되었다. 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파견회사의 수는 800개가 넘었다(Yang, 2017). 이와 더불어 

대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고용수준과 노동비용으로 초래되는 비

용상승에 대응하여 채용규모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림 

6-11〕과 같이 199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 종사규모별 종사자 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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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1~9인 사업장의 경우 1993년에 약 477만 명에서 2016년에 약 

861만 명으로 382만 명가량 증가했다. 백분율로는 80%의 증가율이다. 

10~49인 사업장의 경우 1993년에 265만 명에서 2016년에 520만 명으

로 약 255만 명 증가했다. 백분율로는 96%의 증가율이다. 50~299인 사

업장의 경우 1993년에 225만 명에서 2016년에 440만 명으로 약 215만 

명 증가했다. 백분율로는 96%의 증가율이다. 300~999인 사업장의 경우 

1993년에 105만 명에서 2016년에 165만 명으로 60만 명 정도 증가했

다. 백분율로는 57%의 증가율이다. 마지막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993년에 152만 명에서 2016년에 140만 명으로 12만 명가량 감

소했다. 백분율로는 약 8%의 감소율이다. 전체 고용이 1993년과 2016

년 사이에 74%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300인 이하의 사업장

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공적 사회보

장체계의 혜택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오히

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기업

에서의 고용감소는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에 비

해 고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로 대표되는 정규직 고용의 감소를 의미한

다(Y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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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1993~2016)

자료: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

Id=DT_1K52B03 에서 2020.12.14. 인출하여 저자 재산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착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서의 고용의 질 격차 심화를 의미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

별 기간제 노동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사

업장에서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46.2%가 근무하고 있었다. 10~29인 사

업장의 경우에도 21%의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한 반면, 30~99인 사업장

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각 16.8%와 16%에 불과했다. 즉,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84%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Grubb, Lee, & Tergeist, 2007, p.23).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배에 달한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용의 질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기업의 규모와 노조

가입 유무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4>와 같이 정

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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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7.5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

규직 전체 노동자의 86.3에 해당하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151.6으

로 약 1.5배에 달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

라 임금 수준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중

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65.1이

고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114.1이다. 다시 말해,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보다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

금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조가입 유무에 따른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살펴보더라도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

규직 전체 노동자 평균의 1.3배 높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정규직 노

동자는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93.7로 근소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비정

규직의 경우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보다 

오히려 시간당 임금이 높은 반면(102.7),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전체 평균에 68.9 정도에 불과했다(Grubb, 

Lee, & Tergeist, 2007, p.25).

<표 6-4> 기업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및 고용유형별 노조가입 여부

(2005년 8월 기준)                            

(단위: 원)

전체
기업 규모 노조 가입 여부

중소기업 대기업 아니오 예

정규직 
9,263

(100%)

7,994

(86.3%)

14,046

(151.6%)

8,679

(93.7%)

12,351

(133.3%)

비정규직
6,256

(67.5%)

6,032

(65.1%)

10,572

(114.1%)

6,382

(68.9%)

9,512

(102.7%)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을 의미하며, 대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의미함

자료: Grubb, Lee, & Tergeist. (2007).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p.25. 

<Tab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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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성은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가입 유무를 결합한 결합노

동시장지위에 따른 실질임금 추이의 변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나

고 있다 이철승(2017, pp.118-120)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결합노동시장 지위별 월평균 실질임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

로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6-12〕와 같이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유노조-비

정규직 노동자는 하층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46.2%에 

해당한다. 이 두 집단은 지난 12년간 실질임금이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

기업-유노조-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의 경우 200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간층에 근접했으나, 2009년 경제위기 이후 하층으로 한 단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증간층에 위치한 세 집단은 중소기업-무노조-정

규직, 대기업-무노조-비정규직, 대기업-유노조-비정규직이다. 특히 대기

업-유노조-비정규직 집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층에서 중간층으로 

지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

무노조-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꾸준하게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상층에 속하는 집단은 대기업-유노조-정규직, 

중소기업-유노조-정규직, 대기업-무노조-정규직 노동자다. 물론 기업규

모의 차이에 따른(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

만, 상층 집단과 나머지 집단과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대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지

위에 따른 임금격차나 노동조합 가입유무에 따른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

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 간의 격차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실질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

정규직이라는 고용지위, 그리고 노조가입 유무와 같은 집단행동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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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1997년과 2009년의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벌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과 고용안

정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임금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6-12〕 결합노동시장 지위별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2004~2015년)

자료: 이철승(2017). 결합노동시장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2004-2015년). p.119.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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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이중화 혹은 분절된 노동시장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진

행되고 있으며, 소득과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연공임금체계는 

노동자의 숙련 향상을 배제한 체 자동화, 아웃소싱, 비정규직 근로자 고

용의 확대와 같은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공적 사회보장체계의 역진적 선별성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포

괄 범위는 넓어졌지만, 상당한 규모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채워지지 않

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적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홍식(2019c, p.605)은 사회보장체계

로부터 상이한 혜택을 받고 있는 세 집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바탕으로 사적 자산을 축적해 

사적으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적 사회보험이 이를 

보완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주로 대규모 정규직 노동자와 전문직에 종사

하는 중간계급이다. 두 번째 집단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로 사회위

험의 대부분을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계층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과 소득으로 사적 자산을 축적

할 수 없고 공적 사회보험의 대상에서도 배제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자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공적 사회보장체계의 분절화된 구조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19 이

후 그 취약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적인 사회안전망

의 범위에서 벗어난 집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

원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

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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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분절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이로 인한 역진적 사

회보장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혹은 소득보장체

계의 구축을 위한 다차원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제3절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

  1. 기본소득의 도입

가. 기본소득의 정의 및 적용 사례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정의가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정의하는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조사(means-test) 혹은 근로조건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현

금의 형태로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82) BIEN은 기본소득의 5가지 

특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혜택을 지급하는 게 아니

라 정기적으로(Periodic) 지급한다. 둘째, 음식이나 서비스와 같은 현물

이나 사용 용도가 제한적인 바우쳐(Boucher)가 아니라 현금 급여(Cash 

payment)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82) BIEN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about-basic-incom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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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가구가 아닌 개인(Individual)에게 지급한다. 넷째,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Universal)으로 지급한다. 다섯째, 근로조

건 혹은 근로의지의 증명과 같은 전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

(Unconditional)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상품화(commodification)를 넘어 개인들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발전

시키고 사회, 문화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제

공되는 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과 여기에는 미달되어 충분한 

수준의 관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하는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이다(양재진, 2018). 한편,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으

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Van 

Parijs(1995)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공유된 부(wealth)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배당이라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게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부의 수준은 그 사회

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고, 기본소

득을 제공하는 주체의 재정적인 역량에 따라서도 지급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83)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기본소득 논의

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Van Parijs(1995)에 따르

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라는 개념을 통해, 

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본소득의 수준으로는 평균소득의 50% 혹은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의 30%와 같은 상대적 빈곤선 등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교성·백승호·

서정희·이승윤, 2018). 한편 Van Parijis와 Vanderborght, 2017)는 지속가능성과 향

후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기본소득 지급액으

로 1인당 GDP의 25% 정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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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실현과 분배정의의 달성이 양립 불가능한 과제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볼평등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이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자유

를 제약하는 게 필연적이라는 평등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그는 사회정의란 “스스로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상태”라고 정의한다(Ackerman et 

al., 2006, p.39).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수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극대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교성 외, 2018). 결과적으로 Van Parijs(1995)

가 의미하는 자유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혹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반면에 

일을 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접근도 있다. 대표적으로 Milton Friedman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복

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해 초래되는 막대

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수급자 개인의 자유도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보

장급여(guaranteed income)의 형태로 현금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1978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에 연간 3,600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양재진, 2018). 또한 근

로의욕이 감퇴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소득세율(negative in-

come tax) 50%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소득이 7,200달러가 될 때

까지는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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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탈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복지

국가 황금기 시기에 정착된 서구의 복지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

은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과 같은 전통

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의료보험, 노령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제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때, 각

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원(resource)은 주로 가입자가 노동시장 내부에 있

을 때 정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였다. 따라서 일부 보험제도는 기여에 비

례하여 보장되는 급여의 수준도 높았다. 만약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

에는 정부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적부조 형태의 소

득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본격화되고 경

제적 자유화와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완전고용과 안정적인 고용 보장

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근간을 둔 소득보장체계는 위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양재진, 2018).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프레카

리아트(precariat)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Standing, 2013), 플랫

폼 경제의 등장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 gig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생애주기에 걸친 안정적인 고용을 바

탕으로 사회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

보험제도에 근거한 공적사회보장체계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맥

락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 근로빈곤층의 증가, 장기실업자

의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는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대안적인 사회

보장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현실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한 사례들이 최근에 있다. 우선 핀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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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5세부터 58세 사이의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약 73만 원)를 자산조사 없이 무조건적

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1차 실험결과에 따르면 기본

소득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본소득과 재취업 여부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의 연간 고용일은 

49.64일이었는데, 기본소득을 수령하지 않은 대조군은 49.25일로 큰 차이

가 없었다. 한편 2년차 실험결과는 2020년 5월에 발표되었다.84)

〔그림 6-1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자료: 핀란드 사회보험국. https://www.kela.fi/web/en/news-archive/-/asset_publisher/l

N08GY2nIrZo/content/results-of-the-basic-income-experiment-small-employ

ment-effects-better-perceived-economic-security-and-mental-wellbeing 에서 2

020.12.14. 인출

84) https://www.kela.fi/web/en/news-archive/-/asset_publisher/lN08GY2nIrZo/co

ntent/results-of-the-basic-income-experiment-small-employment-effects-bet

ter-perceived-economic-security-and-mental-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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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과 같이 2017년 11월과 2018년 10월 사이에 연간 고용

일은 기본소득 수령 집단이 78일이었고, 그렇지 않은 대조군이 73일로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이 5일 정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결과는 

핀란드에서 실행된 활성화 정책(activa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

석도 있다. 실험 1년차에는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다가 2년차에는 

실업혜택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본소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기대보다 높은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러나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현재 가구소

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더 높아 재정적 스트레스가 더 적었

다. 또한 우울감의 수준도 대조군에 비해 10% p 정도 낮았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는 기본소

득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6년에 성남시에

서 추진한 ‘청년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성남에 살고 있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2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하였다. 

성남시가 추진한 청년배당은 엄밀히 말하면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 대상자가 근로 연령층인 청년이지만 노동시장 참여 여부나 자

산조사와 같은 전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무조건성의 원칙을 그대

로 따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김교성 외, 2018). 물론 노동 혹은 소

득활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

니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지는 등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청년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김교성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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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이후 소득지원 정책으로서 재난기본소득

서론에서 언급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지방자치

단체 역시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을 지니는 소득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표 6-5>와 같이 각 지자체가 추진한 소득지원 정책의 명칭은 다양하다. 

예컨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계비,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 제주시의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소득 등이다. 노대

명(2020, pp.74-75)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을 지원의 단

위, 범위, 금액, 방식, 횟수, 그리고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공통적으로 지원 횟수가 1회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준들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혹은 소상공인이나 실업자에게만 초점을 맞추

는 선별적 접근이 있는 반면, 모든 시민 혹은 군민, 구민, 도민을 대상으

로 하는 보편적 접근도 있다. 지원단위 역시 개인과 가구가 혼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지원 금액 역시 편차가 존재하는데, 5만 원부터 90만 원

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원 방식의 경우에도 지역화폐, 상품권/선불

카드,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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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이후 소득지원정책 비교

자치단체 정책명칭
지원

단위

지원

범위
선정기준

지원금액

(만원)
지원방식

지원

횟수

<표적화된 지원 대책>

서울시 재난긴급생계비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50
상품권/

선불카드
1회

부산시 긴급민생지원금
가구

개인
선별적

-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 소상공인·자영업자

50~59

100

지역화폐

현금
1회

대구시 재난긴급생계비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0~90 선불카드 1회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50
지역화폐/

상품권
1회

광주시
3대 가계긴급

생계비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100 상생카드 1회

제주시
긴급재난생활

지원금
개인 선별적 - 실직자, 일용근로자 50-100 - 1회

세종시 긴급재난생계비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화폐 1회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개인 선별적 - 소상공인·실업자·청년 구직자 40 상품권 1회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

자금
가구 선별적 - 소상공인, 취약계층 - - 1회

충청북도 긴급재난생활비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60
지역화폐/

상품권
1회

전라남도 재난기본소득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50 상품권 1회

전라북도 긴급지원금 시설 선별적 - 학원 등 시설 13,064개소 70 현금 1회

경상남도 긴급재난소득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50 선불카드 1회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가구 선별적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50~80 선불카드 1회

전북 

전주시

전주형재난

기본소득
가구 선별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52.7 체크카드 1회

<보편적 지원 대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개인

가구

보편적

선별적

- 모든 도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0

50

지역화폐

지역화폐
1회

경기도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개인 보편적 - 모든 시민 10 지역화폐 1회

경기도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개인 보편적 - 모든 시민 40 -

강원도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개인 보편적 - 모든 군민 20 지역화폐 1회

강원도 

홍천군
긴급군민지원금 개인 보편적 - 모든 군민 30 상품권 1회

부산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개인 보편적 - 모든 군민 10 현금 1회

부산 

해운대구
재난기본소득 개인 보편적 - 모든 구민 5 - 1회

부산 상구
재난긴급생활지

원금
개인 보편적 - 모든 구민 5 - 1회

울산 주군 재난긴급생활비 개인 보편적 - 모든 군민 10 체크카드 1회

   주: 1) 이 자료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자치단체를 포괄하지 않음.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현금지원이 아닌 대책을 제외함

자료: 노대명(2020).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p.75.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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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정의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제공한 재난기본소

득은 정기성(Periodic)이라는 측면에서 1회 지급에 한정되기 때문에 엄

밀하게 따지면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핀란드의 소득실험과 

성남시의 청년 배당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따르게 되면 완

벽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과도기적 형태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결

과적으로 향후 한국 사회에 적합한 복지국가 모형 혹은 사회보장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유발했다. 기본소득

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분절적 노동시장구조 하에서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

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유종성, 2020). 다만, 기본

소득 지지자들은 현재의 소득수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

소득 지급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체계의 개혁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표 6-6>

과 같이 LAB2050에서 현재 수준에서 명목적인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실

현 가능하다고 제안한 기본소득 30만 원을 전제할 때(LAB2050, 2019), 

실업급여만 받는 현재의 복지시스템 하에서는 약 1,600만 원을 8개월 동

안 받게 된다. 기본소득 30만 원만 받는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년

에 1,8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충분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1인 가

구 기준으로 1년 차에는 1,96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2년차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 더 이상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기본소

득으로 인해서 5년 간 3,4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실업급여만 수

령하는 노동자가 2년 차부터 아무런 소득활동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 6-6>의 가정은 극단적인 예시라고 비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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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당장은 소득보장의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수혜 경험을 통해 복지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복지 혜

택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중산층 이상의 집단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경

험함으로써 복지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0년 5월에 <시사 IN>과 KBS가 공동으로 진행

한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였다.85) 따라서 기본소득이 향후 보편

적인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주춧돌 혹은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표 6-6>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통합 모델 예시
(단위: 만 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총액

실업급여만 받는 현행 모델

1,600 1,600

기본소득(30만 원)만 받는 모델

1인 가구 360 360 360 360 360 1,800

2인 가구 720 720 720 720 720 3,600

3인 가구 1,080 1,080 1,080 1,080 1,080 5,400

4인 가구 1,440 1,440 1,440 1,440 1,440 7,200

(실업급여+기본소득 30만 원) 모델

1인 가구 1,960 360 360 360 360 3,400

2인 가구 2,320 720 720 720 720 5,200

3인 가구 2,680 1,440 1,440 1,440 1,440 8,440

4인 가구 3,040 2,160 2,160 2,160 2,160 11,680

자료: 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p. 28. <표 4-2>

85) 천관율. (2020.6.2.).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의외의 응답편. 시사인. https://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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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완전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바로 이 지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양재진(2020)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당시 5,097만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05조 원의 연간 예산이 

필요하며, 사회부조 방식의 17조 원 가량의 현금형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288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복지예산인 113조 원의 2.54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추진한 기본소득 실험은 선더베이(Tunder Bay), 해밀튼

(Hamilton), 린재이(Linsay), 이렇게 세 지역에 거주하는 18~64세 시민 

중 연소득 3만 4000 캐나다 달러(약 3,000만 원) 이하인 미혼자 혹은 4

만 8000 캐나다 달러(약 4,000만 원)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전자에게

는 최대 1만 7000 캐나다달러(약 1,400만 원), 후자에게는 최대 2만 

4000 캐나다달러(약 2,000만 원)를 지급하였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6,000 캐나다달러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이를 위해 온타리오 주는 약 1

억 5,000만 캐나다달러(1,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3년 동안 실시하

기로 계획을 했다.86)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기본소득 실험은 중단되었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주요 원인이었다. 온타리오주의 기

본소득 실험 실패는 지속가능한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창

출할 수 있는 기본소득 설계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6) 정한결. (2018.8.1.).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실험 중단...“유지 불가능”. 머니투데

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01113649581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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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본소득

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고민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에 영국 바스(Bath) 대학의 정책문제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Research)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관련 서베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소득

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지지는 49%로 반대(26%)보다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영국 사회 내에서의 공감대

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인상과 같은 비용 부

담과 기본소득을 연계해서 질문한 결과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은 

30%, 반대하는 입장은 40%로 지지 정도의 상당한 역전이 발생하고 있

다. 여기에 세금인상과 더불어 예산 제약으로 인한 기존 복지급여 삭감까

지 더해진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22%, 반대는 47%로 반대하는 여

론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양재진, 2020).

<표 6-7>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변화

일반적 
지지/반대 (%)

세금인상
동반 시 (%)

복지급여 삭감 
동반 시 (%)

세금인상과 
복지급여 삭감 
동반 시 (%)

강한 지지 15 6 11 5

지지하는 편 33 23 26 17

중립 19 25 26 23

반대하는 편 16 25 18 25

강한 반대 9 16 13 21

모르겠음 6 5 7 8

총 지지율 49 30 37 22

총 반대율 26 40 30 47

   주: 만 18세에서 75세 성인 1,111명 응답 결과

자료: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p. 60.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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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이 강한 상태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의 순

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소득보장 혹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

다. 이러한 맥락에서 Martinelli(2020)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트릴레

마(trilemma)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비용 통제(affordability), 

욕구의 충족(adequacy),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가정의 충족이다. 기본소

득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는데, 기존의 자산

조사(means test)를 통한 사회적인 지원에 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

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을 가장 취약

한 집단에게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정책효과에 비해 타겟 효율성(혹은 욕

구의 충족)이 높다고 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욕구 충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소득 수준을 높이게 되면 이번

에는 비용 통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기본소득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정

치적인 측면에서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정책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두 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기본소득 대신에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

을 제공하게 된다면 비용 통제와 욕구 충족의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한다는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가정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낙인

효과가 오히려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복지시스

템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본소득 제공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계를 마련해

야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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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성 확대

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구성과 특징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공동화(risk pooling)하여 집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생애주기

에서 발생하는 복지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한다(Van Kersbergen & 

Vis, 2013, p.43).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 예컨대,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게 1/2이라고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실제로 동전던지기를 10번 하면 정확하게 앞면이 5번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만약 시행횟수를 무한대로 늘려나가면 우

리가 기대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인 1/2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례수가 많아질수록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설계한다면 장기간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수명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

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만약 민간시장에 사회보험의 기능을 맡겨

두게 되면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와 같은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험을 추진하게 되면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 경제, 인구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사회적 위험을 전국적인 수

준에서 취합한 후 재분배할 수 있으므로 위험 관리자(Esping-Andersen, 

1999, p.36)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8>은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시기와 주무기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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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서론에서도 서술하였듯이 한국 사회에

서 사회보험의 도입과정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발전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가

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억제를 최대

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지연되었으며, 

고용 상태에서 기여를 해야지만 수급권이 주워지는 선별적인 공적사회보

장체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사회보험 도입 초기부터 중책 수요자의 입

장보다는 기업(특히 재벌)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도입되었다. 이후 분절적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연공임금체계의 

고착화로 인해 선별적이고 역진적인 공적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다. 따

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남성 대기

업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

되었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세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국민연금과 노인요양장기보험의 경우 상당히 최근에 도입

되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실업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증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시 1995년에야 

‘실업’보험이 아닌, 실업상태에 빠진 노동자들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

한다는 의미에서 ‘고용’보험이 도입되었다.

<표 6-8>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제도

구분 도입시기 주무기관 서비스제공기관

국민연금 1988년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198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의원 및 약국

고용보험 1995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주: 건강보험 도입 시기는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 확대, 도입 시기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

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시기는 1977년

자료: 최석현 외. (2017). 한국의 사회보험 쟁점과 전망. p. 18.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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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 사회의 소득보장체계로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사회보험은 현재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

고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낮으며, 제도도

입이 얼마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소득 대체성이 부족

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도입이 되고 운

영된 게 아니라 단순히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운영되면서 최소보장원

칙과 포괄적 급여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제도

의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사각지대와 낮은 보

장수준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증

가로 인해 이들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코로나 19 이후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재정부담의 이유를 들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가장 절실하게 해당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

석현 외, 2017, pp.263-264).

나. 코로나 19 이후 소득보장체계로서 사회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충격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받

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보호로부터 가장 취약한 집단부터 심각한 위기

로 다가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적 소

득보장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지연과 홍민기(2020)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

자를 소위 특고라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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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모든 유형의 실업자를 위한 보편적인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비임금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제도 내로 포섭할 것인지의 문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

자의 경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문제다. 또한 기존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형의 

노동자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제도의 전환을 제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요건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피보험 단위 

기간과 보험료의 기역 방식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지연과 홍민기(2020, pp.81-82)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째, 최소소득 기준의 마련이다. 총소득액은 개인 단위로 추정하며 근로소

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일 사업장이 아닌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

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단시간 일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노동자의 경우 최소소득 기준을 맞추

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존

의 실업부조 제도를 통한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포인트 적

립제도다. 개인 누적 총소득액이 특정 기준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실업급여의 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누적된 포인트

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포인트 적립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실

업급여의 지급률과 지급기간을 포인트로 연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포함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납부 방식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근

로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 분담금을 기존의 원천 징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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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사업주의 경우 이윤에 비례하는 방식인 법

인세와 사업소득세를 바탕으로 기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이윤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의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에 대한 누진성이 강화되고, 고용규모가 적은 자본 집약적 기업에서는 부

담이 늘어나게 되고, 고용규모가 큰 노동집약적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오건호(2020) 역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전국

민 고용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변경

하는 방식이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계약 형태 혹

은 근로시간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에서 배제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도 장지연과 

홍민기(2020)의 주장과 유사하게 사회보험의 가입 기준을 고용 지위에서 

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서는 차이가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

에게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사회보험료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실시간 소득체계’의 구축이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다(오건호, 2020).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납

부하기 때문에 가입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실시간으로 노동자들의 소

득수준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의 단절이나 소득의 급격한 축

소에 대응한 실업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

보험 납부의 주체로서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홍식(2019b) 역시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를 소

득에 기반한 제도로의 재편을 주장하였다. 현재의 안정적 고용관계에 기

반한 보험제도의 구축이 아닌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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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하고, 이들을 모두 사회보험의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식이다. 사회보

장세를 납부하는 범주를 법인소득 임금소득만이 아닌 이윤과 배당과 같

은 금융소득, 자산소득 등의 다양한 원천의 소득으로 넓힘으로써 실질적

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연

대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 사회보험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

코로나 19 이후 등장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사회보험제도 개

편 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유종성(2020)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과정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를 제외

하고 실질적인 실업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

판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

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을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경제 활동인

구로 간주되는 미취업자 집단은 공식적인 의미에서 실업자가 아니다. 유

종성(2020, p.83)은 만약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사례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까지 실업 부조 혜택이 제공된다면, 비

경활인구로 분류된 많은 사람이 구직활동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것이며,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실업률이 대폭 상승할 수 있음을 우려하

고 있다. 〔그림 6-14〕와 같이 201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

에서 약 1/3 정도의 구직자만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덴마크와 

프랑스가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비정형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기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그림 6-14〕에서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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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의 실업보험 수급률은 29.5%, 프랑스는 38.7%로 다른 국가들에 비

해 비약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며, 개혁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

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14〕 OECD 국가별 실험보험 급여 수급률(2016년)

자료: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p. 307. 

<Figure 7.4.>

또 다른 논쟁점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주의 역할을 할 주체가 필요한

데, 전 국민 고용보험의 확대를 시행하게 되면 고용주에 대한 역할 소재

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87).  고용보험료의 원리는 사업주가 고용

보험 분담금을 납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 상태에 있음을 보증하

는 것이다. 예컨대, 불안정 노동자의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담당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

의 경우 일(노무)을 제공받는 사업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고용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 혹은 사업자가 이러한 역할에 대해 저항하거나 기피할 수 있

87) 전혜원. (2020.7.9.). ‘전 국민 고용보험’이 보여줄 강고한 연대. 시사인. https://www.

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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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고용주 역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

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새롭게 보험기

금의 재원(pool)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 혜택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불가피하게 상승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높아 해고될 위험이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

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저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험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

대성에 입각한 합의 구축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4절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복지제도 구축과정에서 중화학 공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중심의 선별적이고 역진적인 형태로 발전해왔다.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연공인금체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세력화

에 성공한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고착화되고 있으며, 조직

화를 이룩하지 못한 대기업 정규직 이외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

대로 내몰리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

는 상태다. 재벌 대기업 역시 노동자의 숙련 향상을 배제한 체 자동화, 아

웃소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확대를 통해 노동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공적 사회보장체계의 역진적 선별성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포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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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졌지만, 상당한 규모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적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많다.

이러한 공적 사회보장체계의 분절화된 구조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

나 19 이후 그 취약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적인 사회안전망의 

범위에서 벗어난 집단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대상도 고용보험 사각지

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

자 등이었다. 이들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 및 매출이 급격하

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었

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분절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이로 인한 

역진적 사회보장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본소득 

도입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이다. 두 

대안은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을 제도 내로 포섭하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부정합을 배경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

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방식에는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확대는 여전

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

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경우 보편

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 지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경우 여전히 보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 기

간과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다. 두 접근방식은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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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의 문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의 확대

는 실업률의 대폭 상승, 고용주 역할에 대한 특정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소등보장체계 구축

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

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추진 방식을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강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이한 접근방식이 존

재한다(이영수, 2020). 우선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하

는 입장은 자영업자 및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연

금 크레딧에 대한 포괄적인 확대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율의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반면,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한국

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봤을 때, 국민연금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세 기반의 기초

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

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

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

민해봐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의 감소, 산업구조 재편과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

안정 노동과 비정형적 노동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재정적 기반이 약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

민해볼 시점이다. 최근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사

회보험료와 조세의 명확한 구분을 허물고 있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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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통해 순수 소득비례 방식인 명목

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방식과 저소득층 노

인을 타깃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보충급여형 연금으로 

재편했다. 프랑스 역시 노동소득(혹은 임금)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료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조세라고 할 수 있는 일반사회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식

을 도입하였다(강신욱 외, 2017).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기존의 선별적 

사회보장체계로서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재정확보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셋째, 소득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보편성이 강한 수당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인

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이영수, 2020).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이 바로 보편적 소득보

장체계의 전달방식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전 국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편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

지만,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급여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정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잠재적 불안

요소가 있다. 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강화를 주장하는 입

장은 소득보장체계로서의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잠재적 선결 과제가 있다. 따

라서 보편성과 선별성 사이에서 정책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이지만, 근본적인 쟁점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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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로 간주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이다. 코로나 19 이

후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로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기본적인 전제

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의 소

득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 모델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로 대표되는 ‘유연안정화(flexicurtity)’ 모델과 일맥상통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

써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이미 높은 수

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제공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저부담-저복지 체계이기 때문에 노동시

장 유연화가 이미 극대화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분절된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연공인금체

계로 인한 대응으로 기업(특히 재벌)이 로봇도입의 확대를 통한 자동화,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등을 통해 노동비용의 절감을 극대화하

고자 하므로 대기업 정규직 이외의 일자리의 노동의 질(혹은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제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과 같은 일자리의 안정성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정형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

덴의 복지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렌-마이드너(Rehn-Meinder)모델

이라고 불리는 경제모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대화하는 대신 동

일노동-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 직종의 경우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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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

cy)을 통해 노동자의 재숙련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였다(Huber and Stephens, 2001). 이러

한 스웨덴식 경제모델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사-정 간의 대표성이 높은 

수준에서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노조

의 조직률이 높고 중앙수준에서 사용자단체와 정부와 교섭할 정도의 정

치적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조직화 유무는 ‘자유화

(liberalization)’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복지국가들의 대응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미국과 영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는 

노사간 합의구조가 약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탈규제(deregulation)

화 진행되었으며, 독일을 대표로 하는 대륙 유럽국가의 경우 핵심 산업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부자들을 보

호하면서 외부자들을 주변화시키는 이중화(dualization)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포괄성과 대표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동부문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유연안정

화(flexicurity)가 진행되었다(Thelen, 2014). 가장 최근의 변화를 살펴

보더라도 경제적 세계화 담론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

한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사용자 단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노조 내부의 결속력(solidarity)이 약화되

면서 기존의 실업혜택을 축소하고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다시 말해, 저임

금 일자리)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활성화(activation) 혹은 근로연

계복지(workfare)가 복지레짐과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다(Fleckenstein 

and Lee, 2016; 양종민, 2017).

한국의 경우에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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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조의 조직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수준에서의 정치적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혹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앙수준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표성을 갖는 조직의 존재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 수준의 협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담론들은 단순히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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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외환

위기를 계기로 기존 제도들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는 등 

중요한 복지개혁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

회적 위기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복지수준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복

지지출 또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국가 성장에 대한 제약과 불평등의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자산기반 복지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복

지국가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백 상태에서 복지국가의 틀

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가 충분히 발달했건 그렇지 않건 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항상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경우도 산업

화 시기 공적 복지의 공백 상태에서 형성된 사적 복지체제가 작동해 왔으

며, 공적 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사적 복지체제 경로로부터 어떻게 복지국

가로 이행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적 복지체제의 주요한 특징을 자산기반 복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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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복지체제가 형성된 맥락을 산업화시기 

개발국가의 전략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조세재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해 본다. 

한국 자산기반 복지체제의 주요 특징은 금융 중심성과 부동산 의존성, 

낮은 조세부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변동과 경제위기 상황에

서는 토건사업이 주로 고용창출의 역할을 맡아 왔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

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는 작은 편이고, 재정이 긴축적

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지출에 상당한 재정적 제약이 가해지는 반면, 

토건사업은 보통 예산 이외의 수단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

한 자산기반 복지체제와 토건사업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서로를 강화시

키면서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체제의 경로가 한국의 복지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형성된 제도

와 관행들이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수입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조세규모가 작고,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어렵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다양한 복지대체수단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형성되다보

니 다양한 복지대체수단들을 축소시키기도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

갈 수 있을까? ‘제도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장에서는 자산기반 복

지체제가 산업화 시기 개발국가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

한다. 개발국가 전략의 제도적 유산이 어떻게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와 

토건국가 현상, 수도권 일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산기반 복지체제로 이

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금융통제에 기반한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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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시스템 측면에서 낮은 조세부담 수준과 함께 재정의 금융화 현상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한국 자산기반 복지체제의 핵심 요소들인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와 토건국가 현상, 그리고 부동산 인질사회를 초래한 핵심 

요인임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자산기반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사회적 조세재정국가의 전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난 20~30여 년 동안 한국의 복지국가 성장은 

텅 빈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도 변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복지국가 확대 과정은 사실상 자산기반 복지체제가 지속되는 가

운데, 그 위에 복지제도들이 중첩되는 방식(policy layering)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이러한 제도 중첩의 과정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

으로써 제도변화의 맥락에서 앞으로의 복지국가 이행 전략을 위한 과제

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개발국가의 제도적 유산

  1. 개발국가 전략

그 동안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가 담당한 역할에 대해

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적 

견해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소위 ‘시장의 논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

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World Bank, 1993). 반면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론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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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국가가 취한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물자를 동원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음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Johnson, 1982; Woo-Cumings, 1999). 

이 글은 경제성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은 아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가 취했던 독특한 전략을 ‘개발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전략이 한국의 복지체제에 어떤 제도적 유산

을 남겼는지 주목한다. 특히 개발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국가의 금융통제

가 재정 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후발국가로

서 세계체계상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적 위치에 있었다. 일본을 비롯한 동

아시아 국가들이 시기와 방법에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서구 국가들을 따

라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캐치업(catch-up)’ 전략을 택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시도했다. 더구나 자본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국가 우위로 재편될 수 있었다. 서구의 산업화는 자본 우

위 혹은 자본과 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

적으로 자본을 통제하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자본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세계체계에 편입해 들어가

게 되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까지 떠맡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서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

에 국가의 역량과 역할 또한 매우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우위의 조건에서 국가는 산업화를 위해 금융 부문을 적극

적으로 통제하고, 자본을 동원·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국가의 

금융통제는 소위 ‘영미형 자본주의’나 ‘라인형 자본주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동아시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형 자본주의’는 잘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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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시피 자본 우위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라인형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조합주의적 시스

템 하에서 국가와 자본, 금융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원배분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Zysman, 

1983; Vitols, 2001). 반면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외환에 대

한 통제나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원배분에 개입할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금융통제가 개발국가의 중요한 특징

으로 간주된다(Woo-Cumings, 1999).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국가의 금융통제가 국가의 재정시스템과 

재정 관행에 미친 영향이다. 금융통제 하에서 국가는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자본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정책금융은 ‘민간자본을 재정자금화’ 하는 효과를 지녔다. 자유주의적 금

융시스템 하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을 활용

하기 어렵고, 그만큼 일반재정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전후 영

국 노동당 정부는 국유화와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재정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Zysman, 

1983).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30~40년대 나치 지배 하에서 국가

가 금융 부분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 수단에 의지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Fujihira, 2000).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는 금융이 국가에 종속되

었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 용

이했는데, 그 결과 국가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재정부담도 상대적으로 완

화될 수 있었다. 

이렇듯 국가의 금융통제는 민간자금의 재정자금화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이 국가의 재정시스템 형성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일단 수입 측면

(revenue side)에서 보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것과 동시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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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징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

세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국가가 정책목표에 맞게 자본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세수입에 대한 의존도 또한 경감될 수 있었다. 반면 민

간자금의 재정자금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금융시스템을 장악하는 한편, 

민간저축률이 매우 중요했다. 금융시스템을 장악하더라도 민간저축률 자

체가 낮다면 동원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민간자금의 재정자금화를 위해 민간저축 동원과 함께 가계저축 장

려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즉 국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의 금융통제는 조세에 대한 의존성보다 저축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결

과를 초래했다(김도균, 2018). 

지출 측면(expenditure side)에 미친 효과도 상당했다.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에 근거해서 재정운용을 하게 될 경우, 재정지출은 일반회계 예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대체로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

는 재정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회의 엄격한 심

사와 의결을 거쳐야 집행될 수 있다. 반면 국가가 조세보다는 정책금융을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기금이나 재정투융자 예

산, 혹은 비예산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국회의 영향력 또한 약해서 행정부의 자유

재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국가 전략이 국가의 재정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개발

국가론이 주로 국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에 관심을 가진 나

머지 간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개발국가 전략이 재정시스템에 미친 영향

이다. 20세기 서구의 복지국가 성장은 20세기 초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격히 확대된 국가의 재정역량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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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확산된 것들이다(Steinmo, 

1993). 또한 전쟁 과정에서 겪었던 급격한 재정팽창으로 인해 국가의 재

정지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심리적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고, 이런 과

정이 있었기에 국가의 복지지출 증가 또한 가능했다. 전후 복지국가는 전

쟁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지출이 원래 상태로 축소되지 않고 단지 용도만 

바꿔서 복지 분야에 지출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Peacock and 

Wiseman, 1961). 

하지만 개발국가 전략은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이러한 경로와는 상당

히 상이한 경로를 열어주었다. 국가가 금융시스템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 또한 달라

질 수 있었고, 이것은 국가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광범

위한 분야에 서구 국가와는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개발 초기의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이 조세와 재정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계저축에 대한 장려가 어떻게 

자산의존적인 복지시스템의 형성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개발국가 전략이 초래한 이러한 경로형성과 제도적 유산이 현

재 한국사회에 어떤 쟁점들을 제기하는지 밝힘으로서 앞으로의 복지국가 

전략에 요구되는 과제들 또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낮은 조세부담과 높은 가계저축률88)

1950년대 극심한 빈곤상태에 처해 있었던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은 초

미의 관심사였다. 경제발전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있었다. ‘빈곤

88) 이 절의 내용은 김도균(2018)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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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순환’ 가설이 말해주듯, 경제발전 초기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본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우선 축적된 자본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 중의 하나는 외국자본에 기대어 경제발

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외자를 통한 경제발전은 19세기 이후 많은 후발국

가들이 활용했던 방법이거니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 막대한 

양의 원조와 차관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외자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대한 원

조정책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원조와 차관 비중이 축소될 예정이었다. 또

한 외자 의존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므로 외자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더라도 외

자 이외에 내자동원 또한 중요한 관심사였다. 

내자동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가 과세를 통해 정부저축을 늘리는 

방법과 민간저축을 동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당시 

한국의 경제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민간 영

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89) 민간저축률

이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민간저축에 의존해서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내자동원을 위한 유력한 방

법은 조세를 통해 정부저축을 늘리고, 이를 경제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조세를 통한 내자동원 방법에는 정치적인 난점이 존재했다. 사

회적 합의와 지지기반이 미흡할 경우 조세는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위험

이 크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50-60년대 수차례의 조세개혁을 통해 경

89) 빈곤의 악순환 가설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축적된 자본이 필요하고, 반

대로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경제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개발국가들이 좀처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1950-60년대 한국이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다. 민간저축을 동원하려고 해도 축적된 자본 자체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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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

면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조세를 통한 내자동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

했다. 

이렇게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조달 방법이 있었지만, 각각

의 방법들이 지닌 한계들 또한 명확했다. 물론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여

러 방법들 중에서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60년대 후

반을 거치면서 군부를 중심으로 경제자립을 위한 시도가 추진되면서 내

자동원의 중요성도 증가한다.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통해 재집권하고, 여

기서 더 나아가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와 함께 정치

적 정당성 부재를 경제성장을 통해 만회하기 위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

하는데, 여기에는 더욱더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외자뿐만 

아니라 내자동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내자동원을 위해서는 민간저축의 동원과 조세동원이 모두 중요한 과제

로 제기된다. 우선 당장에 민간저축률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조세를 통한 일종의 강제저축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제개

발을 위한 조세동원은 1960대 후반, 1970년대 초반 심각한 조세저항과 

조세마찰을 초래한다. 당시 동대문 시장 상인들은 조세저항 차원에서 철

시를 하기도 했고, 또한 조세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조세불복 하는 

사례들도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197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1973년의 석유위기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세금부담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당시 유신체제는 쿠데타로 인한 정당성 상실로 인해 정치적 위기

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불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1974년 1월 긴급조치의 형태로 대폭적인 소득세 감세 조치

가 취해지고, 이러한 조치는 이후 조세정책과 국가의 과세역량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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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당시에는 변변한 소득보장제도 하나 없었

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감면 조치(소득공제를 활용한 감세조치)는 국가의 

복지공백을 메우는 대체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감세 조치가 경

제개발을 위한 조세동원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조세동원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제약에 처하게 되면서 저축동원

을 통한 중화학공업화 추진은 정권 차원에서 사활을 건 목표가 된다. 유

신체제는 정치적 정당성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반

드시 요구되었는데, 내자조달 수단으로서 정부세입을 늘리는 데에도 한

계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저축, 그 중에서도 가계저축의 중요성이 매우 컸

다. 그런데 이미 5·16 쿠데타 이후 국가가 은행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조

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민간저축 동원을 위해서는 민간저축률을 증대시키

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오던 저축장려 운

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당시에는 낮은 실질금리가 저축률 증진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

기 때문에 저축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

다. 대표적인 것이 1976년에 도입된 ‘근로자재산형성지원저축제’(소위 

‘근로자 재형저축’제도)의 도입이다. 근로자 재형저축 제도는 저축에 보

조금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될 정도로 도입 시기가 빨랐다. 당시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아 사실상 저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약했던 상황이기 때

문에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자본조달을 위한 실질적인 저축장려 정책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시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유신체제는 조세 측면에서는 대

폭적인 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융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저축

장려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계의 조세부담률과 가계저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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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1〕은 도시가계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조세

부담률과 가계저축률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가계저축률

은 1960년대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대 초반 가계저축률은 심지어 마이너스에 머물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1970년대 초반에도 가계저축률은 증가하다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하락하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저축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반면 조세측면에서 보면 가계의 조세부담은 1960년대 후반, 1970년

대 초반 빠르게 상승하다가 석유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이후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후반에는 해

외 국가들로부터 정책자문 등을 바탕으로 국세청도 설립하고, 조세개혁

을 추진하는 등 국가의 세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진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국가 세입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

도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저항이나 마찰 같은 정치적 갈등들을 초

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갈등은 1973년 석유위기를 거치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고, 급기야 권위주의 정부가 대폭적인 소득세 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압

력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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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가계저축률과 조세부담률의 변화
(단위: %)

자료: 도시가계조사의 내용을 김도균(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

화.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재인용

1970년대 유신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계의 조세부담이 낮은 수준으

로 유지되고, 가계저축률이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 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내자동원의 중요성과 내자

조달 수단으로서 가계저축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국가가 금

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재정자금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내자동원 수단으로 조세수단보다는 금융수단을 적극 활

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적 조건으로 인해 조세부담은 낮게 유지하

면서도 저축률은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3. 재정의 금융화

개발국가 전략이 국가 재정의 수입 측면에서는 민간자금의 재정자금화

를 초래했다면, 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의 금융화를 초래했다. 국가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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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연구들은 산업화 시기 한국의 GN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한국이 속한 

상위중소득국 평균치보다 무려 10% 포인트 이상 낮으며, 저소득국 평균

치나 중위수보다도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Bahl, Kim and Park, 1986, 

pp.126-127; 곽태원, 1991).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중앙정부 재정규모가 국제적 기준

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 있다기보다는 중앙정부 재정

규모에서 금융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앙정부의 금융활동을 차입과 융자의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표 7-1>은 지출 측면에서 중앙정부 재정규모에서 세출을 뺀 ‘순융

자’의 규모,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중앙정부 재정규모에서 세입을 뺀 ‘보

전재원’ 등 중앙정부 재정활동에서 금융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90) <표 7-1>을 보면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고 중화학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

지 중앙정부 지출에서 ‘순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으며, 1974년

에 10%를 넘어선 후 1970년대 후반에는 줄곧 14% 이상 수준을 유지하

고 1981년에는 21%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76년 이후 순융자 

규모가 사실상 ‘통합재정수지’ 적자에 해당하는 보전재원 비중보다도 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순융자의 규모가 보전재원 규모보다 컸다는 것은 곧 중앙정부

가 자금을 차입해서 경상지출이나 자본지출에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다시 

여타 민간기관에 융자 등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정부는 조달한 자본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90) 중앙정부의 순융자와 보전재원 규모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제공하는 1970년 이후에 

한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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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분배하는 자원배분활동에 매우 크게 관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투자가 곧 공공저축을 통해 조달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융자활동에 민간저축과 

해외저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7-1〉 중앙정부의 재정활동과 금융활동                    
(단위: 억 원, %)

년도
중앙정부
재정규모

중앙정부
순융자

중앙정부
보전재원

순융자
비중

보전재원 
비중

1970 4,687.0 260.0 209.0 5.5 4.5 

1971 5,485.0 66.0 104.0 1.2 1.9 

1972 7,462.0 -51.0 1,611.0 -0.7 21.6 

1973 7,212.0 140.0 267.0 1.9 3.7 

1974 12,030.0 1,376.0 1,643.0 11.4 13.7 

1975 17,653.0 1,646.0 2,017.0 9.3 11.4 

1976 25,189.0 2,252.0 1,923.0 8.9 7.6 

1977 2,744.0 4,701.0 3,160.0 14.4 9.7 

1978 44,080.0 6,261.0 3,003.0 14.2 6.8 

1979 59,900.0 7,660.0 5,446.0 12.8 9.1 

1980 76,820.0 11,200.0 8,488.0 14.6 11.0 

1981 101,898.0 21,450.0 15,850.0 21.1 15.6 

1982 116,392.0 15,242.0 16,560.0 13.1 14.2 

1983 122,001.0 15,188.0 6,626.0 12.4 5.4 

1984 134,446.0 15,700.0 8,413.0 11.7 6.3 

1985 148,670.0 15,301.0 9,450.0 10.3 6.4 

1986 159,267.0 9,779.0 863.0 6.1 0.5 

1987 181,801.0 12,365.0 -4,778.0 6.8 -2.6 

자료: 한국의 재정통계(재무부, 각년도)

공공기금의 역할도 매우 컸다. 대표적인 기금이 국민투자기금과 국민

주택기금이다.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을 촉진

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민의 광범위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투융자자금을 조달·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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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은 국민투자채권의 발행과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는 국민저축조합 조합원의 저축자금 및 

우편저축자금, 국민복지연금, 국민생명보험 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 금

융기관 저축성 예금이나 손해보험회사 보험금, 그리고 정부 각 회계로부

터의 전입금 또는 예탁금 등으로 구성되었다(한국은행기금운용부, 1989). 

하지만 국민투자기금의 경우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

어 있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자금은 금융기관이 국민투자채권의 매입 

혹은 예탁금의 형태로 출연하는 예금재원으로 조달되었다. 국민투자기금

법은 국민저축조합, 국민복지연금, 우편저금, 국민생명보험, 공공기금의 

경우는 사업상 필요자금과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투자채권 인수 나 기금 예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금

융기관은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신탁회사는 불특정금전신탁수탁액증가분의 10%, 

보험회사는 보험료수입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한 금액을 각각 채권인수 혹은 예탁에 사용

하도록 규정하였다(한국은행기금운용부, 1989).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임야나 유휴지를 매수하는 

경우 대금의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 이내에서 국민투자채권으

로 강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윤건영, 1991, p.471). 특히 기금설

립 초기에는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약 10-39%, 보험회사의 경우 수

입 보험료의 약 40-50%, 그리고 공공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약 90%를 

국민투자기금에 출연시키게 되어 있었다(김용환, 2006, pp.120-121). 

즉, 국민투자기금 제도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국내의 모든 가용자금, 특

히 일반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모집한 민간 금융자금을 최대한 동원하

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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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과 함께 융자성 기금을 대표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도 재원조달 과정에서 강제성이 존재했다. 기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이나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

았으며, 부동산 등기시나 주택분양 시에 국민주택채권을 첨가소화하는 

방식으로 강제인수 시킴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였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저축가입이 주택분양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요소를 지니

는 것이었다. 국민주택기금 재원 중에서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국민

주택채권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주택기

금의 경우도 재원조달상 상당한 강제성이 존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윤

건영, 1991, p.472).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산업화 시기 국가의 금융적 활동은 단지 자금의 

차입과 융자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개발국가론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국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엄격한 금융통제와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자금을 마치 재정자금처럼 활용

해 왔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재정규모의 측면에

서나 조세부담의 측면에서나 선발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

과 비교해서도 그 규모가 결코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에서 경

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컸다고 할 수 없는데(곽태원, 1991),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가 재정적 수단보다는 금융적 수단을 매우 적

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차입행위란 금융시장을 통해 국채나 공채를 발행

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국가의 차입, 특

히 국내차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통제 하에 행정력과 강제성에 기대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박영철, 1984). 5·16 쿠데타 이후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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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까지 모두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국가는 은행자금의 용

도를 지정하거나 또는 창구지도 등을 통해 일반은행자금의 배분에까지 

직접 개입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재정구조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보다 강화되고 중

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재정도 조세수입

보다는 해외차관과 국내차입 등 차입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지출 측

면에서 융자활동의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권위주의 체

제의 강화가 곧 조세부담의 증가로 귀결된 것은 아니며,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자본축적은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왔고 국가는 주로 차입과 융자를 통해 산업화에 소요되

는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에 치중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91)

거쉔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후발 국가들의 경우 공업화의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공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증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재보다 중간재와 자본재를 강조하는 후발 공업화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많은 자본조달이 국가의 구심적 통제 아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Gerschenkron, 1965). 하지만 중화학공업화는 기본적으로 투자

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이를 추진할 경우 커다란 재정부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재정자금 조달 상의 한계에 직면할 경우 국가는 조세수

입에 기반한 재정투자 대신 차입에 기반한 재정융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김상조, 2003). 

91)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화 시기

전체에 걸쳐 조세부담이나 재정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증가속도는 

경제성장률보다 빨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인 비중에 있어서 차입이나 융자의 

비중이 조세나 재정지출에 비해 더 빨리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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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발국가 전략은 국가 재정의 수입, 지출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의 금융시스템 통제라는 제도적 조

건은 수입 측면에서 조세보다는 민간저축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켰고, 

지출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재정투융자나 비예산에 대한 의존

성을 증가시켰다. 재정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제도 형성은 국가 주

도 산업화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한국의 복지시스템의 작동 방

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개발국가 이후 복지국가로의 전환

보다는 토건국가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개발국가론은 국가의 역할을 국가자율성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이끈 중

심 주체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국가 중심성을 정실 자본주의라

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국가가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각종 개발사업들에 국가가 뛰어들어

가는 등 폐해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정실자본주의론

은 주로 국가의 토건사업 의존성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당(특

히 자민당)이 건설족들과 결탁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국가

가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토건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글은 이러한 정실자본주의 혹은 토건국가 현상을 동아시아적 문화

의 특성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개발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토건국가 현상은  국가주도 산업화가 종료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개발국가 시기 형성된 재정

시스템의 경로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재정 관행이 조세와 일반

회계 중심의 재정지출로 전환되지 못한 결과 투융자 중심의 재정관행이 

경제개발이 아니라 주택건설이나 도로·교통 등 인프라 구축 등에 확대 적

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토건국가 현상은 산업

화 초기 재정의 금융화, 재정투융자에 대한 높은 의존성 등의 경로의존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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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

  1. 작은 조세국가의 경로의존성

앞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의 역사적 뿌리가 산업화 시기의 개

발국가 전략에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초반 석유위기에 대응

해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대폭 감면한 이래로 소득세 부담 수준은 지

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다.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소득세 증가분을 상

쇄시키기 위해 거의 연례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 수준을 인상시켜 왔

다. 특히 민주화 국면에서는 임금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

가 취해졌다. 외환위기 때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와 경제적 어려

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바 있

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김도균, 2018). 

〔그림 7-2〕는 국가별로 소득공제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근로소득

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OECD 국가들 

평균이 80% 정도이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은 

과세대상 소득의 규모가 100%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일

본과 함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과세대상 소득 규모

가 근로소득의 40 %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세 감면은 국가 세입에 부정적 효과를 미

칠 뿐만 아니라 역진성 또한 가지고 있다. 소득공제 제도는 과세대상 소

득 규모를 낮추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 하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감

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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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도가 활용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

택을 보는 역설이 존재한다. 

〔그림 7-2〕 세전소득에서 과세대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00~2015)
(단위: %)

자료: taxing wages (OECD, 각년도), 한국 2000년 이전 자료는 배준호(1997: 358-359), 일본 

2000년 이전 자료는 大藏省財政史室 編(1999: 253), Ishi(2001: 128-129) 참고(김도균

(2019)에서 재인용).  

〔그림 7-3〕은 2017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한 조세감면 혜택

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소득 최상위 10 분위 계층에게 조세감면 

규모의 32.1%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총조세감면액

이 50여조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 10분위에 돌아간 몫은 

1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7장 자산기반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과 과제 429

〔그림 7-3〕 소득계층별 조세감면 규모(2017년)

자료: 유종성. (2019). 역진적 조세지출 개혁과 참여소득으로서의 근로수당 (불평등연구회 2019년 

심포지움 발표자료)

이렇게 누진적인 소득세 제도가 소득공제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해 

역진적인 제도로 운영이 되어 온 한편, 부가가치세는 안정적인 세입 원천

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가가치세는 1976년에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격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국가 세입의 핵심 세

목으로서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한때 부가가치세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계속 살아남아 운영되어 왔다(김도균, 2018). 

하지만 부가가치세 또한 역진성이 강한 세제로서 한계가 있다. 대체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재원을 간접세를 통해

서 마련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역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

해서 복지를 목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재원조달 수

단으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했

다. 역진성이 강한 조세가 복지 목적이 아니라 산업화를 위해 사용되었으



43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용인되기 힘들었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역진적인 간접세가 역진적인 소득세와 결합되다보니 조

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다.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도 늘어날 필요가 있지만 역진성이 강한 조세제도로 인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4〕는 복지체제별로 조세구조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소득

세, 법인세, 사회보험료, 재산세, 간접세 등 근대 조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세목을 중심으로 조세구조를 파악하였다.92)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소

득세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간접세, 사회보험료의 순으로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비중이 가

장 크고, 그 다음이 간접세, 소득세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누진성이 큰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영미형 국가들의 경

우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총 조세수입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소득세 비

중이 가장 크고, 간접세 비중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 국

가들에 비해 사회보험료 비중이 매우 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누

진성이 큰 소득세 비중은 대륙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파악한 동아시아형

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간접세, 소득세 순

으로 비중이 크다. 조세수입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조세구조는 대륙유럽

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조세구조의 역진성이 큰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조세구조와 비교해서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

고, 소득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에 비해 부

가가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관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영으로 소

92) 북유럽형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대륙유럽형에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미형에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동아시아형에는 

일본, 한국이 포함되었다. 1972년부터 2016년 동안의 평균값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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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

할 때 한국은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7-4〕 복지체제별 조세구조 비교
(단위: %)

자료: OECD.(2020). OECD revenue statistics(1972-2016). https://stats.oecd.org/Index.

aspx?DataSetCode=REV 에서 2020.11.5. 인출하여 저자 재구성

이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5〕를 보면, 세전과 세후소득 비교를 통한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해 보면, 지니계수의 변화가 한국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 자체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타나지

만, 세전 소득 지니계수와 세후 소득 지니계수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조세제도의 역진성이

다.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그 만큼 조세제

도의 역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둘

째, 이러한 역진성은 낮은 조세부담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진성

이 강하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렵고, 그 결과 낮게 

형성된 조세부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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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세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

구 복지국가의 성장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의 과세역량과 재정지출

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조세 재정 상의 변화는 복지국가 

성장의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조건으로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국면에서 형성된 역진적이면서 작은 조

세국가적 특징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복지국가 성장의 주된 장

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7-5〕 국가간 조세의 재분배 효과 비교
(단위: %(우측))

자료: OECD. (2020).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

Code=REV 에서 2020.11.5. 인출하여 저자 재구성

  2. 조세경쟁 격화

조세제도의 역진성과 함께 증세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국가간 

조세경쟁의 심화이다. 1970년대 이래로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세계화

가 진전되면서 국가간에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어 왔고, 이에 대

한 주된 수단으로 조세감면 등이 활용되면서 국가별로 서로 조세 부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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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낮추는 경쟁이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

께 조세재정 제도의 누진성이 잠식되었다(Piketty, 2020). 

민족국가 단위의 조세정의 혹은 조세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된 자

본이동의 자유화는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소규모 국가들이 조세피

난처로 자처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국가간에 법인세와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인하 경쟁을 초래했다. OECD 가입 국가들의 법인

세 최고세율은 평균은 1994년 32%에서 2010년대 들어 22%로 10% 포

인트 하락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38%로 7% 포인

트 하락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이와 함께 배당금과 이자소득에 대

한 다양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자본소득세가 누진소득세 체계에서 제외

되었다. 자본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이 증가한 결과 조세체계의 역진성이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역진성으로 조세동의의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Piketty, 2020, p.613). 

조세경쟁이 심화된 결과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도 지난 

30여 년 동안 조세제도 상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1990년

대 초반 은행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취약성을 실감

했고, 이것이 조세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압박은 조세

제도 상 이자 및 배당금 과세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누진자산세의 누진성은 크게 축소되어 왔으며, 2005년에 상속세가 폐지

된데 이어 2007년에는 누진자산세가 폐지되었다(Piketty, 2020, 

pp.631-632).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국 단위에서 증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담론 수준에서도 증세 담론은 우위를 점하기

가 어렵다.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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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경제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해지는 경향을 보

인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구나 조세경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제4절 토건국가 현상

  1. 개발국가에서 토건국가로 전환

가. 포스트 개발국가의 경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한 개발국가 

전략은 국가재정시스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민간자금을 재정자금

화하는 경향은 재정투융자와 기금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등 재정의 금융화 

현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이외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유사 재정

활동을 증가시켰다. 국가의 정책수단이 단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한되

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의 범

위와 국가기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자체가 모호해지는 현상

이 초래된다(옥동석, 1997; 옥동석·하윤희, 2009; 조영무, 2013; 최준

욱, 2014; 허경선 외, 2013; 허진욱·황순주, 2018). 공공과 민간의 경계

가 매우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국가의 재정활동이 금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 국가 행위에 독

특한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경상적 지출과는 달리 재정투융자나 정책금

융 중심의 재정운용은 금융적 성격이 강해서 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과

정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같이 경상적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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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추진되기 어렵고, 대신 투융자가 용이한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

도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게 된다(Park, 2011). 게다가 이러

한 투융자 활동에서 수익성이 강조될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이더라도 공

공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국가주도 산업화 시기에는 이러한 국가재정시스템이 자본축적

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지녔을 수 있지만, 국가주도 산업화가 마무

리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지속성이 국가의 역할에 부정적 효과

를 초래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령, 국가주도 산업화 이후 국가

의 역할이 공공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할 때, 사회보장 지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에 맞게 재정시스템을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다. 재정

시스템을 투융자 중심이 아니라 경상지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것은 총체적인 재정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 

투융자 활동이 경상지출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려면, 세입 측면에서는 조

세수입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재정개혁이 쉽지 

않음은 물론이다. 

산업화 시기 재정의 금융화 현상과 그것의 경로의존성은 민주화 이후 

토건국가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토건국가는 국가가 건설경기를 주

된 경기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일본에

서 저개발 지역, 저생산성 부문의 문제를 건설경기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하던 경향을 지칭하는 개념이다(McCormink, 

1998).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토건국가 현상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

나면서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해 왔다. 대체로 일본에서는 토

건국가 현상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한국

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전후로 이러한 토건국가 현상이 본격화된 것으

로 평가된다(홍성태, 2005; 우석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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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왜 이런 토건국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

가? 이것은 산업화 시기의 개발국가 전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

고 이것은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장 혹은 지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가? 여기에서는 개발국가 이후의 변화가 복지국가가 아니라 토건국가적

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이유를 재정시스템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

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개발국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자율성 여

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개발국가 시기 형성된 재정시스템의 지속성

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발국가론자들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주도 산업화

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자율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국가 관료들이 다양한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산업화를 위해 합리적

으로 자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vans, 1995). 국가 주도 산업화를 위해 가용자원의 대부분이 산업 부

문에 투자되어야 했는데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거리를 두면

서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즉, 국가주도 산업화가 어

느 정도 일단락되고 난 이후 자원배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떠했느

냐 하는 점이다. 토건국가 현상을 강조하는 견해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정실 자본주의나 이익유도정치(pork-barrel politics)를 통해 설명하고

자 하는 견해들은 모두 이익집단에 사로잡힌 국가 관료 문제를 지적한다

(Kang, 2002; Calder, 1995). 이 경우 그렇다면 왜 국가주도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자율성이 어째서 지속되지 못했는가 라는 문제가 남

는다. 하지만 경제성장 혹은 경제위기를 국가자율성 여부를 통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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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93)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위 한국의 ‘토건국가’ 현상이  산업화 시

기 투융자 중심의 재정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산업

화 시기 형성된 개발국가적인 재정시스템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장애로 

인해 재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업화 시기의 국가 주도 자원배

분의 관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산업화 시기에는 

가용자원 대부분이 산업 부문에 투자되어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자원배

분 과정에 별다른 논란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주도 산업화가 일단락된다면 이러한 기존의 재정운용은 공백 상태

로 남게 된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시스

템을 어떻게 전용(conversion)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산업화 시기 산업 부분에 자원 할당의 역할을 하던 

재정투융자 관행이 점차 토건국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전용되기 시작했

다는 점에 주목한다. 개발국가론이나 정실자본주의론과 달리, 연구는 동

아시아에서 국가의 역할이 산업화 국면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즉 산업화 초기에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산업 부문에 할당하는데 

국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국가주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종료되

고 사회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자원배분 기능

이 복지국가가 아닌 토건국가적인 양상들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한국 사례를 통해 개발국가 이후 두 국가가 토건국

93) ‘정실자본주의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적이지 않고 이익집단에 좌우되는 특징을 동

아시아적 특징으로 묘사한다. 관료와 이익집단이 결탁하는 이익집단 정치라던가 갖가지 

부정부패, 스캔들 현상이 이러한 정실자본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Kang, 

2002). 이러한 정실자본주의론은 개발국가론과 대립되는 시각으로서 이렇게 국가가 시

장규율에서 벗어나 이익집단에 좌지우지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궁

극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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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전환되는 과정을 재정시스템 측면에서 살펴본다. 두 국가 모두 산업

화 이후 중요한 변화의 압력에 직면했다.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분배

요구도 증가하였으며, 대외적으로 금융자유화에 대한 압력도 컸다. 하지

만 그럼에도 이 두 국가는 총체적인 재정개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데, 

그 결과 개발국가적인 재정시스템의 특징이 새로운 요구와 결합해서 토

건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나. 일본의 사례

토건국가 현상과 이익유도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경

우 토건국가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950~60년대 전

후 복구와 경제재건에 성공한 일본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이익집단들

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구체적

인 정책수단은 주로 재정투융자 제도를 활용한 것이었다. 일본은 1950년

대 초반 미군 점령이 종식됨과 동시에 ‘재정투융자 시스템(FILP)’을 제도

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점차 다양한 지역적 계층적 요구들이 등장하게 되

면서, 이를 수용하는 주된 수단으로 ‘재정투융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

게 된다(Park, 2011). 

재정투융자 시스템은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동원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편저축과 공적연금, 생명보험 등으로 모아진 자본

은 일본개발은행이나 일본산업은행, 일본수출입은행 등을 거쳐 전략적 

부문에 할당되었다. 철강이나 석탄 같은 전략 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됨

으로써 전후 경제재건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新藤宗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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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주도 경제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재정투융자 시스

템의 역할도 변하기 시작했다. 사회당과 노동운동 진영은 재정투융자 시

스템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더 민주적

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Park, 2011, pp.67-76). 그러므로 

재정투융자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산업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관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정부

가 복지지출을 늘이기는 쉽지 않았던 반면, 재정투융자 시스템의 관리 하

에 있는 민간자금의 활용은 가능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정당과 이

익집단들 또한 정부의 복지지출보다는 재정투융자 시스템을 복지 목적으

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호한다(柴垣和夫, 1985; Park 2011).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재정투융자 시스템은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시스템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자금은 일

반예산처럼 경상적인 지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오로지 투자나 융자

의 형태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의 이러한 금융적 속성으

로 인해 재정투융자 자금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되는 대신 중

소기업이나 농업, 주택건설 등에 투융자 형태로 활용되어야 했다(Park, 

2011).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소득재분배 역할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반

면 중소기업 지원이나 지역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도로나 철도, 주택, 상하수도 같은 인

프라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도농격차 해소 등을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Steinmo, 2010).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공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Estevez-Abe, 

2008; 宮本太郎, 2008). 이로 인해 일본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토건국가가 

저생산성 부문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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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는 1953년부터 30년간 재정투융자 시스템을 통해 재원이 어

떻게 할당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재정투융자 시스템이 구축된 1953년에

는 산업 부문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960년을 전후로 중소기업 지원과 주택부문 지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 산업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은 

3%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18.7%, 주택부문 지원은 26.2%에 

달하고 있다. 재정투융자 시스템의 자원배분 목적이 산업화에서 사회문

제 해결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공적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

은 충분치 않았던 반면 재정투융자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복지대체수단

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의 금융통제라는 조건 

하에서 재정투융자 시스템은 마치 제2의 예산처럼 활용될 수 있었으며, 

재정투융자 시스템은 정치사회적 긴장이 초래하는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

족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토건국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많이 지적되던 부분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토건국가 현상이 국가의 재정운영 관행

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국가의 토건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되었다면 과연 막대한 규모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

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보통 일반회계 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야 하고, 또한 회계처리상 일반회계 예산은 투융자와 기술적으로 잘 조응

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의 재정투융자 시스템

은 이익유도 정치와 토건국가 현상을 용이하게 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

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7장 자산기반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과 과제 441

〈표 7-2〉 재정투융자 분포 추이 
(단위 : %)

년도 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주택건설

1953 29.1 7.9 5.2

1955 15.8 8.1 13.8

1960 13.6 12.7 12.8

1965 7.8 12.6 13.9

1970 5.8 17.2 18.1

1975 3 15.6 21.4

1980 3 18.7 26.2

출처: 新藤宗幸(2006). 『財政投融資』.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다. 한국의 사례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먼저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재정투융자 제도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국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재정투융자 시스템을 본떠서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한 바 있다. 국민투자기금을 통해 민간자

금을 동원해서 중화학공업 부문에 할당했는데,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

업화 추진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1980년 전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산업화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축소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산업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와 함께 재분

배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재정투융자 제도의 활

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1970년대 자원배분이 주로 대기업 위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농업 부문에 대한 자원할당 요구

가 강했다. 특히 1980년대 분배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재정투융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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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윤건영, 1991). 게다가 그전

까지는 산업화를 위해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도 거의 전무하다시

피 했고 그 결과 주택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을 

위해 재정투융자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했다.

〈표 7-3〉은 1970-80년대 융자성 기금의 산업별 배분 현황을 보여준

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일본처럼 재정투융자 시스템을 안정적

으로 제도화시키기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

므로 여기서는 한국의 재정투융자 시스템에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융자

성 기금에 한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표를 보면 1970년대에는 국민투자

기금의 도입과 함께 융자성 기금의 70~80% 정도가 광업·제조업 분야에 

할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과 농수산업 

분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서 각각 40%와 20% 정도를 차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1년 국민주택기금의 도입은 융자성 기금의 분

배가 광업·제조업에서 주택 건설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

쳤다. 

융자성 기금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의 성격도 변화되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중소

기업 금융이 확대되었다(김준경, 1993). 이외에도 도로나 하수도 건설, 

주택건설 등 정부의 고정자본투자에 정책금융이 적극 활용되었다. 1970

년대에는 투융자 자금이 재벌들에게 배분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

켰다면, 도로, 하수도, 주택건설 등 사회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등은 고용창출을 통해 저소득, 저생산성 부문의 소득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보호는 

공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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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융자성 기금 분포 추이   
(단위 : %)

년도 농수산업 광업·제조업 주택건설 기타

1974 34.1 65.7 0.2

1975 25.7 74.3 0.0

1976 22.4 77.6 0.0

1977 16.4 81.8 1.9

1978 16.7 80.8 2.5

1979 13.5 84.6 1.9

1980 21.3 76.9 1.7

1981 12.5 43.1 43.1 1.3

1982 18.0 58.5 22.4 1.0

1983 16.8 45.9 36.5 0.8

1984 15.3 31.8 52.1 0.9

1985 23.9 37.2 37.5 1.3

1986 22.2 42.4 33.8 1.6

1987 36.3 34.8 28.0 0.9

자료: 윤건영(1991). 재정투융자." 한국재정40년사편찬위원회 편. 『韓國財政 40年史: 제7권 재정운

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서울: 韓國開發硏究院. 표 3-21(p.501), 표 4-28(p.511))

  2. 공기업을 통한 유사재정활동과 토건국가

그렇다면 개발국가가 형성시켜 놓은 재정시스템과 관행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토건국가 현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일본의 경우에는 재정투융자 시스템이 우편저축 제도와 맞물려 제도적

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것이 토건국가 현상과 밀접하

게 관련된다는 점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로 인해 일

본에서는 재정투융자 제도 개혁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편저축 제

도에 대한 개혁이 고이즈미 정부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Park, 2011).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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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이것은 일본이 포스트 개발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발국가 

시기 형성된 재정관행과 그것의 부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처럼 재정투융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

어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은 국가의 금융통제 방식에서의 차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한국만큼 국가의 금융시스템 통제력이 강했다

고 보기 힘들다. 한국이 은행시스템 자체를 사실상 국유화하다시피 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게이레츠 시스템에서는 은행과 기업의 결속력이 강

한 반면, 국가의 은행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반면 일본은 우편저

축이라는 제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

문에 재정투융자 시스템의 재원이 주로 우편저축 제도를 통해 조달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세팅은 역설적이게도 재정투융자 제도가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토대가 되었다. 

반면 한국은 우편저축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제도를 지

탱할 수 있는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대신 국가가 금융시스템 자체를 

장악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시스템은 국가와 금융의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재정투융자 제도

의 토대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1980년대 들어 은행자유화 조치로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민간자금의 

규모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반면 우편저축 제도 같은 안정적인 공급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재정투융자 제도는 그 토대가 매우 취약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현재까지도 개발국가 시기의 재정운영 관

행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토건국가 현상은 산업화 시기 구

축된 재정운영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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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안정적인 제도로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

공기금을 활용한 자원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갖가지 민자사업의 

형태로, 혹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형태로 투융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형태는 국가 예산으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기 때

문에 사실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먼저 1980년대 구조조정과 은행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재정시스템 정비

도 이루어진다. 1980년대 초반부터 재정투융자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

금 기금 활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그 결과 1991

년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금에 대한 총괄 권한이 각각의 해

당 주무부처에서 예산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전된다(오건호, 2010). 또

한 1993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제정되어 SOC 투자나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

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김수완, 2015). 

이러한 조치들은 은행자유화와 함께 기존과 같은 정책금융 활용이 까

다로워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금 등을 정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공공기금이 예산부처의 관할로 

바뀌면서 기금이 국가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기금 운용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량으로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했다(오건호, 2010). 게다

가 연기금 같은 공공기금의 여유자금들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의무

적으로 예탁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채무로 파악되지도 않았다. 이

러한 제도 정비의 결과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연기금 규모는 1995년 10

조 4천억원 규모에서 2000년 34조 5천억원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김수

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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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과 함께 규모가 가장 큰 국민주택기금의 경우는 청약저축

과 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청약저축은 청약신청 자격조

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주택채권은 분양

주택 구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반면 국민주택기금에 대

한 재정의 기여는 비중이 작았다. 이러한 방식의 국민주택기금은 민간자

금을 재정자금화하는 기존의 관행을 지속시키는 주된 수단 중의 하나라

고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정책을 위해 활용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과거처럼 국가의 재정활동 혹은 유사

재정활동의 금융적 속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공공기금의 운영

은 공공성과 안정성이 중시되었지만 기금 운용의 경제적 효율성 혹은 수

익성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기금은 경상적 지출이 아니라 융자가 핵심적

인 사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의 보장이 중요했다. 이러한 기

금 운용의 특징으로 인해 기금은 주로 사회인프라 건설과 중소기업 및 농

어촌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의 제도 정비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정활동에서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00년대 초반 중앙정부의 1년간 재정융자 규모는 통합재

정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황성현·이기영·박정수, 2002; 박상

원 외, 2009). 이러한 특징은 산업화 시기의 재정의 금융화 현상이 1990

년대까지도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과 융자의 비중이 큰 재정시스템의 특징은 외환위

기를 계기로 변화하게 된다. 먼저 기금과 융자 중심의 재정관행은 1990

년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이후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한다. 시

민단체들은 국민연금 기금을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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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권리(특히 재산권)를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

고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물론 연금기금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공자법은 합헌으로 판결났지만 이러한 시민단체의 비판은 기존의 재정관

행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다(김수완, 2015). 

더 중요한 계기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계은행이 공공

기금의 의무예탁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채 매입의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기존의 예탁제

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여유자금을 끌어다 쓰더라도 이것은 정부 내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등으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세계은행은 이러

한 관행을 문제제기 하고 국가의 채무행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것이

다. 이로 인해 2001년에는 공자법의 의무예탁규정이 완전히 폐지된다(김

수완, 2015). 

또한 2002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이 국회의 심

의 대상이 된다. 1990년대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기금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재량껏 기금을 운용할 수 있

었다. 가령 국민연금 등을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정책금융으로 활용하더

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2년 법

개정으로 기금 또한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면서 기금은 국가재정의 틀 안

으로 명백히 들어오게 된다(오건호, 2010). 

2000년대 초반의 이러한 변화는 국가재정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초

래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산업화 시기 은행시스템을 통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을 재정자금처럼 활용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은행자유화

가 추진되면서 공공기금에 대한 예탁제도를 활용해 재정융자의 비중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권고와 법개정으로 인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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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유사재정활동이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0년대 이후 공기업을 활용한 유사재정활동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최준욱, 2014; 허진욱·황순주, 

2018; 허경선 외, 2013).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자사업이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시적

인 재정부담 증가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이는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유일호, 2002; 이호준, 2014). 정부는 이

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04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을 통해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제도 개혁을 

계기로 공공기금의 SOC 민간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가령 연기금의 SOC 

투자규모는 2005년 336억원에서 2013년 8조 762억원으로 빠르게 증가

한다(김수완, 2015; 오건호, 2010). 

한국에서 토건국가의 주된 형태로 강조되는 도로 건설을 예로 들어보

자. 지난 20여년 동안 도로 건설은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민

자사업은 국가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갖가지 혜택과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서재철, 2005). 이

런 사업은 제대로만 되면 사실상 국가가 예산을 거의 지출하지 않고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국가가 사업 허가권 등을 지렛대 삼아 자본동원과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이나 신도시 건설 사례도 살펴보자. 가령 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공급 등을 담당하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정부예산으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주택공급을 책임

지는 핵심적인 기구이다(변창흠, 2005). 이들은 민간시장에서 자본을 조

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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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급보증은 당장의 정부 재정으로 파악·관리되지는 않는다. 토지주

택공사의 사업 규모와 자본규모가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의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뜨

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4대강 사업에 지출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막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이 

수자원공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 이외의 영역에

서 훨씬 큰 규모로 투융자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의 성격을 강하

게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다(감사원, 

2018).

이렇게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각종 투융자 행위들이 겉으로 드러나

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상당부분은 토건사업

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다. 〔그림 7-6〕은 공공기관 중 개발사업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5개 공기업(한전,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

사)의 2000년 이후 부채 규모를 공공사회지출 규모와 비교한 것이다.

5개 공기업은 ‘개발공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건설 경기 부양, 신도시 건설과 주택공급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적극적으

로 활용되어 온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들 공기

업의 부채가 2000년대 들어 매우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5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1년 56.73조 원에서 2019년 현재 316.9조 원

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2001년 33.85조 원에

서 2017년 현재 183.9조 원 증가에 그쳤다. 공기업 부채 규모가 공공사

회지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5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그림 7-6〕 5대 공기업 부채와 공공사회지출 증가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2001년-2005년은 국회예산정책처(2006), 2006년-2011년은 박진외(2012), 2016년 이후

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국회예산정책처(2019) 참조. 공공사회지출은 e-

나라지표에서 인용.

이러한 수치 자체만 해도 엄청 나지만 사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 관련 지방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기간 도시

개발공사들의 부채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들의 부채 

총합은 2003년 2조 8,701억 원에서 2013년 43조 5천 원으로 빠르게 증

가했다(김현아, 2013; 김태일, 2014). 도시개발공사 부채를 중앙정부 공

기업 부채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공기업 부채 규모는 〔그림 7-6〕에 보이

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 혹은 뉴타운개발,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명목으로 대규모 토목사업들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이유는 건

설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인프라 확충, 부족한 주택공급 등 

다양한 공공적 정책목표들과 관련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2000년

대 들어 괄목할 만한 복지국가 성장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토건국가의 비중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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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업들은 주로 공식적인 국가재정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공기업을 통한 

유사재정활동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이 강조하는 것은 이

러한 국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사재정활동과 토건국가 현상은 1970년

대 산업화와 개발국가 전략이 형성시킨 제도들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토건국가의 고용창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토건국가 현상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고용창출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

다.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간의 자금을 동원해서 토건사

업을 벌일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

에서는 이러한 정책수단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토건사업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용이한 것이다. 

대체로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도 완전고용 추구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

표이며, 불황이나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역

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복지국가에서는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주

된 수단은 사회정책 그 자체이다. 사회정책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 규

모를 자동적으로 늘리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각종 사회급여를 통해 

지출을 늘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자동안정화 장치’ 역할을 맡는다(임완섭, 2017; 박기백·박형수, 

2002). 그러므로 복지국가 규모가 크고, 사회정책이 잘 설계되어 있을수

록 복지국가는 경기조절 기능을 매우 적극적으로 떠맡게 된다. 

반면 한국처럼 복지지출 규모가 작은 경우 사회정책은 경기조절 기능

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업률이 증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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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적고, 실업급여 수준 및 수급 기간도 짧은 편이다(박기백·박형수, 

2002). 재정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1999년 

0.1711에서 2009년 0.2361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0.49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독일, 프랑스, 영국은 

각각 0.51, 0.46, 0.50에 달하고,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각각 0.85, 0.7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박승준·이강

구, 2011). 이렇게 재정의 자동안정화 효과가 작다는 것은 경기 하강기에 

국가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일자리 창출정책 등 별도의 재량적인 재정정책이 

요구하게 된다. 즉 사회정책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토건사업이 경기부양 대책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 실업이 폭증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했는데, 부동산 경기

부양은 이후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당

시의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

이디어는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다. 

〔그림 7-7〕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중과 공적 고정자본 형성 비중

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복지국가가 고

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반면 국가의 토건

사업은 불충분하더라도 대체로 공적 고정자본 형성 비중을 통해 간접적

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두 변수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

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중이 큰 국가들에서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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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공적 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

인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중은 낮지만 공적 고

정자본 형성 비중은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이것은 국가가 주된 고용정책 

수단으로 토건사업과 같은 투융자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반면,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실행하는 사회정책이 담당하는 고용정책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림 7-7〕 GDP대비 공적 고정자본형성 비중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1995~2011)

자료: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OECD), labor statistics(OECD) 94) 김도균(2019)“발전

국가와 복지대체수단의 발달: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제 124호.에서 재인용)

9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90~2015 평균,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1995~2011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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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건국가와 수도권 집중

토건국가 현상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 및 주택공급과도 밀접하게 관련

된다. 토건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가재정이 토건 개발 사업의 

주된 재원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국가는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 주

택공급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을 적극 활용해 왔

다. 게다가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개발이

익을 다시 사회인프라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

(변창흠, 2005). 

그런데 이러한 개발방식은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주택공

급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이

익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가령,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보장

되지 않을 경우 공공성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우선 택지

개발로 조성된 택지의 분양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지역이나 선호되지 않

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택지개발 전후 혹은 주

택공급 전후의 개발이익 내에서만 기반시설 공급도 가능했기 때문에 어

느 정도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변창흠, 2005). 

이것이 1980년대 이후 개발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정책적 목표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

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택지나 주택의 분양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

는 경향이 강화된다. 투자자금의 조기회수와 공기업의 수지타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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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가 필요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기반시설 공급을 위

해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

는 개발이익 규모가 큰 수도권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81

년부터 2002년까지 20여 년 동안 개발된 택지의 31.7%가 광역대도시권

에 집중되고, 48.7%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개발사업의 70~80%가 광

역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변창흠, 2005, p.187).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개발사업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심각한 문제

를 초래한다. 기반시설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구의 수도권 이전 

경향도 심화되고, 이것은 다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도 심화되고, 이것은 다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와 맞물려 청년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5절 부동산 인질사회

  1. 부동산 의존성

1970년대 근로자 재형저축 제도의 도입은 이후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을 중산층 정체성의 핵심 구성요인으로 각인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저

축장려를 계기로 저축을 통한 가족주의적 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사회규

범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아플 때 혹은 노후 대비

를 위해, 그리고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저축은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되었

다. 경제개발을 주도하던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 이런 담론을 생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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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해 왔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축률은 매우 낮았는데, 1970년

대 들어 저축률 증가와 함께 가계저축이 가족주의적  안전망의 주요한 물

질적 토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김도균, 2018). 

가족주의적 안전망으로서 저축의 중요성은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

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저축제도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 차원

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저축과 내 집 마련은 부동산 의존성을 고착화

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 비록 1970년대 강남신화가 만들어지기 시

작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전사회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주택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등을 통

한 대대적인 아파트 공급은 정치적으로 사활을 건 정책과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노력의 결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자가소유율이 증가하고, 

자가소유 규범이 공고화되고,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사회가 형성되기 시

작한다.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은 중산층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노동계급도 마찬가지 목표

를 추구했다. 노동운동도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복지 등

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킨 결과 자가소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자산소유의 민주화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김도균, 2018).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어 부동산 

인질사회로 전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금융 정책의 변화와 함께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임대차 제도)가 결합되어 주택소유 불평등을 심

화시키게 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다보

니 부동산을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되

고, 이것이 주택소유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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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비자금융의 변화: 가계저축에서 가계부채로 전환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금융부문에서 가계대출이 빠

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개인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

주도 산업화 시기에는 가용한 모든 민간자원이 산업화를 위해 동원되었

기 때문에 저축은 장려되었지만 소비자 금융은 극도로 억제되었다. 그런

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은 예전처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새로운 사업전략으로 소비자금융을 확대시켜 나갈 필

요가 있었다.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고, 이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 가운데, 은행의 사업 영역이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

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위기로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대

출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할 유인이 컸다. IMF 구조조정으로 기

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금융 활성화

와 부동산 경기부양 같은 정책수단들 외에 뾰족한 수단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서 가계대출 촉

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당시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신용카드 대출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 금융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림 7-8〕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소비자 금융 정책이 저축장려 중심

으로 소비자금융 촉진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산형성 지원정책

에서 유동성 제약 완화 정책으로 매우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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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소비자금융 정책의 변화

자료: 유경원·조은아(2006).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결과적으로 외환이후 가계저축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는 급격

히 증가하게 된다. 가계부채 수준이 단기간에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

준으로 급상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저

축률을 자랑했지만, 외환위기 직후 저축률은 거의 제로 수준까지 하락했

다(김도균, 2018). 반면, 그 동안 억제되었던 가계부채 수준은 금융 정책

의 변화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 〔그림 7-9〕는 2012년 기준 한국

의 가계부채 수준은 OECD 가입 국가들 중에 8번째로 높은 수준에 달하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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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가계부채 국제비교(GDP 대비 비율) (2012년 기준)

자료: OECD(2015), Household debt(indicator)

  3. 자산기반 복지체제의 연속과 단절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는 한편, 내 집 마련 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우선 과거와의 연속성은 가계저축이든 가계부

채든 이것이 모두 금융적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저축과 부채에는 커

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점유형태라는 차원에서 보

자면, 주택체제는 자가소유 중심에서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했다거나 

국가의 역할이 증가했다거나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내 집 마련

을 위한 자금 마련의 방식이 저축에서 부채로 전환되었다는 차이밖에 없

다. 이것은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자산기반 복지규범의 지속성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의 지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자금마련 방법

이 저축인지 부채인지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변화의 측면을 보자면, 주택 마

련을 위한 가계부채는 부동산에 대한 의존성 혹은 부동산에 대한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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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화시키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단 부채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주택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신이 보유한 구매력 이

상의 가격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택구입이 투자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도 주택마련은 투자 혹은 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소위 

‘복부인’ 담론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복부인’ 담론은 다른 한편으

로 이러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게 대중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사람들에 한정된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

위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의 획득은 아주 평범하

고 당연시되는 일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더 이상 복부인과 같은 특정 집

단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다. 부동산을 통해 한 몫 잡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더구나 부채를 통한 내 집 마련은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관념을 강화시

킨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일단 목돈을 

마련해야만 집 장만이 가능했다. 그리고 모아둔 돈으로 집을 장만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물론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져도 당

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할 일은 없었다. 그런데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게 

되고, 빚의 규모도 크다 보니 집값 상승과 하락에 매우 민감해지고, 부동

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된

다. 집값 하락이 커다란 금융적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이슈가 매우 정치화되고, 정치세력들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도 부담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책

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통한 내 집 마련 방식은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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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주택소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전세제도는 경제개발 초기에 소

비자 금융이 억압되던 상황에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일

종의 소비자금융을 대체하면서 관행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했

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일단 목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를 구해야 하는

데, 전세는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되었다. 전세가 부동산시

장 사다리로서 작동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단계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되고, 은행에서 대출이 수

월해지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입하고 이를 전세로 돌림으로

써 자기 자본 한 푼 없이도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

고 이렇게 구입한 주택이 가격이 상승할 때 팔아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소위 ‘갭투자’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세를 

활용해서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그만큼 일반화되어 왔

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용이해진다. 경제개발 초기에 소비자금융을 대체

하는 역할을 했던 전세제도가 소비자 금융 확대와 맞물려 이제 다주택자

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전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4. 주택소유 불평등

먼저 외환위기 이후 주택소유 불평등의 양상은 소득계층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주택공급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자가소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저소득 계

층에서는 자가소유율이 하락한다. 고소득층의 자가소유율은 2006년 

67.0%에서 2017년 73.5%로 증가하고, 중소득층의 자가소유율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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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5.3%에서 60.2%로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2006년 

49.7%에서 2017년 47.5%로 소폭 하락한다. 이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여력에 격차가 벌어져 왔음을 보여준다(김도균, 2020).

연령별 자가소유율 격차도 점점 벌어져 왔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대체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소유율도 증가하다 노후에 자가소유율이 하락

하는 패턴은 유지되고 있지만,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40대 이

하의 자가소유율은 하락한 반면, 60대 이상의 자가소유율은 증가한다. 특

히 결혼과 육아가 집중되는 연령대인 30대와 40대에서 자가소유율 하락

이 눈에 띈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도균, 2020). 

연령별 계층별 주택소유 불평등은 다주택자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 보유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다주택 

보유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다주택자 비율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향이 그 동안 더욱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7-10〕은 2005년과 2015년 시점에서 연령별 다주택자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런데  2005년에 비해 2015년 기준으로 50~60대에서 다주택

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김도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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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연령계층별 다주택자 비율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의 내용을 김도균(2020).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우리는 복지국가

로 간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에서 재인용.

한국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연

금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

체율을 빠르게 낮춰왔고, 보완조치로 다층체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

해 왔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중고령층 세대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존

성을 더욱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부동산 의존성은 부동산 혹은 주택마련을 둘러싼 세대간, 계층

간,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수록 부동산 인질사회 

경향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내 집 마련 규범은 약화되지 않는데, 주택

소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집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간의 격차

가 더욱 증가하고, 이러한 격차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을 심화시

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집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안정

된 삶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갖기 힘들게 되면 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집착

은 커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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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인질사회의 재생산 위기

불평등 심화 및 부의 세대간 이전과 맞물려 청년문제가 악화되고 있으

며, 이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단지 주택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

문이다. 부동산이 사람들의 생애과정 전체를 규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

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부동산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수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은퇴 이

후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안전망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럭저럭 안정된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가히 부동산 인질

사회라고 불릴만하다.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혼인과 출산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자. 그 동안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과 출산률 하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세대의 고용과 주거 문제를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출산률 하락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국가 유형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율이 높고, 일-가정양립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

은 반면, 가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국가들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보

여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도 이러한 관계에 주목하여 여성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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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 및 일-가정 양립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성평등정책과 보육정책 

등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기혼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유배우율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혼인 이후의 출산율 하락보다도 혼인율 하락 자체가 출산율 하락에 미

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층의 경

제적 독립과 가족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과 주거 문제가 중요 정책아

젠더로 부상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복지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기반 복

지체제와 저출산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한국적 특징이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6절 사회적 조세재정국가를 위한 과제

  1. 복지국가의 확대 성장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국가 전략이 어떻게 부동산 인질사회,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 토건국가 같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산업화 시기부터 형성 전개되어 온 제도적 틀과 경로의존성

에서 벗어나서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개발국가 이

후의 경로가 토건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는 경로와 전략

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제도변화의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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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7-4〉는 제도의 성격과 거부권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유형을 제도 

병설과 제도 방치, 제도 폐기와 제도 전용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Mahoney and Thelen, 2010). 이러한 제도변화 이론은 서구에서는 주로 

복지국가 축소 혹은 복지국가 변화를 설명하는 틀로 활용되어 왔지만 우리

의 경우에는 이것이 개발국가의 변화 혹은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실 지난 20~30여 년 동안 한국의 

복지국가 성장은 주로 제도 병설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지난 20~30여 년 동안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새로 도입되거나 확장되

어 왔으며, 그 결과 복지지출 수준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산기반 복지규범도 계속 지속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보

면 기존의 자산기반 복지규범에 더해 복지국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

고, 기존 규범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들을 폐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 자산기반 복지체제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부

족한 영역들에서 국가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30년간의 변화는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의미있는 변화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도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복지국가로의 이

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7-4〉 제도 변화의 맥락적 제도적 요인

자유재량
거부권

관련 제도의 성격

해석/실행의 자유재량 낮음 해석/실행의 자유재량 높음

정치적 
맥락의 
성격

강한 거부권
제도중첩

(Layering)

제도방치

(Drift)

약한 거부권
제도폐기

(Displacement)

제도전용

(Conversion)

자료: Mahoney, J. and K. Thelen(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표 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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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 변화 이론을 근거로 볼 때,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부동산 의존적인 자산기반 복지 규범과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 토건국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기존의 제도가 갖는 강한 구속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제도폐

기의 전략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령 최근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다

양한 정책들이 심각한 갈등과 저항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

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개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와 정치구조 하에서 증세 중심의 조세개혁을 주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제도 방치와 제도 중첩이 결합된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현재의 소득공제 제도는 제도를 방치하는 것으로도 자연스럽게 비중이 

축소될 수 있다. 제도를 현재 상태로만 유지를 하더라도 물가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제혜택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부동산 의존성에 대

해서는 제도 중첩의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의존적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 못하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집 

없이도 안정되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

한 제도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중첩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토건국가 현상도 마찬가지다. 토건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변동에 대

응하는 수단으로 토건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정책이 자동안

정화 장치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책

의 경기조절기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토건사업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

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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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조세재정국가를 위한 과제와 쟁점95)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복지

국가 성장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그 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회적 조세재정국가로의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 요구되

는 것은 바로 사회적 조세재정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다. 여기에는 조세와 재정 차원의 개혁이 요구된다. 

조세 측면에서는 증세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향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역진적인 작은 조세국가의 경로를 밟아 왔다. 여기

에 더해 지구적 차원에서는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

회적 조세재정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개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20세기 복지국가를 뒷받침해온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가 중심적인 역할

을 맡아야 할까? 아니면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세와 자산세를 강

화시켜야 할까?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누진성 강화

는 일국적 차원에서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 사회에서 증세를 둘

러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와 관련이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그 동안의 유사 재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재정관행에

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의 재정관행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유사재정활동이나 공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

95) 사회적 조세재정국가라는 용어는 Piketty(2020)에서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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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조세재정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세재정 개혁이 요구된다.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각종 개발 사업들을 담당해 온 공기업들은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공기업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모두 사회적 조세재정국

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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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한국의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보호노인이 될 가

능성이 높은 80세 이상의 후기노인 비율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인의 돌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표 8-1〉 인구고령화 관련 주요 통계
(단위 : 천명, %, 세)

항목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5년 2067년

총인구(천명) 51,362 51,781 51,927 50,855 47,745 42,838 40,293 39,294

인구성장률(%) 0.28 0.14 -0.03 -0.38 -0.86 -1.20 -1.24 -1.26

65세이상 인구(천명) 7,066 8,125 12,980 17,224 19,007 18,815 18,570 18,271

65세이상 인구(%) 13.8 15.7 25.0 33.9 39.8 43.9 46.1 46.5

중위연령(세) 42.0 43.7 49.5 54.4 57.9 61.3 62.2 62.7

기대수명(세) 82.7 83.2 85.2 86.8 88.2 89.4 89.9 90.1

총부양비 36.7 38.6 53.0 77.5 95.0 108.2 117.8 120.2

-노년부양비 18.8 21.7 38.2 60.1 77.6 91.4 100.4 102.4

-유소년부양비 17.9 16.9 14.7 17.4 17.4 16.7 17.4 17.8

노령화지수 105.1 129.0 259.6 345.7 447.2 546.1 576.6 574.5

   주: 1) 중위 가정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인구임. 

        2) 총부양비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의 합임. 노년부양비는 (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로 산출되고, 유소년부양비는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산출됨. 

        3)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백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임. 

자료: 통계청(2019a).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표 1-1〉~〈표 1-9〉의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

aSeq=373873 에서 2020.10.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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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가족구조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전체 가구 중 노인단

독가구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은 전체 가구의 18.9%, 

2045년은 3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8-2〉 가구구조의 변화
(단위 : 만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전체가구수 1,451 1,604 1,749 1,901 2,035 2,134 2,204 2,250 2,265 2,246

노인전체
가구

수 173 235 292 366 464 601 744 879 1,001 1,075

구성비 11.9 14.7 16.7 19.3 22.8 28.2 33.8 39.1 44.2 47.9

전체가구중
노인단독가구구성비

7.7 9.6 11.3 12.7 15.4 18.9 22.7 26.5 29.8 32.0

노인가구중
노인단독가구구성비

64.4 65.6 67.6 66.0 67.3 67.1 67.3 67.7 67.5 66.8

노인
1인가구

수 54 75 99 120 159 206 259 313 362 393

구성비 31.4 31.7 33.9 32.8 34.2 34.3 34.8 35.6 36.2 36.6

노인
부부가구

수 57 80 98 121 154 197 242 282 314 325

구성비 33.1 33.9 33.7 33.2 33.1 32.7 32.5 32.1 31.3 30.2

자료: 통계청.(2019b). 장래가구추계.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01&tblId=DT_1BZ0502&conn_path=I3에서 2020.10.28. 인출하여 저자 

재계산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인

구구조의 변화라는 사회적 현상 뿐만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돌봄이 이

루어지던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

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정부 및 사회는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

는 노인 돌봄의 공백 문제를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 정책은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며, 본 제도는 제

도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적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이후 노인 돌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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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개발국가의 유산으로 가

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지며,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노인 돌봄

이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 돌봄이 노동이며, 이에 대

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돌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노인 돌봄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국의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책임)주의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습속으로서, 경제, 정치, 사회 등 모

든 기능적 하위체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이황직, 2002), 가족에 

대한 존재적 인식, 사회적 의미, 그리고 규범을 총괄하여 시대와 나라마

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통희, 2004).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오랜 통

상적 인식은 한국인의 가치지향성으로서(이황직, 2002) 간주하였으며, 

가족을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우선성을 기본으로 하

여,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옥선화, 1989)의 개념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가족주의는 의식적 차원에서 그 사회의 문화적 습속을 전반적

으로 아우르는 측면과,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단위를 중심으로 한 물

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가족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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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가족주의는 유사한 개념 하에 다층적 의미들이 혼재되어 나타나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가족주의’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의 다양성으로 ‘가

족주의’라는 개념을 분화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황직(2002)은 한국의 가족주의는 ① 사회와 국가를 가족의 확장

으로 생각하기에 가족주의를 매우 중요한 통합의 규범으로 규정하거나, 

② 가족이기주의로 발현되는 현상들로 귀납하여 가족이기주의를 지양해

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벗어나 ① 객관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현상

인 행위의 준거로서의 가족 중심성(가족은 개개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행

위의 근거)와 ②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가족 중심성(사회는 가족의 확대된 

형태라는 믿음이 일반화되어 가족 내 행위 규범이 사회 통합 기제가 되었

고 정치와 경제 조직의 유지와 확장의 원리로 관습화 됨)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박통희(2004)는 사회역사적 맥락이 가족결속력과 가족우선성에 미친 

영향을 논하며, 한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주의의 개념을 제시하였

다. 그는 이질적이고 복합적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주의의 개념분

리하였다. 먼저 현대사회의 정서적 연대감 약화로 가족의 실질적 의미를 

정서적 결속에서 찾기 위한 정서적 가족주의, 국가가 개인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개인의 안위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도구적 가족주의, 가족집단의 결속과 가족중심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가족의 이익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병리적 현상인 

가족이기주의, 가족 외의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가족주의인 의사가족

주의로 분류하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개념임을 제시하고 있다. 

장경섭 외(2015)는 가족주의는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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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며, 개인은 가

족을 통해서만 사회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방식임을 제시하였다. 그

는 이념적 차원에서의 가족주의의 다양성과 가족주의의 형성적 특질과 관

련한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가족주의를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는 

첫째, 유교적 가족주의처럼 규범과 이데올로기로 남아있는 이념적 가족주

의(ideational familialism), 둘째, 특정한 정치경제적 시대 배경에서 출

현하여 작동한 가족주의의 도구성 및 우발성을 의미하는 상황적 가족주의

(situational familialism), 셋째,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서 시민들

에게 직간접적 그리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　의무　권

리를 강화하고 가족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효과인 제도적 가족

주의(institutionalized or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이다.

윤홍식(2012)은 가족정책에서의 가족주의를 정의하면서 가족주의

(familism)와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를 재정의하였다. 그는 가족주

의(familism)는 단위로서의 가족이며, 가족이 개별가족구성원 및 사회 전

체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보았으며,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

는 복지와 돌봄 정책에서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돌봄과 경제적 측면 등에

서 개별 시민이 복지와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가족의 역할과 책

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가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한국의 유교적 관습과 한국

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사회문화적 특성 속에 가족주의가 어떻게 발현되

고 있는지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가족주의의 특성 등을 반

영하여 논의되고 있다. 즉, 가족주의를 가족과 사회유지 중 무엇을 중점

으로 두느냐와, 이념과 정책 중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족주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재정의되어야 한다.



47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는 개인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가족주의는 약화되고 있다(장경섭 외, 2015)는 사회적 흐름에 대한 고려

와 가족이기주의와 같이 가족주의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병리적 상

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책 속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가족주의를 살펴보고자한다. 즉 , 한국의 많은 사회제

도들이 개인이 아닌 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어있으며, 가족주의 원리로 작

동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장경섭 외, 2015)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

(윤홍식, 2012)와 제도적 가족주의(institutionalized familialism)(장

경섭 외, 2015)의 개념을 중심으로 노인돌봄정책에서의 가족주의 적용 

및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개념은 국가 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가족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

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의 제도적 가족주의에

서의 제도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과 절차

(Thelen & Steinmo, 1992, 신동면 2009에서 재인용)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 규칙 및 정책 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 낸 일상생활

에서의 자원배분과 지배구조의 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경섭 외, 

2015). 즉, 제도적 가족주의는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노인돌봄정책

은 가족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하기에는 그 개념이 광

범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와 돌봄정책에서의 가족의 부담 측면

에 초점을 두고 논하고 있는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를 개념틀로 분

석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는 단순한 정책이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전반에 있어 그 운영원리로서 또는 정책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오영란, 2020). 그렇다면, 정책의 운영원리와 정책기법으로서의 가

족주의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석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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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tner(2003)와 윤홍식(2012)의 경우는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준거

로하여 Familialism(가족주의, 가족책임주의)를 유형화하였다. Leitner 

(2003)는 이러한 가족주의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개념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을 모두 강조하며 가

족의 돌봄과 대안적 돌봄이 모두 가능한 선택적 가족주의(Optional 

familialism), 둘째, 약한 탈가족화 수준과 강한 가족화 수준으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하며, 대안적 돌봄은 부족한 명시적 가족

주의(Explicit familialism), 셋째, 탈가족화는 강하나 가족화는 약하여, 

가족에 의한 돌봄지원정책은 부족하고, 대안적 돌봄서비스는 강한 탈가

족주의(De-familialism), 넷째, 가족화와 탈가족화 모두를 약하게 지원

하는 묵시적 가족주의(Implicit familialism)이다. 윤홍식(2012)은 탈가

족화/가족화와, 사적책임/공적책임 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탈가족화

우선형(공적), 탈가족화가족화병행형(공적), 가족화우선형(공적), 탈가족

화우선형(사적), 탈가족화가족화병행형(사적), 가족화우선형(사적)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가족책임주의를 유형화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돌봄정책의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탈가

족화와 가족화 개념은 가족주의를 검토하는 준거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가족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탈가족화와 가족화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가족정책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개

념의 정의와 측정지표 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Lister(1994)에 의해 처음 논의된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개념의 주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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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이선영, 2016), ‘개인이 결혼여부, 가족관계, 가족 내 무급의 돌봄노

동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유급노동 또는 국가의 사회보장급

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라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동등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혜

택을 강조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윤성호, 2008). Lister(1994)의 탈가

족화는 가족 내 지위와 역할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 국가가 급여 및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급여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관계나 역할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류연규, 2007).

Lister(1994)의 탈가족화 이후 Esping-Andersen(1999)은 ‘탈상품

화’개념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탈가족화’를 제시하였으

며,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가족이 떠맡고 있는 복지와 

돌봄의 무거운 책임이 시장이나 국가의 복지제공에 의해 완화되어 가족

자체의 부양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류연규, 2012). 

Esping-Anderson(1999)은 탈가족화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시

장을 통한 탈가족화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저소득층 가

구들에게는 서비스 비용이 매우 높아 서비스 소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복지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더 바람직

함을 제시하였다(류연규, 2007에서 재인용).

Leitner(2003)는 Lister(1994)의 본래의 탈가족화의 의미인 복지국가

의 탈가족화란 맥락에서 탈가족화의 의미를 서술하기 보다는 주로 협의

의 가족정책, 특히,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에만 한정하여 탈가족화의 의

미를 구체화하였다. 

그 외에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탈가족화’를 정의하는 여러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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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Taylor-Gooby(1996)는 탈가족화를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여성의 가족의존도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경제자립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나타낸다고 정의하였으며, Bambra(2004)는 Taylor-Gooby의 정의에 

덧붙여, 탈가족화는 가족으로부터 여성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고 정의하였

다(이진숙·박진화, 2016). Bambra(2004)는 Esping-Anderson(1999)

의 탈가족화가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여성의 가족에 대

한 의존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본래의 탈가족화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하였다(류연규, 2007). Sainsbury(1996)는 탈

가족화의 개념을 여성에게 적절한 생계를 마련해주는 복지관으로 보아 여

성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선영, 2016).

류연규(2007)는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연구를 통하여 Esping-Andersen(1999)과 Lister(1994)의 

탈가족화 개념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탈가족화란 개념이 시장 노동의 

상품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나타내는 탈상품화를 보완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탈가족화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국가의 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가족의 복

지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구성원이 가족내 관계, 역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으로 탈

가족화를 정의하였다. 

윤홍식(2011)은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사회화 시키는 개념’으로 탈가족

화를 제한하여 아동돌봄정책과 노인돌봄정책의 탈가족화로의 이행을 살

펴보았다. 그는 당시 “한국의 가족정책은 다수의 시민을 탈가족화로의 이

행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으며, ‘탈가족화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탈

가족화 이행’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48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가족화는 탈가족화와 함께 논의되는 개념으로 가족원의 돌봄을 가족원

이 직접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Liera(2002)는 가족화를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하는 것이며, 탈가족화는 가족과 부

모 외에 기관에 의한 자녀 돌봄 지원을 각각 의미한다고 가족화와 탈가족

화의 의미를 노동과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다. 윤성호(2008)도 소득획득

을 위해 가정에서 나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상품화(탈가족화)는 경제적 

부양을 위한 것으로 유급노동을 통해서 돌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며, 자

녀를 보살피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가는(혹은 가정에 머무는) 탈

상품화(가족화)는 보살핌을 위한 것으로 부모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경제적 부양부담과 보살핌이 모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라 

논하고 있다. 

그러나 김윤정, 문순영(2010)은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가족 내의 주 돌

봄제공자인 여성의 ‘경제적 자원 획득’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던 초기 개

념과 달리, 최근에는 ‘물리적인 돌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으로 정

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돌봄

욕구를 지닌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에 대하여 이를 복지국

가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가에 관련된 개념임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후기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노-노(老-老)돌봄이 증

가하고 노인부부가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부돌봄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노인돌봄에 있어 가족화와 탈가족화의 논의에 기존의 ‘상품화-탈상품

화’의 대체개념에서 발생한 ‘탈가족화’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으로 사료된다. 노인들에게 노동은 필수가 아닐 수 있으며, 돌봄의 사회

화를 통한 돌봄제공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관점에서의 탈가족화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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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화 개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

윤정, 문순영(2010)의 연구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가족화는 가족에 의한 

직접적 돌봄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것, 탈가

족화는 가족을 돌봄제공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그 부담을 완

화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노인돌봄의 사회화

가구구조의 변화, 노인부양비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후기노

인의 증가에 따른 돌봄수요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등에 따른 돌

봄 수요와 돌봄제공자의 공백의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 김지미(2018)는 “종래 주로 가족이 부담해 온 

돌봄노동과 돌봄비용이 국가의 개입에 의해 가족, 국가, 시장, 지역공동

체로 그 책임이 분담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를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비용의 사회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돌

봄노동의 사회화’는 가족주의 복지체제 하에서 가족(주로 여성)에게 맡겨

져 있던 돌봄노동의 일부가 국가와 시장 혹은 공동체에 의한 사회적 노동

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원에게 돌봄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이다. 반면, ‘돌봄비용의 사회화’는 가족주의 복지체제 하에서 가

족에게 맡겨졌던 돌봄비용의 일부가 공적재원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가족돌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가족원에게 돌

봄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김은지 외(2017)는 돌봄비용, 돌봄주체, 돌봄장소를 기준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①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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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해(돌봄비용의 탈가족화), ② 집에서 외부인력에 의해(돌봄비

용, 돌봄주체의 탈가족화), ③ 집밖에서 외부인력에 의해(돌봄비용, 돌봄

주체, 돌봄장소의 탈가족화)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장지연(2011)은 돌봄의 사회화를 ‘돌봄노동의 사회화’의 관점에서 검

토하였으며, 이전에는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무보수로 수행하던 돌봄

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현물-현금, 

공공-민간, 돌봄받는자-돌봄제공자의 분류기준을 통해 돌봄노동을 유형

형화하였으며, ① 국가가 직접 서비스 제공, 시설 또는 재가 파견, ② 국가

가 재정을 투입하여 민간에서 생산한 서비스를 제공, 시설 또는 재가파견, 

③ 돌봄받는자에게 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 지원, ④ 돌봄받는

자에게 용도를 정하지 않은 현금 급여, ⑤ 돌봄제공자에게 현금 급여 라는 

5가지 각각의 유형들이 노동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였다. 또

한 장지연(2011)은 돌봄노동의 사회화에서 돌봄을 받는자의 관점과 돌봄

을 제공하는 자의 관점이 동시에 인지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돌봄을 제공

받고, 제공하는 것 모두 시민적 권리임을 인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봄의 사회화의 개념은 첫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가 보편

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의 보편성’ 측면과 둘째,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돌봄행위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거나 또는 돌봄행위로 인

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탈가족화’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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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에서의 노인돌봄 사회화 변천 과정

  1. 노인돌봄에서 개발국가 경로의존성

노인돌봄에서의 가족(책임)주의는 “돌봄”이라는 행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 가족주의는 그 사회 속

에서 다양한 의식과 규범, 문화 속에 존재하여, 가족주의의 실체적 모습

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체제, 

시스템 등과의 연관성의 고려, 즉, 사회문화적 특성과의 결속을 고려하면

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오영란, 2020). 즉, 가족(책임)주의는 사회구

조의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돌봄의 측면에서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조선시대부터 이

어진다. 한국은 조선시대 유교주의사상에 따른 효문화를 바탕으로 부모

는 자녀가 부양해야한다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생활양식은 조선시대의 유교에 의하여 중요한 가치

로 정형화 되었으며, 효의 가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다. 그런 

이러한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하여 근본적인 비

판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어져왔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권위주의 

발전국가에서는 가족주의 가치를 이용하여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황직, 2002). 당시에는 경제만이 살길이라는 경제적 강박이 사회복지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어떤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경제적으로 이득

이 된다는 실리적 판단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국가복지 최소화의 

강력한 이념구조로 발전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송다영, 2014). 

이러한 경향은 노인돌봄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가족책임주의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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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을 강요하였으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남성

중심의 노동력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주변화시키고, 

여성에게 재생산의 역할을 강요하였다(이진옥, 2012). 그와 동시에 당시 

가족주의 추동은 노동시장에서의 완전고용과 전업주부에 의한 재생산 그

리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의존하여 여성은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

노동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를 안정적으로 재생산시키는데 다중적으로 동

원되면서(김영미, 2009) 가족(책임)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용

하였다. 즉, 남성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가정 내에서 아동과 노인을 

돌보며, 여성의 돌봄노동 도구화를 통해 국가의 돌봄책임을 가정에 일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남성생계부양모델의 불완

전성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보완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생산의 역할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부담

시킨 채 노동시장의 생산역할까지 강요하는 형국이 되었다(이진옥, 

2012). 여성에게 가족의 돌봄과 노동시장 생산역할이라는 이중적 부담이 

지워진 것이다. 

이처럼 근현대 한국의 가족주의가 형성, 유지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가

족들에게 복지부담을 전가하고 가족의 복지부담은 축적되어오고 있었으

며(김혜경 외, 2014)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즉, 발전주의 시대에는 한국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에 따른 이념적 가족주

의를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며, 가족 

내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가족을 위한 방법임이 사회적으로 강

요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축적된 복지부

담이 폭발되면서(김혜경 외, 2014)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내에서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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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해결하던 가족(책임)주의도 급격히 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복지국가 논의를 통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인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책임주의의 약화에 대한 실제적 변

화는 노인돌봄의 행위의 주체와 돌봄의 방법에서 가족(책임)주의의 변화

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미래 희망하는 돌봄수발자, 노후 부양에 대한 견해

의 변화등을 통하여 가족주의의 구조적, 사회적 변화 수준을 파악하였다.

먼저 가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인구 중 단독가구(독거+

노인부부)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88년 22.9%가 

노인단독가구였던 것에 비하여, 약 10년 뒤인 1998년 45.9%로 약 2배

가량 그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66.8%, 2017년 72.0%로 지난 

30년 동안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을 부양대상으로 간주하고, 자녀들이 노

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념적 가족주의와 상황적 가족주의가 변화된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가구구조의 변화는 추후 돌봄의 주체의 

변화 등 노인돌봄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주요한 구조적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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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전체 노인가구 중 노인단독가구 비율
(단위 : %)

자료: 1) 이가옥 외(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9, 〈표 1-9〉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년도). 전국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노인이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도 1985년의 경우 노인이 젊어

서 저축을 하거나 자력으로 마련하는 비율이 60.8%. 가족 및 자녀들이 

마련하는 비율이 36.8%이며, 국가에 대한 의존이 2.4%로 매우 낮은 반

면 2008년은 노인 스스로 마련이 53.0%, 가족 및 자녀들이 마련 11.8%, 

국가에 대한 의존이 34.9%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의존이 매우 급격히 감

소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회보장제도(국가)의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14.1%이며, 본인 스스로, 자녀, 본인과 자녀가 해야 한다는 비율이 

51.8%,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가 33.7%로 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

과 가족의 책임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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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노인이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변화
(단위 : %)

구분 1985년1) 1998년2) 2008년2) 2017년2)

노인 스스로 마련2)

(젊었을 때 저축+자력으로 마련)1) 60.8 67.9 53.0 34.0

가족 및 자녀들이 마련 36.8 5.3 11.8 7.6

사회보장제도(국가) 2.4 24.8 34.9 14.1

본인과 자녀 - - 10.2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 - 33.7

기타 0.0 0.4 0.4

모르겠다 2.0 - -

      주: 1) 본인응답기준으로 산정

   자료: 1) 임종권 외(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190, 

           2) 이윤경 외(2019).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p.101, 〈표 3-37〉

원자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와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책임의식은 가족 

내에서의 돌봄의 해결에 대한 가족(책임)주의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즉, 

구조적 측면에서 단독가구의 형성은 매우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은 점

차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 싫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이는 결

국 가족 외부에서의 “돌봄”의 제공자를 찾게 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노인이 인식하는 미래 간병수발자의 경우 자녀의 비율은 지난 10

년간 약 20%p 감소하였으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8.2%(공공 3.3%, 개인 4.9%)에서 13.6%(공공 7.8%, 민간 5.8%)로 5%p 

증가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나 공공의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돌봄 기대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에 대한 돌봄 기대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가족 내에서의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비율임을 보았을 때 노인돌봄에서의 가족(책임)주의는 여전히 높게 유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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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노인이 인식하는 미래 간병수발자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배우자 48.5 48.9 52.8 51.1 52.5

자녀 75.0 75.9 76.4 56.3 54.6

그 외 가족 3.1 1.8 6.8 3.1 3.1

자원봉사자 1.7 1.3 0.7 1.2 0.7

간병인(공공지원) 3.3 3.7 4.1 6.6 7.8

간병인(개인고용) 4.9 4.2 5.8 5.7 5.8

수발자 없음 15.6 14.2 12.4 16.3 16.3

  자료 : 이윤경 외(2019).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사회 정책. p.46, 〈표 3-8〉에서 인용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령화연구패널. 원자료 재분석. https://survey.keis.or.kr/klo

sa/klosa02.jsp에서 2019. 6. 11. 인출.

노인돌봄에서 한국 가족(책임)주의의 변화는 사회구조적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제도적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돌봄의 사회화’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정책화되는 과정과 노인돌봄 관련 정책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학습된 정서는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책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시행된 다양한 돌봄정책들을 통한 사회 구조 

및 인식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기존 개발국가 시대의 가족(책임)

주의를 중심으로 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의 경로에서의 이탈에 얼마나 기여

하였는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음으로 한

국 노인돌봄정책이 어떠한 변화과정에 따라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노인돌봄정책의 변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선성장후분배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이

루어지던 발전주의시대에는 노인의 돌봄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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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정의되었으며, 경제성장 위주의 정부정책과 유교문화에 따른 가

족중심의 노인부양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노인돌봄정책은 불모

지와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노인돌봄정책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박진화, 이진숙

(2014)은 노인돌봄정책에 대해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은 구

축단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은 발전단계, 2000년대 중반 

이후는 확대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돌봄정책 구축단계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노인복지법 내 노인돌봄정책의 대상은 부양자녀가 없거

나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거의 극저소득층을 위

한 구빈법에 가까웠다. 즉, 자녀가 없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주로 양로

원이나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었다(송다영, 2014). 또한 

1987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범실시되었고, 1991년 가정간호사

업, 1992년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김은지 외, 2017). 

다음으로 노인돌봄정책 발전단계로 볼 수 있는 1997년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일정이상의 수입이 있는 일반노인을 법적 대상으로 포함하

였으며, 일반노인도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실비-유료의 구분으로 많은 수의 

노인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송다영, 2014). 이 시점

까지도 노인돌봄에 있어 노인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바탕으로 정책이 집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 진입시점인 2000년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발의 

부담을 공식적인 사회제도 안에서 분담하기 위한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

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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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정책 확대단계인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설

립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과 2006년 두 차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선우덕 외, 2006; 최

병호 외, 2007)을 통해 2007년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작은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져 왔던 노인돌봄을 공공담론의 주제로 이끌어내고 

국가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신경아, 2011). 즉,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

나 사회보험 측면에서 노인돌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매

우 의미있는 정책이 시행된 의미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2〕 노인돌봄정책의 변화 과정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
2008년

2008년 2010년 이후

주요
변화

노인복지

법 제정
⇒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전문화

⇒ 

노인돌봄

바우처, 

독거노인지

원

⇒

노인장기요

양 보험법 

제정 

⇒

치매관리법 

제정, 

치매특별등급 

신설

정책
대상층

무의탁 

빈곤 노인 
⇒

무의탁

저소득 노인 
⇒ 중산층 확대 ⇒

전체 노인

(신체기능중

심)

⇒

전체노인

(신체+인지기

능)

돌봄시설, 
서비스 
다양화

양로시설 

중심
⇒

재가

서비스 도입
⇒

노인돌봄

서비스 도입 
⇒

서비스 

양적 확대
⇒

서비스 

다양화

자료: 이윤경 외(2019).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부, p.225, 〔그림 6-7〕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높은 수준의 돌봄필요도를 가지고 있

는 중중 대상자 중심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대상자 포괄성의 문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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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시장중심의 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 질

하락의 문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요양급여와 가족요양비의 형평성 문

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상자 포괄성 확대(5등급체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조건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관점에서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 노인돌봄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또 다른 정책

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다. 위 제도는 2007년 시작되었으며, 노인장

기요양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경증의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분위 150% 이하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제도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제4절 OECD 국가의 노인돌봄 사회화 

본 절에서는 OECD 국가의 노인돌봄 사회화 수준을 앞서 제시한 노인

돌봄의 보편성 측면과 가족(책임)주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노인 돌봄의 보편성은 얼마나 많은 대상자에게 얼마만큼의 지출

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 돌봄의 보편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이용 대상자 비율과 GDP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족(책임)주의 측면에

서는 가족 내 돌봄의 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하며, 50세 이상의 비공

식 간병 비율과 재가서비스 이용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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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돌봄의 보편성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

는 비율은 평균 10.8%로 2007년에 비해 5%p 증가하였다(OECD, 

2019). 아래의 그림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서비스 이용률은 38.3%로 

모든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 22.7%, 

이스라엘 20.3%, 독일 17.2% 등의 수준을 보이며, 포르투갈은 1.9%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8.9%가 노인장기요

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8년 제도도

입 이후 대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의 

완화로 대상자 포괄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8-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율(시설+재가)
(단위 : %)

   주: 1) 대부분의 국가는 2018년이 기준이며,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는 2019년 기준, 네덜란

드, 슬로베니아는 2017년 기준, 덴마크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함

        2)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모두의 현황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 Long-term care recipients. OECD 홈

페이지. https://stats.oecd.org/ 에서 2020. 10. 23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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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OECD 국가의 GDP대비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수준을 살펴

보면 2017년 기준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1.7%를 장기요

양서비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3.7%이며, 다음으로 노르웨이 

3.5%, 스웨덴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6%로 타 OECD 국

가 대비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2008년 제도도입 이후 급격하게 확

대되고 있으나, OECD 국가와의 비교시 대상자 포괄과 지출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4〕 OECD 국가의 GDP대비 장기요양서비스(의료 및 사회복지요소 포함) 지출 수준

(단위 : %)

   주: 평균은 OECD 17개 국가의 평균임

자료: OECD(2019). Heatlth at a Glance 2019. p. 239, 〈Figure 11.28〉. https://www.oecd-i

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ealth-at-a-glance-2019_4dd50c09-

en에서 2020. 10. 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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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돌봄의 가족(책임)주의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의 서비스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재가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시설서비스 이용률 

대비 약 3배 이상 재가서비스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다만 호주, 에

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그 차이가 크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그림 8-5〕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이용 비율

(단위 : %)

   주: 1) 재가서비스의 대부분의 국가는 2018년이 기준이며, 스페인,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2019

년 기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는 2017년 기준, 멕시코, 캐나다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함

        2) 시설서비스의 대부분의 국가는 2018년이 기준이며,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뉴질랜드는 2

019년 기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2017년 기준, 미국은 2016년, 벨기에, 

덴마크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 Long-term care recipients. OECD 홈

페이지. https://stats.oecd.org/ 에서 2020. 10. 23인출

이처럼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은 비용효율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중 

약 2/3는 시설입소에 따른 지출로 전체 예산에서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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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헝

가리, 체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위 세 국가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약 2~3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전체 장기요양지출의 96%, 체코는 82%, 한국은 76%를 시설서

비스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설서비스의 높은 수준

의 예산지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장기요양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가서비

스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난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 재가서비

스에 대한 지출이 장기요양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6〕 OECD 국가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출 비율
(단위 : %)

   주: 그 외는 주야간보호 등임

자료: OECD(2019). Health at a Glance 2019. p. 239, 〈Figure 11.29〉. https://www.oecd-il

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ealth-at-a-glance-2019_4dd50c09-e

n에서 2020. 10. 23인출

그러나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은 가족 내 비공식 돌

봄자의 돌봄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 공식 돌봄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는 비공식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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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제공자가 돌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50세 이상 비공식 돌봄자의 비율은 OECD 18개국 평균 13.5%이

며, 체코가 19.7%로 가장 높았으며, 오스트리아 19.2%, 벨기에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된 재가서비스 이용률과 지출비율과 연

관지어 볼 때, 독일, 덴마크의 경우 재가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고, 지출비

율도 높으며, 비공식 돌봄자 비율도 높은 특성을 보인다. 반면 폴란드는 

재가서비스에 지출하는 예산의 비율은 매우 높고 비공식돌봄자의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체코의 경우 재가서비스 이용 비율은 높으나, 

비출비율은 낮고, 비공식돌봄자의 비율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8-7〕 OECD국가의 50세 이상 비공식 돌봄자 비율
(단위 : %)

자료: OECD(2019). Health at a Glance 2019. p. 233, 〈Figure 11.20〉. https://www.oecd-il

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ealth-at-a-glance-2019_4dd50c09-e

n에서 2020. 10. 23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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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인돌봄정책에서의 돌봄의 사회화: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중심으로

한국은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를 상회하면서 노인 관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당시 시작된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국 노인돌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제도라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노인의 부

양과 돌봄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 중심의 가족책임주의가 

강하였다면, 이제는 돌봄을 사회화 하고 이를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문화

로 변화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인돌봄정책의 변화는 돌봄의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의 사회화는 앞서 OECD국가의 분석에서 적

용하였던 노인돌봄의 보편성 측면과 가족(책임)주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차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인구 대비 서비스 인정

자의 비율은 4.2%(2008년)에서 9.6%로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경증인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2008년 제도도입시 3등급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등급체계는 2011년 치매가점제도 시행으로 신체적 차원에서의 돌봄필요

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로 진입할 수 없지만 치매로 인하여 돌봄 



50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흡수시키며 1차적 대상자 확

대정책을 시작하였다. 또한, 등급내 최저점수를 55점에서 2012년 53점, 

2013년 51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5등급 체제로 등급을 

확대하며, 신체는 경증이지만, 인지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기 시

작하였다. 2018년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인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포괄성이 매

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인정기준을 햐항조정하여 경증의 대상자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는 것은 돌봄 대상

자의 확대와 함께 노인돌봄의 보편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돌

봄 보편성의 증가는 가족 내 가족(책임)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8〕 연도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단위 : 명, %)

   주: 1)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2) 2009, 2010년도의 경우, 당해연도 연보의 인정자 계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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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내용 중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서비스 중복이용에 대

한 값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은 42.9%에서 30.3%로 감소하였다. 즉, 정부의 

재가중심 서비스의 정책기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구조는 노인의 입장과 보호자 입장에서 상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능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사망하기를 희망하고, 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이라 인식하는 노

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을 구성한다면, 재가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구

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호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시설서비스 중심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탈

가족화’의 차원을 어느 수준에 두며, 가족들의 부양부담 완화를 어디까지

로 보느냐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보호자 관점에

서는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제도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석재은, 유은주(2007)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

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돌봄의 공

공성보다는 상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았다(신경아, 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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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연도별ㆍ서비스유형별 이용자 수(비율)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방문

요양

70,094 179,027 224,908 221,192 210,508 224,233 240,392 260,252 284,232 317,195 357,575 409,526

(46.8) (61.4) (64.5) (61.4) (57.0) (56.1) (55.4) (54.7) (54.7) (54.8) (55.1) (55.9)

방문

목욕

24,209 53,985 71,561 73,600 67,035 65,509 62,017 60,285 61,812 68,590 74,801 81,345

(16.2) (18.5) (20.5) (20.4) (18.1) (16.4) (14.3) (12.7) (11.9) (11.8) (11.5) (11.1)

방문

간호

4,154 8,708 8,462 7,870 7,866 7,634 7,660 8,613 9,077 11,485 14,270 15,727

(2.8) (3.0) (2.4) (2.2) (2.1) (1.9) (1.8) (1.8) (1.7) (2.0) (2.2) (2.1)

주야간

보호

10,027 18,091 21,255 22,428 24,014 28,051 35,089 45,006 57,165 74,081 94,399 116,529

(6.7) (6.2) (6.1) (6.2) (6.5) (7.0) (8.1) (9.5) (11.0) (12.8) (14.5) (15.9)

단기

보호

6,411 21,163 16,468 4,403 4,867 7,264 7,021 6,436 5,866 5,421 4,685 3,905

(4.3) (7.3) (4.7) (1.2) (1.3) (1.8) (1.6) (1.4) (1.1) (0.9) (0.7) (0.5)

복지

용구

22,423 94,843 111,180 116,690 133,495 154,883 169,896 194,139 216,803 246,960 275,900 338,421

(15.0) (32.5) (31.9) (32.4) (36.1) (38.8) (39.2) (40.8) (41.7) (42.7) (42.5) (46.2)

노인

요양

시설

62,203 85,691 115,479 127,568 137,250 168,782 142,382 153,840 164,221 176,041 189,615 99,180

(41.6) (29.4) (33.1) (35.4) (37.1) (42.2) (32.8) (32.4) (31.6) (30.4) (29.2) (27.2)

노인

요양

공동생

활가정

1,978 7,417 13,682 17,130 20,485 26,249 26,542 26,317 25,153 24,434 24,160 23,032

(1.3) (2.5) (3.9) (4.8) (5.5) (6.6) (6.1) (5.5) (4.8) (4.2) (3.7) (3.1)

전체

(계)
149,656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433,779 475,382 520,043 578,867 648,792 732,181

   주: 1)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이며, 전체(계)는 중복이 배제된 값임.

        2) 괄호안은 전체 이용자(실인원) 대비 개별급여 이용비율이며, 이용비율의 합은 100%가 넘

을 수 있음(급여간 중복). 

        3)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신법, 구법, 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전환)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년도.

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표 8-5>와 같이 민간중심으로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발달과 그 궤를 같이한다. 권위주의 반공개발국가 시

기 한국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

는 잔여적 서비스라는 두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윤홍식(2018)은 박정

희 시대 마련된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서 국

가는 종사자의 자격과 법인의 설립 인가 등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 수행하

며, 민간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은 최소화는 특

성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운영과 제공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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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하는 한편(이혜경, 1998; 이상용, 2003; 윤홍식, 2018에서 

재인용), 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국가의 공적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책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8-6>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
(단위: 개소, %)

구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계 (개소) 15,305 11,121 795 4,179 162 1,975 3,604 1,93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자체 (개소) 30 17 3 120 5 - 104 10

(%) 0.2 0.2 0.4 2.9 3.1 - 2.9 0.5

법인 (개소) 1,718 1,184 127 1,010 36 262 1,188 166

(%) 11.2 10.6 16.0 24.2 22.2 13.3 33.0 8.6

개인 (개소) 13,496 9,879 661 3,035 121 1,701 2,303 1,757

(%) 88.2 88.8 83.1 72.6 74.7 86.1 63.9 90.6

기타 (개소) 61 41 4 14 12 9 6

(%) 0.4 0.4 0.5 0.3 - 0.6 0.2 0.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이러한 특성은 약 30년 뒤에 제도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주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도입 초기 공공의 인프라가 부

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함으로서 민간 중심의 서비

스 제공을 국가가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중심의 서

비스 제공은 장기요양보험제도 곳곳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

도초기 인프라 부족으로 제도는 있으나 서비스는 없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조건을 풀어주면서 시작

되었다. 현재 개인운영기관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며, 주야

간보호를 제외한 재가시설과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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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그 비율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소규모 자본을 활용하

여, 공공서비스에 진입하기 수월한 사업으로 민간이 모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 공급과잉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Esping-Andersen(1999)은 탈가족화를 위해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시

장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시장을 통한 탈가족화

의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보편적 실현이 어려우므로 복지국가를 통한 탈가

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장은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책

에 대한 디자인은 국가에서 하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대부분

이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의 경쟁을 통해 높은 질의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Esping-Andersen(1999)은 시장의 높은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였으나, 현실에서는 시장 내에서의 가격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 식비 감액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가격형성에 따른 서비

스 질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서비

스 질은 서비스 대상인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들

게 될 것이며, 타 서비스 또는 타 시설을 다시 찾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다시 돌봄의 부담을 가족이 안게 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급여제공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금급

여가 아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

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일부 도서벽지지역 거주 대상자에

게는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본 제도에서 유일한 현금급여로 볼 수 있다. 가족요양비는 

2008년 1,135명이 지급받았으며, 2019년 1,181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양난주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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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식적으로는 ‘가족요양비’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현금급

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급여제공방법과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학자들은 현금급여로 인하여 재가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다(윤홍식, 2007). 또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 급여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

될 때 돌봄의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의 정신적·육체적 부담까

지 사회화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류연규, 2012)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금급여를 탈가족화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주

장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중심의 현 장기요양서비스는 ‘탈가족화’를 추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탈가족화 정도의 

논의는 탈가족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현금급여가 재가족화를 유

도하는지, 아니면 탈가족화정책의 적합한 급여제공방법인지 상이하게 정

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중심에는 서비스 제공 정책이 현금화되는 방법으로 나

타나고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등록된 방문요양기관에 의해 제한적으로 급여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이선희, 2017). 이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

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등을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일 90분, 월 20일 초과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2008년 2,651명이었으나, 2019년 65,297명으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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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가족요양비 수급자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 추이
(단위 : 명)

자료: 양난주, 김은정, 남현주, 김사현, 유야마 아쓰시, 유경숙(2020).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연구. 보건복지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p.9, 〈표 2-2〉.

2017년 재가급여 이용자 부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부양자 중 28.1%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80.0%

가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정 외, 2016). 

이들이 가족요양보호사 역할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소득과 관련된 이유

가 81.1%(다른 소득원이 없어서 34.5%, 인정자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비

용을 해결하기 위해 46.6%)로 이는 가족요양보호사제도가 또 다른 형태

의 현금급여로 제공되고 있음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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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부양자의 가족요양보호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N %

전체 1,767 100.0

요양보호사 
자격보유 여부

예 496 28.1

아니오 1,271 71.9

요양보호사 
활동 형태

가족요양보호사로만 활동 324 65.3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로 활동 73 14.7

일반요양보호사로만 활동 23 4.6

활동하지 않음 76 15.3

가족요양
보호사 

역할을 하게 된 
동기

다른 소득원이 없어서 137 34.5

인정자가 다른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해서 143 36.0

내가(응답자) 다른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해서 50 12.6

인정자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185 46.6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 -

기타 20 5.0

자료: 한은정, 이정석, 박세영, 유애정(2016).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이용 형태별 부양실태. 국민건

강보험 건강보험겅책연구원.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가족에게 이

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는 큰 비용을 들

이지 않으면서 가족돌봄의 욕구를 해소하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저

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었다(양난주 외, 

2020). 그러나 1일 90분이라는 적은 시간의 돌봄시간을 인정함으로서 

가족의 일방적 봉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가족

의 책임은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돌봄에 대해 낮은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면

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여 돌봄의 사회화에 역행한 제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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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책임)주의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돌봄가구의 가족(책임)주의에 얼

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주부양자의 특성 및 노동참여를 탈가족화와 가

족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돌봄자의 특성은 급여 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시설급여 대상자의 

주돌봄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주로 아들(48.4%)과 딸

(22.6%)이 주돌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급여의 경우 노인이 

24시간 시설에 거주하므로 돌봄자는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보다는 

경제적 지원이 우선임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재가급여와 급여미이용 대상자의 주돌봄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

으며 배우자(30.9% / 30.6%), 딸(27.2% / 27.1%), 아들(25.4% / 25.1%)

이 주돌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거주자 외에는 배우자가 주된 

부양자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수발과 재가급여의 경우 주돌봄자는 여성이 각각 61.5%와 

54.5%로 시설급여 45.6%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인다. 즉, 돌봄의 직접 

제공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지원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특

성을 보인다. 이는 전통적인 돌봄제공자인 여성의 돌봄노동이 직접적인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접 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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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주돌봄자의 특성
(단위 : %, 시간)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급여미이용(가족수발)

성별
남자 54.4 38.5 45.5

여자 45.6 61.5 54.5

돌봄시간(일) - 8.5시간 9.1시간

동거여부

동거 - 70.9 83.1

비동거지만 1주일 

중 일정기간 동거
- 7.6 2.0

비동거 - 21.5 14.9

인정자와의 

관계

배우자 8.5 30.9 30.6

아들 48.4 25.4 25.1

며느리 15.7 14.5 10.6

딸 22.6 27.2 27.1

사위 1.3 0.5 4.3

기타 3.4 1.5 2.4

자료: 한은정, 이정석, 박세영, 유애정(2016).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이용 형태별 부양실태. 국민건

강보험 건강보험겅책연구원.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26.8%(’94)

→ 48.4%(’17))(정경희 외, 2017)에 따라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

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노인돌봄의 경우 자

녀의 돌봄과 배우자의 돌봄이 공존하며,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돌봄시간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1일 

돌봄시간이 재가급여는 8.5시간, 급여미이용은 9.1시간으로 급여미이용

자의 돌봄시간이 더 많았다. 급여미이용자의 동거비율은 83.1%로 재가

급여보다 12.8%p 높았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비동거지만 1주일 중 

일정기간 동거비율이 7.6%로 급여미이용보다 높았는데, 이는 재가장기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돌봄부담의 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재가

급여 이용자는 급여미이용자보다 1일당 돌봄시간이 적으며, 동거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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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일정기간만 동거하는 비율은 높아 수발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탈가족화’ 실행도가 상대적으

로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6).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노동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시설급여 주돌봄자는 

67.6%가 취업중이며, 재가급여는 38.5%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만 보았을 때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탈가족화지수가 높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인정자를 돌보

기 위한 미취업의 비율은 두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결과만으

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탈가족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그러나 제도도입 전 장시간 노인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들 중 노인돌

봄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는 68.7%였으며, 비취업 상태인 여성들 

중 노인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도 86.4%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난 박영란·강순화(2008)의 연구결과와 단순 비교한다면 제도도입 전

과 비교할 때 제도도입 후 탈가족화가 높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많은 연구들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제도 이용가

구의 노동공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

리와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장기요

양보험이 비공식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여성 가족구성원의 노동공급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himizutani et al., 2008)는 결과와 비공식 

장기요양보호제공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고용률과 노동시간 감소정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 전보다 개정 후에 완화된다(Sugawara et 

96)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한 비교수준으로,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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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와 같은 긍정적 결과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정이 비공

식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여성 가족 구성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Nogouchi et al, 2007)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이현주, 2015에서 재인용).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구원의 노

동시장 참여 유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권현정 외(201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여성가구원들에게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의 유

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현주(2015) 역시 제도이용자 가구

의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두 연구 모두 급여의 불충분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1일 최대 3~4시간으로 한정된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이와 같은 문

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요양

보험대상자들의 주돌봄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대상자인지에 대

한 고려가 위 연구들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도 필요하다. 

<표 8-9> 주돌봄자의 노동참여
(단위 :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취업중 67.6 38.5

미취업 32.4 61.5

이유

전업주부 62.1 43.7

직업을 가진적이 없음 1.9 0.9

정년퇴직 14.6 15.0

건강상의 문제 4.9 2.3

인정자를 돌보기 위해 1.0 1.9

휴직 12.6 2.4

기타 2.9 33.7

자료: 한은정, 이정석, 박세영, 유애정(2016).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이용 형태별 부양실태. 국민건

강보험 건강보험겅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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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논의

본 연구는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한국의 노인돌봄과 관련된 가족(책임)

주의의 변화와 노인돌봄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노인돌봄의 사

회화를 통한 가족(책임)주의의 변화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식적 

돌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성장 후분배의 개발국가시대 한국의 노인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다루어졌으며,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재보험 등과 같은 논의에 가려져 온전히 가족들이 그 부담

을 안고 있어야 했다. 특히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노인

에 대한 돌봄은 가정에서 무급으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이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시설 처음으로 논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공적돌봄제도의 도입은 우리사회에서 가족의 노인돌봄 부양부담 

완화에 혁신적으로 기여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제도도입 자체만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를 어떻게 정의하며, 그리고 정책이 어

떠한 내용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 돌봄에 있어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돌봄의 보편성과 가족(책임)주의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수

준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이 돌봄의 사회화

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측면과 부양적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돌봄의 보편성을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

양보험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인정점수를 하향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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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경증의 치매대상자를 장기요양대상으로 흡수시키기위해 2014년 

치매특별등급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지기능저하자까지 장기요양대상자

로 흡수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포괄성은 매우 높아졌다. 대상자 

포괄성 확대는 가족의 노인돌봄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에게 노인돌봄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였던 개발국가의 경

로의존성을 벗어나는 도화선이 된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발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돌봄의 사회화 수준을 어디까

지로 정하느냐가 핵심이라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된 문제로 

지적되어온 중증대상자 중심의 대상자 포괄성문제는 이제 대상자의 무분

별한 확대라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돌봄

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상자 포괄성 문제를 돌봄의 보편성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서비스 

구조는 가족(책임)주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가족(책임)

주의를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탈가족화’를 가

족의 복지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노력으로 본다면, 재

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탈가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24시간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서비스가 

재가서비스보다 탈가족화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인의 권리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한다. 

즉, 부양자의 입장과 노인의 입장이 모두 고려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민간 중심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sping-Anderson(1999)은 시장을 통한 탈가족화의 경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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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비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보편적으로 실현되기 어려

우므로 복지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는 국가에서 설계하고, 자본은 국가

와 개인(본인부담금)이 부담하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은 개인운영이 80% 

이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민간을 

통해 관리를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하겠다는 개발국가 시대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잔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민간시설은 낮은 수준의 가격형성에 따른 서비

스 질 하락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들게 되며, 이는 다시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급여제공 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설계

는 서비스 제공과 현금제공 두 가지 방법으로 설계가능하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협의

의 차원에서 탈가족화를 개념화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심의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

다고 볼 수 있다. 가족들의 부양부담과 개인의 가족에 대한 복지의존 완

화라는 차원에서 탈가족화를 접근한다면 ‘가족요양보호사’제도도 탈가족

화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의 또 다

른 차원으로 가구성원이 탈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본다면, 가족요양보호사를 재가족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본고에서 정의한 탈가족화의 정의에 따른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서비스적 차원이 아닌 현금적 차원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재)가족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이 실제 가족들의 탈가족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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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주부양자는 미이용 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해 돌봄시간이 낮다. 단

편적 분석이긴 하지만, 돌봄시간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가족의 돌봄부담

을 완화하였다는 것은 긍정적 차원에서 탈가족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노동시장 진출, 돌봄에 대한 부

담 등의 감소를 통해 탈가족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효

과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일일 3~4시간의 서비스 제공시간이라

는 한정적 서비스 제공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24시간 방문서비

스 등 재가에서도 시설과 유사하게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가족의 돌봄부

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확대는 탈가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생

각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의 사회

화, 노인돌봄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역할

을 하고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를 시작하는 첫 신호탄은 쏘아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며, 노인의 관점에

서 그들이 원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양자들이 충분히 가족의 

부양부담을 벗어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 내용 보완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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