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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성장과 복지확장의 시기에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 도출은 중요한

해결과제로떠오르고있다. 이연구는경제정책과사회정책의조화로운결합방안과합의도출을모색

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한 스웨덴, 국,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는정책의조화및합의도출을보는기본인식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정책의 집행과 전달방식, 그리고 재원조달과 조세저항에 이르기까지

제기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선진국사례의시사점을폭넓게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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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1990년  이래 모든 국가들에게 도전과 위협으로 제기되는 세계화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는 고용없는 성장과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 문제점들과 함께 한

국경제의 당면 해결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들

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외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정책의 역할이 점점 증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외적 도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정

책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역

할이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제 

정책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 사이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의 증 에 착안하여 양 정책의 조화로운 

결합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

들을 경험해 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필요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를 탐구하

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해외 사례로 스웨덴과 영국, 그리고 미국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고 사

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가이며, 영국은 복지국가체제의 표적 국가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로 급진적 전환을 경험한 국가로서, 또 미국은 시장친화적 사회



정책을 추구해 온 나라로서 각각 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세 나라의 경우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경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포괄적이고 참신합니다. 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을 보는 기본인식에서 시작하여,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정책의 

집행과 전달방식,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정책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

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단순히 양 정책들

간 조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외정책, 외관계와의 조화 속

에서 폭넓게 조망되어야 한다는 점,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

고 토론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은 사회적 경제정책이 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정책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경제성장 친화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점, 그러나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경

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조화 또는 충돌과 함께 경제정책들간의 충돌 및 사회정책 

내부의 정책적 모순과 충돌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

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조세저항이 줄어들

며 사회정책을 위한 재원조달에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

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에서 유럽팀을 맡고 있는 김흥종 연구위원과 성공회 학교의 

신정완 교수, 그리고 카톨릭 학교의 이상호 박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세 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격차, 유럽사회모

형 등 우리 사회에서 현재 요구되는 유럽의 사회정책적 시각에 관한 연구를 축적

해 온 김흥종 연구위원은 연구의 전반을 총괄하면서 영국 사례 연구와 미국 사례 



일부를 담당하였으며, 스웨덴 사회경제모형과 노사관계의 전문가인 신정완 교수

는 연구방법론 및 스웨덴 사례 연구를, 미국의 사회정책을 연구해 온 이상호 박사

는 미국 사례 연구를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하여 전문적 지식을 축적

해 온 세 연구자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극 화하였다고 판단됩

니다. 

이 보고서는 집필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

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고려 학교 박성훈 교수, 

정책기획위원회의 송민경 전문위원, 서울 학교 안상훈 교수, 그리고 연구 추진

단계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주신 인천 학교 황성현 교수와 재정경제부의 유형철 

서기관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원의 정여천 연구조정실장, 박복영 동서남아팀장,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준 김연수 연구조원과 익명의 평가자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

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많은 부분이 정책간 부조화와 갈등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 조화와 합의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본인식이 

정책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어떠

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정책의 전달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꼭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이 연구

결과는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

았던 문제를 이 연구보고서가 선구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

고서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 제안과 수립 과정에

서 반영되고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 합니다. 아울러 이 과제가 학계에서 앞으로도 널리 연구

되어 정책간 조화와 갈등의 문제가 사회과학의 중심연구주제 중 하나로 부상하기

를 기 해 봅니다. 

2006년 12월

원장 李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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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

방안과 합의의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 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가이다. 스웨덴은 2차 전 이후 황금시기에 케인즈주의적 거시

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결합시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였다. 스웨덴 모형은 사민당과 중앙교섭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하에 설계주의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성의 수

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는 정책요소들간의 긴장은 1970년  이후 불리해

진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정책간 충돌’로 발전하였다. 1990년  후반 이후 스웨

덴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긴축정책

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정책 역시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지출삭감 중심의 정책

이 추진되고 사회정책의 운영 틀에서도 시장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스

웨덴 정부는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별로 개혁의 완급을 조절하고 최빈곤층을 위한 

배려를 통해 ‘복지축소의 정치’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



다. 또한 개혁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회적 합의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도 개혁에 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영국은 복지국가체제의 표적 국가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로 급진적 

전환을 경험한 국가로서, 전후 5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쇠퇴는 영국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 중의 하나이다. 케인즈적 

전통과 냉전시기의 특수성이 맞물린 복지국가의 확 는 전후 영국 사회를 규정짓

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다.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1960년  중반까지의 ‘황금

기’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외개방과 국제수지의 방어, 케인즈주의 총수요관리정책, 단체 

협약 및 보편적 사회정책은 내부적으로 긴장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부조화 관계는 1970년  들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를 극복한 

처의 개혁정책은 영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국가개조계획이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효율성의 제고였다. 

하지만 처의 보수당 정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반드시 립한 것만은 아

니었다. 처정부의 사회정책 개혁은 전통적 사회복지 부문이 아닌 교육과 공공주

택 분야 및 지방정부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처시절의 이러한 사회정책

의 궤적은 핵심적 사회정책 분야에 한 개혁 신 범사회정책에 한 개혁을 통

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끌어낸 정책간 타협안의 산물이었다. 블레

어 신노동당 정부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사회정책과 국가경쟁력 제고

의 조화로 표현되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인력정책은 사회정

책의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었다. 결국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

책간 조화의 문제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집행으로 치환시켜

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정책에서도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빈곤 책으로 집



중된 미국의 경험은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하였으며 케인즈주의 정책조차도 시장이

나 민간부문에 한 간접적인 개입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1980년  이후 공급측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탈규제와 자유화가 더 진전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나타

나지만, 케인즈주의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1950∼60년 에도 미국의 사회

경책은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 적으로 강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미

국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시장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더욱 강

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 조화의 문제는 결국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얼마나 강조되어야 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빈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빈민층에 한 공교육의 

확충에 많은 역점을 둔 것은, 결국 비시장적 영역으로 남겨 둘 수밖에 없는 빈곤층

에 한 공적 부조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미

국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경제철

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시장화를 통해 달성되었으며, 미국적 사회정책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 연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간 조화 및 합의의 도출을 보는 기본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성장과 분배

의 상충가능성은 사회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

용과 방향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경제정

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

화는 단순히 양 정책들간 조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외정책, 

외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폭넓게 조망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것은 아니며, 사회지출은 본래 스스로 계속 증가

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합의의 도출은 세력들간 합의의 도

출만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정부와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개혁방향에 한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경제

체제가 조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과 관련하여, 첫째, 경제정책은 전통적인 사회정책적 과제

까지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경제정책, 즉 ‘사회적 경제정책’이 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정책 또한 ‘사회학습망’과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

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친화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간의 

상충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

를 정해야 한다. 비시장적 공적 부조와 실업, 장애,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에

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반면 범사회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양 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블레어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보적 관계를 중시했으며, 국가경쟁력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넷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조화 또는 충돌과 함께 경제정책들간의 충돌 및 사회정책 내부의 정책적 모

순과 충돌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양 정책간 충돌이 실제로는 정

책 내부의 부조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집행 및 전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정

책의 입안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변화

를 추진해야 한다. 난관에 봉착하여 단기적 미봉책으로 버티거나 비난회피 전략에 

의존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정책의 목표와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밝히

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결과에 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토론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

의’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의 효과에 한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합의

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의 적극적 홍보도 중요

하다. 

정책추진의 재원은 부분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재원을 확보

하려는 정부와 이에 응하려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중요한 해결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사회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을 상으로 하는 방향

으로 발전시켜감으로써 조세 부담층이 사회정책의 혜택을 실감하면 합의의 도출은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둘째, 세정의 선진화와 조세정의의 실현은 조세저항을 줄이

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사회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에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예산지출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것

이 아니라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해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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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목적

현재 한국 사회는 내외적 도전 속에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

제적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여 수십 년간 지속된 고

도성장의 시 가 막을 내렸다. 또한 한국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

서 국민경제의 변동성(volatility)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

가 약화되어 성장과 수출을 주도하는 일부 기업들이 이룬 성과가 국민경제의 여

러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

양한 수준에서 경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IT 산업과 비IT 산업, 수출 부문과 

내수부문, 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적 성과의 격차가 날로 커

지고 있다.1) 노동시장에서도 사정은 유사하다. 공식 실업률은 2006년 8월 현재 

3.4%로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연령별 실업률의 격차가 확 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간에 임금을 

포함한 각종 고용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새로운 문제로 두되었다. 세계에서 가

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

은 향후 경제성장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2) 연금제도 등 사회정

책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 계층간 양극화도 심화

되어 계층간 사회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빈곤의 재생산도 한층 뚜렷한 경향으

1) 김흥종 외(2005)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상 적 

빈곤율이 1996년 12.7%에서 2000년 17.0%로 급상승하였으며, 경공업 對 IT산업 생산성 격차

도 1.8배(1995)에서 5.2배(2002)로 확 되었다. 지역간 격차도 지수도 0.203(1995)에서 

0.239(2000, 2003)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다. 
2)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어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로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

다. 고령인구의 비율도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비율은 

2016년에는 20.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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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개발연 에서처럼 경제성장에만 매진하면 성장의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에 의해 빈곤과 분배 문제도 해소되기를 기 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

정책의 확충 없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주요 OECD 선진

국은 차치하더라도 터키, 멕시코 등 OECD 신규가입국보다 낮은 수준이다.3) 예컨

 공공사회지출의 경우 한국의 지출규모는 GDP의 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일본(17.6%), 미국(14.8%), 프랑스(28.8%), 스웨덴(28.9%)뿐 아니라 터키(13.2%), 

멕시코(14.1%) 그리고 아일랜드(1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

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정책을 확충해 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로 

첫째, 국민의 조세저항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을 통

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방식에 국민이 익숙해진 관계로 조세부담을 늘려 사회문

제를 해결해 가는 데 한 정치적 지지는 매우 낮은 편이다. 둘째,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고령화 등 경제와 사회의 변화 흐름으로 사회정책적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

만 세원의 국제간 이동이 쉬워짐으로써 사회정책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점점 어

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셋째, 서유럽과 북미의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양상도 사회정

책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발전이라는 비전(vision)에 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1980년  이후 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사회정책 지출의 증

가추세가 억제되었거나 감소추세로 반전되었고 사회정책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

장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선진국들의 과거, 즉 복지국가의 전성

3) Jones(2005), pp. 147∼8. 민간사회지출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는 10.5%로서 일

본(18.2%), 미국(25.1%), 프랑스(30.8%), 스웨덴(32.4%), 터키(13.2%), 멕시코(14.3%), 아일

랜드(12.9%)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한 지출규모는 GDP의 

0.2% 미만이어서 덴마크(1.8%)나 OECD 평균(0.8%)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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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모델로 삼아 한국의 사회정책을 발전시켜가기도 어렵게 되었다. 향후 한국의 

사회정책은 2차 전 이후 1970년 까지 발전했던 구미의 고전적 복지국가의 기능

을 확충해가면서도 세계화, 기술변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새로운 도전들에도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이중의 과제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응하려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조화

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로운 결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이를 해

결하고자 노력해 온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검토하여 조화와 합의의 도출 방식 

등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연구의 대상

서구 사회경제모형을 논할 때 영미식, 유럽 륙식,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식으로 

구분하여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다.4)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을 사례 연구의 상으로 선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세 국가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강한 복지국가의 표적 사례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을 설계주의적으로 추구한 사회이자 또 좋은 성과를 거둔 사회이다. 또한 스웨

덴은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 또는 ‘사회적 화(social dialogue)’를 

통해 주요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온 표적 국가이기도 하다. 유명한 ‘스웨덴 모델

4) Wickham(2002), Amable(2003), 김흥종 외(2005) 등. 이 외에도 남유럽식 또는 동유럽식도 

종종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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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wedish model)’의 전성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90년  복지축소의 국면에

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긴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

었다.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높은 사회보장의 수준에도 불구하

고 직접금융시장이 유럽 륙국보다 훨씬 발전하였으며 시장규제에도 영미식 모델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5) 이러한 배경으로 1990년  말 이후에는 성장과 고

용, 혁신 모두에서 유럽 수위권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세계화․정

보화․금융화․고령화 시 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복지국가 모델을 표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웨덴 경제는 높은 수출의존도, 외자기업의 높은 비중,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 IT 산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한국 경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정책적 최  현안의 하나인 연금개

혁을 1990년 에 별 무리 없이 이루어 낸 사회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980년  이후 사회경제 운영 모델의 급진적 변화를 경험한 사례로 주

목할 만하다. 2차 전 이후 영국은 오랜 기간 강한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해 온 

표적 국가였다. 그러나 1970년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은 후 보수당 처(M. 

Thatcher)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영국의 사회경

제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등 많은 사회

적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성장과 고용에서 유럽 수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비

교적 빠른 기간 내에 경제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블

레어(T. Blair) 정부는 처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체로 계승하

면서도 사회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사회정책의 생산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사회복지학계에서 유행

5) 김흥종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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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회적 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란 용어는 주로 블레어 정부

가 추진한 사회정책을 뒷받침해 온 사회철학적․정책전략적 입장을 표현하는 용어

이자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발전되어 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사례는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연구 상 국가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규모로 볼 때에도 스웨덴이 인구 

1,000만의 강소국이라면 영국은 한국보다 약간 큰 강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혁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조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

은 관심의 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정책노선을 표해 온 국가이다. 케인즈주의의 

전성기에도 미국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서유럽에 비해 상 적으로 낮았으

며 사회정책은 한계계층 지원에 주력하는 최소주의적 노선에 입각해 있었다.6)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조류의 두 속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자유주

의적․시장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영국에서와 같은 급진적 노선 

전환이라기보다는 종래의 자유주의적 경향이 다소 강화된 정도로 볼 수 있다. 미국

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약한 사회정책으로 빈부격차 정도가 선진국 중 가장 심

하다는 문제가 있으나 성장과 고용, 혁신의 측면에선 선진국 중 선두주자 지위를 

누리며 세계경제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1980년  이후 

다수 선진국들의 정책노선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미국화(Americanization)’

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과 미국이 선진국 사회경제시스템의 여러 유형 중 양극단을 표한다면 

영국은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이해 갔다는 점에서 그 중간 정도에 위

6) 예컨  1964년 존슨 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선포 이후 시작된 빈곤층 아동을 위한 헤드스타트 

운동도 빈곤탈피의 방식을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으로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 즉 빈곤탈피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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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스웨덴과 미국이 1980년  세계화 이후 어느 정도 사

회경제 운영 모델의 수정을 거치면서도 본래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경험해

온 사례라면 영국은 급진적 모델 변화를 의식적으로 추진한 표 사례라 할 수 있

다.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경로를 밟아온 사회들을 연구 상으로 삼음으로써 향후 한

국사회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시켜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 자료와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 한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사례 연구에서 사용될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정의, 양자관계와 더불어 정책

간 조화와 부조화, 정책간 우선성, 복지축소기의 정치 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소개된다. 이어서 3장, 4장, 그리고 

5장은 각기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각 사례 분석에서 모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정책 변화과정을 통시적

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주요 쟁점 및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추출한다. 3장

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간 조화와 사회적 합의를 추구한 사례로서 스웨덴의 

경험을 소개한다. 4장에서 다룰 영국은 한때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불렸던 국가로

서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 모형으로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한 국가로 알려

져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쇠퇴와 이에 응하는 정책간 조화의 경험을 알기 위

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 영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

정책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5장은 미국 사례 연구이다. 사회정책에서도 시장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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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에서 양 정책간의 조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해 고찰한다. 결론 부분인 6장에서는 세 나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에 한 시사점을 제

시한다.

보고서의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보고서의 구성

연구방법론: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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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념과 상호관계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정의 및 양자 관계

광의의 경제정책은 한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모든 정

책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생산․분배․교환․소비의 순환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제정책은 이러한 순환과정에 있는 하나 이상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거나 혹은 경제활동의 제도

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사회정책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현재에도 지배적인 정설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의 진화과정에서 사회정책의 내용이 폭 확

장된 데다 경제정책과의 결합이 심화되어 경제정책과 확연히 구별하기가 어려워진 

사회정책 영역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경제정책과 구별되는데, 

우선 사회정책은 주로 재분배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들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이

다. 빈곤구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등 사회정책의 핵심적 목표들은 

모두 분배나 소비와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경제정책 중 조세정책은 재분배와 직결

되지만 민간으로부터 국가로의 재원 이전과 관련된 정책이지, 국가로부터 민간으

로의 재원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 반면에 사회정책의 경우엔 주로 국가로부터 민간

으로의 재원이나 서비스 이전을 주 내용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정책

의 범위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로 구성된 협의의 사회

복지정책에 더하여 노동시장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까지를 포괄한다. 

경제정책은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인 생산․분배․교환․소비의 전 과정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정책인 반면에 사회정책은 주로 분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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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에는 통상적 용법에 따라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을 서로 영역이 중첩되지 않는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제정책은 광의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광의의 경제

정책에서 사회정책을 제외한 정책 영역을 지칭한다. 

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작용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모두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주체

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한다.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해 갖는 효과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i) 촉진(facilitating or accelerating):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의 효과를 배가하는 

경우이다. 예컨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평생교육 

정책은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지원한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인력의 공급을 촉진

한다. 또한 보육, 양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사회정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며 완전고용을 지원하여 고용률7) 제고를 도모하는 경제정책

을 지원한다. 

ii) 완충(buffering):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제정책의 지속

적 추진을 지원한다. 공적부조나 실업보험은 빈곤층과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통해 

7) 고용률이란 생산가능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고용률을 높이려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취업률을 높여야 하기도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

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기도 한다.



30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산업구조조정 촉진형 경제정책의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시켜준다. 

iii) 정책공백 메우기: 경제정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영역에 사회정책이 개

입하여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  취업이 불가능한 최빈곤층에 해서는 

공적부조와 같은 사회정책의 손길만이 닿을 수 있다.

iv) 효과 둔화 또는 상쇄(slowing down or offsetting):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반 방향의 효과를 낳음으로써 경제정책의 효과를 둔화시키거나 상쇄할 수 있다. 

예컨  관 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정책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긴축 거시

경제정책의 효과를 둔화시키거나 상쇄할 수 있다.

v) 제한(restricting): 사회정책은 경제정책, 특히 거시경제정책에 비해 정책의 가

역성(reversibility)과 신속한 변화가능성이 낮아 사회정책의 존재가 경제정책의 선

택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사회정책의 경우엔 체로 지출증 는 쉽지만 지출삭감은 

어렵다. 따라서 비교적 관 하고 규모가 큰 사회정책이 오래 존속해온 사회에서는 

정부지출규모를 폭 삭감하는 급진적인 긴축 재정정책의 구사가 매우 어려워진다. 

한편 경제정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에 미치는 효과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i) 촉진(facilitating) 또는 허용(permitting): 예컨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적 거

시경제정책은 사회정책 관련 지출의 증 를 허용하여 사회정책의 활성화를 촉진한

다. 

ii) 제한(restricting): 일례로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긴축 거시경제정책은 사

회정책 관련 지출 증 를 제한한다. 

iii) 충돌(conflicting): 교육, 의료 등 필수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

진하는 산업정책은 사회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서비스 발전정책과 충돌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작용에서 기간 문제도 중요하다. 예컨  빠른 경제

성장에 주력하는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정책 예산 비중의 감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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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발전을 억제하지만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조세기반을 확 함으로써 장

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사회정책 관련 

지출의 증 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압박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선택 폭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완화와 양질의 노동력 공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정책 구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2. 전후 선진국들의 사회경제정책체제와 복지국가체제의 

변모

가. 사회경제정책체제의 변모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보완성8)을 확보한 채 결합하여 상당 기간 안정적

으로 작동할 경우 하나의 ‘사회경제정책체제(socioeconomic policy regime)’가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2차 전 이후 주요 선진자본주의국들에서 존재해 온 표적인 

사회경제정책체제의 유형으로는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Keynesian socio-

economic policy regime)’와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neoliberal socio-

economic policy regime)’를 들 수 있다. 

1)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는 2차 전 이후 1970년 까지 서유럽과 북미에

서 지배적인 사회경제정책체제로 군림한 바 있다.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

8) 여러 정책간에 보완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의 효율적 작동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보완성’ 개념에 해서는 3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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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책목표상의 우선순위는 완전고용 달성과 빠른 경제성장에 있었다. 빠른 경

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확  거시경제정책, 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비시

장적 방식으로 조정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정책, 관 한 사회정책, 평균적 인력의 

노동능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중교육체계, 엄격하게 규제적인 금융시장정책 

등 서로 정책적 보완성을 가진 정책들을 핵심 정책구성요소로 삼았다. 케인즈주의

적 사회경제정책체제는 일련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여건 위에서 작동했다. 량생

산체제라는 기술적 여건,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시스템이라는 국제금융질서, 

사회정책의 주된 수혜집단인 노동자계급의 높은 동질성,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

출이라는 정치적 여건 등을 주요 여건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사회

경제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스웨덴이 강한 케인즈

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를 표하는 사례였다면 미국의 경우엔 케인즈주의 시

에도 자유주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는 1960년  말까지는 매우 잘 작동하여 ‘자본

주의의 황금기’를 낳았고 또한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케인즈

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는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쉽다는 약점을 갖고 있

었다. 팽창적 거시경제정책과 관 한 사회정책은 조세수입을 넘는 수준의 정부지

출을 야기했고 민주주의적 정치절차는 지출증 는 용이하게 했지만 지출삭감은 어

렵게 했다. 비시장적으로 조정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질서는 생산성 상승률을 넘

어서는 임금상승률을 야기하기 쉬웠다. 이러한 내적 약점에 더하여 세계화, 특히 

금융세계화, ‘정보화’로 표되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고령화 등 인구학적 여건

의 변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케인즈주

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를 구성하는 정책요소나 제도요소들 중 일부는 현재에도 많

은 선진자본주의국에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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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를 체하여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주요 선진

국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지배적인 사회경제정책체제

로 군림해온 것이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이다. 영국은 1980년  이후 신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로 급진적으로 이행한 표적 사례이고 스웨덴의 경

우엔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종래의 케인즈주의적 요소

와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혼재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에서 정책목표상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있다. 그리고 물가안정에 기초한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와 사

회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주체의 행위 규율, 즉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긴축 거시

경제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 경쟁촉진적 산업정책, 시장원리지향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정책, 최소주의적 사회정책, 금융시장 자유화, 시장개방 특히 금융시장개

방 등 서로 정책적 보완성을 가진 정책들을 주요 정책요소로 삼고 있다. 경제활

동의 세계화 특히 금융세계화, 정보화 등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서비스 부문의 

비중 증 와 노동자계급 내부의 이질성 강화 등의 여건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사

회경제정책체제의 작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

제는 물가안정과 미시적 수준에서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민간부문의 저임금 일

자리 양산에 따른 고용증 에는 성공했지만 약점도 갖고 있다. 즉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체제가 가능케 했던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지위 개선과 계층간 사회

경제적 지위의 균등화, 국민경제의 안정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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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국가체제의 유형과 변모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따르면, 복지국가

체제(welfare-state regime)는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보수주의적(conservative)․

조합주의적(corporatist)’ 복지국가, ‘사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삼

분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를 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체로 복지국

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주로 저소득층을 상으로 자산조사(means-test)에 기초한 

부조가 이루어지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전지출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약한 사회

보험제도가 들어서 있다. 자유주의적 노동규범이 강하여 복지국가는 시장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준에 자리잡고 있다. 영국은 체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속한

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국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보험제도도 상당히 발전되

어 있어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전형적 사례는 아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륙국들을 표로 하는 보수주의적․조합주의

적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시장지향성은 약하나 가족주의적 성

향이 강하다. 즉 전통적 성별관계를 중시하여 남성 가장이 시장에서 소득을 얻고 부

인은 가사를 돌보는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갖고 있다. 또한 계급 및 

계층간 격차가 복지국가체계에도 그 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회보험에 있

어 직역(職役)보험의 비중이 크고 시장에서의 소득수준 차이가 보험급여수준 차이로 

직결되어 복지국가를 통한 계급 및 계층간 경제적 여건의 균등화효과가 약하다.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표로 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경우엔 

복지국가의 규모가 매우 커 교육, 의료 등의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으며, 빈곤층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상으로 삼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원리에 

기초해 있다. 또한 강한 평등주의에 기초해 있어 전 국민을 단일 사회보험체계로 

통합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수준이 매우 높아 복지국가에 의한 소득․소비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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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강하게 지향하여 실업자에 한 

생활보장보다는 완전고용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큰 제도 틀을 갖고 있다(신정완 2005, pp. 135∼136). 

1980년  이후 세계화의 가속적 진행과 신자유주의적 조류의 두에 따라 장기

적으로는 선진국들의 복지국가체제가 미국을 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수렴되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학자들도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위 3개의 

복지국가체제가 체로 유지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 선진국의 복

지국가의 구체적 제도 틀이나 운영방식을 관찰해보면 1980년  이후 적지 않은 변

화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하게 된다. 체로 시장주의적 요소가 새로이 도입되

거나 강화되었으며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

행되었다. 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의 흐름이 뚜렷이 확인된다.

i) 복지와 노동의 연계 강화: ‘활성화(activation)’ 또는 ‘복지에서 근로복지로

(from welfare to workfare)’ 등의 말로 표되는 변화추세는 노동이 가능한 복지 

수혜층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탐색

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회정책의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

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영국에서처럼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서는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부터 스웨덴과 같이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직업경험 프로그램

의 비중을 높이는 좀더 관 한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도해 왔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실업 책으로서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약화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강화되어 

왔다.

ii) 학습복지의 강화: 학습(learn)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인 ‘학습복지(learn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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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선진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의 흐름을 표하는 키워드의 하나이다. 학습복

지 역시 궁극적으로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복지와 노동 또

는 고용 사이에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복지․교육․고용간의 유기적 결합을 도

모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체계를 정비․개

선하는 동시에 학교교육의 질과 강도를 높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식기

반사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생애에 걸쳐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은 수

준에서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습복지의 선두주자는 덴마크인데, 덴마크에서는 

재직자의 휴가로 인해 생긴 빈 일자리를 실업자로 체하는 직장순환제와 관 한 

유급교육훈련제를 통해 실업자의 직업경험 및 재직자의 재교육을 촉진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 왔다. 

iii)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관한 논

의는 1980년  중반 이후 서구국가들에서 시작되었다. 과거에 고용안정성 제고와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던 서구국가들은 1970년  이후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만성적 고실업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

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유연안정성이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

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보장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확 를 가능케 하는 한편 

비교적 관 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되 특히 고용촉진적인 방향으로 사회복지제

도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평생고용과 소득안정을 제공해준다는 발

상이다. 그런 점에서 유연안정성 제고 전략이란 고용의 유연성은 강조하되 안정성

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미국식 노동시장체계와 고용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

다가 유연성 확보에는 실패한 전통적인 유럽식 노동시장체계 사이에서 ‘제3의 길’

을 취하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실험을 추진

해온 표적 나라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들 수 있다. 

iv) 사회서비스 공급의 운영 틀 개혁: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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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서 분권화, 부분적 민영화, 이용자 요금 부

과 등의 운영 틀 개혁이 이루어졌다. 분권화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공급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더 밀착하여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 ‘시장화(marketization)’와는 다르다. 

민영화와 이용자 요금 부과는 시장화의 표적 형태이다. 사회서비스의 일부 분야

에 민간공급자의 참여 허용과 이용자 요금의 신설이나 증액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할 3국 중 미국의 경우에는 종래에도 복지국가의 규모가 크

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가 높아 1980년  이후 큰 폭의 제도 개혁을 경

험하지는 않았고 영국의 경우엔 ‘근로복지(workfare)’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방향

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엔 1980년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의 분권화

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0년  이후엔 사회서비스 공급의 부분적 민영화

도 진행되었다.

3. 정책적 보완성과 정책적 부조화 및 정책목표상의 우선성

최근 비교정치학 및 비교경제체제론 영역에서 크게 주목받아 온 ‘자본주의 다양

성(varieties of capitalism)’론에 따르면 하나의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제

도들 사이에는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이 확보되어야 한

다. 예컨  금융제도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제도, 사회복지제도가 각기 전혀 다른 

별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거나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서는 

경제 전체의 원활한 작동을 기 하기 어렵다. Amable(2003)에 따르면 하나의 제

도의 존재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경우 이 두 제도간에는 보완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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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9) 또한 다양한 자본주의 경제들을 유형화하여 비교․평가하는 최

근의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들은 모두 제도적 보완성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10) 

홀과 소스키스(Hall & David Soskice)는 선진자본주의국의 경제체제를, 영미를 

표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LME)와 독일을 표로 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로 별하여 분석하는데, LME

와 CME는 각기 높은 수준의 제도적 보완성을 가진 제도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본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경제체제는 나름 로 서로 제도적 보완성을 

갖는 하위제도들로 구성되어야 좋은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제도적 보완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해당 경제체제가 어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Hall & Davis Soskice 2001, pp. 17∼44). 

아마블(Amable 2003)은 ‘혁신과 생산의 사회적 체계들(social systems of in-

novation and production: SSIP)’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자본주의 경제들이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 임노동체계와 노동시장제도, 금융중개 부문과 기업지배구

조, 사회복지, 교육 부문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느냐에 

주목하여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다섯 가지 하위 체제로 유형화한다. (1) 영미를 표

로 하는 시장기반 경제, (2)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표로 하는 

사민주의 경제, (3) 일본을 표로 하는 아시아 자본주의, (4) 독일, 프랑스를 표

로 하는 유럽 륙 자본주의, (5) 남유럽 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 경제체제 

유형에서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구성된 제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지배적 원리가 무엇

이냐에 따라 각 경제체제 유형에 속한 나라들이 특화되는 산업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마블도 홀과 소스키스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보완성의 확보․유지가 

9) Amable(2003), p. 6. 
10) Hall & David Soskice(2001); Amabl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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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경제적 성과를 낳는 데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신정완 2005, p. 125). 

예컨  사민주의 경제는 다음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제도들의 결합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이다. 

표 2-1. 사민주의 경제의 제도적 보완성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제도 사회적 보호 교육제도

생산물
시장

경쟁압력은 일정
정도 노동의 유
연성을 요구

기업의 장기 전
략은 인내하는 
자본을 요구

강한 경쟁은 임노
동자의 위험을 함
축. 이는 정교한 
금융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보호를 요구

외경쟁력은 고도
로 숙련된 노동력
을 요구

노동
시장

임금교섭의 중앙
집권화와 코포라
티즘은 기업간 
‘조정’에 우호적
임

고용보호는 단기 
제약조건의 부재
를 요구

노동유연성은 사
회적 보호의 필요
를 강화시킴

경쟁압력과 고용보
호는 일정 정도 
숙련 유연성을 요
구하고, 상시적 재
훈련의 필요성, 중
앙집권화와 조정은 
유용한 특수숙련의 
규정에 우호적임

금융
제도

인내하는 자본은 
장기 전략을 허
용

단기 제약조건의 
부재는 고용보호
를 가능케 함

금융제도는 개인 
차원의 위험 분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사회적 
보호

높은 복지지출은 
높은 조세수준과 
국내시장에서의 
왜곡을 뜻함.

높은 사회적 보
호는 노동자가 
유연해질 것을 
허용함

고도로 발전된 
복지국가는 위험
분산과 사회보험
을 위한 시장기
반 수단의 필요
를 줄임

사회적 보호는 특
수숙련에 한 투
자의 보호를 허용

교육
제도

높은 수준의 교
육과 숙련은 국내
시장에서 안목 있
는 소비자를 창출

특수숙련 보호의 
필요성, 즉 고용
보호와 숙련수준
은 (공세적) 유
연성을 허용함

특수숙련 보호의 
필요성은 높은 경
쟁압력과 맞물려 
복지국가를 필요
로 함

자료: Amable(200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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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보완성’에 관한 논의를 원용하여 ‘정책적 보완성(policy 

complementarities)’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경제가 성공적으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간의 보완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책간의 보완성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제도와 정책의 경계선은 모호하기도 하다. 정책의 일부는 새로운 제

도를 창출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정책이며, 오랜 기간 추진되어 한 사회에 

잘 착근된 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로 간주된다. 정책적 보완성은 하나의 정

책이 다른 정책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facilitating)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의 폐해를 완화, 완충시켜주는(buffering) 형태로 존재할 수

도 있다. 

정책적 보완성과 짝을 이루는 개념쌍으로서 ‘정책적 부조화(policy discord)’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정책적 부조화란 한 정책의 집행이 다른 정책의 집행을 어

렵게 하거나 다른 정책의 정책효과를 둔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상황을 지칭한다. 

그리고 정책적 부조화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잠복되어 있는 상태를 ‘정책간 긴장

(tensions among policies)’이라 하고 정책적 부조화가 일정한 계기를 통해 실제로 

발현된 상태를 ‘정책간 충돌(conflicts among policies)’이라 부르기로 하자. 정책

효과의 극 화를 위해서는 상이한 정책영역간의 정책적 보완성은 극 화하면서 정

책적 부조화는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적 부조화’라는 개념을 도입할 경우, 하나의 사회경제체제의 진화와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제도적 보완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해 온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주요 약점의 하나는 외적 환경변수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하

나의 사회경제체제가 다른 것으로 이행해가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공

적인 사회경제체제에서 제도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짜여 있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

문에 제도간의 관계 자체로부터는 체제 변화의 동인(動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정책적 부조화’와 ‘제도적 부조화(institutional discord)’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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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경우 하나의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정책간, 그리고 제도간 관계로부터 

변화의 동인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아마블은 ‘제도적 보완성’에 더하여 ‘제도적 위계(institutional hierarchy)’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회의 지배블록(dominant bloc)을 구성하는 사회-

정치집단들(socio-political groups)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들이 제도적 

위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제도들이라는 것이다(Amable 2003, p. 69). 우리는 아

마블이 고안한 ‘제도적 위계’라는 용어에 착안하되 아마블의 아이디어와는 다른 맥

락에서 ‘정책적 위계(policy hierarch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정책

들 사이에는 복잡한 규정-피규정 관계가 존재한다. 예컨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는 

다른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이 취할 수 있는 성격의 범위를 강하게 규정하는 측면

이 있다. 예컨  긴축 거시경제정책은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향의 사회정책을 

불가능하게 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거시경제정책은 다양한 정책들로 이루어진 ‘정

책복합체(policy complex)’ 내의 위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양한 정책간의 구체적 결합방식, 즉 ‘정책조합(policy mix)’의 내용은 정책구

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의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목표상의 우선성(priority among policy goals)’이란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예컨

 정책목표상의 우선성이 무엇보다 완전고용에 있을 경우에는 팽창적 거시경제정

책과 고용친화적 사회정책을 결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에서 활용해 온 주요 개념인 ‘제도적 보완

성’과 ‘제도적 위계’ 개념에 착안하고 이를 응용하여 ‘정책적 보완성’, ‘정책적 부

조화’, ‘정책적 위계’, ‘정책목표상의 우선성’ 등의 개념을 고안하여, 각 사례를 경

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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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축소기 정치의 특징

1980년  이후 구미 복지국가의 축소과정에 관한 표적 연구의 하나로 평가되

고 있는 피어슨(Pierson 1994)은 복지확장기의 정치와 복지축소기의 정치는 성격

이 서로 판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지확장기 정치의 핵심이 신뢰 획득과 성취의 

자임인 반면에 복지축소기 정치의 핵심은 ‘비난회피(blame avoidance)’ 전략의 구

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축소에 따르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축소 추진자들이 

취하는 전략으로는 ‘눈 가리기(obfuscation)’ 전략, ‘분할(division)’ 전략, ‘보상

(compensation)’ 전략이 있다는 것이다.11)

본 연구에서 피어슨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된다. 첫째, 복지축소

기 정치의 핵심이 ‘비난회피의 정치’라는 피어슨의 아이디어는 어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 그것의 ‘정책적 효과(policy effects)’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과

(political effects)’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여기

에서 말하는 정책의 ‘정치적 효과’란 어떤 정책이 정책 상집단을 위시하여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정치적 태도나 이들간의 세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데, 정

치적 효과의 성격에 따라 해당 정책의 성공적 추진이 용이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

질 수도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정치적 효과의 성

격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한 사회구성원의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쳐 이후의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의 정치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정책적 효과의 가시성

(visibility) 정도, 정책 의제의 전문성 정도, 정책 상집단의 집중성 정도를 들 수 

11) 눈 가리기 전략이란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효과의 가시성(visibility)을 

낮추거나 정책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전략을 말하고, 분할 전략은 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을 

분열시킴으로써 강력한 저항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전략을 말하고, 보상 전략이란 복지축소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집단을 일정하게 보상해줌으로써 저항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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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떤 정책의 정책적 효과의 가시성이 높을수록 해당 정책에 한 사회구성원

들의 지지나 반  입장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정책 의제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중

의 관점에서 정책적 효과의 가시성이 낮아지는데다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하

는 집단의 규모가 작아져 정책의 정치적 효과가 약해지기 쉽다. 또 정책 상집단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정책에 한 정치적 반응이 분명하게 결집되고 표출되기 쉽다.

둘째, ‘비난회피전략’ 개념에 착안하여 ‘과제회피(task avoidance) 전략’이라는 

개념을 고안하고자 한다. ‘비난회피전략’이 인기가 없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이에 

따르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을 의미한다면, ‘과제회피전략’

은 인기가 없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예컨  단

기적 부작용이 덜한 미봉책으로 버티거나 정치적 의제화를 미루면서 다음 정권으

로 과제 추진을 떠넘기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피어슨은 신제도주의적 입장에 입각하여 일단 확립되어 장기간 존속해 온 

제도나 정책은 그러한 제도나 정책의 유지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익집단을 형

성하여 급격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나 정책 

발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신념이 

강했던 레이건 정부나 처 정부에서도 급진적인 사회정책 개혁을 수행할 수 없었

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사례 

연구에서 이러한 피어슨의 명제가 입증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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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 모두에

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매우 좋은 연

구 상이 아닐 수 없다. 스웨덴은 2차 전 이후 1960년  말까지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원활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한 바 있

어 국제 학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970년 와 1980년 에 걸쳐 

여러 측면에서 스웨덴 모델의 동요를 경험한 바 있고 특히 1990년  초에는 심각

한 금융위기를 경험하여 스웨덴 모델의 한계를 강조하는 주장이 강하게 두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이후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나서는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률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유럽 수위권의 성적을 과시하며 강소

국 모델의 표 사례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스웨덴을 위시하여 덴마크, 핀란

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회경제모델 즉 북유럽 모델(the Nordic model)은 세

계화․정보화․금융화 시 에 영미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델로서 

국제 학계로부터 관심의 상이 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관행이 잘 정

착된 표적 사회이다. 복지국가의 지속적 팽창이 이루어졌던 스웨덴 모델의 전성

기에는 물론이고 1990년  초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의 기조 속에서 복지지출의 

축소가 추진되었던 1990년 에도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 속에서 인기 없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또 스웨덴에서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임기응변적이거나 정략

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체로 오랜 연구와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장기계

획에 따라 추진되어 온 편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을 경험한 바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스웨덴 경제는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 외자기업의 높



제3장 스웨덴: 적극적인 정책조화와 사회적 합의의 추구  47

은 비중, 거시경제정책 자율성의 약화, IT산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 경제와 유사한 면모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와 금융질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

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높은 연구개발(R&D) 능력을 과

시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는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가 연금개혁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스웨덴은 1990년 에 공적연금제도의 틀을 폭 변화시키는 연금개혁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추진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 등에 한 사회 

정책적 응의 필요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보육이나 양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스웨덴은 오래 전부터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해 왔다. 보육, 양로서비스 등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평생교육체계의 확충을 통해 중․고령자의 취업능력을 

높여 생애취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두된 상황에서 이러한 부

문에서 늘 선두주자 지위를 놓치지 않았던 스웨덴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장은 스웨덴의 독특한 사회경제체제 또는 경제․사회 운영 모델이었던 스웨

덴 모델의 역사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이로부터 한국 사회가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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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성기 스웨덴 모델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스웨덴 모델’의 의미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널리 회자되어온 ‘스웨덴 모델(den svenska modellen; 

the Swedish model)’이란 용어는 논자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스웨덴 특유의 노사관계, 즉 노사 중앙조직이 중앙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간의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한 국가의 개입을 최

소화시킨 노사관계 질서를 지칭한다(Elvander 1988). 반면에 광의로 사용될 경우

에는 스웨덴의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에 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실사구시적 논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스웨덴 특유의 정치스타일, 즉 

‘스웨덴적 스타일(the Swedish style)’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최연혁 

2006, p. 1)

이 보고서에서 ‘스웨덴 모델’이라는 용어는, 1930년 에 형성되어 1960년  말

까지 전성기를 누리고 1980년  초까지 체로 그 제도적 틀을 유지하다 이후 점

차 해체․변모되어 간 사회경제체제 또는 경제․사회 운영 모델을 지칭하는 의미

로 사용된다. 즉 주로 특정한 제도와 정책들의 결합체를 지칭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스웨덴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스웨덴식 노사관계, 스웨덴식 경제

정책,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들 수 있다. 

나.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정

1) 스웨덴식 노사관계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핵심적 특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과 고용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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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자율적 협상을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하면 배

제하며 노사간 분쟁사항을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를 달

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정착과정에서 분수령 역할을 한 

것이 생산직 노동자 중앙노조인 LO와 전국적 수준의 고용주단체인 SAF가 1938

년에 체결한 살쮀바덴 협약(Saltsjöbadsavtalet)이었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노

사간 분쟁사항에 한 LO와 SAF의 조정권한을 폭 강화시킴으로써, 분쟁사항이 

국가의 개입을 불러오기 전에 노사 중앙조직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한편, 노동쟁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극한적 노동쟁

의가 발생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신정완 2000a, pp. 113

∼115). 

살쮀바덴 협약 이전에는 스웨덴은 격렬한 노동쟁의가 빈발한 나라였고 건설부

문을 표로 하는 내수부문의 노조들이 전투적 노동쟁의를 통해 임금 상승을 주도

했었다. 특히 경제 공황 시기였던 1932년에 사민당이 집권한 후에도 건설노조는 

장기파업에 돌입하여 병원 등의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던 사민당 정부를 곤

경에 처하게 했다. 이에 한 사회적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사민당 정부는 LO와 

SAF에게 양자가 자율적으로 노사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입법조치를 통

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였다. LO와 SAF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에 한 국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1938년에 살쮀바덴 협

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LO와 SAF는 산하 노조 및 기업들

에 한 통제권을 한층 강화하게 되어 중앙집권적인 노사관계의 틀이 확립되었다. 

살쮀바덴 협약은 그 구체적 내용 못지않게 상징적 의미가 컸다. 노사분쟁사항을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관행이 확고히 정착된 것

이다. 흔히 ‘살쮀바덴 정신(Saltsjöbadsanda)’이라 불리게 된 태도가 뿌리내린 것이

다. 이러한 살쮀바덴 정신에 기초하여 LO와 SAF는 이후 많은 후속 협약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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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사간 쟁점사항들에 한 합의를 도출했고 살쮀바덴 협약 이후 노동쟁의 발생

률이 현저히 낮아졌다(신정완 2000a, pp. 120∼121). 

임금 등 통상적인 단체교섭 사항들에 해 LO와 SAF간에 중앙단체교섭이 시

행된 것은 1952년부터이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던 경제상황에서 SAF가 

LO에게 먼저 중앙단체교섭을 제안했고 LO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중앙단체교

섭은 1980년  초까지 장기 지속되었다. 중앙단체교섭은 교섭의 주체인 LO와 

SAF의 권한을 한결 증 시켜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제도 틀

을 확립하였다. 중앙단체교섭을 통해 LO는 ‘연 임금정책(den solidariska löne-

politik; the solidaristic wage policy)’을 추진하였다. 연 임금정책이란 기업의 

규모나 수익성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동일 수

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임금정책이었다. LO가 연 임

금정책을 추진한 동기는 다양했다.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노동자

들간에 평등과 연 의 정신을 고취한다는 노동조합 이데올로기 차원의 동기도 있

었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노동조합간에 임금인상 요구경쟁을 완화

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안정화 정책적 동기도 있었다. 또한 저임금에 기초

하여 연명하는 낙후 기업들에게 임금인상 압력을 줌으로써 경영합리화를 강제하

거나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강제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합리화 정책적 

동기도 작용했다. 연 임금정책은 SAF를 주도하던 고수익 기업 고용주들의 이

익에도 부합하여 SAF도 연 임금정책을 수용했다. 연 임금정책은 강력하고 일

관되게 추진되어 1960년 부터 뚜렷한 임금균등화효과를 낳게 되었다(신정완 

2000a, pp. 121∼131).

2) 스웨덴식 경제정책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을 쓴 나라로 잘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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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공황의 여파 속에서 1932년 말에 집권한 사민당은 1933년부터 적극적 

실업 책을 골간으로 하는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을 집행하였다. 우선 과거부터 

존재해 온 공공근로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종래에 ‘구제노동(nödshjälpsarbeten)’

이나 ‘예비노동(reservarbeten)’이라 불리던 공공근로의 경우 시장 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었고, 주로 도로 건설 및 정비 등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

는 사업에서 조직되었다. 그런데 사민당은 ‘준비노동(beredskapsarbeten)’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공공근로를 도입하였다. 준비노동도 종래의 구제노동과 마찬가지

로 정부의 예산에 의해 마련되는 노동이지만, 직접적으로 생산적 효과가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는 사업 영역에서도 조직되고 또 시장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이었다. 또한 실업예산의 증액을 통해 실업정책의 수혜자 폭을 확

시켰다. 1933년 이전에는 실업정책 수혜 신청자의 50% 정도가 실제로 혜택을 받

던 것에서, 1933년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수혜율이 상승하였다(신정완 2000b, 

pp. 107∼108).

적극적 실업 책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은 공황 극복에 

일조했다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사민당은 적극적 실업 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민당과 정

책연합을 형성했다. 농민당이 사민당의 적극적 실업 책을 지지해주는 가로 사

민당은 농산물 수입 규제, 농산물 가격 지지, 농민에 한 정부 출 증  등 농업 

및 농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936년부터는 농

민당과 아예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이후 1976년까지 연속 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또한 사민당의 수요부양정책의 성공은 사민당의 정책능력에 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후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은 사민당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

리잡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정책의 하나가 투자기금제도이다. 투자기금



5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제도는 193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1955년에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광범

하게 활용되었다. 투자기금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

라 법인세 부과 전 이윤의 40%를 투자기금으로 적립한다. 적립된 자금에 해서

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 적립금의 46%는 중앙은행에 예치되며 이 자금에 해

서는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다. 중앙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기업이 인출하고자 할 경

우엔 이 자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설명하는 투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인출 승인을 받는다. 사민당 정부는 주로 불황기에 인출을 승인함으로써 경기침체

를 완화시켰다. 결국 투자기금제도는 체로 호황기에 기업의 고이윤의 일부를 중

앙은행으로 흡수함으로써 경기과열을 막는 한편 불황기에 예치자금을 방출함으로

써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신정완 2000a, pp. 148∼149).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사민당의 경제정책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정책 요소는 자유주의적․성장주의적 산업정책이었다. 사민당은 케인

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의 성공 이후 경제에 한 강한 계획주의적 관념을 갖게 되

어 2차 전 이후 일부 핵심 산업의 국유화에 기초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산

업정책을 구사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와 부르주아 정당12)들의 격렬한 반  

등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고 자유주의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였다.13) 점차 사민당

은 시장경쟁의 결과를 존중할 뿐 아니라 시장경쟁의 결과를 한결 강화하는 방향으

로 산업정책의 기조를 잡아갔다. 

1950년 에 LO의 경제학자인 렌(Gösta Rehn)과 마이드너(Rudolf Meidner)가 

입안한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을 사민당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12) 스웨덴에서 ‘부르주아 정당들(borgeliga partierna)’이라 할 때에는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농민

당의 후신), 기민당을 지칭한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부르주아 정당들’이라는 용어는 좌익의 입장

에서 우익 정당들을 비난조로 부를 때 쓰는 용어라기보다는,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도 스

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공식화된 정치용어다.
13) 이는 뒤에서 볼 영국 사례 연구와 비된다. 영국에서는 전후 계획경제가 확립되었으며 집권 노동

당은 핵심 산업에 한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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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이 이후 사민당의 산업정책의 골간으로 자리잡았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물

가안정과 완전고용, 신속한 산업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틀인데, 긴

축재정정책, 연 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핵심 구성요소로 삼고 있었다. 

긴축재정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이루고 연 임금정책을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산업합리화 또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로 저수

익․낙후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수익․

고성장 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경제의 성장과 수출을 주도하던 기업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연 임금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법인세 정책도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사민당 정부는 기

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

한 조세감면조치를 통해 실효세율을 한층 더 낮추었다. 조세감면조치들은 체로 

투자율이 높은 기업들을 우 하는 것들이었는데 당시 투자를 주도하던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었으므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결국 LO가 추진한 연 임금정책과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과 법인세정책은 모두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그런 점에서 사민주의 세

력의 경제정책을 기업의 이익이 과잉 표된(overrepresented) 자유주의적, 성장

주의적 경제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신정완 2000a, pp. 149∼156).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은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라는 기존 조건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그 과실을 조세정책과 사회정

책을 통해 평등주의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형성

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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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오랜 기간 ‘보편주의적 복지국가(univeralistic wel-

fare state)’의 전형으로 평가되어 왔다. 스웨덴 사회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빈곤

층뿐 아니라 전 국민을 사회정책의 수혜 상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이며, 사회정책이 예외적 상황에 처하기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닌 사회제도의 핵

심 구성요소로서 정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잔여적(residual)’이 아니라 ‘제도적

(institutional)’이고, 국가 이외의 부문의 역할이 극소화된 국가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사회정책 수혜자의 기여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

로 일반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신정

완 2000a, p. 157). 

또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보육, 양로, 의료, 교육 등 필수서비스를 국

가가 무상으로 또는 매우 저렴하게 직접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크며, 

사회정책의 생산적 효과를 강조하여 사후적 복지보다 예방적 복지를 중시하고, 생

산과 복지의 선순환적 연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사회정책의 필요성에 한 정당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중요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복지국가 모델 또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형성된 배경은 다양하

다. 우선 계급구조상의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스웨덴 사회는 전통적으로 중간계급

이 미약하여 국가관료, 자본가 등 일부 특권층과 농민, 노동자 등 다수 서민으로 

양극화된 계급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정책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 가 형성되어 있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복지제도 도입과정에서도 보편주의적 지향이 강하게 확인

된다(신정완 2003, p. 20).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민주의 세력의 평등주의적 철학이었다. 사회정책은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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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사민주의 세력의 평등주의적․계획주의적 관념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된 정책 

영역이었다. 1930년 와 40년 에 사회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골격을 세운 묄러(Gustav Möller)는 잔여적 사회정책 모델에 해서는 큰 거부감

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델이 유발하기 쉬운, 빈곤층에 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문제에 한 염려 때문이었다(신정완 2000a, p. 157).

스웨덴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1930년 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 시

기에 출산율 저하 문제에 처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

된 바 있다. 사민주의 계열의 이론가였던 뮈르달 부부(Gunnar Myrdal & Alva 

Myrdal)는 인구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적극적 가족정책을 주창했다. 출산율 감

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처하려면 보수주의자들처럼 전통적 가족윤리를 강조할 것

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혼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출산에 해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과 양로 등 기혼

여성이 가사노동의 형태로 제공해 온 서비스를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취업여성이 

부담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뮈르달 부부는 특히 사회

정책의 생산적 효과, 사회적 투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는데, 예컨  적극적 가족정

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임으로써 노동공급 증 에 기여

하고 양질의 보육,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높임으로써 노동생산

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Tilton 1990, 157∼165). 

1930년 의 인구문제에 관한 논쟁을 거치면서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페미니즘과 

긴밀히 결합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가장 여성친화

적인 복지국가체계를 가진 사회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가족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게 확인되는데,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1930년 에 뮈르달 부부에 

의해 이념․정책적 틀의 기조가 확립된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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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일관된 기조 위에서 발전해 왔다. 다만 시기별로 가족정책의 정책목표상의 우

선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30년 에는 출산율 감소에 응한다는 인구정

책적 동기가 가장 중요했던 반면에 1940년 에는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고 이민유

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 쉽다는 문제를 해결한

다는 분배정책적 동기가 전면에 두되었다. 1960년 에는 인구의 고학력화가 진

행되자 학생을 가진 가정에 한 교육관련 수당 지급을 통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경제정책적 동기가 강화되었고, 1960년  후반 이후엔 페미니즘의 

두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욱 제고한다는 양성평등적 동기가 강화되었다

(Elmér et al. 2000, pp. 89∼90).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부모 모

두 취업하는 상태를 이상적 상태로 간주하여 주부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보육, 양로 

등의 사회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둘째, 1971년부터 소득세도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과세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 유인을 강화시켰다. 셋째, 미혼모 등 편

부모 가정이나 동거가정에 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이 설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가족정책 중 가장 개인주의적, 양성평등주의적, 

국가중심적, 노동공급 촉진적 가족정책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주

의’라는 말은 전통적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에 비되는 용어이고 ‘국가중심

적’이라는 것은 서비스 공급을 거의 국가가 단독으로 담당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민당의 장기집권과 2차 전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도 복지국가의 순탄한 발전

을 지원했다.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의 발전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분수령으로 평

가되어 온 것이 1950년 의 ATP(allmänna tillägspension: 일반보충연금) 논쟁이

다.14) 당시 스웨덴은 공적연금제도로서 1913년에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일반국민

14) 스웨덴어 ‘allmän’은 특수한 것에 비되는 ‘일반적인 것’을 뜻하지만, 사적(privat)인 것에 비

되는 ‘공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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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allmänna folkpension: 이하 ‘국민연금’으로 약칭)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는데, 문제는 연금지급액 수준이 낮아 이것

에만 의존해서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사민당과 LO가 공동으로 제안한 ATP 제도는 국민연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설립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모든 임노동자들의 퇴직 전 임금소득수준과 근무기간

을 고려하여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소득비례연금제도였다. 연금의 재원은 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tax)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었다. 

ATP 안에 해 모든 부르주아 정당들과 재계가 반 하여 여러 해에 걸쳐 논쟁

이 전개되다가 1959년에 사민당과 LO의 원안 로 ATP 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ATP 논쟁의 주요 쟁점의 하나는 AP 기금(allmänna pension fonder: 일반연금기

금)의 설립 문제였다. ATP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였으나 부분적으로 적립방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연금기여금 납부액이 연금지급액보다 큰 초기에 연금기여금 

잉여자금을 기금(= AP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

자금을 증식함으로써 향후 연금지급액이 커지는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부르주아 정당들과 재계는 AP 기금이 조성될 경우 사

민당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용시장에 한 공적 통제를 강화함으

로써 경제에 한 광범위한 개입을 시도할 것을 염려하여 AP 기금 설립에 반

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AP 기금을 신용시장에 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기금 자금 중 민간부문에 투자되는 부분에 해서는 일반적인 

기관투자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안전성을 투자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공공

부문에 출해준 부분의 부분은 재분배정책적 지향이 뚜렷한 주택사업에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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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각 부문에 제공된 순대출액 연평균 비율

(단위: AP 기금 순 출액의 %)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택사업 민간경제부문

1960∼1965년 10.3 15.0 42.4 31.5

1966∼1971년  8.4  8.4 50.7 32.4  

자료: Pontusson(1992, p. 85)

스웨덴의 주택시장은 공공부문의 공급물량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

데, 정부는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주체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택가

격을 인하시켰고, 주택 임 료 통제, 세입자 주거권 보장 등 세입자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또 주택정책은 안정화정책과 합리화정책의 의미도 갖고 

있었다. 주로 불황기에 주택공급을 집중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완화시켰고 산업합

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에 부응하여 인구밀집지에 주택공급을 집중시킨 

것이다(신정완 2000a, pp. 158∼162). 따라서 ATP 제도는 임노동자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편 AP 기금을 통해 경제정책적 효과도 적

극적으로 발휘하게 되었다.

ATP 제도의 도입은 이상의 정책적 효과뿐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발휘했다. 

ATP 논쟁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과 결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은 ATP 제

도를 통해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로 지지기반을 확 시킬 수 있었다. ATP 제도는 

소득비례연금이기 때문에 생산직 노동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무직 노동자들에

게 더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ATP 논쟁을 계기로 사민당에 한 사무직 노동자

들의 지지가 강화되어 사민당은 농민당과의 결별이라는 정치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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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회정책 관련 정부지출의 비중

(단위: GDP 비 %, 공공부문 총지출 비 %)

연도
사회정책 관련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정책 관련 정부지출이 공공부문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50년

1956년

1960년

1966년

1970년

1976년

1980년

 11.3
 13.6
 15.2
 19.9
 25.9
 35.5
 37.9

 46.9
 49.6
 50.7
 52.3
 58.5
 62.6
 61.0

자료: Flora ed.(1987, p. 42)

표 3-3.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

(단위: GDP 비 %)

연도 공공부문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50년

1956년

1960년

1966년

1970년

1976년

1980년

 24.1
 27.2
 30.0
 37.1
 44.6
 53.5
 61.9

자료: Flora ed.(1987, p. 40)

사회정책의 발전은 자연히 정부지출의 증가를 야기하였고 이는 또 당연히 조세

수입의 증가를 요구했다. [표 3-2]와 [표 3-3]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스웨덴의 공

공지출 비중 및 사회정책 관련 지출의 비중은 1980년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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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제비교로 보아도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확 되었다.

표 3-4. 스웨덴과 OECD 국가의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 비중

(단위: GNP 비 %)

연도 공공부문 총지출 공공소비 공공수입

스웨덴

1960년

1971년

1983년

31.1
45.8
66.2

15.8
22.5

-

32.1
49.9
60.4

OECD
1960년

1971년

1983년

26.9
34.4
47.5

11.9
14.7
17.9

28.0
35.0
43.0

  

자료: Henrekson(1992, p. 109).

한편 스웨덴 세입구조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생산 활동의 흐름 속에 있는 세

원에 해서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일단 분배가 완료된 세원에 해서는 높은 

세율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법인세처럼 기업에 직접 부담을 주는 조세

의 세율은 낮게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와 같이 개인이 부담하는 조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조세의 경제성장 저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조합주의적(corporative) 의사결정구조

정부의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 이익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의 발전은 스웨덴 모델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민당 집권기간

에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가 더욱 발전하기는 했지만,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

의 역사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에 이미 정부의 정책 입안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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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tatens 

offentliga utredning: SOU) 제도가 작동하였고, SOU15)에 기초하여 정부가 제출

한 정책안(proposition)을 이익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청

문제도(remiss system)의 역사도 오래다(신정완 2003, p. 9).

또한 각종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해당 부문 이익단체들의 표가 위원으로 참여

하여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이익단체들 중에서도 국

가의 입법 및 행정활동에 가장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관여한 이익단체는 LO와 

SAF였다. 이들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라는 그들의 고유 영역을 넘어 수많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는 사민당 집권기간에 

보다 확고하게 뿌리내려, 공식적 제도를 통해서 뿐 아니라 비공식적 회동을 통해 

LO와 SAF로 표되는 노조와 재계 표들과 정부 관료들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신정완 2000a, p. 169).

다. 스웨덴 모델의 전체구조와 작동방식

이상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들 중 가장 중추적인 지위를 차

지하는 것은 스웨덴식 노사관계였다. 스웨덴식 노사관계는 장기간의 산업평화를 

가능케 하여 원활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달성을 지원하였다. 스웨덴식 노사관계

의 중심주체인 LO와 SAF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관여

하여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운영을 지원하였

다. 또한 중앙단체교섭에 기초한 연 임금정책은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경제

정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스웨덴식 노사관계에 기초하여 정부는 기업들의 이익이 과잉 표된 

15) 국가연구위원회의 보고서도 SOU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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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1950년 에 도입된 렌-마이드너 

모델은 연 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극 화해주

는 산업정책 틀이었다. 기업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통해 달성된 고도 경제성장의 

과실은 높은 세율을 통해 국가로 흡수되어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복지국가의 

유지를 지탱했다. 복지국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보육,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를 통해 노동공급 증 와 노동생산성 제고를 지원하였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크게 완화시켰다.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실업 책에서 실업급여 등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체계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시

한다는 것이다. 이를 ‘노동노선(arbetslinje)’이라 하는데 노동노선은 사민당 집권 

이전에 이미 상당히 강하게 뿌리내린 노선이었다. 노동노선의 배경으로는 노동윤

리를 강조하는 신교도적 전통과 인구부족국가라는 스웨덴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사회생활 참여를 중시하는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념 등을 들 

수 있다(Olsson 1990, p. 263). 

스웨덴 모델 전성기에 정책목표상의 우선성은 빠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모든 

시민에 한 높은 수준의 복지 제공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완전고용이 가장 강조

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도 완전고용 친화적으로 입안되었다. 

반면에 물가안정은 그리 강조되지 않아서 스웨덴은 완전고용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물가안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1964∼73년에 

스웨덴의 실업률은 불과 2.0%로 OECD 평균 3.0%를 하회했으며 1974∼79년에

는 1.9%로 OECD 평균 4.9%를 크게 하회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율은 주요 선진

국들의 평균 수준 정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스웨덴 모델의 작동방식을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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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스웨덴 모델의 작동방식

조합적 의사
결정구조

저성장, 낙후 부문

연대 임금 정책
법인세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성장 부문
노동인력 흡수

성장 촉진

고성장 고조세

성장 지원
갈등 완화

합리화
또는 퇴출 강제

노동인력 방출

SAF-LO
사민당 정부

자본주의 경제 복지 국가

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스웨덴 모델의 주요 정책들 사이에는 강한 보완성이 작용하여 스웨덴 모델의 성

공적 작동을 지원하였다. 주요 정책들간 정책적 보완성의 내용은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5]에서 각 셀(cell)의 내용은 첫 번째 열(column)에 있는 정책이 첫번째행

(row)에 있는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우선 렌-마이드너 모델로 표되

는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은 고도성장을 통해 임금수준의 전반적 상

승을 가능케 함으로써 연 임금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또 고도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

업자를 이동시킬 노동수요처가 없게 되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장지향적 산업정책에 힘입은 고도성장은 세원의 확충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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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스웨덴 모델의 주요 정책들간 정책적 보완성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

연 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 

고성장 → 임금
수준의 전반적 
향상 

고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

고성장 → 고조
세 → 강한 복
지국가 

기업들이 조합
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됨  

연 임금
정책

고수익 부문에 
초과이윤을 허용
하여 고수익 부
문의 성장을 가
속화시킴

낮은 임금격차는 
재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의 부담
을 경감시킴

낮은 임금격차는 
중앙 노동조합조
직의 권력을 강
화시킴으로써 사
회적 조합주의를 
강화시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성장부문에 노
동인력을 원활히 
공급

연 임금정책으
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새
로운 직장을 
제공 

낮은 실업률은 
실업급여 등 사
회지출을 경감시
키고 조세기반을 
확 시킴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탈락자들에게 사
회안전망을 제공
함으로써 산업합
리화를 지원

높은 수준의 사
회임금은 기업 
수준의 임금인상
을 억제

잘 정비된 사회
서비스는 여성인
력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며 여성
들에게 많은 일
자리를 제공

높은 복지수준은 
계급타협에 유리
한 정치적 환경
을 조성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구조에 기
업들이 과잉 표
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산업정
책을 촉진 

임금인상 억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조합주의
적으로 운영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조세부담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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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었다. 또한 기업에 유리한 산업

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

써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의 장기 지속을 지원했다. 

연 임금정책은 고수익 부문의 임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수익 부문의 성

장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연 임금정책에 기인한 낮은 임금격차는 ‘근로빈민

(working poor)’의 규모를 줄여줌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의 부담을 줄

여주었다. 또 낮은 임금격차는 연 임금정책을 추진하는 중앙 노조 LO에 한 저

임금 노동자층의 정치적 지지를 강화시켜 LO의 권력기반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조합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성장․고수익 부문에 노동인력을 원활히 공급해줌으

로써 기업위주의 산업정책을 지원했다. 또한 연 임금정책으로 인해 퇴출되는 

낙후 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연 임금정

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켜주었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힘입어 달

성된 낮은 실업률은 실업급여 등 실업자에 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을 경

감시켜주고 조세기반을 확 시킴으로써 사회정책의 부담은 줄이고 사회정책 발전

의 여지는 확 시켰다.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은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합리화에 한 사회구성원들의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성장주의적 산업정책의 추진을 지원했다. 또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을 통

해 지급되는 높은 수준의 ‘사회임금(social wages)’은 기업 수준의 임금인상 필요

를 줄여줌으로써 임금인상억제 정책적 성격을 띠었던 연 임금정책의 작동을 지원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스웨덴식 사회정책은 잘 정비된 사회서비스

를 통해 여성인력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또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여성인력에 

한 노동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취업률을 높였다. 이를 통해, 완전고용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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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고용률 자체를 높이기를 지향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했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계급타협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 계급타협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은 노사 중앙조직이 핵심 참여자

였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했다.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는 주로 기업 고용주들을 표하는 조직인 SAF가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에서 큰 발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산

업정책의 지속을 지원했다. 또한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와 중앙단체교섭제도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함으로써 연 임금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그리

고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조합주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

인 노동시장기구(AMV: arbetsmarknadsverket)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노동시장이

사회(AMS: arbetsmarknadsstyrelse)였는데 AMS는 정부와 노동조합, 고용주단체 

표들로 구성되었다. 노동공급 주체를 표하는 조직과 노동수요 주체를 표하

는 조직이 AMS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는 규모가 큰 사회정책의 유지를 위한 조세부

담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을 지원

했다.

[표 3-5]에 나타난 정책들 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의 접점에 위치한 정책으로서 경제정책의 일부라 볼 수도 있고 사회정책의 구성부

분이라 볼 수도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보완적 결합

을 가능케 한 중요한 정책이었다. 원활한 인력공급을 통해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완전고용 달성을 통해 사회정책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사회정책

을 가능케 하는 조세기반을 강화시킨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과정을 

[표 3-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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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별 예산지출액의 비중

(단위: %, 경상가격 기준)

정책프로그램 1957 1958 1959 1960 1963 1965 1966 1966/7 1967/8 1968/9

노동시장 정보 제공 15.2 11.3 6.9 6.8 8.6 8.0 8.7 8.1 7.3 6.6

직업간․지역간
노동력 이동 촉진

0.2 1.4 3.0 4.8 18.5 17.4 18.1 21.0 22.4 22.8

- 이주비용 지원 1.0 1.1 2.3 2.7 2.0 1.7 1.9 2.7

고용창출 조치 38.1 43.8 67.0 69.1 58.2 55.1 44.2 43.5 41.7 40.5

- 공공근로 37.9 42.4 65.8 68.3 58.0 54.2 42.9 42.2 40.3 38.5

- 산업고용 지원 0.2 0.5 1.2 0.9 0.2 0.6 0.1 0.2 0.2 0.1

지역정책적 지원 조치 2.3 10.4 10.1 9.6 8.0

재활 지원 및
취업취약자 지원 조치

1.4 0.7 0.9 0.8 1.0 1.0 1.0 0.7 0.8 1.3

장애인 고용창출조치 2.8 2.1 1.6 2.3 3.9 5.9 6.2 6.2 6.1 7.1

노동력 해외 이동지원 9.2 2.9 0.7 0.5 0.3 0.6 0.7 0.5 0.4 0.9

실업자 현금지원 28.2 35.3 17.3 13.4 7.9 7.6 9.0 8.5 10.4 11.8

기타 4.9 2.5 2.6 2.3 1.6 2.1 1.7 1.4 1.3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각 숫자는 1957∼1968/69 회계년도에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별 예산지출액이 노동시장정책 총 예

산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SOU 1978: 60, p. 94.

[표 3-6]에서 주목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극적 노동

시장정책 프로그램인 실업자에 한 ‘현금지원’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갔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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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957년에 28.2%이던 것이 1968/9년에는 11.8%로 절반 이하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스웨덴 노동시장정책의 무게중심이 점점 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쪽으로 이동해 갔음을 보여준다. 

한편 ‘직업간․지역간 노동력 이동 촉진’에 지출된 예산이 노동시장정책 총 예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7년 0.2%에서 1968/9년에는 22.8%로 무려 100배 이

상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노동력 이동촉진 조치의 

핵심은 직업교육․훈련이었다. 산업간․직종간․지역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강조하는 렌-마이드너 모델의 정신이 실제 정책으로 충실히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노동력 이동촉진 관련 예산이 급증한 데는, 1960년 를 통해 스웨덴 

경제가 고도성장과 급속한 산업합리화를 겪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수급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노동시장정

책 프로그램들 중 노동력 이동 촉진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스웨덴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차 전 이후 1960년  말까지는 스웨덴 모델이 순조롭게 형

성․발전되어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성장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사회정책을 매개하며 

양자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제 로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신정완 2000b, pp. 117

∼119).

그러나 전성기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는 정책요소들간에는 ‘정책적 부조화’의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기도 했다. 즉 ‘정책간 긴장’이 여러 측면에서 존재했는데 

1970년  이후 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책간 긴장’이 ‘정책간 충돌’

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스웨덴 모델의 변모와 해체를 야기하게 되었다. 

[표 3-7]은 주요 정책요소들간 긴장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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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스웨덴 모델의 주요 정책간 긴장관계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

연 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

기업의 고이윤
은 높은 수준의 
임금부상(wage 
drift)을 야기하
여 연 임금정책
을 약화시킴

자본집약적 기
업의 비중 증
는 민간부문의 
총 일자리 수를 
감소시킴

기업들의 권력 
증 는 복지국가
에 저항하는 방
향으로 사회구성
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킴 

기업들의 권력 
증 는 이들이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구조에 계속 
참여할 유인을 
감소시킴

연 임금정책

낮은 임금격차
는 노동자간 
경쟁을 약화시
키며 중소기업
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킴

낮은 임금격차는 
고수익 부문 노
동자들의 임금에 

한 불만을 증
시킴으로써 노

동조합들간의 갈
등을 야기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고조세 → 낮
은 세후 이윤 
→ 저성장 

관 한 복지급여
는 노동유인을 
감소시켜 노동공
급을 감소시킴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표 3-7]에서 각 셀의 내용은 첫 번째 열에 있는 정책이 첫 번째 행에 있는 정

책과 어떤 측면에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가를 나타낸다. 우선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은 기업의 높은 이윤을 야기하는데 이로 인해 기업에서 

실제임금 수준이 중앙단체교섭 및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협약임금 수준을 

상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임금부상(賃金浮上; wage drift)이 발생하여 기

업의 규모나 수익성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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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는 연 임금정책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문제는 실제로 스

웨덴 모델 전성기에도 늘 발생하여 연 임금정책의 임금균등화효과를 어느 정도 

약화시켰다. 또한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은 기업들의 고도성장을 

지원하지만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 비해 자본집약적인 기술구조를 갖고 있기 때

문에 국민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 는 민간부문 총 일자리 수를 감

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제 로 작동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간 긴장’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1970년 에 들어 ‘정

책간 충돌’로 발전하여 1970년  후반에 들어 민간부문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

다. 1970년 에도 완전고용이 유지된 것은 공공부문 취업자 수의 빠른 증가 덕분

이었다. 

표 3-8.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천 명)
총 취업자 수 전일(full-time) 취업자 수

1975 1979 변화 1975 1979 변화

민간 경제부문  3,006  2,908   -98  2,552  2,358  -194
민간 산업부문  1,049   973   -76   900   791  -109

공공부문  1,057  1,257  +200   746   844  +98
전체  4,063  4,165  +102  3,298  3,202  -96

자료: SOU 1981: 44, p. 106.

또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은 기업들의 경제적 권력을 증 시키

게 되는데, 기업들은 강화된 경제적 권력에 기초하여 스웨덴식 복지국가에 저항

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성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1970년

에 노동조합운동의 급진화를 배경으로 기업 소유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임노동자기

금안이 1976년 LO 총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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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임노동자기금 도입에 해 반 했을 뿐 아니라 스

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에 해서도 반 하는 중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또 기업들의 경제적 권력이 현저히 강화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정부

에 한 기업들의 교섭력이 강화되어 기업들이 종래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

조에 참여할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 1980년 에 들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

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되어 기업들이 ‘이탈 선택(exit option)’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자 SAF는 종래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거추장스럽게 생각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에 더 이상 AMS의 이사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이후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이사회로부터 철수하였다. 

한편 연 임금정책은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적정 임금격차 유지를 통해 노동

자간 취업경쟁 및 생산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들의 임금부담

을 높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다 연 임금정책까지 겹쳐 중소

기업들의 성장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1980년 에 들어 기

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스웨덴 경제의 주요 문제

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연 임금정책으로 인한 낮은 임금격차는 고수익 부문 노

동자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연 임금정책을 둘러싸고 노동조합들간에 갈등이 빚어

지기 쉬웠다. 연 임금정책의 임금균등화효과가 뚜렷해진 1960년  후반 이후 고

수익 부문 노동자들은 이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1969년 말에 LKAB16) 구리광산

에서 광부들의 살쾡이 파업(wild-cat strike)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의 하나

는 광업노동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지 않고 업종간 과도한 임금균등화를 추구하는 

연 임금정책에 한 불만이었다. 또 1970년 에 들어 고수익 부문 노조의 표격

16) LKAB는 스웨덴 최북단에 위치한 국영광산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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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금속노조가 연 임금정책으로 인한 고수익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문제삼았고 

LO가 이에 한 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이윤의 일부를 주식으로 

수취하여 노동조합이 소유․관리한다는 내용의 임노동자기금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은 높은 조세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높은 조세는 기업들의 

세후 이윤을 낮추게 되고 따라서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를 둔화시키게 된다. 스웨덴

의 경우 법인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각종 사회보험의 재원을 주로 기업들

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tax)에 의존하여 사회정책의 발전에 따라 기업

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또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은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

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관 한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노동 동기를 약화시켜 노

동공급을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는 1990년  말에 들어 장기 병가자와 조기 퇴직

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표출된 바 있다(Magnusson 2006, pp. 173∼177). 노동수

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제상황에서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한 노동자들, 특

히 공공부문의 중고령 노동자들이 조기 퇴직을 선택하거나 장기 병가의 형태로 사

실상 노동시장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3. 스웨덴 모델 동요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197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

스웨덴 모델은 1960년  말부터 동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1970년  내

내 격랑에 휩싸였다. 우선 1969년  말부터 스웨덴식 노사관계가 동요되기 시작했

다. 풀뿌리(grassroots) 노동자들이 스웨덴식 노사관계에 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

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 임금정책에 해 고수익 부문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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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게 되었고,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재산과 경제적 권력을 소수 사적 주

주에게 집중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사민당 정부와 LO의 

협력하에 자본의 주도로 강력히 추진된 산업합리화가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자들의 

빈번한 전직(轉職)을 야기해왔다는 점도 비판되었다.

또 중앙단체교섭체계가 개별 기업 수준의 노조를 무력화하고 기업 수준에서의 

노사간 권력관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잘 다루지 못해 왔다는 점도 불만을 샀다. 고

도로 중앙집권화된 스웨덴식 노사관계는 풀뿌리 노동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

렴하기 어려웠기에 풀뿌리 노동자들은 1960년  말 이후 살쾡이 파업 등 비제도적 

방식으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즉 1960년  말 이후 스웨덴 모델이 직면

한 첫 번째 위기는 스웨덴식 계급타협체제에 한 좌파적 비판의 고조였다(신정완 

2000c, pp. 182∼183). 

이에 해 LO와 사민당 정부는 정책노선의 좌경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사민당 정부는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입법조치를 마련했는데 1976년부터 발효된 공동결정법(MBL)이 그 표사례

이다. 공동결정법은 노동자 경영참가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틀을 규정하는 법률이

었다. 또 연 임금정책으로 인해 고수익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누려온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LO는 1976년에 임노동자기금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민간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신규주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노동조합이 소유․관리하는 임노동자

기금에 적립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민간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되

도록 한다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안이었다. 이렇게 노동조합운동이 급진화되고 노

사간 쟁점을 노사간 자율 협의가 아니라 국가의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하려 하게 

됨에 따라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노사간 자율 협

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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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이 동요하게 된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1970년 의 거시경제 여건 

악화였다. 오일 쇼크의 여파와 철강, 조선 등 전통적 주력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약화, 1970년 에 급증한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회보장기여금 부

담 증가 등으로 인해 1970년  중반부터 스웨덴 경제는 불황국면에 진입했다. 

1976년까지 집권한 사민당과 1976∼82년에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들은 ‘가교정책

(overbridging policy)’이라 불린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을 통해 불황을 극복

하려 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조선업 등에 한 막 한 보조금 지급과 복

지지출 증 를 통한 내수 부양 등이 핵심 정책이었다. 산업정책의 기조가 보호주의

적으로 선회함과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업들에 한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경영여건상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임금 등을 

보조하는 제도들이 도입된 것이다. 이는 낙후 부문의 경영합리화나 퇴출을 유도하

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수익․고성장 부

문으로 이동시킨다는 렌-마이드너 모델의 기조와는 정반  방향의 정책노선이었다

(신정완 2000b, pp. 120∼122). 그러나 가교정책은 실패로 끝나 1976∼82년 기간

에 전통적 주력산업의 쇠퇴로 인해 산업부문 고용인구가 15만 명이나 감소했다. 

주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 기간에 추진된 가교정책은 상당 정도 ‘과제회피전

략’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스웨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 주요원인의 

하나가 고비용인 상황에서도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구조 개혁을 가능한 한 기피하

면서 실효성이 약한 사양산업 지원정책과 수요부양정책에 매달린 것인데, 이는 무

엇보다도 무려 44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 기간에 실업률

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즉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일 수밖에 없

는 구조조정정책이 야기할 부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두려워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44년의 장기집권 기간에 사민당 정부가 이룩한 완전고용과 강한 복지국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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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스웨덴 국민의 애착이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의 정책 선택 폭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도와 정책 변화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하

는 피어슨의 논의가 적어도 이 국면에 한 설명에서 적실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나.‘제3의 길’정책

1982년 말에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이 추진한 ‘제3의 길’ 정책은 장기불황에 

해 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책처방으로 맞서고자 한 시도였다. ‘제3의 길’이란 용어

는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처 정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과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가 채택한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으로부터, 

스웨덴 사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을 구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제3의 

길’ 정책의 핵심은 완전고용 달성과 복지국가 유지라는 전통적인 사민주의적 정책

목표를 유지하되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에서 찾겠다는 것이

었다.17) 

구체적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제3의 길’ 정책의 핵심은 공격적 평가절하정책이

었다. 사민당 정부는 집권 직후에 크로나화를 16% 평가절하였다. 이미 1981년 가

을에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가 단행한 크로나화 10% 평가절하에 이어 추가적으

로 평가절하가 이루어짐으로써 스웨덴 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강화되었

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수익률도 제고되고 국제수지도 감소

되었다. 실업률은 2% 내외로 낮아져 스웨덴 경제는 초호황을 누리게 되었다(신정

완 2000c, pp. 183∼184).

17) Ryner(2002)는 ‘제3의 길’ 정책은 사민당 지도부가 신자유주의 이념을 상당 정도 수용한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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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요소는 금융자유화정책이었다. 사민당 

정부는 재정적자와 해외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외자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련의 금융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금융세계화와 기업들의 재무관리기법의 발전

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규제정책의 실효성이 이미 매우 낮아졌다는 점도 중요하

게 고려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에 민간 금융기관들의 여신공급에 한 수량규제

를 해제했고 1985, 86, 89년에 외환규제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자유화정책은 

이후 스웨덴 경제의 진로에 막 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우선 1990년 말에 발발

하여 이후 스웨덴 경제의 진로를 좌우하게 된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

고, 국제금융시장으로 스웨덴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이후 국가의 금융정

책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금융정책은 정책적 위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정책 영

역이기 때문에 1990년  이후 다른 영역에서 정책 선택의 폭을 크게 좁히는 효과

를 낳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변화가 거의 사회적 저항을 받지 않고 추진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정책이 정책적 효과의 가시성이 낮고 전문성이 높은 

정책영역이라는 점에 크게 기인했다. 금융정책은 복잡한 매개를 통해 최종적인 정

책적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금융자유화조치 도입 당시에 정책을 입안한 재무부 

관료와 중앙은행 간부들도 장기적인 정책적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한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정치인들도 내용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 관료들의 입장을 승인한 측면이 있었다(Svensson 2001, p. 172). 즉 금융자

유화조치는 정책적 효과는 매우 큰 반면에 정치적 효과는 미미한 정책이었던 것

이다.

또 1989년 말부터 ‘세기의 조세개혁’이라 불린 큰 폭의 조세개혁을 추진했다. 

조세개혁의 골자는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을 폭 낮추는 신에 세원은 넓히는 

것이었다. 한계세율을 낮춤으로써 노동공급과 저축을 촉진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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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시도되지 않았다. 다만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회정책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1970년 에 

급증했던 사회지출의 증가세가 꺾여 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

년  전체를 통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신정완 2000c, p. 186). 

사회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였

다. ‘재정적 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와 ‘행정적 분권화(administrative de-

centralization)’가 모두 추진되었는데 무게 중심은 주로 후자에 두어졌다. 당시의 

긴축재정정책의 기조하에서 사민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을 축소하려 했으나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

로 인해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행정적 분권화는 좀더 강력하게 추진

되었다. 사회정책 집행의 관료화를 막고 복지수혜자의 욕구에 잘 부합되는 방향으

로 사회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목표 설정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방정

부의 자율성을 상당히 높였다(Olsson 1990, pp. 272∼278). 사민당 정부는 사회정

책의 분권화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재계나 부르주아 정당들이 요구했던 사회복지 민

영화(privatization)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사

회정책의 분권화는 1990년 에 한결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회복지 민영화의 물꼬

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분권화로 인해 사회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자율성을 한결 

높이게 된 지방정부들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Svensson 2001, p. 16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다. 초호황 국면에서 실업률이 2%

로 낮아지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조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업보다는 

노동력 부족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프로그램들 중 구

인․구직 매칭(matching) 시스템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일자리 



78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창출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충분한 구인처에 적합한 구직자를 원활히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정책을 담당해온 기관인 노동

시장기구(AMV)의 조직 구성에도 일정한 변화가 가해졌다.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한 정보 입수를 개선하고, 이들 기업들과의 접촉을 유지․강화하기 위

한 직무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도 노동력 초과수

요 부문에 한 직업교육․훈련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1970년 에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들이 폐지․축소되었다. 불황기에 고용의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

은 호황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 지원정책들의 

성과가 높지 않았다는 반성도 있었다. 그리하여 기업들을 지원 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약화되고, 실업자 개인을 지원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결국 1980년 에 추진된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민간 기업 주도

의 경기회복에 부응하여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

한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신정완 2000b, pp. 

125∼126).

결국 ‘제3의 길’ 정책 시기의 사회정책의 기조는 현상유지였는데 이는 당시 긴

축 기조의 재정정책과 체로 보완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

도록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다. 금융위기와‘체제전환’시도

1990년 에 들어서자마자 금융위기가 도래하였다. 1990년  초의 금융위기는 

그간 크로나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1985년에 이루어진 민간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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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신공급에 한 규제해제를 배경으로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막 한 은행여

신의 큰 부분이 199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불황으로 인해 회수불능 상황에 빠지

면서 발생하였다. 불황국면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이 부문에 

투자한 투자회사들이 큰 투자손실을 겪게 되었다. 또 투자회사들에 자금을 융자해

준 은행들은 출자금 회수불능사태를 겪게 되었다. 스웨덴의 주요 상업은행들이 

거의 예외 없이 출자금 회수불능사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스웨덴의 금융제도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1980년

에 1∼2% 에 머물던 공식실업률(open unemployment rate)이 1992년에는 5.3%

로, 1993년에는 8.2%로 급상승하였다. 스웨덴이 오랜 기간 자랑해오던 완전고용의 

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와중에 실시된 1991년 말 선거에서 사민당은 패배하였고 보

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

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부르주

아 정당 연립정부는 막 한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의 도산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해외부채가 급증했다(신정완 2000b, p. 127). 한편 금융위기

의 와중에 스웨덴 크로나화에 한 국제투기자본의 환투기가 성행하였는데 스웨덴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1992년 9월에 이자율을 무려 500% 올리기까지 했으

나 결국 환율방어에 실패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환율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

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크로나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하여 이후 스웨덴 산업의 수

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는 ‘체제전환(systemskifte: system shift)’을 모토로,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게 된 스웨덴 모델을 보다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폭 수정하려 시도하였다. 우선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를 손질하였다.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1980년 부터 추진되어온 사회정책의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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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승하면서 이에 더하여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보

육, 양로, 간호, 치과치료 등의 영역에서 민간업체들의 사업참여 기회가 폭 늘어

났다. 1980년 에는 ‘분권화’가 사회정책의 화두였다면 1990년 에는 민영화를 통

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 확 가 핵심 화두로 부각되었다.

사회정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변화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는 

점이다.18) 종래의 공적연금제도는 정액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ATP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하여 ATP 연금 

지급에서도 조세수입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연금재정의 장기

적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 것이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원

인이었다. 또한 ATP 제도는 30년간 고용되었던 노동자에게 완전한 수급권을 부여

하고 고용기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15년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은퇴 전 고용기간이 상 적으로 짧고 소득수준은 높은 고학력․고임금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고 고용기간은 길고 소득수준은 낮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

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곤 했다. 또한 민간연금시장의 

확장을 원하는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연금 민영화 압력이 강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부르주아정당 연립정부에 참여하던 자유당이 주도하였는데 사

민당도 논의에 참여하였다. 여러 해에 걸친 논의와 정치적 타협 끝에, 사민당 정부 

집권기간인 1990년  말부터 시행된 새로운 연금제도는 명목확정기여(NDC: no-

tional defined contribution) 제도이다. NDC 제도는 부과제도이긴 하되, 보험수리

원리에 입각하여 각 연금수령자가 받는 연금지급액과 해당 연금수령자가 고용기간

에 적립한 연금 기여액간의 비례성을 한결 강화시킨 제도이고, 또 정부의 조세수입

으로부터는 연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폭 강화시켰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18) 스웨덴의 연금개혁 논의과정과 결과에 한 연구로는 주은선(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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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래에 ATP의 연금기여금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해오던 것을 수정하여 노동

자의 기여금 부담률을 폭 높였다. 총 연금기여금 수준은 임금의 18.5%로 정했는

데 이 중 16%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AP 기금에서 관리하되, 2.5%에 해서는 연

금수령자 개인이 이 자금을 운용할 투자 상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이

를 사연금위탁개인계정(PPR: premium pension reserve)이라 하는데, PPR의 도입

에 따라 민간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량을 늘려 금융시장을 활성화한 측면이 있

지만 미래의 연금수령액 규모가 금융시장의 사정에 의존하게 되어 연금수령자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원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

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였지만 종래의 국민연금을 체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학생이나 아동양육 여성 등에 한 우 조치도 

도입하여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연금개혁 문제가 논의된 공식적 기구인 ‘연금개혁위원회’에는 정당 표들만이 

참여하였고, LO와 SAF는 배제되었다. 이는 1990년 에 사회적 조합주의가 현저

히 약화된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LO와 SAF는 논의에 실

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조합주의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LO와 SAF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SAF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

사했으나 LO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화된 반

면에 재계의 영향력은 계속 증 되어 온 사정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사회적 조합주의를 ‘비 칭적 사회적 조합주의(asymmetric social corporatism)’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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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지축소의 정치’시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1994년 당시의 경제여건

금융위기의 휴유증이 가시지 않아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1994년 말 선거에서 사민당이 승리하여 사민당 단독 소수 내각이 출범했다. 부르

주아 정당 연립정부 집권기간에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해외부

채가 크게 늘어났고 실업률도 급증하였다. 실업률 증가는 실업급여 지급 등 복지지

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개인소득세 등 세원을 줄여 재정압박을 심화시켰다.

표 3-9. 재정정자 누적액 추이

(단위: 10억 크로나)

재정적자 누적액 GNP 비 재정적자 누적액 비중(%)
1987/88년 597.6 53.6
1988/89년 589.7 47.8
1989/90년 582.5 42.8
1990/91년 626.7 43.3
1991/92년 711.0 49.3
1992/93년 960.6 66.4
1993/94년  1,178.6 77.3
1994/95년  1,370.4 83.5

자료: SAF(1996, p. 70)

1994/95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누적액은 1조 3,700억 크로나에 달했고 이는 당해

연도 스웨덴 GNP의 83.5%에 이르렀다. 해외부채도 증가하여 1993년 해외부채 누

적액은 7,222억 크로나에 달했는데 이는 그해 GDP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

다. 1994년 스웨덴의 공식실업률은 8%로서 불과 3년 사이에 5.1% 포인트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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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94년 스웨덴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었다. 

표 3-10. 해외부채 누적액 추이

(단위: 10억 크로나)

해외부채 누적액 해외부채 누적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7년 214.4 20.9
1988년 263.7 23.7
1989년 370.3 30.3
1990년 481.9 35.4
1991년 503.4 34.8
1992년 637.9 44.2
1993년 722.2 50.3
1994년 665.3 43.6

자료: SAF(1996, p. 69)

표 3-11. 공식실업률 추이

(단위: %)
공식실업률 연도 공식실업률

1987년 2.1 1991 2.9
1988년 1.8 1992 5.3
1989년 1.5 1993 8.2
1990년 1.7 1994 8.0

자료: SAF(1996, p. 23)

나.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사민당 정부는 재정적자와 해외부채 해소를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삼았다. 또 거

시경제정책의 기조에 있어 실업률이 전후 유례없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완전고용 

회복보다는 물가안정에 정책목표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물가안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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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게 된 것은 EU 가입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1991년 6월에 당시 사민당 정부

가 EU 가입을 신청한 이후 EMU 가입도 준비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EMU 가입을 

위해선 ‘수렴조건(convergence condition)’을 조속히 충족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사민당 정부는 유례없는 초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지출을 폭 삭감하는 고통스런 긴

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1998년까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야

심적인 재정건전화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1998년에는 GDP 비 2%의 

재정흑자를 실현했다. 정부지출의 억제를 위해 27개 주요 지출영역에 해서는 3

개년 지출상한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해에 한 정책프로그램에서의 지출이 

상한선을 넘게 될 경우, 동일 영역내 다른 정책프로그램의 지출규모를 줄이거나, 

나머지 2개년간 해당 정책프로그램의 지출규모를 줄임으로써 이를 상쇄하도록 했

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정책 지출이 폭 감소하였다(OECD 1997, p. 63). 사민당 

정부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증액하고,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하에서 폐지된 

재산세를 재도입하는 등, 재분배효과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킴

으로써 사회정책 관련 지출의 감소에 따른 사민당 지지층의 불만을 상쇄시키고자 

했다.

또한 사민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허용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

정하는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했던 ‘제3의 

길’ 정책에 한 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긴축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1990년  사민당의 거시경제정책을 1980년 의 ‘제3의 길’과 구별짓는 핵심 내용

이었다(신정완 2000a, p. 454). 또 1990년  중반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

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금융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Eklund 2004, p. 84).

산업정책 영역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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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이다. 스웨덴 모델의 특징 중 하나가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산업정책

인데,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실업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민

당은 중소기업에 한 조세 경감,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

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신정완 2000a, pp. 455∼456). 

또 사민당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했다. 외자 유입이 특히 활발

했던 1995∼99년에는 스웨덴이 해외직접투자 총유입 규모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

였으며 국민 1인당 유입규모에서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1980년 에 스웨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산업 공동화’에 한 우려가 증 한 것을 반

영한다. 적극적 외자유치를 통해 스웨덴내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또 

1990년  초의 금융위기로 인해 스웨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던 것도 외자유치

를 용이하게 했다. 외자는 주로 산업부문에서 M&A나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거 유입되었다. 외자의 부분은 스웨덴내에서 생산활동을 장기간 수행하려 한 양

질의 외자여서 스웨덴내의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19) 그리하여 

2001년 현재 스웨덴 상장기업 주식총액의 43%를 외국인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

으며 2000년 현재 스웨덴 민간부문 노동자의 17%가 외국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

을 정도로 외자의 비중이 높아졌다(신정완 2004, pp. 328).

노동시장 규제정책 영역에서는 체로 노동시장 유연화 수준을 다소 높이기 위

해 각종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정책기조가 유지되었으나 규제완화 정도가 

크지는 않았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노동자 보호수준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되어 뚜

렷하게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상

당히 진전되었다. 임금격차가 크게 확 되었고 단기고용, 파견근로 등 비정규 고용

형태도 크게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주로 전통

19) 스웨덴의 외자진출 현황과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한 연구로는 Jonung(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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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해체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  초에 중

앙단체교섭체계가 와해됨에 따라 연 임금정책도 해체되었고 이로 인해 임금격차

가 확 되었다. 또 1990년  초의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급증, 1980년  이래 

스웨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급증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비해 고용주의 교

섭력이 커졌고 IT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노동자 구성의 다양화, 고용형태의 다양

화가 촉진된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  초에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포괄해야 하는 상자 규모가 

급증했다. 그러나 긴축정책 기조하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을 크게 증가시

키기는 어려워서 고비용 프로그램의 비중을 줄이고 주로 청년층을 상으로 하는 

저비용 프로그램을 다수 신설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졌다. 또 정책

의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집단의 타깃팅(targeting)을 강화하였는데 장기실

업자와 청년실업자를 핵심 상집단으로 삼았다. 

표 3-12. 주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의 참가자 수

(단위: 천 명)

연도
노동
시장
교육

공공
근로

장애인 
조치

고용
보조금

청년
조치

직장
순환제

노동
생활
발전

컴퓨터
기술

일자리
안내

창업
지원

청년을 위한 
콤뮨 

프로그램

공공부문 
임시 
노동

1990 38.6  8.1 87.7  2.3  4.8 - - - - - - -
1990 58.6 10.8 86.0  4.8 13.2 - - - - - - -
1992 86.3 15.8 84.8 13.5 34.6  8.3 - - - - - -
1993 53.2 14.0 84.0  9.2 67.7  9.8 35.1 - - - - -
1994 59.5 16.7 87.2 25.5 56.9 12.7 44.5 - - 10.2 - -
1995 54.6 14.5 92 21.0 20.4 11.2 41.3  5.9 21.5 10.1 - -
1996 45.6  8.3 85.9 12.3 -  9.8 52.3 11.9 32.4 10.3 12.6 -
1997 36.9  7.1 85.2  3.7 -  3.5 52.5 14.0 34.3 12.3 14.2 5.4
1998 41.9 - 89.6 - - - 38.9 11.5 19.4 12.5 12.2 7.8

 

자료: Regnér(2000,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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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에 나와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 중 ‘컴퓨터기술(Datortek)’, ‘일자리 안

내(Arbetsplatsintroduktion)’, ‘청년을 위한 콤뮨 프로그램(Kommunala program 

för ungdomar)’, ‘공공부문 임시 노동(OTA: Offentliga tillfälligt arbete)’이 사민

당 집권 기간에 신설된 프로그램들이고,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별고용지원

(Individuellt anställningsstöd)’, ‘공적 활동의 자원(資源) 노동(Resursarbetet I 

offentlig verksamhet)’, ‘실업보험에 근거한 프로젝트 노동(Projektarbete med 

akassa)’, ‘정보기술 투입(IT-satsning)’ 등의 프로그램도 사민당 집권기간인 1998

년에 도입되었다. 신설 프로그램 중 ‘컴퓨터 기술’, ‘청년을 위한 콤뮨 프로그램’ 

‘정보기술 투입’이 주로 청년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공공부문 임시노동’

과 ‘개별고용지원’이 장기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표 3-12]를 보면 직업훈련을 핵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노동시장 교육’의 참

가자 수가 1990년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공공근로’ 프로그램은 

1998년에 아예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20) ‘노동시장 교육’과 ‘공공근로’는 

표적인 고비용 프로그램이었다. 고비용 프로그램의 비용-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판

단한데다, 실업자의 급증에 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를 늘려 총 참가자 규모

를 늘려야 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저비용 프로그램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청년실업문

제와 관련하여 말단 지방자치단체인 콤뮨의 역할을 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1995

년에 20세 이하 청소년의 실업 문제에 한 관할권을 콤뮨으로 이양했으며 1997

년에는 20∼24세 청년에 한 관할권도 콤뮨으로 이양했다.

사회정책은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정책영역이므로 1990년  

중․후반의 긴축정책 기조 속에서 비교적 큰 폭의 지출삭감을 경험했다. 지출을 

줄이는 방식은 다양했다. 첫째, 각종 소득연계 프로그램에서 급여의 소득 체율을 

20) ‘공공근로’ 프로그램은 1998년 ‘개별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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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했다.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 기간인 1993년에 부분의 사회보험 급여의 소

득 체율을 90%에서 80%로 인하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은 집권하면 다시 

90%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집권 후에 프로그램별로 소득 체율을 오히려 

더 인하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예컨  1996년 실업급여의 소득 

체율을 75%로 더 낮추었다가 경기가 상당히 회복된 1997년에 80%로 복귀시켰

다. 둘째, 여러 프로그램에서 수급자격을 강화하였다. 예컨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던 주택보조금의 경우 수급자격을 강화하여 점차 한부

모가정에만 지급되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 성격을 전환시켰다(SOU 2001: 79, p. 

124). 셋째, 공공부문 고용 감축정책 기조하에서 사회정책 관련 종사자 수를 폭 

감축했다. 예컨  양로, 장애인 보호, 건강관리 부문의 종사자 수가 1990∼98년에 

94,000명이나 감소했다. 반면에 인구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 양로 서비스를 받아

야 하는 노인인구는 이 기간에 17% 정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모든 

노인에 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한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최고령층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틀이 변

화되어 왔다(Hajighasemi 2004, pp. 210∼211). 보육 영역에서도 공공탁아소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늘었으나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아 종사자당 아동 

수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SOU 2001: 79, p. 98). 넷째, 여러 사회서비

스 영역에서 이용자 요금을 신설하거나 요금률을 인상하였다. 이것은 재정수입 확

보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이용자 요금이 부과되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개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되었다(SOU 2001: 79, p. 250).

사회정책의 제도 틀과 관련해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사회서비스 민영화 추세의 지속이다.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는 

1991∼94년에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가 적극 추진한 것인데, 이후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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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민당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민영화 발전 추세를 적극

적으로 억제하지도 않았다. 1980년 부터 사회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

시키는 분권화정책이 추진되었고 이 추세가 1994년 이후에도 체로 유지되었는

데, 이에 힘입어 주로 부르주아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며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을 민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민영

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이 

자신의 자본에 기초하여 소비자를 직접 상 하며 이윤극 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순수한 민영화 사례는 거의 없었고, 부분 공적 재원에 기초하여 민간기업이나 협

동조합에게 일부 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 3-13. 콤뮨 관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부문 종사자 수 비율 변화

(단위: %)

 
민간부문 종사자 수 비율 증가율

1993년 2000년 1993∼2000년

보육  4.0 10.8 170
학교*  1.2  3.4 183
노인 및 장애인 보호  2.5 12.9 416
가정 내 보호 19.1 37.1  94
기초콤뮨(primärkommun)의 
총 사회서비스

 4.4 9.6 118 

주: * 여기에서 학교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포괄하며, 학교 관련 통계의 기준연도는 1993년이 

아니라 1994년임. 
자료: SOU 2001: 79, p. 166.

또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 기간에 개시된 연금개혁 논의의 기본 틀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이 단행되었다. 1990년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변모를 심층적으

로 다룬 부분의 연구들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기본 골격은 크게 손상되

지 않았다고 평가한다(Hajighasemi 2004; SOU 2001: 79; Gould 2001). 그리고 



90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이렇게 된 원인을 주로 제도와 정책의 경로의존성에서 찾는다(Hajighasemi 2004; 

Gould 2001). 다만 PPR 도입을 포함하게 된 연금개혁은 원리적 차원의 모델 변화

로 볼 수 있으며(Hajighasemi 2004; Gould 2001), 소득연계 프로그램들의 소득 

체율이 향후 더 낮아지고 사회서비스의 부분 민영화, 이용자 요금의 비중 증가 

등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편주의’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SOU 2001: 79, pp. 240∼251). 

그러나 1990년 의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는 경로의존적이라 보기에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930년  이후 사민당이 주도해 온 

스웨덴 복지국가의 장기 발전추세에 비추어보면 1990년 의 변화는 경로의존적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로파괴적(path breaking)’이라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사회

정책의 경우 제도와 정책의 경로의존성이 매우 커 급진적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

는 피어슨의 명제는 1990년  스웨덴 사회정책의 변화에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

단된다. 그리고 강한 복지국가의 표격인 스웨덴에서 이러한 경로파괴적 복지국

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스웨덴 모델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자 수

많은 이해당사자를 갖는 사안이며 1990년 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한 사회

정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회적 저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회정책

은 직접적으로 재분배 문제와 직결되는 정책 영역이어서 사회정책의 변화는 정책

적 효과의 가시성이 높아 일부 집단의 반발을 낳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삭감 위

주의 사회정책 변화에 해 사회적 저항이 적었다는 점은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1990년  초의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해 당분간 긴

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사회적 공감 가 넓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심지

어 가장 급진적인 정당인 좌익당도 긴축정책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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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정책의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한데다 프로그램별로 다소간 차별화된 개혁

이 이루어져 사회정책의 변화를 둘러싸고 단일한 정치적 전선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사민당은 전체적으로는 지출삭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

을 위한 프로그램은 손 지 않거나 오히려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구사했다. 예컨  

빈곤층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족정책의 경우엔 삭감을 최소화했고 연금제도 

개혁에서도 최빈곤층을 위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였고 학생이나 아동양육 여성 

등에 한 우 조치도 도입한 바 있다. 

넷째,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의 유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화

된 세력인 노동조합이 1980년  이후 현저히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3년부터 중앙단체교섭체계가 약화되다가 1990년에 들어 SAF가 중앙

단체교섭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하면서 중앙단체교섭체계가 와해되었다. 이로 인

해 LO의 권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1990년 에 들어 사회적 조합주의도 약

화되었고, 1980년 에 사민당이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3의 길’ 정책을 시행

하면서 사민당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LO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전체 

노동자 중에서 생산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중하위 사무직 노

동자 중앙노조인 TCO나 상층 사무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 중앙노조인 SACO의 

영향력은 강화되어 간 반면에 생산직 노동자 중앙노조인 LO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민당과의 정치적 결속이 강한 LO와는 달리 TCO는 정치

적으로 중립적인 편이었고 오히려 SACO는 보수당 등 부르주아 정당들과 정치적

으로 가까운 편이었다. 

다섯째, 복지지출 삭감이 집중된 시기인 1990년  중․후반에 사민당이 집권정

당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설립자였던 사

민당이 지출 삭감을 추진하게 되자 스웨덴 국민 다수는 지출 삭감의 불가피성에 

해 더 잘 수긍하게 된 것이다(Hajighasemi 2004, p. 167). 또 사민당이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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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회복된 1998년 이후에는 과거에 삭감된 지출 영역들 일부에서 소폭의 

증액을 허용함으로써 ‘복지축소의 정치’에 한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

다. 여섯째, 연금개혁을 포함하여 사회정책의 변화는 부분 정당간의 충분한 실사

구시적 논의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다양한 이익단체들도 실질적으로 논

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비록 전성기 스웨덴 모델에 비해서는 현저히 약화되긴 

했으나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갖고 있던 사회적 조합주의의 전통이 사회정책 개혁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4년 말의 정권교체가 정책 변화

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사회정책 개혁이 상당 정도 탈이념적 정책의

제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책적 보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정책적 보

완성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 삭감 위주의 사회정책은 초긴축적 거시경제

정책을 지원했고 사회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은 모두 당시 정책목표상의 우선성이 부

여되었던 재정적자 및 해외부채 해소,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저비용 프로그램을 양

산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극 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은 노동수요가 절 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증 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

었다. 그러나 긴축정책의 기조하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수를 극 화

함으로써 긴급한 실업위기를 어느 정도 봉합하는 정도의 역할은 담당할 수 있었다.

다. 성과와 한계

긴축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1990년  말 이후 스웨덴은 거의 모

든 거시경제지표는 뚜렷하게 호전되었다. GDP 성장률은 1998년 3.6%, 2000년 

4.4%, 2002년 1.9%, 2004년 3.6%를 기록하여 유럽에서는 수위권의 성적을 거두

었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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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요 연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실업률 연도 실업률

1994년 10.3 2000 5.3
1996년  9.5 2002 4.2
1998년  6.7 2004 5.4  

자료: Magnusson(2006, p. 32).

표 3-15. 주요 연도별 인플레이션율 추이

(단위: %)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스웨덴 1.0 1.3 2.0 1.0 1.2
EU 평균 2.1 2.5 2.1 2.2 1.8

OECD 평균 1.3 2.3 1.5 2.0 2.0  

주: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임.
자료: Magnusson(2006, pp. 28∼29).

이렇게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정책적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1990년

 중․후반에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된 긴축정책을 들 수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를 재정적자 및 해외부채 해소와 물가안정에 두고 재정정책, 금융정

책, 사회정책 모두에서 긴축기조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 예산제도 개혁도 단행하였다.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첫째, 금융위

기의 와중에 비효율적 기업들이 거 도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충격

을 주었으나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생산성이 

제고되었다(Eklund 2004, p. 85). 둘째, 1980년 부터 기업들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그 성과가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ICT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1980년 부터 시스타 과학도시(Kista Science City) 등에서 ICT 산업클러스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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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함으로써 스웨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었다(Schön 2000, pp. 508∼

512). 셋째,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유연화 등의 추세가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과 맞물려 기업과 개인의 행태를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만든 것도 경제성장에 기여

한 것으로 짐작된다.

1990년  말 이후의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 상황이다. 공식실업률은 유럽 기준으로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참가자, 장기 병가자를 포함하여 실질적 

실업자 수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2005년 9월 현재 공식실업자는 236,566

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참가자는 121,379명, 장기 병가자는 150,000명, 

조기 퇴직자는 550,000명으로 나타나 있다. 장기 병가자와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

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시장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Magnusson 2006, p. 129).21) 

민간부문에서는 성장률에 비례하여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공공부문은 인원감축

을 하는 상황에서22)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떠나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완전고용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실업자에 한 생계 지

원보다는 재취업 지원에 주력한다는 것이었는데, 1990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취업 지원에 주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제 로 작동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스웨덴의 노동시장구조도 

한 번 노동시장을 떠난 노동자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유럽 륙식 노동시장구조에 근접해가는 조짐을 보

21) 2006년 9월 총선에서 사민당이 패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러한 사실상의 실업문제에 

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2) 1990∼98년 기간에 총 공공부문 고용인구가 20.8%나 감소했다. 특히 중앙정부 고용인구는 

44.2%나 감소했다(Hajighasemi 200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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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 심화이다. 1990∼98년 기간에 최상위 10분

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5.9% 상승한 반면 최하위 10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2.3% 하락했고 최상위 10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집단에서 가처분 소득이 

다소간 하락하였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된 요인으로는 실업률 증가, 중앙단체

교섭 해체로 인한 임금격차 증 , 금융자유화로 인한 부유층의 금융소득 급증 등을 

들 수 있다(Hajighasemi 2004, pp. 147∼148).

5.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결합방식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의 

역사

장기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2차 전 이후 스웨덴도 다른 서유럽국과 체로 유

사한 발전경로를 밟아왔다고 볼 수 있다. 2차 전 이후 1960년  말까지 ‘자본주

의의 황금기’에 스웨덴 사민당은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회정책

을 결합시켜 빠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1938년에 살쮀바덴 협약이 체결되어 노사관계의 안정

화 수준이 매우 높았고 1932년 이후 사민당의 연속집권이 이루어져 사회정책의 목

표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비중

이 큰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사회정책의 성격상 완전고용 지향성이 두드러지게 

강하고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컸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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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는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평등주의적 이념과 경제성장 친화적인 사회정

책을 발전시키려 한 의도가 결합되어 나타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은 

단지 여러 제도 요소가 역사적 우연에 의해 결합되어 형성된 모델이라기보다는 사

민당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여건하에서 사민당과 LO의 협력하에 상당히 설계

주의적으로 형성된 사회경제체제였다. 따라서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는 정책요소들

간에 ‘정책적 보완성’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는 정책요소간에는 ‘정책간 긴장’의 측면도 다수 

잠복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970년  이후 불리해진 정치경제적 여건하에 여러 측

면에서 ‘정책간 충돌’로 발전하였다. 1980년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신자유

주의적 노선이 두하였는데, 1980년 에 스웨덴 사민당이 추진한 ‘제3의 길’ 정

책은 정통 신자유주의적 노선은 아니었으나 스웨덴 모델 전성기에 비하면 자유주

의적 지향이 한결 강화된 노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 정통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도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어진 것은 1980년 에 사민당이 집권한 데다 

기존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념의 관성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추진된 것은 금융위기의 충격에 

더하여 1970년 에 추진했던 ‘가교정책’과 1980년 에 추진했던 ‘제3의 길’ 정책

의 실패가 제공한 학습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후반 이후 사민당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향

한다는 장기적 정책목표하에 긴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회정책 역시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지출삭감 중심의 정책이 추진

되었으며 사회정책의 운영 틀에서도 시장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그러

나 사민당은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별로 개혁의 완급을 조절하고 최빈곤층을 위한 

배려를 통해 ‘복지축소의 정치’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

다. 또한 개혁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회적 합의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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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것도 개혁에 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사

민당은 ‘복지축소의 정치’ 국면에서도 피어슨 등이 이야기하는 ‘비난회피의 정치’

를 구사하기보다는 ‘설득의 정치’, ‘비난감수의 정치’를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스웨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모두에서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실업자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2006년 가을 

총선을 통해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은 

아마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스웨덴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중 하

나는 스웨덴 모델 전성기에서부터 기업의 고용안정 수준은 유럽 륙국들에 비해 

낮으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사회시스템 전체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성은 

높았다는 점이다. 즉 1980년  이후 유럽의 노동시장 연구자들이 역설해온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이 일찌감치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추세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고용을 늘리거나 민간부문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더 추진할 수밖에 없을

텐데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는 후자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더 추진될 경우 스웨덴 모델은 한결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전성기 스웨덴 모델을 구성했던 제도와 정책의 부분이 소멸하거

나 약화되어 현재에도 과연 ‘스웨덴 모델’이 존재하느냐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신 스웨덴 

모델(the new Swedish model)’과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이다.

나. 정책적 시사점

이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스웨덴 모델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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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스웨덴의 경험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

고자 한다. 

첫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설계에 있어 정책적 보완성 확보를 중시해야 한

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큰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그리고 경기변동 

조절기능을 가진 AP 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을 매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좋은 성과를 보인 바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보완성의 구체적 내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경제와 사회의 여건 변화와 정책목표상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되어야 한다.

최근 잠재성장률의 제고와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한편 경제와 사

회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한 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두된 우

리의 상황에서 사회정책은 가능하면 성장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경제정책

은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억제하여 사회정책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먼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는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공식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지만 고용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량

의 근로빈민(working poor)을 낳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률을 낮추고 공적부조 

상자를 늘려 사회정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비정규직의 양산을 억제하려

면 수량적 유연화 일변도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동법적 규

제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특히 소재․부품 부문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의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이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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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에서는 보육, 양로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높여 저출산 억제와 여성 노동공급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생

애취업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

입,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내용과 직업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정착, 고령

자 친화적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이 필요하다(신정완 2005, pp. 134∼135). 이를 

통해 사회정책이 단지 공식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줄여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신

정완 2006, pp. 208∼209). 스웨덴 사회정책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완전고용 지향성이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 구성에서 비(非)노인 상 지출, 특히 

저소득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을 상으로 한 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인적자본 투자라 할 수 있

다(신정완 2006, p. 208). 

둘째,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발전수준, 사회정책의 규모와 

프로그램 구성내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겠으나, 스웨덴의 경험을 보면 사

회정책이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스웨덴의 사회정책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이었고 긴축정

책이 추진된 1990년  후반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사회정책은 노동공급의 

증가, 노동력의 질 제고, 사회적 갈등의 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정책의 프로그램인데 한국처럼 물적 자원이 부족한 

반면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인구의 초고학력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사회정

책이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정책이 단순히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구

성원 전체의 학습능력, 변화에 한 적응능력을 높이는 ‘사회학습망(social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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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net)’23)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 평생교육체

계와 잘 정비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직업능력을 개선하고, 

특히 고령화시 에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고용안전

망(employment safety net)’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신정완 2005, p. 123, p. 137). 특히 WTO 체제하에서 산업이나 기업에 한 직

접적 지원이 어려워진 만큼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도 사회정책이 담당해야 할 몫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확장의 정치’나 ‘복지축소의 정치’ 모두에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변화를 추진해

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사회정책의 확 가 요구되면서도 동시에 국민

연금의 경우 제도의 관 성 수준을 낮추어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복지확장의 정치와 복지축소의 정치가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확장의 정치에서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가장 큰 난관이고 복

지축소의 정치에서는 혜택 축소에 한 국민의 저항이 문제이다. 이러한 난관에 봉

착하여 단기적 미봉책으로 버티거나(= 과제회피전략) 비난회피전략에 의존하기보

다는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정책의 목표와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

책의 결과에 해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

다. 스웨덴의 경우 복지확장기와 복지축소기 모두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사회적 합

의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좋은 성

과를 얻을 수 있었다.

23) 최근에 고안된 개념인 ‘사회학습망’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생에 걸친 삶의 주기에서 중층적으로 

구축된 그물망적인 학습체계에 걸리도록 사회적으로 촘촘하게 짜인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강순

희․박성재․장원섭 2003,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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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토론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중요한 정책결정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회내에 국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 표, 주요 이익단체 표,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이에 입각하

여 정부가 정책안(proposition)을 작성한 후 이를 사회의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에

게 회람시켜 이들의 검토를 받는 청문제도(remiss system)를 거치고 난 후에 최종

적 입법안을 마련해왔다. 스웨덴의 경우 정치적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길지만 

일단 정책이 확정되면 비교적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제도의 운영에 힘입은 바 컸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정책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한 

사회적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의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지적 역량이 의회나 행정부로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정책적 논의의 수준이 낮은 

데다 정당들의 정략적 고려에 의해 많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제도의 요소를 일단 약한 형태로라도 도입

하고 운영해보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 양극화는 빈곤의 세 적 재생산을 낳기 쉬운데 이를 억제하려면 

사회정책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가족정책의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가족정

책의 강화는 저출산 문제에 한 효과적인 응책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

수당, 육아유급휴가 등을 통해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질 높은 공공 탁아시설을 

통해 보육과 기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학생을 가진 가족에 한 학자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왔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해왔다. 1990년 의 긴축정책 기조 아래 

많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지출 삭감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가족정책에 한 지출 삭

감은 최소화함으로써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데 힘써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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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사회정책을 확충하려면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조

세저항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각도의 재원조달방안이 추구되어야 한다. 

우선 조세저항수준이 높은 것은 주로 조세를 부담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사회

정책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해온 집단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는 주로 빈곤

층만을 상으로 하는 잔여적(residual) 사회정책 모델보다는 전 국민을 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universalistic) 사회정책 모델을 지향할 때 재원조달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 양로,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전 국

민을 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감으로써 조세 부담층이 사회정책의 혜택을 

실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정책의 효과에 한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인 홍보도 중요하다. 갈브레이스(J. K. Galbraith)에 따르면 시장에서 공급되는 민

간재(private goods)의 경우 광고에 한 소비자의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

로 인해 과잉공급․과잉소비되기 쉽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기업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저평가하여 과소공

급․과소소비되기 쉽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에 한 국민의 불신까지 겹치면 공공

재의 과소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확충을 위한 정부

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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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현재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건실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강력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영국은 지난 10여 년간 서유럽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0년  말 현재 영국 국민들

의 가처분 소득은 5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평균 수명도 같은 기간 

5∼7년 증가하였다. 

반면 소득 불평등도는 커졌다. 상 적 빈곤인구의 비율로 보아 1979년 500만 명

의 영국인이 평균 국민소득의 50% 아래에 있었다면 1990년에는 그 수가 1,35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빈곤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로 말미암아 영국은 사회경제모형에서 소위 ‘영미식(Anglo-Saxon Model)’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로 치부되고 있다. 

영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2차 전 후 영국사회에서는 

복지국가 형성에 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성공적인 복지국가의 확립

은 한때 영국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식 복지국가는 1970년  

중․후반을 정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10여 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현재

는 신자유주의를 표하는 하나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  초반 이후 영

국은 견조한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최근의 경제적 성공은 

영국이 복지국가의 이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기

도 한다. 

영국이 보여준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의 급격한 전환’의 경험은 현재 감속

성장의 시 에 사회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다. 영국 복지국가의 쇠퇴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었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영국

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폐기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은 한국의 경제사회모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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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지향성을 지녀야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 복지국가 모형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공존을 모색해왔는가라는 질문에 해 영국의 사례는 적지 않은 정책적 시

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자유방임의 유산과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

18세기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은 19세기 전 시기에 

걸쳐 전 세계 초강 국의 지위를 누렸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면

적의 1/4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1․2차 전 중간기에도 세계 교역량의 26%를 차

지하는 등 세계 경제 및 무역에서 영국의 지위는 압도적이었다. 초강 국이 항상 

그러하듯이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의 사고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19세기 영국을 지

배했고 아담 스미스 이래 고전학파 경제학은 영국 경제의 운용과 외무역에서 가

장 중요한 이론적 토 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점차 낮아진 영국의 국제적 위상은 2차 전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 두 번의 세계 전으로 초래한 엄청난 국력의 소모와 1945년 이후 잇

따른 식민지의 독립, 그리고 영국 경제의 활력 둔화로 영국의 경제적 지위는 지속

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강추세는 1980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24) 

24) 1960년  영국의 평균 성장률은 2.9%였으며, 1970년 는 2.43%, 1980년 는 2.41%, 그리

고 1990년  이후는 2.08%의 성장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47%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에서 영국의 특이점은 1974년(1인당 GDP 3,476달러)부터 1981년(1인당 

GDP 9,031달러)까지 평균 성장률이 0.87%에 불과하여 극심한 저성장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또 소득수준이 거의 1만 달러에 육박한 1980년(1인당 GDP 9,511달러)부터 1986년(1인당 

GDP 9,845달러)까지 평균 성장률도 1.77%에 불과하여 1987년 전까지 상 적 저성장에 머물

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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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축기의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이상이다. 2차 전 이후 번갈아가며 집권한 노동당과 보수당 정부는 노동

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수당이던 애틀리 정권(1945∼51년)이 도입했던 국가보험

(National Insurance) 및 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제도로 

표되는 영국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였다. 그리고 영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970년  중반까지 영국사회에서 복지국가에 

한 합의는 체적으로 유지되었다. 

전후 노동당 정권은 네 번 집권하였는데25) 첫 번째 다수당 정권이던 애틀리 정

권은 경제에 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케인즈주의의 전통과 1942년에 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영향으로, 노동당 정부는 NHS의 

도입, 국민연금 재정비, 누진 소득세와 상속세를 근간으로 하는 세제 개편, 석탄, 

전력, 철강, 그리고 교통과 같은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사회보장 개혁에 의해 분배

를 중시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복지국가체제가 1950∼60년

 보수당 집권기에도 거의 그 로 유지되어 철도산업의 재민영화 이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복지국가의 이상이 이념적 좌우를 막론하고 당시 영국의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준다. 

가.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전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 기원은 어디인가. 모든 사회는 그 사

회구성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 예를 든다면 영․유아, 실업, 고령, 그리

고 질병 등- 에서 개인적인 차원 또는 사회 전체의 집단적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

25) 노동당은 1945∼51년, 1964∼70년, 1974∼79년, 그리고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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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조직화된 집단적 지원전략을 welfare state, 

즉 복지국가라고 한다.26)

국가에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국가는 조세권을 통해

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

가 예산의 일부분을 정부는 공공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도덕적 당위성이 있다

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공복지체계는 그 자체가 팽창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

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는 소득이 증가하

는 것보다 더 빨리 지출이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에서 공공복지서비스의 증가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2차세계 전을 전후로 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1914년 이전 

영국에서 공공복지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가난한 지역에서 절 빈곤과 고질적 질병

을 몰아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residual) 개념이었다. 그래

서 1900년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의 비중은 GDP의 2.3%에 불과하

였으며 1920년에도 불과 4.9%에 그쳤다. 그러나 이 지출액은 1948년에 GDP의 

10% 이상으로 껑충 뛰었으며,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고 해당 범위가 넓어졌다. 이

제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체계라기보다는 제도화된(institutional) 복지체계가 된 

것이다.

이렇게 국가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확 된 것은 19세기부터 서서히 발전해온 신

자유주의(New Liberalism)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신자유주의 사상27)은 시장의 구

조와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핍을 몰아내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26) “Floud and Johnson(2004), p. 215. 다른 정의로서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복지국가라고 하기도 한다”(Blau 2004, p. 21).
27) “New liberalism은 종종 Pragmatic liberalis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생존의 최소한

의 수준을 사회(또는 정부)가 보장할 필요를 인정한다”(Blau 2004).



108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사고의 일단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결핍에 해 최소한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했다

는 데 의미가 있다. 이후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걸쳐 체계화되고 발전된 사회민주

주의 사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배격하면서 노동자 및 하층민을 위한 국

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1930년 부터 논의된 교육조항이 발표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에서 나

온 의료복지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었으며, 1944년에는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으로 

경제정책을 통한 높은 수준의 안정적 고용의 달성을 꾀하는『고용정책백서(White 

Paper on Employment Policy)』가 작성되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

급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

절을 비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체계를 주창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2차 전으로 인하여 급격한 확 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총동원체제로 치러진 전쟁에서 정부는 전쟁으로 직접 영향을 받

는 국민의 질병, 부상, 폭격 피해, 전쟁 인플레이션 등에 해 개입하여 국민의 피

해를 최소화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

기 때문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기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전후 경제정책을 통해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포괄적인 의료보험체계가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베버리

지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상범위는 일시적 실업과 질병, 불구

와 고령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당장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에 옮겨진 것은 아니었

지만 1945년 7월 전후 치러진 첫 번째 총선에서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함께, 이에 더해서 완전고용, 더 나은 주택, 더 큰 교육기회를 공약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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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국가보험및국민의료서비스법(1946년), 국가부조및아동법

(1948년), 주택법(1949년)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이렇게 핵심적인 법안이 순조롭게 제정된 것은 5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보다 

더 평등하고 나은 영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람이 노동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보

수당과 일반국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국

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며, 어떻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

고, 또 이것이 경제적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해서는 충분히 고려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1948년에 틀이 갖춰진 복지국가체계는 현금급여와 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되

어 있다. 현금급여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기여형태로 되어 있는 국가보험체계

와 일반세수에서 충당되는 비기여국가지원이 있다. 국가보험급여는 베버리지 보고

서의 근간을 이루는 형태로서 실업급여, 장애급여, 질병급여 및 고령연금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국가보험체계에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기여

와 혜택은 일정률로 되어 있다. 국가보험급여는 국가예산과 분리되어 있는 반면 비

기여형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가족수당과 아동급여 그리고 공적 부

조와 소득보조 등이 있다. 비기여형은 19세기 이래로 지속되어온 공적 부조를 이

어받은 것이다. 현금급여가 아닌 서비스형태로 지급되는 복지서비스에는 국민의료

서비스(NHS), 무상 공교육, 그리고 공공주택 등이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한 적립형 국가보험기금은 처음부터 기여와 혜택의 균

형이 맞지 않아, 기여수준은 낮은 반면 급여수준이 높아서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

생했다. 결국 이 기금은 적자 운영을 견디다 못해 1958년에 이르러 현재 조달된 

재원으로 현재 급여를 제공하는 부과형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재원

은 미래의 경제성장에 달려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도 제 로 운영되지 

않아 현재의 급여 수요를 미래의 지급으로 떠넘기는 적자 재정이 일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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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기여형 공적 부조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서 국가예산상의 큰 압박요인

이 되었다. 1948년에는 전체 인구의 4%만이 이러한 부조의 상이었지만, 1974

년에는 8%로 증가하였으며 1986년에는 16%, 그리고 1994년에는 20%를 넘어

서게 되었다. 

국가보험 재정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여 상가구의 소득기준을 

더욱 낮춤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기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여수준을 소득

과 연계시킴으로써 소득세에 준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기여 상이 확

됨에 따라 가난한 가구도 기여에 참여해야 하였으며 이 가구의 소득이 더 많아질

수록 한계 부담률이 높아져 기여 부담이 급속히 높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다. 

1948년 이후 영국 복지국가의 유지비용은 금액 기준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GDP 비 비중으로 보아도 크게 늘어나, 1980년까지 30여 년 동안 GDP 비 복

지지출은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1948년 이후 소득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한 것은 일견 모순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변화(demography), 보장범위(cover-

age), 그리고 수령액(benefits)이다. 먼저 인구학적으로 볼 때 보험급여는 지속적으

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고령인구는 1953년부터 2000년까지 690만 명에서 1,050

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5세 이하 아동의 인구도 1970년경까지는 증가

하였다.28) 

OECD(1985)의 분석에 따라 1960∼75년 영국의 사회지출 증가분을 분해해보

28) 1972년에는 의무교육 상연령을 15세에서 16세로 올렸는데 이 때문에 교육비 등 부양해야 할 

아동인구는 더 늘어나고 국가보험체계의 수입은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 15세 인구는 당시 78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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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세 요소 중 수령액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사회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9%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3.2%는 수령액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였다. 결국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 모두 수령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복

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표 4-1. 영국의 사회보장 지출규모 및 구성요소 변화 추이

1. 교육 2. 의료 3. 연금 4. 실업
소계

(=1+2+3+4)
총사회보장

지출

1960년 지출규모
(%, GDP 비) 3.7 3.4 4.1 0.2 11.4 13.9

1960∼75년 연평균 실질
증가율(%) 5.0 3.4 5.9 10.3 4.9 5.0

  인구학적 변화 0.6 0.4 1.6 6.5 1.0

  보장범위 1.1 0.0 0.9 -0.8 0.7

  수령액 3.2 3.0 3.3 4.4 3.2

1975년 지출규모
(%, GDP 비) 6.8 5.0 6.3 0.7 18.8 22.5

1975∼81년 연평균 실질
증가율(%) -2.0 2.0 4.5 14.2 1.8 2.5

  인구학적 변화 -0.4 0.0 1.0 19.1 0.9

  보장범위 -0.5 0.0 0.8 5.3 0.3

  수령액 -1.1 2.0 2.6 -8.9 0.7

1981년 지출규모
(%, GDP 비) 5.8 5.4 7.4 1.4 20.0 23.7

주: 인구학적 변화, 보장범위 및 수령액 등은 모두 증가율(%)임.
자료: OECD(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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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영국의 사회지출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

다.29) GDP 비 비중을 보면, 교육부문에 관한 사회지출 비중은 영국이 4.3%로

서 프랑스(2.4%), 독일(2.9%), 미국(4%)보다 높았으며, 의료부문의 경우 3.3%로

서 프랑스(2.5%), 독일(3.2%), 미국(1.3%)보다 높았다. 단지 연금부문에서는 4%

로서 프랑스(6%), 독일(9.7%), 스웨덴(4.4%), 미국(4.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영국은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제외한다면 다른 어느 국

가보다도 복지국가의 이상에 가까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복지국가의 성과: 소득분배, 교육 및 건강

복지국가가 과연 빈곤을 퇴치하는 데 성공하였는가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베

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빈곤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국의 공공사회복지제도

는 절 적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상 적 빈곤을 기준

으로 할 때이다. 1948∼66년 동안 자산조사(means test)를 받는 인구의 수가 100

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80년  초까지 다시 2배인 400만 명으

로 증가하였다. 

상 적 빈곤의 증가는 영국 소득분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2차 전 전 상 적

으로 소득불평등이 컸던 영국사회는 전쟁 중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

라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전쟁 후 1960년  중반까지 영국의 소득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  중반 이후 소득분포는 시기별로 약간

의 변동을 보이는데 그 변동추세는 보수당과 노동당 집권기와 략 일치한다. 즉 

29) 한편 1975∼81년 동안에는 인구학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연평균 1.8%의 증가 

중 절반에 해당하는 0.9%가 인구학적 변동에 의해 설명된다. 어느 경우에서도 보험급여의 보장범

위가 지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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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후반과 1970년  후반 노동당 집권기간에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며 1970

년  초반 보수당 집권기에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전 기간에 걸쳐 

소득불평등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지만, 불평등의 절 적인 수준은 

처 집권기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즉 1950∼60년  영국사회는 그 후보

다 더 평등한 사회였다.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소득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기회균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먼저 교육부문에서 복지국가의 최  성과는 보편 교육의 

확 이다. 사실 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1870년 이래로 교육에 한 국가의 지원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1944년에 제안된 교육법(Education Act)은 모든 아이가 15

세까지 교육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30) 이러한 보편교육의 보장은 

하층계급 아동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보편교육 확 가 고등교육의 보편적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33∼42년 동안 20세의 노동계급(working class) 출신 남성의 1%, 중간계

급(middle class) 남성의 7%가 학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1963∼72년 그 비율은 

각각 3%와 26%로 증가하였다.31) 즉 고등교육에서는 노동계급보다 중간계급의 교

육기회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어주는 중등교육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다. 전후 영국은 독일과 유사하게 만 11세에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에 의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구분하는 시험제도를 갖고 있었다. 뛰어난 학생들은 정

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우수한 공립학교인 grammar school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은 secondary-modern school에 가도록 하는 이 제도는 노동계급 출신의 뛰어난 

학생들과 교육열이 높은 중간계급 학생들의 grammar school 진학을 도왔다. 탁월

3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한 연령은 1972년에 16세로 올라갔다.
31) Halsey et al.(1980),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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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환경을 갖춘 grammar school은 상류계급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고급 사

립학교(public school)와 학입시에서 거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 

1965년 윌슨 노동당 정부는 11세 때 장래의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제도의 경

직성을 비판하고 교육기회를 확 하기 위하여 두 학교를 합쳐서 comprehensive 

school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하향평준화로 인한 공교육의 전반적

인 질 저하로 나타났으며 고급 사립학교의 학 진학률을 오히려 더 높이는 부

작용이 나타났다. 하층민의 학 진학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반면, 경제력이 증

가하여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게 된 중간계급의 학 진학률은 계속 높아

졌다. 

다음으로 의료부문에서 1948년 시작된 국민의료서비스(NHS)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핵심분야 중 하나이다. NHS는 

의료서비스에 한 전 국민의 접근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약가에 

한 지급을 제외하고는 의료상담과 처치에 한 무료이용권을 국민들이 갖는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2) 하지만 

NHS도 곧 높은 비용과 낮은 서비스의 질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NHS 지출비용은 

1950년  초반 GDP의 3%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  초 5%를 넘어섰

고 1999년에는 거의 6%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인구고령화, 고가의 

의료처치 도입, 의료서비스에 한 높은 기 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서비스의 질

에서 가장 큰 불만은 높은 오진율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NHS가 도입되면서 한편으로 민간의료서비스도 가능하였는데 1950∼70년  이 

부문은 GDP의 0.5% 수준에 머물렀다. NHS가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당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NHS에 한 불만으로 중간계급이 이를 버리고 민간의

32) NHS는 그 후 여러 번의 개혁을 거쳐 현재는 일정 요율의 처방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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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로 모두 이동해간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사실상 NHS가 영국에 정착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경제정책과 노사관계

전후 영국의 경제정책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약간 다른 모

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적 위계가 시기마다 달랐다는 

것이다. 1940∼50년 에는 국제수지 방어와 완전고용이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며, 1950년  말부터는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1970년  들어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지 영국 경

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자리잡고 있었다.

1950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국제수지 방어였던 것은 고질적인 

국제수지 적자, 특히 미 적자를 벗어나려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는 브레턴우즈체제하에서 파운드화 가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달

성을 위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였다. 하지만 

이 당시 영국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

부의 의도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영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상황에서 수출증진에 의한 국제수지 방어는 결코 달성하기 쉬

운 목표가 아니었다.

완전고용의 목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다른 정책목표의 희생이 수반되

었다. 1∼2%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가파른 임금상승

을 불러왔고 임금상승은 물가상승과 함께 연쇄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영국 복지국가의 기본 설계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짜여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완전고용의 목표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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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정책과제였다.

이 시기 경제정책은 노사정간 상설 화 및 협의기구인 국가경제발전위원회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NEDC)를 통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운

영되었다. 정부는 노사 표와 함께 그 해 및 향후 몇 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

률의 목표치를 잡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기 노사정 협의기구가 운영된 

데에는 전후 영국 경제에 주류가 된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에 힘입은 바 크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상력을 극 화하려고 하며, 영국의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웨덴 등과 달리 상 적으로 단체교섭의 전통이 그리 강하지 않

았던 영국은 2차 전을 거치면서 비로소 단체교섭이 자리를 잡았다. 1950년의 경

우 단체교섭이 전체 교섭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33) 

그 추세는 기업별 교섭이 시작된 1970년 에도 체적으로 유지되었다.34)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당은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입지

는 상 적으로 강화되었다.

표 4-2. 주요 시기별 영국의 임금교섭 형태

(단위: %)
1940년 1950년 1970년 1998년

단체교섭 50 80 80 40
산별교섭 40 55 50 20
임금위원회 10 25 15  0
기업별 교섭  0  0 15 20

단체교섭 없음 50 20 20 60
주: 임금위원회는 일부 저임금산업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1993년에 폐지되었음. 
자료: Floud and Johnson(2004), p. 402.

33) 단체교섭이 갑자기 확 된 것은 노동조합에 공동 항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종 산업의 

사용자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34) 그러나 그 이후 단체교섭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제4장 영국: 사회보장과 경쟁력 향상의 동시 추구  117

영국은 1939년 이래 1970년  말까지 노조조직률과 노동조합원 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가 1980년  이후 극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1939년 620

만 명이던 노동조합원 수는 1979년 1,260여 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99년

에는 다시 80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노조조직률도 1939년 31.9%에서 1979년

에는 53.4%였다가 1999년에는 32.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더 큰 변동성을 보인다.35)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영국 노사관계의 자발적 전통(tradition of voluntarism)

에 크게 기인한다. 자발성이란 파업 등으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법정에 고발하지 

않고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체교섭이나 분쟁에 법정이 개

입하지 않고 당사자가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상황에 따라 노사관계가 노 

우위 또는 사 우위로 급격히 바뀌는 단점이 있다.36) 따라서 앞에서 본 노사정 협

의기구는 다른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협의기구보다 표성이 떨어졌고 강력하

지도 않았다.37) 

라.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복지국가가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전후 노동당 정부

가 복지국가 형태를 구축할 당시에는 보수당에서조차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

35) 미국은 노조조직률이 1950∼60년 전후 31%를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현

재 13%에 불과하고 독일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1990년 까지 4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00년 

들어 30% 로 감소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는 별도로 노조조직률은 전통적으

로 낮게 유지되어 1950년 전후 30%에서 1990년 무렵부터는 10% 이하를 보이고 있다.
36) 이외에도 자발성은 명확한 성문규정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에 의해 단체교섭이 결정되거나 표성

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며, 교섭이 산별 교섭이나 기업별 교섭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37) “단체교섭의 전성기에서도 영국에서 조합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영국 노동자

들이 산업을 기반으로 결속한 것이 아니라 직종단위로 결사체를 구성했다는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용자도 마찬가지였다”(Scharpf and Schmidt 2000,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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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50년  들어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한 비판이 점점 증가

하였다.38)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보통 두 가지로 요약된

다. 첫째, 복지국가의 성립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 증 를 가져오는데 정부는 

시장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고전

적인 주장이다. 둘째는 보다 경제학적인 분석인데, 복지수준의 확 는 구성원들

이 일할 유인과 저축할 유인을 줄인다는 것이다. Feldstein(1974)에 따르면, 일할 

유인이 감소하면 이는 노동공급의 감소로 나타나며 저축이 줄어들면 경제 전반

에 이자율이 상승하여 이는 투자 감소와 더 나아가 장기적 경제성장의 감소를 가

져온다.

그러면 실제로 이 당시 영국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1960∼70년  영국 경

제는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생산성 증가율과 낮은 성장률로 표되었다. 전후 복구

가 끝난 1960년  영국 경제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및 유로지역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60년  하반기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3% 에서 머무름으로써 미국 2∼5%

, 프랑스 5∼6% , 유로지역 5∼6% , OECD 국가 3∼6% 의 성적에 미치지 

못하였다.39) 

또한 1974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도 영국 

경제는 다른 OECD 선진국보다 더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1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4년과 1975년 OECD 경제는 0.5%, 0.4% 성장하였는 데 반해 영국 경제는 각

38) 복지국가가 경제적 하락에 책임이 있는가 여부 또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가 여부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Barnett(1986)는 전후 노동당과 보수당이 함께 

추구한 복지국가가 영국 경제의 하락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복지가 국민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Crosland(1956)는 그 반 의 입장에 서 있으며 

Barr(1998)는 민간보험시장이 제 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복지국가가 경제적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표시한다.
39) 1950∼73년 동안 영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2%로서, 서독의 4.9%나 프랑스의 4.6%에 훨씬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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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4%, -0.5% 성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쳤다.40) 

영국의 경제성장이 정체하자 사회복지에 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1960년 까

지는 사회복지가 성장하는 경제를 도와주는 ‘시녀’로 여겨졌으나, 1970년  들어

와서는 경제의 ‘부담’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41) 1970년  들어 경제성장률의 변

동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 지출형태와 관련한 비판도 높아졌다. 결국 사회서비스

를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데서 나오는 정부의 비효율성에 한 비판은 사회서비스

의 현금급여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4-1. 영국, 유로지역 및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D-ROM.

40) 1974년의 경우 유로지역 경제는 2.8% 성장하였는 데 반해 영국은 -1.4% 성장하였다. 1975년

의 경우에는 유로지역이 -0.6%, 영국이 -0.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41) Glennerster(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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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 경제의 낮은 활력과 취약함이 복지국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1960년  복지의 수준에서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는 

하였지만 스웨덴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0년 에서 60년  중반까지 

전후 ‘황금기’에는 급속한 사회지출의 증 와 높은 경제성장이 모든 선진국에서 나

타났으며, 1960∼70년  사회지출의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킨 독일과 일본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OECD(1985)도 인정하고 있

듯이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간에는 뚜렷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사회복지 지출이 사회지표 개선에 도움을 주었는가에 해서도 회의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Tanzi and Schuknecht(2000)는 1960∼90년 의료와 교육 

관련 사회지출의 비중과 평균 수명 및 문맹률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

듯이 민간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42) 

결국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는가에 해 분명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

다. 다만 잘못 설계되거나 집행된 복지제도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가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실제로 주었든지 아니든지

간에, 영국의 복지국가제도가 낮은 경제적 성과와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영국사회에 보편적으로 점차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결

국 복지국가에 한 사회적 합의는 ‘황금기’의 종말과 함께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42) “주로 민간에 의해 운용되는 의료보험제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함에도 유아

사망률이나 평균수명과 같은 성과지표에서 미국은 낮은 성과를 보여 준다” (Propp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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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적 보완성과 잠재된 갈등

영국 복지국가 시기의 주요 경제 및 사회정책간에는 정책적 보완성과 갈등요소

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먼저 이 시기 주요 경제 및 사회정책을 정리해보자. 앞에

서도 보았듯이 적극적인 외개방과 국제수지 방어정책과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

리정책은 이 시기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노사관계에 있어 단체교섭의 확립과 보

편주의적 사회정책 등은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의 주요 특징이었다. 이러한 정책간 

상호 보완성을 파악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영국 복지국가시기 주요 정책간의 정책적 보완성

외개방과 
국제수지 방어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단체교섭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외개방과 
국제수지 방어

수출 수요 진작 
수입물가 하락으로 생
활비 하락

수출수요 확충으로 
사회정책 소요 예산 
확충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경기과열시 국제
수지 방어에 도
움

적정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 조절, 수요 
진작으로 일자리 보장 

낮은 실업률은  사회
지출 경감, 조세기반 
확  

단체교섭
수출산업 경쟁력 
유지

공동 임금결정으
로 총수요 조절

낮은 임금격차로 사
회정책 부담 경감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탈락자들에게 사
회안전망을 제공
함으로써 외개
방 지원

구매력 유지 및 
증가

사회보장으로 적정 수
준 임금 유지

제3장의 스웨덴 사례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의 정책이 첫 번째 행의 정책을 

지원․보완하고 있다. 먼저 영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개방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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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고자 추구하였던 수출촉진정책은 적정한 수출 

수요를 유지함으로써 총수요 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 당시 빈번하게 사용하

고 있던 수입제한 등도 수요관리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외개방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생활비의 하락을 가져와 단체교섭에서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수출수요 확충은 사회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준

다.

케인즈적 수요관리정책은 경기과열시 적정한 수요안정정책을 통해 국제수지 균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적정 인플레이션율로 실질임금을 조절하고 수요 

진작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수요관리정책에 의한 낮은 실업률은 사회지출을 경

감하고 조세기반을 확충한다. 영국에서 단체교섭은 스웨덴과 같이 정교하게 설계

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단체교섭을 권장하였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절감시켜 수출산업의 경쟁력 유

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총수요 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낮은 임금격차로 사회정

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한편 영국의 복지국가체계는 탈락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외

개방을 지원하였으며 구매력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사

회정책은 적정한 사회보장으로 단체교섭시 노사간 입장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

하였다. 

하지만 정책간에는 처음부터 충돌할 여지가 있었다. 외개방과 국제수지 방

어를 위한 수출정책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상승

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내물가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이는 단체교섭과 사회정책 

집행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리정책도 마찬가지로 물가불

안을 심화시켜 단체교섭과 사회정책 집행시 부담이 되었다. 1960년  후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총수요 확 정책은 종종 국제수지 적자의 심화로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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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단체교섭은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개방으로 인한 실업자 증 에 적절히 응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개

방에 한 반감을 증 시켰다. 또한 물가불안과 임금 단체교섭은 물가상승-임

금상승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여 정부로 하여금 무리한 소득정책을 추구하도

록 함으로써 경제에 무리를 주었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완전고용상태에

서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표 4-4. 영국 복지국가시기 주요 정책간의 긴장관계

외개방과 
국제수지 방어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단체교섭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외개방과 
국제수지 방어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시 

총수요관리정책 
무력화

수입물가 상승은 
추가적인 

임금상승 유발 

수입물가 상승은 
최저생계비를 

상승시켜 사회정책 
예산 압박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적극적 
수요진작책은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적극적 
수요진작책은 
물가상승 유발

적극적 수요진작책은
사회정책 예산 압박 

단체교섭

insider 위주의 
단체교섭으로 
개방으로 인한 
장기실업 증

임금-물가-임금 
연쇄상승 악순환 

유발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실업을 증가시키는 
외개방을 반

완전고용에 한 
부담감으로 작용

 

이러한 정책간의 부조화는 전후 급속한 생산기반 확 와 수요 증 시에는 큰 문

제가 되지 않았으나 1960년  이후 정책간 부조화가 긴장으로 발전하면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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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  초반 브레턴우즈체제 붕괴로 인한 파운

드화 환율의 불안정성 심화와 1차 오일쇼크라는 공급측면의 외부충격으로 충돌양

상이 표면화되었다. 

결국 몇 년간의 극심한 혼란을 겪은 후 영국이 선택한 정책적 조화의 방향은 

외개방정책 유지, 케인즈적 수요관리정책 부분적 폐기, 단체교섭 폐기,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개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3.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가.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

2차 전 이후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 이념에 바탕을 둔 영국의 사회경제정책 

운용은 1970년  초까지 그 근간을 크게 바꾸지 않고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

 초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곧 이어 1차 오일쇼크가 닥치자 영국 경제는 

그 취약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물가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졌다.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은 

1960년  후반 경기호황을 맞아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973∼74년 1차 오일쇼

크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5년에 임금상승률은 무려 26.5%에 달하였으

며, 이러한 임금인상률은 급격하게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을 능가하는 수준이었

다.43) 

43) “이렇게 물가와 임금 상승률이 악순환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스웨덴과 같은 조합주의적 전통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Scharpf and Schmid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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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영국의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단위: %)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D-ROM.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이 계속되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 경제성

장률이 -1.4%, -0.5% 등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1974년과 1975년 영국의 물가상승

률은 각각 15.9%, 24.2%에 달하였으며, 실업률도 3.6%에서 4.2%로 증가하였다. 

1975년부터 북해유전이 상업적 생산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제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다가 1976년 말 마침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1970년  이후 공공부문의 비 화, 과잉 사회복지 및 강성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이 영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영국 경제의 구조적 취

약성이 오일쇼크 등과 맞물리면서 파운드화의 일시급락에 이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통화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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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중반까지 1파운드당 2.40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환율이 

1975년 2/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976년 4/4분기에는 1파운드당 1.65달러

까지 급락하였다. 결국 외환위기에 직면한 영국은 1976년 9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같은해 10월 IMF와 39억 달러 규모의 스탠바이협정을 체결하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영국 노동당 정권의 IMF 프로그램에 의한 안정화 정책 등

의 추진으로 1976∼79년 2∼3%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되었으나 2차 오일쇼크로 경기는 다시 심각하게 후퇴하였다. 복지국가의 개혁

과 산업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미진한 상태에서 제2차 오일쇼크와 공공부문 

파업44) 등의 발생으로 다시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 것이다. 1980년

과 1981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1%와 -1.4%를 기록하였다.

그림 4-3. 파운드화의 분기별 대미달러 환율 추이

(단위: 달러/파운드)

주: 기간평균 환율 기준임.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D-ROM.

44) 1979년 초 공공부문의 전면적 파업으로 국가 전체가 거의 마비상태로 갔으며 이를 소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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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관계의 악화

1960년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강

력했지만, 노동당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정상적인 정치적 

통로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었다. 이 시기 실업률은 1∼2% 의 낮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었으며, 1946∼76년 동안 노동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에서 영국은 213

일을 기록하여 프랑스의 566일, 이탈리아의 631일 그리고 핀란드의 630일에 비해 

낮아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로 평가되었다.45) 

그림 4-4. 국가별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단위: 노동자 1천 명당 일수)

45) 한편 노조 조직률에서 영국은 45%(1970년), 51%(1980년), 그리고 41%(1988년)로서 상 적

으로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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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70년  중반 석유위기와 노사관계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노사관계는 더욱 격화되었고, 노조

의 파업행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도 

매년 2천 건 이상의 파업이 보고되었다. 1980년까지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하였

다. 1979년의 경우 노동손실일수는 거의 3만 일에 달하여 1984년 탄광노조 파

업 때보다도 더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다른 선진국과 비

교해볼 때에도 상 적으로 컸다. 1970년  중반에서 1980년  중반 사이에 영국

의 파업일수는 미국과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파업 및 국가위기 사태로 말미암아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사회경제체제가 큰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인식

하게 되었으며, 1976년 IMF 구제금융 이후 자유당과의 정책연합으로 간신히 

지탱해오고 있던 노동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정 운영의 신뢰도가 극도로 저

하되었다.

다. 재정정책 및 사회정책

경제침체에 따라 재정 적자가 급속히 확 되었다. [그림 4-5]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61년 GDP 비 29.4%였던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계속 확 되

어 1975년에는 GDP 비 43%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

는 정부부문의 비중이 197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수입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는 곧 재정 적자의 확 로 이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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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영국정부의 재정 지출 및 수입 규모 추이

(단위: GDP의 %)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D-ROM.

1970년  중반 최고조에 달했던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되었으며 재정적자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77∼98년의 경제호황으로 

인한 세수증 와 1976년 IMF 구제금융 이후 역설적이게도 노동당 정부가 취한 공

공지출 삭감계획에 힘입은 바 크다. 재정지출 규모는 1976∼86년까지 약 10여 년

간 40% 내외를 유지하다가 1980년  후반에서야 3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

림 4-6]과 같이 GDP 비 재정 적자 규모도 1975년 7.4%에 달하여 재정 적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후 점차 축소되어 처 정부 후반기인 1988년에 가서야 

드디어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46)

46) 1990년 전후 경제침체에 따라 재정적자는 다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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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 추이

(단위: %, GDP 비)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D-ROM.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상승

률은 둔화되었다. [표 4-1]에서 보듯이 1960년의 총사회보장지출 규모는 GDP 

비 13.9%였으나, 1975년에는 22.5%로 증가하여 1960∼75년에는 연평균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1981년에는 GDP 비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23.7%를 기

록, 1975∼81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증 원인을 살펴보면, 1960∼75년의 경우 사회보장혜택의 

수령액 확 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결과이지만, 이후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

업수당 증가와 고령화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75년의 경우, 

4개 부문(교육, 의료, 연금, 실업)에 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9%, 해

당 부문의 적용 상자들에게 돌아가는 수령액의 증가율은 연평균 3.2%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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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81년의 경우, 이 부문에 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1.8%, 급여 수령액은 

0.7%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같은 기간 실업인구는 연평균 19.1%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실직자에 한 실업수당 증가율은 -8.9%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실업부문에 한 지출이 확 된 반면 교육부문에 한 지출이 축소되었

다.

공공지출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약간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전

후 1970년까지 공공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은 15∼20%를 오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1975년의 20% 이후에 급격히 증가

하여 1980년  초반까지 25%로 증가하며 1980년  중반에는 30%까지 육박하게 

된다. 그 이후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은 30% 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데, 이는 인구학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팽창요인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에 돌

아가는 실질적 혜택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 시기 노동당 정부는 오일쇼크의 충격과 IMF의 권고에 따라 정부지출을 감

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감축하고 부분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손질하는 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수당과 아동수

당을 신설하는 등 노동당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

력들은 1979년에 들어 다시 하강하는 경제상황과 함께 사회 구성원간의 극단적인 

립으로 인하여 그 성과를 제 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시기 경제정책의 집행은 사회정책과 무관하게 추진되었고 사회정책은 경제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표류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결여되어 있었고 결국 미봉책에 불과

한 몇 가지 개선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결국 정책적 갈등양상이 충돌로 표면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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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리즘

1979년 5월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보수당 정권은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

고, 경제에 국가의 개입 축소, 경쟁 도입, 건강 및 연금 제도의 부분적 민영화를 단

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제 의존

도가 높은 영국 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동반 불황을 겪으면서 1980년  

중반까지는 눈에 띄는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1980년  중반 탄광노조의 파업 분쇄, BT(British Telecom: 영국전화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경제개혁이 계속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국 경제

는 1980년  후반 전 세계적인 경기호황에 힘입어 4%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그러나 1987년 주식시장 붕괴와 뒤이은 주식 및 부동산가격 버블 붕괴

로 1989∼92년 0.35%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여 성장정체를 경험하게 된다.

가. 대처 정권 시기별 개관47)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집권한 보수당의 처(Margaret Thatcher) 총리는 나

중에 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명명되는 독특한 국가경영이념을 기반으로 강

력한 개혁정책을 펼쳤다. 처리즘은 보통 영국병 치유책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

를 포함한 자유시장주의의 표방, 공공지출 억제 및 공급측 경제학48) 수용, 세제개

편을 통한 개인 기업활동의 촉진,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표현되며, 외적으로

47) 이 부분은 김흥종(2003)에 기반하여 이를 크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48)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경제의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학파이다.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수요 측면을 강조하고 총수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

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공급측 경제학은 한계세율이 노동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이러

한 공급측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의 장기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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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양 관계 중시와 외 관계에서 영국 국익의 적극적 옹호로 나타났다.

1975년 보수당 당수에 취임하고 1979년 총선 승리로 총리가 된 처는 주민세

(poll tax)에 한 국민들의 저항과 유럽정책의 모호함으로 촉발된 보수당 내부

의 반발로 인해 실각할 때까지 11년 동안 강력한 추진력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영

국 경제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974년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1964년 

이래 5번의 총선에서 불과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한 보수당은 1979년 이후 4번 연

속 승리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처리즘이 자리잡고 있었다. 처리즘은 2차 전 

이후 케인즈주의의 득세에 따라 보수당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회민주

주의적 요소를 배격하였으며, 1970년  초 히스 보수당 정권의 우유부단한 산업정

책과 친유럽정책에 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처 집권기는 총선이 있었던 해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979년부터 총선이 있었던 1983년까지이며 두 번째 기간은 1987년, 

그리고 마지막은 1990년 처가 총리에서 물러날 때까지이다.

흔히 처가 총리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경제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기 쉽지만 

실제로 정책 집행을 면밀히 살펴보면 처음 처 정부는 정책 집행에서는 상당히 조

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처 1기(1979∼83년)의 경제정책은 처리즘의 주요 특

징을 드러냈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어 전 정권과 크게 

차별화된 과격한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1979년 집권 초기 2차 오일쇼크를 겪

으면서 처 정부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엄격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해서 조세부담 경감, 복지급여

의 부분 축소를 단행하였다. 또한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콧, 크루즈 미사일 

배치 등 많은 부문에서 처 정부는 미국 레이건 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처 1기 정부는 노사관계에 매우 신중히 접근하여 공기업 노조만을 주요 목표

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문에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81년 탄광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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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순순히 양보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도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 BP(British Petroleum: 영국가스

공사)의 민영화 작업에서도 단지 5%의 정부지분을 매각하였을 뿐이다.

처 1기 정부가 많은 부문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도 강력한 실행을 고집하

지 않았던 것은 이 시기 세계경제의 침체로 말미암아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보수당 내부에서 처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았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책의 경로의존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2년 6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은 처 정부에 큰 

기회로 다가왔다. 영국의 승리로 처는 처칠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전쟁에 

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로 서양 관계를 중시한 처의 정책이 평가받게 되었다. 

처는 중 일반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중적 인기를 바탕으

로 의회를 조기해산하고 치른 1983년 선거에서 보수당은 승을 거두었다. 처의 

승리는 1983년 이후 본격화된 세계경제 회복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나, 주로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사관계에 있어 처 1기 정부는 노조와의 직접적인 결은 피하면서도 노조

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를 시행하였다. 처 정부 수립 후에도 지속된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와 노조는 긴장관계에 있는 가운데, 2 번에 걸쳐 노동법을 개

정하였다.49) 

49) 1980년과 1982년 처 정부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고 파업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1차 고용법 개정(1980년)의 주요 내용은 Closed shop 채택시 비밀

투표 의무화, 2차 피케팅 불법화, 2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한 면책특권 박탈 등이며, 2차 

고용법 개정(1982년)의 주요 내용은 Closed shop 유지 여부를 5년마다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합법적인 노사분규를 명문화하며 정치적 파업, 노동자 집단간 분규, 노동조합 상호간 분규에서 노

조간부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었다. 한편 처 2기인 1984년에 3차 고용법 개정이 

있었다. 여기서는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얻은 경우에만 노조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노

조간부는 매 5년마다 조합원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노조 조합원의 엄격한 관리 및 10년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정치기금 사용 여부 결정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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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2기(1983∼87년)는 영국 및 세계 경기의 회복기로서 처 정부의 전성기

이자 처리즘이 내외로 각인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자 

처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정책으로 바뀌

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감세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정부지출 감

소를 위해서 처 1기에 실행하지 못했던 지방재정 삭감을 통한 지방정부 무력화

와 공기업에 한 보조금 삭감을 단행하였다.

산업합리화정책의 성공 여부는 탄광폐쇄 추진정책이 분수령이 되었다. 1981년 

순순히 탄광노조에 양보한 이후 처 정부는 치밀한 준비로 탄광폐쇄를 준비하였

다.50) 탄광노조의 파업은 1984년 3월에 시작하여 11개월을 끌었으며, 정부와 국

민은 많은 불편함과 비용을 지급했으나 파업은 노조의 패배로 끝났다. 물론 정부의 

치밀하게 준비한 노조와의 결이 1984년 탄광노조의 파업 분쇄로 성공적이었다

고 판명난 후에도 1987년까지 단위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계속되었다.51) 그러나 

이 시기 노동조합총연맹(TUC)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으며 

처 정부는 여러 번 노조 없는 기업, 또는 무파업선언(no-strike agreements)을 한 

단수노조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노조와의 립을 자신의 정치적 의

제로 삼았다. 

탄광노조 파업을 분쇄한 이후 처 정부는 산업합리화의 추진동력을 얻었다. 이

를 기반으로 1987년까지 BT, BG(British Gas), BA(British Airways) 등 주요 공

기업을 민영화하였다. 연이은 성공으로 처는 국제적 인물로 부상하여 처리즘

이라는 하나의 정치조류를 형성하였다.

처 3기(1987∼90년)는 계속 자신만의 정책을 추구한 처 정부가 내외의 

50) 발전용 석탄의 재고를 확충하고 체 공급선을 확보하며,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정부는 비

상시 비책을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국영탄광의 개혁을 위해 충실한 처주의자(Thatcherite)를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정부는 탄광노조와의 결을 본격화하였다.
51) 1983년과 1986∼87년 인쇄노조 파업, 1986∼87년 교원노조 파업 등.



136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변화된 환경을 제 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처 자신과 보수당의 지위가 흔들려 

마침내 1990년 11월 총리직을 내놓을 때까지를 말한다. 1987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처 정부는 1987년 10월 미국 주식시장 폭락사태로 야기된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미 과열된 경기를 더 과열시키

는 정책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또한 처 정부는 1988년 예산에서도 개인소득세

를 비롯한 광범위한 세목의 세율을 삭감하였으며 광범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

하였는데 이것이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던 버

블 경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9년부터 가속화된 보수당에 한 지지율 하락은 첫째, 지방정부 개혁을 위

한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 도입, 둘째, 유럽정책에 한 보수당 내부의 분열, 그리고 

1989년부터 본격화된 경기 후퇴가 그 원인이 되었다. 처의 유럽정책으로 표면

화된 보수당내 분열은 1990년 11월 보수당내 당권투표에서 마이클 헤슬타인의 도

전을 가까스로 물리친 처가 스스로 당수직을 내 놓고 당시 재무장관이던 존 메

이저(John Major)를 후임 당수로 지명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처는 메이저를 후

임자로 임명하여 처리즘의 계승을 추구하였다.

나. 대처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1979년 5월 선거에서 승리한 처의 보수당 정권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였다. 반인플레이션 정책은 특히 처 1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실업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

제하기 위해서 긴축적 수요정책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공급측 경

제학 이론에 기반하여 조세감면을 비롯한 민영화와 경쟁 도입 등 경제에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건강 및 연금 제도의 부분적 민영화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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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개혁정책이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제2차 오일

쇼크와 1980년  초의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영국 경제도 동반 불황을 겪

었다. 1980년  중반에 가서야 탄광노조의 파업 해결과 BT 등 주요 공기업의 민

영화 등 경제개혁이 계속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국 경제는 1980년  하반기에 

4%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한 경제개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제개혁이 단행되었다. 1970

년  말 한때 83%에 달했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처 정부가 들어선 뒤 점진

적으로 낮아져 1988년에 40%로 낮아졌으며, 최저세율도 같은 기간 33%에서 

25%로 낮아졌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1979년에 42%에 달했으나 1984년에는 30%

로 낮아졌다. 이러한 세제개혁은 공급측 경제학의 이론적 토  위에 추진되었다.

처 정부는 또한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업 

개혁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직접적 방식이 아니라 현금지출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간접적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지방정부

의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은 결과적으로 권한, 재정, 기능의 

중앙집권화를 낳았다. 

민영화는 당초 1979년 보수당의 정책선언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처 

1기의 공기업 정책 혼선을 거치면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민영화가 

처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자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보다도 시장에서 선호하는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가 우선시되었다. 이어서 부실 공기업을 정부가 구조조정하

여 매력 있는 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으로 공기업 개혁이 진행되었다.52)

52) 이 시기 주요 민영화 실적으로는, British Petroleum(1979∼87년), British Aerospace(1981
년), Jaguar(1984년), British Telecom(1984, 1993년, 부분매각), British Gas(1986년), 
Rolls-Royce(1987년, 항공엔진분야), Rover Group(1988년), 철도관리 및 운영(1996∼97
년), British Energy(1996년, 원자력발전부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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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

다. 1979∼86년 영국의 제조업 고용은 28% 감소하여 200만 명이 줄어들었으며, 

1979∼81년 제조업 생산액은 14% 감소하였고 1987년에 가서야 197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제조업부문의 교역수지는 1978년의 경우 50억 달러 흑자에서 1986년

에는 54억 달러 적자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동

시장 유연화, 기업지구(enterprise zones) 도입, 자유항(free ports) 설치, 그리고 제

조업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나 부문에 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적 

분위기를 제고시켰다.53)

금융산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과거 세계 금융을 주도

했던 영국의 금융산업은 처 정부 시절 본격적인 성장세를 맞이하였다. 1979년 

처 정부는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54) 1986년에는 소위 ‘빅뱅

(Big-Bang)’으로 표되는 전면적인 금융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빅뱅을 통해서 

영국계 투자은행들은 미국 중심의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인수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런던 금융시장은 더욱 발달하였으며 전면적인 자유화를 통해 런던은 다시 한번 국

제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다. 대처 정부의 사회정책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처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공공지출을 삭감하였

53) 반면 무기산업에 한 지원은 계속되어 1986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R&D 자금의 52%가 

방위산업에 할당되었다.
54) 처 정부는 1979년 10월 24일부터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한 환율관리를 시행하였다.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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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주택부문에 한 지출 축소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전 시기에 걸쳐 광범위

하게 조성된 임 주택의 경우 현 세입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는 ‘자산소유민

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추진하여 1983년까지 50만 호 이상의 임

주택이 세입자에게 매각되었다. 

국가보험급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수혜기간을 줄인다거나 급여율을 동결함

으로써 국가보험급여의 지급규모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제로 급여지출의 비율은 

1979년 전체의 55.4%에서 2000년에는 43.5%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산조사를 

통한 공적 부조는 보험급여의 부족분을 채운다는 의미에서 점차 증가하였다. 

전체 지출액은 처 정부 기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학적 변

화와 실업 증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1인당 수급액은 감소하였

다.

이러한 처의 개혁은 영국의 사회복지체계가 다른 유럽국가와 차별화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국가간 비교에서 1980년  이후 영국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기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0년까지만 해도 영

국의 사회보장, 특히 교육 및 의료 부문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높

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사회보장지출의 확  속도가 상 적으로 낮았

고, 특히 연금부문은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처 보수당 정부 이전에는 사회보장의 실질적 혜택이 증 되었으나, 집권 

이후에는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증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혜택은 감소했

다고 볼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혜자와 실업 확 로 인한 실업수당 수

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증 는 미비하기 때문에 사

회보장 혜택의 수준은 그 이후에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불평등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소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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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국가간 비교

(단위: %, GDP 비)
교  육 1930s 1960년 1980년 1993∼2004년

영  국 4.0 4.3  5.6  5.4
프랑스 1.3 2.4  5.0  5.8
독  일 2.7 2.9  4.7  4.8
스웨덴 - 5.1  9.0  8.4
미  국 - 4.0 -  5.5
의  료 1930s 1960년 1980년 1993∼2004년

영  국 0.6 3.3  5.2  5.8
프랑스 0.3 2.5  6.1  7.6
독  일 0.7 3.2  6.5  7.0
스웨덴 0.9 3.4  8.8  6.4
미  국 0.3 1.3  4.1  6.3
연  금 1920s 1960년 1980년 1993∼2004년

영  국 2.2 4.0  5.9  7.3
프랑스 1.6 6.0 10.5 12.3
독  일 2.1 9.7 12.8 12.4
스웨덴 0.5 4.4  9.9 12.8
미  국 0.7 4.1  7.0  7.5

자료: Tanzi and Schuknecht(2000)

평등도는 처 정부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IFS가 계산한 지니계수55)에 따르면 

1970년  후반 0.24에 미치지 못했던 지니계수가 1992년 무렵에는 0.34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  영국 국민의 평균 소득이 36% 증가하는 동안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뉴

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어느 OECD 국가보다도 불평등도가 더 확 된 것이다. 

1980년  동안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 불평등도가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한다면 1980년  영국의 소득불평등도 확 는 처 정부

55) 불평등을 측정하는 표적 지수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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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56) 

표 4-6. 영국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지니계수(%) 소득분포

Original Gross Disposable Post-tax P90/P10 P75/P25
1981년 46 31 28 31 3.4 2.0
1982년 47 31 28 31 3.3 2.0
1983년 48 32 28 31 3.3 1.9
1984년 49 31 28 30 3.3 2.0
1985년 49 32 29 32 3.5 2.1
1986년 50 34 31 35 3.7 2.1
1987년 51 36 33 36 4.1 2.2
1988년 51 37 35 38 4.4 2.4
1989년 50 36 34 37 4.5 2.4
1990년 52 38 36 40 4.9 2.5
1991년 51 37 35 39 4.8 2.5
1992년 52 37 34 38 4.6 2.4
1993년 53 38 35 38 4.5 2.3

1993/94년 54 37 34 38 4.5 2.3
1994/95년 53 37 33 37 4.5 2.3
1995/96년 52 36 33 37 4.2 2.2
1996/97년 53 37 34 38 4.4 2.3
1997/98년 53 37 34 38 4.5 2.3
1998/99년 53 38 35 39 4.5 2.3
1999/00년 53 38 35 40 4.6 2.4
2000/01년 51 38 35 39 4.5 2.3
2001/02년 53 39 36 40 4.5 2.3
2002/03년 51 37 33 37 4.3 2.2
2003/04년 52 37 34 38 4.1 2.1

자료: 영국통계청(ONS)

56) “1970년  말의 조세 및 복지체계가 유지되었다면 최하 10%의 소득은 40%가 증가했을 것이

며, 1979∼92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도 확 의 절반은 처 정부의 조세․급여 정책에 기인한 것

이라는 분석도 있다”(Goodman et al. 1997). 물론 나머지 절반은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

족의 형태가 변화한 1980년 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14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1960년  50만 명에 불과하였던 실업자 수는 1970년  중반에 100만 명, 1981

년에는 200만 명, 그리고 1980년  중반에는 300만 명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

회복지제도 중 현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 데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또한 연금수령자의 급격한 증가, 한 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 는 복지국가가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밖에 있었다. 결국 1980

년  보수당 정권 시절의 복지국가 쇠퇴는 주변 환경 변화와 보수당 정권의 적극

적 응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처시 의 중요한 개혁은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이다. 처 정

부는 정부가 학에 주는 보조금을 줄이고 선별적 보조금 지원정책을 통하여 학

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처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학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요

소를 도입하여 학간 경쟁, 주요 학에 한 정부지원 감축, 교육부의 학에 

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은 학사회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

켰으나, 오늘날 정착된 학 및 학과별 평가, 공개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실업교육과 관련하여 1980년 처 정부는 국가직업훈련자격증

제도(NVQ)를 정비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정비하였다. 

이 시기 학 진학과 관련하여 계층별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머스쿨의 소멸은 하층민 출신의 뛰어난 소질을 갖춘 자녀가 학입

학까지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유인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메이저 정

부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1988년과 1997년을 비교해보면, 16세에 응시하는 중등

학교 졸업시험에서 전문직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평균보다 22% 포인트 높은 수준

에서 24%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단순노동직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평균보다 18% 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24%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간

계층이 고급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중간계층과 노동

계층간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1996∼97년 전체 복지국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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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4%(80억 파운드 상당)가 고등교육에 투자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간계

층을 위한 복지국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당시 영국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학교육자가 적다는 것이었다. 

1965년을 기준으로 영국은 중등교육 이수자와 학교육 이수자가 각각 66%와 

12%로서 미국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는 낮으나 유럽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1987년에 와서도 그 수치가 여전히 83%와 22%에 

머물러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었다. 1987년 영국의 의무교

육 이수자는 전체의 56.2%에 달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등교

육 이수자 비율은 22%로서 미국의 60%, 캐나다의 58%, 핀란드 38%, 노르웨이 

35%에 크게 뒤졌다. 이는 1970∼80년  처 정부가 고등교육 육성정책에 등한

시하였거나 기술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처 정부의 사회정책은 많은 경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다. 국민의료서비스 

등과 사회보장에서 처 정부가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1인당 

수급액이 떨어지는 변화가 있었지만 총액은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

요 개혁정책은 교육부문과 노사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의 정책이 가

져오는 효과는 단순히 사회정책의 변화 이상이었다. 2차 전 이후 복지국가의 성

립과 유지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처 정부에 이르러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복지

국가의 이상은 경제위기와 함께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결국 처 정부의 사회정책은 교육과 공공주택 분야 및 지방정부의 개혁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전통적인 사회정책분야인 사회복지부문은 부분적인 개혁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는 이미지가 강한 처 시절의 이러

한 사회정책의 궤적을 경로의존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해석하면 

고유한 사회정책분야에 한 개혁을 회피하면서 주변의 범사회정책에 한 개혁

을 통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끌어낸 정책간 타협안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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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라는 경제정책과 지방정부 개혁이라는 행

정개혁은 사회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조건이 되었다.

5. 신노동당과 사회경제정책

1990년 총리직을 승계한 메이저는 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그 로 계승하

면서도 EU 관계, 주민세, 사회보장문제 등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 1992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보수당 승리를 이끌었으며 1997년 정권을 내놓을 때까지 

7년을 집권하였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신노동당(New Labour)으로 불리며 

전 정권의 장점을 이어받고 노동당의 정책을 이어가는 영국판 ‘제3의 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영국 경제는 경기불황과 경제의 급속한 회복이라는 극단적인 

두 시 를 경험하였다.

가. 경제적 성공

1990년  초 영국 경제는 버블 경제의 후유증으로 1991년 경제성장률이 -1.5%

를 기록하는 등 침체에 빠졌으며, 1992년에는 파운드화에 한 투기적 공격으로 

유럽공동환율제도(ERM) 탈퇴와 파운드화 폭락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파운드화 폭

락 이후 영국 경제는 급속히 회복하였다. 1993년 이후 2000년까지 영국 경제는 전

후 최 의 긴 호황기 속에서 연평균 2.95%씩 경제가 성장하여, 다른 유럽 륙국

가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시행과 시

장자유도의 획기적 증 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제호황에도 불구

하고 보수당의 장기집권에 한 염증과 보수당 내부의 연이은 추문․분열,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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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신 등에 의해 1997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승하여 18년 만에 다시 집권에 성

공하였다.57)

노동당의 집권기인 1997∼2005년간 영국 경제는 연평균 2.83% 성장을 보여, 

같은 기간 유로지역(euro area)의 연평균 성장률 2.12%를 능가하는 호황을 누렸

다. 특히 이는 유럽 륙의 표적인 경제 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연평균 경제성장

률 1.35%와 2.18%보다 높은 성과였다. 특히 독일 경제가 -0.2% 성장하는 등 유

럽 경제의 침체기였던 2003년에도 영국은 2.7%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기복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한 1997년, 독일과 프랑스보다도 낮았던 

영국의 1인당 GDP도 1999∼2000년 이 국가들을 추월하여 더 높아졌다. 1997년 

영국의 1인당 GDP는 2만 2,805달러로 독일(2만 6,367달러) 및 프랑스(2만 4,504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5년에는 3만 6,957달러로 상승, 독일(3만 3,713

달러)과 프랑스(3만 4,865달러)를 능가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된 경기확장으로 1997∼2001년까지 약 250만 명의 고용이 창

출되었으며, 1993년 유로지역 평균치인 10.1%까지 근접했던 영국의 실업률은 

2005년 유로지역 실업률 8.6%의 절반수준인 4.8%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1993

년 7.7%였던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 9.5%로 상승하였으며, 프랑스도 같은 

기간 11.1%에서 9.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영국에 비하여 약 2배 높은 수준

이다.

블레어 노동당 집권기에 고성장․저실업이라는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물가안정

까지 달성, 최고의 거시경제 성적표를 기록하였다. 1996년 2.5%로서 비교적 높았

57) 1992년 이후 총선 결과 다수당과 득표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의 경우 보수당(41.9%), 
노동당(34.4%), 자유민주당(17.8%)이었으며, 1997년 선거에서는 노동당(43.2%), 보수당

(30.7%), 그리고 자유민주당(16.8%)의 순이었다. 노동당이 다시 승리한 2001년 선거에서는 노

동당(40.8%), 보수당(31.8%), 그리고 자유민주당(18.3%) 순이었고, 노동당이 최초로 3기 연속 

집권하게 된 2005년 선거에서는 노동당(35.2%), 보수당(32.3%) 그리고 자유민주당(22%) 순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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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EU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97년부터 1% 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7

∼2005년 영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1.42%로서 유로지역의 1.86%보다 훨씬 낮

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때 세계 6위까지 떨어졌던 영국의 총 GDP 규모는 2005년 현재 미국, 일본, 

독일에 다음가는 세계 제4위의 경제 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5년 영국의 

제조업은 총 GDP의 14.9%이며, 고용인원은 340만 명에 이른다. 외국기업의 생산

기여도가 높아 영국 제조업의 1/4을 외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화학, 플라스틱, 제

약, 전자, 자동차 및 부품, 항공, 제지, 인쇄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통상정책도 이 업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 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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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서비스업은 총부가가치의 23.7%를 차지하며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

는 영국 산업의 최  원동력이다. 2005년 현재 런던 금융시장은 세계 3 , 유럽 

제1의 금융시장으로서 외환, 회사채 발권 및 인수, 주식, 역외 금융, 파생상품 시장

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액의 32%, 국제 주식거래의 

59%를 담당하며, 세계 최  펀드 매니지먼트 센터가 소재하고 기관투자가의 주식 

보유액이 1조 8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 의 종합금융센터

이다. 런던은 보험산업과 비철금속 및 금 거래의 중심지이며, 2005년 현재 450개 

이상의 외국계 은행이 런던에 입주해 있어 프랑크푸르트나 뉴욕의 2배가 넘는다. 

영국의 금융산업은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행된 영란은행의 독립

성 강화로 더욱 탄탄한 배경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이자율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 MPC)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처

는 그 이후 경기변동에 해 선제적이고 적절한 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용되

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58)

나. 신노동당의 중도정책

토니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워 경제의 효율을 극 화하면서도 사회적 

연 를 중시한다는 중도적 방향을 주장하였다. 처리즘의 핵심적 사항 중 일부인 

엄격한 예산 집행, 물가안정, 그리고 사유화 정책 등을 그 로 유지함으로써 처

리즘의 장점을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처 시절 상 적으로 소홀했던 사회적 연

정책을 강화하여 최저임금제도의 도입(1999년), 반경쟁⋅독과점 금지 정책, 그리

58) 영란은행은 선제적인 금리조정정책을 사용해왔는데, 이러한 조치로 전 세계적인 불황에 해 영국 

경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영국의 통화정책은 유로지역 전체의 경기 전반을 반

영해야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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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특히 신노동당(New Labour) 정부는 과

거 처리즘에서 상 적으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에 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

기업에 한 조세 경감, 재정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중소기

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도하도록 산

업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특히 소프트웨어분야 

신생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관계에서는 1990년  들어와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가 정착하였다. 이는 

처 정부의 강력한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이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환경과 맞

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노사분규에서도 1970년  한때 한 해 3천 건에 육박하였던 

노사분규 수는 처 집권 이후인 1980년 에 들어와 1천 건 내외로 급격히 감소하

였으며, 1990년 에 와서는 1년에 500건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연 200건 이

하로 급감하였다.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의 확산은 단체협약보다는 개별 협약에 

의존하는 관행을 더욱 확산시켰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폭 신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블레어가 이끄는 신노동당은 노동조합총연맹(Trade Union)과 노동당간의 

특수한 관계를 규정한 노동당 당규 4조를 철폐함으로써 노조와의 공식적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문에서 1990년 의 주요 정책방향은 고등교육에 한 자원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처의 교육개혁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학교육 등 고등교육에 상 적으로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

기 때문이다. 이 시기 영국 정부는 학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다. 그리하여 1990년  말에 와서는 미국 다음의 학 진학률을 기록하기도 하였

다. 또한 1980년 부터 추진되어온 학간 경쟁, 학과간 경쟁, 과학 및 기술 교육

의 중시, 평생교육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학생간, 학간 격차의 확 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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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 문제를 국가경쟁력 향상

으로 치환시켜서 조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필요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국민 개개인

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

도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사회정책이 개개인의 복지 및 능력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사회정책은 결과적

으로 공급능력의 향상과 혁신에 큰 기여를 하는 정책이 되며 이러한 성격의 사회

정책이 경제정책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블레어 정부에 

들어서서 강조된 고등교육 강화전략, 중소기업 육성전략, 최저임금의 재도입도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6.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방식

전후 5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과 쇠퇴는 영국 사회경제

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 케인즈적 전통과 냉전시기의 특수성이 

맞물린 복지국가의 확 는 전후 영국 사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으

며 처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확립은 또 다른 영국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1970년  

후반 이후 복지국가의 쇠퇴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와 갈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지국

가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정부예산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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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지출(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에서 사회보장지출과 의료 및 

건강 부문 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40년  말 이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총

지출액은 일반정부지출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1960년 를 거

치면서 점차 상승하여 1970년  중반 20%를 넘어섰다. 처 보수당 정부 시절 이 

비율은 30%에 육박하게 되며 이 비중은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지출 증

가는 보수당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에서 미시적 조정에는 성공하였으나 전체적인 사

회보장액 증가에 해 근본적인 개혁을 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에 해 앞서 설명한 로 사회보장의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설명은 처 정부가 사회보장의 개혁에 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고령화와 실업

증가로 인한 외부적 상황을 맞이하여 처 정부의 사회보장비 삭감은 오히려 중요

한 정책과제가 아니었다. 의료비 지출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관찰된다. 1970년  

중반까지 총정부지출의 10% 이하로 유지되던 국민의료서비스의 지출 비중은 

1970년  말에 10%를 넘게 되며 1980년  말에는 12%를 넘고 2000년경에는 

14%를 넘는 등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었다. 다만 교육부문에서의 지출은 최초 8% 

이하에서 1970년  후반 14%에 육박했던 비중이 그 뒤 12% 전후로 안정화되고 

이는 주로 1980년 에 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아 1950년  이후 복지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지출 세 가지는 어

떠한 정부하에서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사회보

장비지출은 약 15% 포인트, 의료부문은 5% 포인트, 그리고 교육부문은 4% 포인

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총 24% 포인트 증가에 해당하는 예산상의 압박을 영국 정부는 어떻

게 해결하였을까. 여기에는 두 부문에서의 지출 삭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첫째는 국방비 삭감이었으며, 둘째는 공공투자 감소였다. 국방비 삭감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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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관찰된다. 총정부지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초반 

26%에서 1970년  후반에는 10%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처 정

부가 들어서고 나서 약간 반전되었다. 1980년  처 정부 시절 국방예산의 비중

은 약간 증가하여 12∼13% 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  들어 국방예산

은 다시 감소하여 1995년 이후 국방예산의 비중은 7% 에 머물고 있다. 결국 50

년 동안 국방비는 약 19% 포인트 감소하였다.

둘째, 공공투자 감소는 주로 1970년  이후에 관찰된다. 전후 노동당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기업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자본투자에 상당한 예산을 사용

하였다. 1956∼76년 사이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한 투자는 10∼12%에 

달했다. 이러한 투자비중은 1970년 에 들어오면서 급감하게 된다. 1980년에 들어

오면 그 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지며 2000년까지 일반정부지출의 6% 로 감소

하게 된다.

특히 1980년  전후에 일어난 투자 감소는 주로 지방정부의 투자 감소에 기인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 투자 감소의 가장 큰 부문은 주택부문이었으며 교육부문에

서도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59) 1980년  중반에 행해진 투자 감소는 주로 공기업

의 투자 감소 때문이다. 이는 그 당시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

다. 또한 1990년  투자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중앙정부의 투자가 감소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 구성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결국 전후 1970년 까지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을 위한 자금은 주로 국방비의 삭감을 통해서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 정부 시절 사회보장지출이 그 로 유지되었던 것은(국방비의 증액

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공공부문의 투자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처 정부는 

59)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처 정부는 지방정부의 공공임 주택 건설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 주택을 

세입자에게 매각하였다.



15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민영화를 통해서 공기업의 투자부담을 털어버렸으며 지방정부에 한 재정압박을 

통해서 지방주의(localism)의 전통60)에 따라 교육과 주택 부문에 개입해온 지방정

부의 투자를 억제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달된 재원은 사회보장비, 의료부문과 국방

비에 사용되었다.61) 또한 1990년  사회보장비 재원조달은 추가적인 국방비 감소

와 중앙정부의 투자 감소에서 나왔으며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중

앙정부 투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전후 영국에서 사회 여러 세력간에 복지국가에 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데에

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다. 2차 전 중 국가의 역할에 한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기 가 있었으며, 이러한 기류는 전후에도 지속되어 국민의 복리후생에 적극 개입

하는 정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냉전구도에 따라 혼합 민주주의

를 구축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었다. 아울러 큰 정부, 적극적인 정부의 역

할에 한 케인즈경제학 이론은, 비록 그 이론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총수요관리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정부의 적극

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 를 훼손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제침체기

에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케인즈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후 복구가 끝나고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1960년  중반까지

의 ‘황금기’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되었다. 경제성장은 

사회정책의 여지를 넓혀주었으며 사회정책의 확장이 경제정책 집행에 부담이 되지

도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재원은 주로 국방비 감축에서 

60)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전통 중 하나인 localism은 사회보장의 주요 단위가 지방정부라는 것을 뜻

한다.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처 정부 정책기조는 결과적으로 공교육 및 주택 부문에 한 지방정

부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61) 물론 처 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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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기 때문에 경제개발비를 구축(crowding out)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 케인즈경

제학에서 볼 때 적어도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방비가 사회보장비

로 전환되는 것이 유효수요 창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저해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밀월관계는 1970년  내외적인 도전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

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및 실업 증가 등 모든 선진국을 괴롭혔

던 경제문제는 이미 확충해 놓은 복지국가의 근본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영국

의 경우 이러한 위기는 보다 심각하게 다가왔다. 처의 개혁정책은 결국 표면적으

로는 영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 국가

적 개조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경제효율성

의 제고였다.

하지만 처의 보수당 정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반드시 립한 것만은 

아니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처 정부의 사회보장비지출은 완만하게나마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 및 노동 부문에서만 사회정책적 기조가 경제적 효율

성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 의료부문과 국방비의 추가적 예

산 소요는 주로 민영화를 통해 조달되었다. 결국 처 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함으로

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사회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의도하였든 의도

하지 않았든) 남겨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집행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이 시기 처의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사회정책과 국가경쟁

력 제고의 조화로 표현되었다. 교육기회의 확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강화, 기

술경쟁력 강화, 인적자본 육성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인력 정책

은 사회정책의 많은 부문에서 강조되었다. 블레어 정부는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국민의료서비스에서 효율성의 제고라는 전 정권의 방향을 그 로 유지하면서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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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와 기술진보의 시 에 선진국 영국의 사회정책 방향은 사회구성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었으며 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해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정책을 지방이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하

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블레어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예산재원은 추가적인 국방비 감축과 함께 효율성 

있는 경제사회구조 구축을 통한 경제적 번영에서 나온 세수증 로 조달하였다. 경

제적 번영을 통해서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가장 바람

직한 방향 중 하나로 평가될 만하다.

나.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은 영국의 사례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인가에 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단순히 양 정책간 조화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외정책, 외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폭

넓게 조망되어야 한다.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노동당 정부가 갑자기 나타나

서 개혁조치를 통해 확립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 도입이라는 시 적 조류에 기초

한 것이었으며, 전후 급속한 경제회복과 외무역확장기에 힘입어 정착된 것이다. 

복지확장의 시기는 외무역 확장의 시기였으며 급속한 경제회복기와 맞물려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만을 생각하여 양 정책이 제

로섬 게임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외 경제환경, 사회정책과 외

관계의 조화, 외관계와 경제정책간의 조화 속에서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의 운용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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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처 정부의 사회정책이 실질적 혜택에서 그리 혁명

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며 블레어 정부의 사회정책도 미세 조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1990년  초반 이후 영국 경제가 꾸준히 발전한 것은 사회서비스를 축

소해서가 아니라 외개방을 더욱 추진하고 경제 효율성의 극 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정책의 목표가 어디인가에 따라 경제정책과의 조화 가능성이 달라진

다. 블레어 정부는 사회정책의 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블레어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보적 관계를 중시했으며 국가경쟁력이라는 중간 매

개를 통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넷째, 합의 도출은 제 세력간의 합의 도출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

인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합의 도출을 노동조합, 기업집

단, 정부간, 즉 노사정간 합의 도출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합의 

도출은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스웨덴 또는 독일의 경우에서나 비교적 쉬울 수 

있으며, 조합주의의 전통이 약한 나라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합의 도출이 쉽게 이

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경우 무리하게 추진된 노사정 표 합의는 합의

과정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표성의 부재로 인한 추진력 결여를 겪을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면 합의 도출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사회와 개인간

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개혁방향에 한 광범

위한 동의가 발견된다면 그 사회경제체제가 조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

다섯째,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틀

리의 복지국가, 처의 처리즘, 블레어의 제3의 길은 그 성격이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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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필요로 하는 이상과 부합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떠한 이념의 방향을 보

다 구체화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

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비전에 맞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복지확장기에 사회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확

장기 사회정책의 집행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나타나는 정책적 시행착오와 확장기에 나타

날 수 있는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정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

아가는 체감복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처 시절 사회지출의 완만한 증가는 복

지행정의 효율성 증 와 병행되었으며 이는 블레어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

다.

일곱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조화 또는 충돌과 함께 경제정책간의 충돌 및 

사회정책 내부의 정책적 충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1950년  

국제수지 방어정책은 높은 파운드화 정책과 종종 충돌을 일으켰다. 결국 높은 파운

드화 정책이 많은 갈등 속에서 포기될 때마다 영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한편 사

회정책에서 중요한 갈등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간의 충돌이었다. 사회보험의 적

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정부는 공적 부조로 이를 메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정

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며 노동유인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던 공공주택정책은 이 정책의 주체가 지방정부였기 때문

에 지방자치의 한 방식으로 표되었다. 이렇게 공공주택정책이 사회보장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정책에 한 개혁은 지방에서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덟째, 사회정책을 위한 재원조달에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



제4장 영국: 사회보장과 경쟁력 향상의 동시 추구  157

우 사회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조달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

하였다. 영국은 NA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서 국방비 예산을 줄

일 수 있었다. 사회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외관계가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또

한 처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하였으며 지방예산을 삭감하였다. 

이후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한 추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도 기존의 예산지출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가장 중

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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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990년  초반 이래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93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8%로서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

고 있으며, 미국의 1인당 GDP는 노르웨이나 룩셈부르크 등 소국을 제외한 어떤 

유럽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반면 미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유럽 륙국, 그리고 일본보다 심각하고 상 적 빈곤율도 가장 높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명암과는 별도로 미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상징자본은 미국 경제

가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효율을 표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1990년  이후 

고도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 심각한 소득불평등

이 그 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

실에 비추어볼 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조화시키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과

연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면 미국도 영국과 같이 복지국가 시기를 거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인가? 우선 1950∼60년  미국은 유럽국가들과 다소 차

이는 있으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성립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80년  들어 오일쇼크를 포함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제조업의 상 적 쇠퇴

를 겪으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붕괴되었으며, 1990년  이후 성장세가 회복

된 뒤에도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1980년  이후 케인

즈주의적 경제정책에서 시장논리 및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통화주의 혹은 신자유주

의 경제정책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겼기 때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는 1950∼60

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 했던 경제정책․사회정책의 조화가 1970년

 이후 경제위기와 함께 붕괴되고, 1980년  레이거노믹스로 표되는 공급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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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이 시행되고 난 후 1990년 에는 새로운 흐름이 정착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

된 것이다. 

그러나 1950∼60년 에도 미국의 사회정책은 자유주의 모델로 평가될 정도로 

부분의 복지혜택이 시장 혹은 민간 부문을 이용한 것이었다. 1950∼60년 까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이 상 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연방제

의 특성상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간 기업이나 시장에 끼친 영향은 다른 OECD 국

가에 비해 제한적이었고, 미국의 케인즈주의도 간접적 개입을 선호했다.

그렇다면 1990년  이후 미국 경제의 특징을 정책의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정

책의 부조화 혹은 조화의 붕괴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

은 1970년  이전에도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모델에 입각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운영하는 국가였으며, 1980년  이후 통화주의 및 신자유

주의가 경제정책으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 되었다고 보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다시 말해 1990년  미국 경제정책의 특징은 정책방향의 전환

이라기보다 자유주의의 확 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 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모색하게 된 이유와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유주의에 입각해 두 정책

의 조화를 모색할 경우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자유주의와 그 확 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사회경제정책 모델

을 상당 부분 도입했다고 평가되는 한국 경제에 적절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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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위기와 정책조화의 필요성

1970년 를 기점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1950∼60

년  고도성장기의 특징인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

다. 가장 큰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낮은 성장률로, 성장률이 하락하면 실업

문제와 함께 분배와 빈곤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단

순히 경기침체나 성장의 문제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나 ‘근로빈민’이 종종 문제될 정도로,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거나 고용이 

분배 혹은 빈곤 문제의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곧 1950∼60년 의 선순환이 단순히 성장이나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산물로

만 설명될 수는 없으며, 고도성장이 고용․분배 문제까지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장치가 따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의 1차

적 기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사회적 위험에 해 최소수

준의 보호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OECD 1981, p. 10)하는 데 있다. 이는 곧 이 

정책이 성장이나 시장의 기능에 필연적으로 역행하는 것은 아님을 암시한다.62) 오

히려 이 정책은 시장실패를 완화하거나 해결해주며, 경기순환의 폐해까지 완화시

켜 시장경제의 안정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P. Pierson 1997, pp. 2∼4). 게

다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개인․집단간 경쟁관계만

이 아니라 연  혹은 유  관계도 경제적 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다

62) 사회정책(혹은 복지제도)을 ‘자본축적의 정당화’라는 급진적인 견해(J. O’connor 1973)나 ‘사회

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라는 포괄적인 관점(T. H. Marshall 1977)에 입각해서 이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정책이 사회주의 운동에 반 하여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보호하려는 의도

에서 출현한 것임을 부인해서는 안된다(OECD 1981, p. 15; G. V. Rimlinger 1971, pp. 
8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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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arayan 1999; J. S. Coleman 1988; M. Schiff 1999).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분배 혹은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

니라 성장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항목이다.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

하거나 시장실패에 한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미국에서 포드주의(Fordism)63) 사회경제 모델은 안정된 노사관계에 기초해 

고용안정과 높은 생산성, 그리고 고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도성장을 이끌었지

만, 그 이면에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케인즈주

의 경제정책이 안정된 노사관계나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면, 사회

정책은 시장경제가 해결하기 힘든 분배․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거

나 해결하여 고도성장에 일조했다. 1950∼60년 의 고도성장이 흔히 ‘성장․고용․

분배의 선순환’으로 설명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1950∼60년 의 

고도성장은 포드주의라는 사회경제 모델의 성과만이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적절한 조화에서 비롯된 성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사이에 이러한 선순환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1950∼60년 처럼 두 정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경우 고도성장, 완전고

용, 분배문제 개선의 선순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두 정책의 조화

가 약화되거나 해체될 경우 경기침체, 실업증가, 분배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에 확보된 사회정책을 경기침체기에도 여전히 고집하거

나, 경기침체라는 이유로 사회정책을 무조건 축소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63) 포드주의란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기법과 컨베이어 벨트(conveyer belt)라는 일관공정라

인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했던 포드

(Ford)의 새로운 경영방식에서 비롯되었다. 흔히 이것은 2차 전 후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리정

책과 사회정책의 확 에 힘입어 1950∼60년  호경기의 특징인 량생산․ 량소비를 이끈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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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될 것이다. 1970년  이후 종종 제기되는 ‘복지위기’ 또는 ‘복지축소’라는 사

안을 사회정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분리 혹은 부조화

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OECD 1981, pp. 17∼19).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경기침체가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1950∼60년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성장이

나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만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1970년  이후에 나타나는 

악순환을 단순히 경기침체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1970년  경기침체는 1950∼

60년  고도성장을 이끌던 포드주의의 위기이자 사회경제정책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1970년  이후의 변화 혹은 악순환은 경기침체만이 

아니라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정책 변화, 그리고 세계화, 후기산업화 혹

은 탈산업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전후 고도성장을 이끌던 포드주의는 1960년  후반부터 생산성이 하락하거나 

그 상승률이 정체되는, 이른바 생산성의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1950

∼60년 에 포드주의나 사회경제정책에 힘입어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한 노조는 

심지어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임금인하를 거부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

다(A. Lipietz 1992, pp. 15∼19). 여기에 ‘오일쇼크’까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

션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에 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또한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복지 관련 지출은 1950∼60년

 고도성장기에 확 된 사회정책 때문에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상

당히 심각한 재정문제를 야기하면서 사회정책의 효과에 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졌

다. 1970년  경기침체가 포드주의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정책의 위기로

까지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에 존재하던 정책간 조화 혹은 보완성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정책간 

부조화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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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70년 에는 포드주의의 위기나 그 안에 한 논쟁과 함께, 케인

즈주의 경제정책, 나아가 경제안정화 정책 일반의 효과와 관련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복지개혁 논쟁 또한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탈규제, 자유

화, 유연화를 강조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64) 경제정책이 안으로 등장했다고 

평가된다. 이 신자유주의는 1980년  이후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힘입어, 때

로는 세계화 흐름을 더욱 강화하거나 주도하면서, 케인즈주의를 신하는 정책 혹

은 그 이념으로 기능했다. 복지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재정문제(1970년 )에

서 정부실패(1980년 )문제로 옮겨갔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P. Rosanvallon 1995, pp. 7∼12). 

시장의 자유와 경쟁이 강조되면서 시장에 한 개입과 규제의 근거가 부분적으

로나마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사회정책의 축소는 피하기 힘들다. 세계화 또한 

글로벌 시장경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

주의나 이와 관련된 세계화가 종종 복지위기 혹은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신자유주의나 이에 따른 세계

화는 흔히 사회정책 축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의 경

쟁까지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반드시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입각한 사회정책으로만 구성되

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정책의 축소가 곧바로 복지위기나 복지축소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닐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유럽의 실업문제나 복지위기는 부분 

지나치게 후한 복지제도나 경직적인 사회경제구조[이른바 ‘유럽병(Eurosclerosis)’]

에서 비롯된 것으로 탈규제나 유연화, 혹은 시장화를 통해 좀더 효율성을 높여야만 

64)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로 정의되는 이념이 ‘보수주의(conservatism)’로 정의

된다(S.M.Lipset 1996, p. 40). 그렇지만 앞장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미국의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를 각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로 표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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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이 가능하다(G. Esping-Anderson 1999, pp. 21∼23). 이러한 판단은 신자유주

의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70년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위적인 사

회정책이나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노동유인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G. Esping-Anderson 1994, pp. 720

∼726).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로 시장논리가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

책에도 확 ․도입되어 사회정책의 비효율성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

면, 경제의 효율화와 성장을 통해 좀더 적절한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종종 복지를 위해서라도 시장논리를 좀더 확 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판단에 있을 것이다. 더구나 탈규제, 유연화, 시

장화는 포드주의나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이므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를 새롭게 도모하여 성장․고용․분배의 선순

환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한 비판이 지나친 것만큼이나 신자유주의의 판

단 또한 지나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은 재분배기능만이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의 상인 ‘사회적 위험’은 예측 

불가능성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 비 칭성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시장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강제적인 사

회보험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N. Barr 1992). 게다가 시장실패를 고

려할 경우, 사회정책의 비판근거로 종종 제시되는 유인문제는 비록 인위적인 정부 

개입이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정보 비 칭성에서 비롯된 측면 

또한 클 것이다. 

이는 곧 사회정책 혹은 이에 따른 인위적이면서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비효율성

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뜻한다. 정보비 칭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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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인위적인 정부정

책은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이 분배나 빈곤 문제를 모

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탈규제나 시장화

가 사회경제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아무리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도 연 나 평등을 

위한 재분배정책은 여전히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는 

여전히 필수적인 조건인 셈이다.

외적 환경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세계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후기산

업화’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인이다. 에스핑-안데르센에 따르면, 후기산업화는 

1950∼60년  고도성장기의 산업경제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서비스부문의 팽창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저

숙련 직종이 확 되었으므로, 이제는 완전고용만으로 임금불평등의 완화를 기 하기

는 어렵다. 또한 가족이나 인구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나 가족관계가 약화되면서 한부모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의 빈곤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노령화도 또 다른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G. Esping-Andersen 1999, pp. 1∼10). 피어슨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

다.65) 

65) 차이가 있다면, 에스핑-안데르센이 복지위기나 복지축소의 원인으로 후기산업화와 함께 세계화도 

거론하는 데 반해, 피어슨은 후기산업화에서만 그 원인을 찾는다는 점이다. 피어슨에 따르면, 세계

화는 외개방이나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오늘날 복지위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재정위기, 탈산업화, 인구구조 변화, 개인주의 심화, 여성의 취업욕구 

상승)은 이러한 세계화와 거의 무관하다(P. Pierson 2001, pp. 82∼99). 이러한 견해는 아이버

슨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T. Iversen 2001). 이러한 차이는 ‘세계화’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

기 때문이다. 피어슨이나 아이버슨에게 세계화는 외개방이나 자유무역의 확산 같은 외적 조건

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에스핑-안데르센에게는 세계화가 외적 개방화나 자유화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축소 혹은 약화라는 내적 조건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 듯 보인다. 이는 신자유주의

와 세계화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 상관성에 해서는 좀더 엄밀

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서로 긴밀하게 얽힌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신자

유주의가 세계화를 더욱 강화하고 후자는 전자의 작동범위를 넓혀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

는 정책의 조화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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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산업화는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이 이제 더 이상 분배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수단이 아니며,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나 인구구조에 기초한 사회경제정책 또한 효

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음을 뜻한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한부모가정의 비율 

증가는 가족의 생계가 남성가장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하락했음을 뜻하며, 일

과 가정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화의 영향이 저숙련․저임금 

부문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임금비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지할 경우 여성, 특히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은 확 되기보다는 오히려 

가로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G. Esping-Andersen 1996a, pp. 6∼9). 

이는 곧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만이 아니라 후기산업화의 

산물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후기산업화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시장

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정책간 조화 혹은 보완성의 해법을 성장․고용․분

배의 선순환에서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노동이 양산될 경우, 근로빈민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스

핑-안데르센이 분배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훈

련까지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

기에 있다(G. Esping-Andersen 1996b, pp. 256∼261).66)

이러한 후기산업화와 함께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를 고려하면, 경제정책과 사회정

책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은 듯 보인다. 게다가 1950∼60년 와 같은 고도성장은 

이제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침체나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세계화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보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좀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정책의 운용은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롭지

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를 포기할 수도 없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사회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세계화나 

66) 이는 곧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성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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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산업화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그것도 고도성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

서, 1950∼60년 보다 시장을 훨씬 더 강조하는 정책을 이용하면서도 성장과 분

배의 선순환을 확보하는 지혜가 요구된다.67) 

그 방법이 무엇이든 분명한 사실은 시장경쟁만으로는 두 정책의 조화를 확립하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이 성장과 효율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정책의 비

효율성까지 극복해준다고 해도,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시장경제의 ‘사회적 위험’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수준까지 향

상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래서 ‘유연 안정

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시장이 성장이나 고용을 촉진할 수는 있어도 분배나 빈곤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미국 경제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고도성장과 케인즈주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개인 또는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비교적 강한 연방제

의 특성상,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뉴딜 시기에 일시

적으로나마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산업부흥법(NIRA)이 제정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2차 전기까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은 부분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었으

며, 1890년에 제정된 반독점법(Anti-Trust Act)이 유일한 예외였다(J. Hughes & L. 

67) 이러한 조화는 성장과 분배의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게임을 확보하는 것이다(G. Esping- 
Andersen 1996b, pp. 2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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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ain 2003, pp. 597∼599). 2차 전 이후에는 케인즈주의의 영향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확 되었으며 1970년 까지는 GDP 비 연방정부 지출비중이 계속 상승했다. 

그렇지만 이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전 지출

을 제외할 경우, 그 값은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전쟁기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을 제외

하면 일반적으로 하락세였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p. 520∼522). 

이는 곧 2차 전 이후 연방정부의 역할이 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지출이

나 이전지출을 제외하면 연방정부지출의 GDP 비 비중이 한국전쟁 이후 계속해

서 하락세를 보였음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1950∼60년  미국의 고도성장이 

주로 민간부문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또한 

상당히 중요한 설명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도 미국은 서유럽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2차 전 이후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표방했지만, 서유럽과는 달리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시키지는 못했다(T. Skocpol 1995, p. 228).68) 

미국에서 완전고용정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렇지만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69) 미국은 실업문제의 해답을 주로 조세감면과 

이를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에서 찾았다. 이는 분명 정부지출 확 를 통한 고용

창출이나 고용안정을 추구했던 유럽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이었다.70) 미국에서 적

68) 미국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나 법이 존재한 적은 없다. 예를 들어 1935년과 1938년에 각각 제정

된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al Act, 일명 Wagner Act)과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은 조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 고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나마 농업노동자는 적용 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J. Hughes & L. P. Cain 2003, pp. 489∼490).

69) 1945∼46년, 1967년, 1976∼77년에 각각 완전고용을 위한 법안이 제안되고 연방정부도 이 법

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T. Skocpol 1995, pp. 239∼249). 
70) 스카치폴은 확 재정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보장하려는 케인즈주의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투자

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려는 케인즈주의를 구분한다. 그는 전자와 후자를 각각 ‘본질적으로 

사민주의적인 침체주의적 케인즈주의(essentially social democratic stagnationist Keynesian; 
T. Skocpol 1995, p. 238)’와 ‘상업적 케인즈주의(commercial Keynesianism; 앞의 책, p. 
232)’로 명명한 후, 전후 미국의 케인즈주의는 전자에서 후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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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이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

다(앞의 책, pp. 231∼233). 이러한 정책의 표적인 사례가 1964년 케네디 정부

의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이었다. 정부는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

화되면 경제성장과 함께 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J. Hughes 

& L. P. Cain 2003, pp. 600∼602).71) 이는 곧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이 시장이

나 민간부문에 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개입을 선호했음을 시사한다.

유럽에도 연방제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특성은 상당히 특이하

다. 이는 무엇보다도 느슨한 연방으로 묶여진, 그래서 상당히 분권화된 국민국가라

는 ‘미국의 예외주의’와 무관하지 않다.72) 미국에서 주․지역 사이에 치열한 경쟁

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지방 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서도 상당히 심각

한 경쟁관계가 조성되는 이유는 모두 여기에 있다(C. Gordon 1994, pp. 5∼14). 

미국의 예외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흔히 조직력이 약하

고 상당히 비정치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평가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노동조합은 전

국적인 조직 건설을 통해 정부정책에 개입하기보다 기업내 노사협상을 통해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실리적 조합주의’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아마도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한 상황에서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안이었다.73)

71) 그 결과 경제가 살아나면서 실업률이 5%(1964년)에서 4.4%(1965년), 3.7%(1966년)로 하락

했으며, 총세입 또한 증가했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p. 545∼546). 
72) 스카치폴에 따르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영제국에 한 반발이자 유럽 스타일의 중앙집중적인 정

치적 권위에 한 반발이었다(T. Skocpol 1995, p. 20).
73) 이는 또한 1947년 제정된 노사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일명 Taft- 

Hartley Act)과 관련이 있다. 이 법은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명목 아래 1933년에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일명 Wagner Act)을 폭 수정한 

것으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도 금지, 긴급조정제도의 도입, 연

방공무원과 정부기업 종업원의 파업 금지, 노조간부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선서 제출 의무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흔히 미국의 노동운동을 분열․약화시켜 실리적 조합주의로 

흐르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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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느슨한 혹은 약한 연방제 국가에서는 시장이나 민간부문에 한 정부의 

개입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 방법 또한 직접적인 개입보다 간접

적인 개입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후 미국에서 시장이나 민간부문이 서유

럽국가들과 달리 비교적 강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이 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시장과 민간부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

기에도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물론 모든 민간부문이 강한 자율성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 연방정부는 특히 금

융부문에 해 비교적 강한 규제․통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1930년  공황

기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의 영향이나 고정환율제를 유지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간접적 개입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투자은

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강제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은 전후 미국 경제에서 금융자

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금지시킨 법적 장치로 기능했다. 여기에 금리규제정책이 맞

물리면서, 전후 미국 기업들은 금융부문으로부터 저금리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면서

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74) 전후 미국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금융규제정책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전창환 2001, pp. 21∼23). 

미국의 포드주의는 바로 이러한 경영의 자율성에 기 어 작동되었다. 경영자는 

주주 혹은 금융자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실리적인 

조합주의를 추구하는 노조와도 경직적이지만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금융규제정책은 기업에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의 자율성을 통해 내부 유보를 최 로 늘려 기업확장을 위해 재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공했다. 그 결과 1950∼60년 에 생산성이 꾸준히 

74) 전후 고도성장기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종종 챈들러의 ‘경영자 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
ism; A. D. Chandler 1990)’로 정의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조영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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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으며, 이것이 다시 노사협상을 통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이어짐으로써 고생

산성→고임금→고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경영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복지를 확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이 혁신을 계속함으로써 우월한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 또한 보장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렇듯 경영자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한 외부투자자의 간섭을 배제

하고 금융 지원약속(financial committment)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의 포드주의

가 흔히 현금흐름 분배와 통제를 둘러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갈등에서 산업자

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체제로 평가(조영철 2001)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75)

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미국의 고도성장체제는 1960년  후반부터 생산성 상승이 둔화되면서 조금씩 

위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생산성 상승이 둔화되면서 성장률 또한 하락하기 시작

했지만 임금은 노조의 교섭력에 힘입어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1970년 에는 여기

에 오일쇼크까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도 문제

였지만 특히 인플레이션은 1950∼60년  고도성장을 이끈 금융규제정책을 약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인플레이션은 달러화 가치를 하락

시켜 고정환율제도의 존립근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 상승압력을 불러일으

켜 금리규제정책의 정당성까지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규제정책은 고도성

장의 정책적 기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곧 전후 고도성장을 이끈 경

제정책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상당히 심각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75) 이와 함께 미국정부는 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경영자 자본주의의 취약한 

지배구조문제를 시장경쟁규율로 완화할 수 있었다(조영철 2001,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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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는 성장 혹은 완전고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것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피하기

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케인즈주의 일반의 특성으로는 1970년  미국의 인플

레이션 문제가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 문제는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금

융규제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글래스-스티걸 법 때

문에 은행체제는 유럽식 겸업은행체제가 아니라 전업은행체제였다. 여기에 전후 

고도성장을 위해 선택한 금리규제정책이 결합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은 주로 가

능한 한 많은 예금을 유치하여 출규모를 늘리려는 경쟁이었다. 이는 곧 고도성장

기에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 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전창환 2001, p. 23). 

생산성이 상승할 경우 이 압력은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압

력을 피할 방법은 없다. 생산성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한 1960년  후반부터 인플

레이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물론 이러한 요인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1960년 부터 확

되기 시작한 사회정책이나 베트남전쟁에서 비롯된 재정 적자 또한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J. Hughes & L. P. Cain 2003, pp. 602∼605).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 또한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의 가능성을 안

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이 확 되는 1960년 에 미국 케인즈주의는 감세정책

을 이용한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정책 당국이 의

도한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는 곧 미국의 케인즈주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 확 되는 상황에서는 재정 

적자나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자 닉슨 정부는 1971년에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임금과 가격의 통제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오일쇼크를 만나면

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으며, 오일쇼크 직후인 1974∼7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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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이너스성장률까지 보이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카터 정부 또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임금과 가격을 통제하고 정부지출을 축소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처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해

서 지출을 늘렸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특히 카터 정부는 케인즈주의 확 금융정책

을 통해 1976년과 1977년의 화폐스톡을 전년도에 비해 각각 13.7%, 10.6% 증가

시키기도 했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p. 545∼554).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전후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금융규제정책의 기반을 약화시

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금융투자자

들은 점차 금리자유화나 금융업무영역에 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

부재정 적자의 확 가 인플레이션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면

서, 케인즈주의 개입정책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통화주의가 점차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  중반부터 금융시장규제정책이 조금씩 완화되거

나 철폐되었으며,76) 1979년에는 FRB 의장인 볼커(Volcker)가 ‘통화주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 전환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케인즈주의적인 규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인 탈

규제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이후 구체적인 

정책은 상당히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탈규제 혹은 자유화가 정책기조를 이루게 되

었기 때문이다.77) 레이건 정부는 통화주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화되기

76) 예를 들면 1975년에 뉴욕 주식시장의 수수료가 자율화되었으며, 1974년에는(전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단기자본통제제도가 철폐되었다.
77) 이에 따라 반독점법(Anti-Trust Act)을 적용하는 데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이 법은 

미국사회에서 인수합병이나 시장지배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기능했지만, 
1970년  이후 시장지배력이 효율적인 경영이나 혁신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법의 초점이 경쟁제한보다 경쟁촉진에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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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했지만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회귀하기보다 감세정책에 바탕을 둔 공급측 경제학으로 선회했다.78) 레이건 정부 

시절의 엄청난 재정 적자 때문에79) 부시 정부는 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공급측 

경제학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탈규제였다. 클린턴 정부

도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은 규제가 아니라 탈규

제에 있었다. 또한 현 부시 정부는 레이건 정부와 매우 비슷한 경제정책을 보여주

고 있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p. 528∼530).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책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금융투

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금융시장의 자유화․탈규

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탈규제․자유화는 이들의 이해관계에 상당 부

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는 곧 기업의 지배구조에서도 주주의 발언권이 훨씬 더 

강화되었음을 뜻한다. 더구나 1960년  후반 이후 안정된 노사관계는 고생산성․

고임금의 선순환보다 낮은 생산성․고임금의 악순환이라는 경직성의 한계를 드러

내고 있었으므로, 경영자들이 노조보다 주주를 연 와 타협의 상으로 선택한 것

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  이후 미국 경제는 자본시장이 

기업행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기업의 경영전략 또한 

주주가치를 좀더 극 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M. Aglietta p. 2000).80) 

78) 흥미롭게도 레이건 정부는 탈규제정책을 더욱 강화했지만 재정 적자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80∼83년 사이에 교육훈

련, 고용,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탈규제정책에 따라 상당히 축소(320억 달러→270억 달러)된 

반면, 국방비 지출은 크게 증가(4,570억 달러→5,980억 달러)했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 529). 

79) 1985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에 이르기도 했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 559).

80) 이러한 금융시장 자유화에 힘입어 1980년  이후 미국 자본주의는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주주 

자본주의’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미국이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주주 자본주의 논리가 전 세계로 확

산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전창환 2001, 조영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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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주요 거시지표의 변화율 추이1)

1961∼68년 1969∼76년 1977∼80년 1981∼92년 1993∼2000년 2001∼05년2)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부시 클린턴 부시

GDP 성장률3) 4,85 2.79 3.30 2.99 3.73 2.56
실업률 4.85 5.80 6.53 7.13 5.20 5.42

물가상승률
4) 2.05 6.36 9.73 4.55 2.61 2.56

주: 1) 연도별 자료를 단순평균한 수치임(단 1974, 1975, 1980, 1982, 1991년의 경우 음의 성장률) 
2) 2005년은 추정치 3) 실질 GDP 기준 4) 소비자물가(상품과 서비스 포함) 기준

자료: 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various years
(http://www.access.gpo.gov/eop) 

표 5-2.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1987∼2005년)
(단위: %)

 1987∼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미국 2.9 4.5  4.2  4.5 3.7 0.8  1.6 2.7 4.2 3.5
일본 3.2 1.8 -1.0 -0.1 2.4 0.2 -0.3 1.4 2.7 2.0
영국 2.4 3.2  3.2  3.0 4.0 2.2 2.0 2.5 3.2 1.9

주요 선진국2) 2.7 3.3  2.8  3.1 3.5 1.0 1.1 1.8 3.2 2.5
주: 1) IMF 예측치. 단 미국의 경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예측치.

2)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자료: http://www.access.gpo.gov/eop 

이렇듯 미국의 경제정책은 1970년 를 기점으로 상당히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인

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정책은 흔히 1980년  이후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규제에서 탈규제로 변했으며,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에서도 안정된 노사관계

보다 시장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노사관계가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되기

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  이후 가속화되었다.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이상 관심 상이 아니었다. 1990년 에는 이

른바 ‘IT 붐’에 힘입어, 비록 1950∼60년  고도성장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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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2000년  들어 성장률

이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선진국 최고수준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표 5-2 

참고),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은 1990년 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경제적 성과는 경제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를 절 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케

인즈주의 경제정책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던 1950∼60년 에도 시장이나 민간부문

이 비교적 강력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미국에서 규제와 

탈규제, 정부와 시장,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를 포함한 신자유주의는 결코 이분법

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역으로 1980년  이후 탈규제 및 자유화가 일정 부분 정

부의 규제를 전제한 것일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는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그린스펀(Greenspan)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

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이자율을 통한 재량적 통제라는 케인즈주의 정책수

단을 종종 사용한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p. 554∼563). 

또한 레이건 정부는 탈규제․자유화를 강조하면서도 금융시장의 경쟁이 격화되

면서 일부 은행이 파산하는 등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금융시장의 안정성

을 위해 모든 은행에 5%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부과했다. 게다가 자본시장이 개

방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미국에만 적용할 경우 미국 은행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도 있으므로, 미국은 이를 국제기준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1987년 7월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BIS 자기자본비율이었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

으로 전업은행체제인 미국 은행의 경쟁력이 위협받게 되자, 1999년에는 글래스-스

티걸 법을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으로 개정함으로써 

유럽식 겸업은행체제를 도입하기도 했다(성낙선 2001, pp. 67∼68).

이렇게 볼 때 미국의 경제정책은 분명 1980년  이후 좀더 시장이 강조되는 

쪽으로 변했지만 이 변화는 규제정책에서 탈규제정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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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 강조점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81) 즉 미국경제에서 시장이나 민간부문

은 1950∼60년 에도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보였지만, 1980년  이후에는 이 

자율성이 더욱 강화된 듯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정책에서도 비슷하게 확인

된다.

4. 미국 사회정책의 특징과 변화82)

가. 자유주의적 사회정책과 연방정치

사회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시장경쟁에 따

른 폐해로부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쟁의 폐

해나 시장실패로부터 사회적 위험을 제거․완화하는 정도, 또는 분배 및 빈곤 문

제를 완화․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핑-

안데르센의 사회정책 비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사회 계층화(social strat-

ification)’라는 기준83)에 입각해서 사회정책을 3가지로 분류한다. 스웨덴을 중심으

로 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민주의 모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륙의 보수주

의(또는 조합주의) 모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 계열의 자유주의 모델이 

81) 미국의 경제정책은 규제와 탈규제의 동학 혹은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성낙선 2001), 1980
년  이후의 변화 또한 이러한 동학 혹은 결합 방식의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미국처럼 지역간․

집단간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종종 지나친 경쟁 때문에 1930년  공황과 같은 극단적인 무질

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경제는 경쟁(탈규제)이 치열해질수록 경쟁을 조절하거나 

완화시켜 줄 규제 혹은 조정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고든이 미국의 연방제를 

경쟁과 조직화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C. Gordon 1994, pp. 20∼25).
82) 이 절은 이상호(2001)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83) 이 두 기준의 의미에 해서는, G. Esping-Andersen(1990, pp. 35∼77) 참고.



180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그것이다.84) 사민주의 모델은 보편주의와 조세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를 이용해 높

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산조사나 소득조사(income-testing), 

또는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

으며, 고용조건에서 성차별이 비교적 약하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 모델은 시장경쟁

과 관련된 민간복지 중심이다. 여기서 공적 복지는 자산조사나 소득조사에 기 어 

저소득층을 상 로 이루어지는 잔여주의이며, 그것도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급여수

준도 낮으며 심지어 낙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재분배 효과가 낮을 

뿐더러 저소득층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보수주의 모델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전통적인 공동체나 위계제를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직업

집단별로 분리된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데다가 이 제도가 고용관계와 기업과 노동

자의 기여에 기 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웨덴처럼 조세에 기초한 것도, 모든 시

민을 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G. Esping-Andersen 1990, pp. 26∼29). 

이렇게 볼 때, 미국은 시장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에서 탈상품화나 평등 수준이 낮

으며,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적 부조의 비중 또한 높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회정책은 

적어도 스웨덴에 비해 국가보다 시장을,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특성은 [표 5-3]에서 확인된다. 1980년을 기준으로 생계조사에 기

초한 복지제도, 민간연금, 민간의료비의 상 적 비중 측면에서 스웨덴, 미국, 영국을 

비교할 경우, 미국이 가장 높고 스웨덴이 가장 낮으며, 영국은 중간이다. OECD 국가

들의 평균과 비교하더라도, 미국은 3가지 기준 모두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곧 미

국의 복지제도가 상 적으로 시장에 한 의존도가 높으며, 그래서 탈상품화 효과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G. Esping-Andersen 1990, pp. 69∼77).

84) 엄밀히 말해서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체제(welfare regime)’ 모델을 분류한 것이지 사회정책 

모델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복지체제와 사회정책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일

단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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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OECD 국가의 주요 복지제도 비교(1980년)

생계조사형 빈곤구제
(총공공지출 비, %)

민간연금
(총연금 비, %)

민간의료비
(총의료비 비, %)

스 웨 덴  1.1  6  7

영 국  -1) 12 10

미 국 18.2 21 57

OECD 평균  5.9 13 22

주: 1) 이용할만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G. Esping-Andersen(1990, pp. 70∼71) 

물론 미국에도 공적 복지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금(OASDI)85)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험 제도나 노인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Medicare) 제도가 있으며, 

공적부조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현금부조와 현물부조로 나

누어지는데,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요부양가족부조

(AFDC, 1996년 이후 TANF로 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

보장급여(SSI),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저소득층에게 세

액공제 형태로 제공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등

이 현금부조에 해당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식품권(food 

stamp)이 현물부조에 해당된다(표 5-4 참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수혜자의 과거 기여도(사회보험)나 생계조사(공적

부조)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빈곤에 한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자유

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만한 빈곤층(deserving poor)’에게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C. E. 

85) 이것은 노인보험(35년에 도입), 유족보험(39년), 장애보험(56년)이 결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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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미국의 주요 공적 복지 프로그램86)

종류 자격조건 재원 및 운영방식

사회
보험

OASDI 퇴직자, 유족,
장애인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청에서 운영
  (재원: 사회보험세 social security tax) 
․1983년 부분준비금제도 도입(OASI 신탁펀드, DI 신탁펀드) 
․장애보험 급여는 5개월의 기기간 필요.

실업보험 실업자
․연방정부 기준만 제시, 운영은 주정부
  (재원: 고용주의 기여금) 

공적
부조

TANF
(AFDC)

부양능력 없는,
유자녀 가정 

․주정부 운영(재원: 연방정부의 block grant)
․1996년 TANF로 체(근로의무 추가)

SSI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청에서 운영(재원: 일반조세)
․연방정부의 기본급여에 주정부의 지원급여 추가되기도 함.
․TANF와 달리 근로의무 없음 

일반부조
OASDI, AFDC,
SSI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빈곤층

․주정부가 운영(재원: 주정부의 재정) 
․TANF나 SSI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소득자들에

게 현금 지원 제공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많음 
․클린턴 정부 이후 급여수준 체로 하락

EITC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 
소득계층

․연방정부가 운영
․조세환급(tax benefit)방식
․근로유인(단, 빈곤함정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로소득 

보다 EITC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도록 설계됨) 
․현재 이 제도는 자산조사방식 중 미국 최 의 소득지원 

프로그램 

식품권
(food stamp) 저소득 노동자

․주정부가 운영(재원: 연방정부 보조금과 주정부 재정) 
․부양아동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무가 부여됨

Medi
care

PartA
(HI)

65세 이상 
노인(장애보험수혜자

는 65세 미만도 
가능) 

(강제가입)

․연방정부가 운영(재원: part A는 사회보험세. part B는 
보험금과 일반조세)

․1983년, 부분준비금제도 도입(HI 신탁펀드, SMI 신탁
펀드)PartB

(SMI) 상동(임의 가입)

Medicaid 저소득층 ․연방정부가 운영(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재원)
주: 사회보험(social security)은 보험가입,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는 생계조사 전제; HI=hospital 

insurance(병원보험); SMI=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보충적 의료보험)

86) 이 표는 고광수․김영갑(2000), S. A. Levitan, et al. (1998), 김종일(2006, pp. 170∼172)
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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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 et al. 1990, pp. 223∼240). 나아가 생계조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낙

인’이라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피하기도 어렵다.87)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회정책은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마

샬의 ‘사회적 시민권(T. H. Marshall 1977)’ 모델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빈곤

이나 노동시장 참가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나

마 노인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Medicare가 이 모델에 가장 가깝지만, 이 역

시 연금보험가입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사회적 시민권과는 거리가 있다(G. 

Myles 1996, pp. 126∼127). 때로는 엄격한 자격조건이 복지제도의 효과를 반감

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체로 취업기

간과 임금수준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임금수준을 고려해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데, 

이는 곧 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취업기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파트타임 노동자와 풀타임 노동자를 비

교할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가 풀타임 노동자보다 실업률이 높지만 실업급여 수급률

에서는 오히려 파트타임 노동자가 낮게 나오기도 한다(황덕순 2003, p. 63).

미국에서 이러한 최소주의적 사회정책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해서는 흔히 미국의 뿌리 깊은 자유주의 전통이 거론된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나 

책임을 특히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은 미국의 사회정책을 설명해주는 핵심 변수가 

된다(J. T. Patterson 1995, p. 209; G. V. Rimlinger 1971, pp. 193∼244). 오늘

날 미국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공공정책에 찬성하면서도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의존, 무책임, 게으름, 나태로 해

석하는 것도 이러한 전통과 관련된다(C. E. Cochran et al. 1990, p. 211). 

87) 복지제도가 생계조사나 소득조사에 기 어 운영될 경우,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는 문제와 낙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정보비 칭성과 맞물면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존심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A. Sen 1999, pp.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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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정책이 분명 자유주의로 설명될 만한 특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점

에서 위와 같은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미국의 사회정책은 1935년에 제정된 사

회보장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미국 사회정책의 기

본구조 즉 연방정부가 규제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 연방정부가 보조금

을 지급하는 공적부조, 전국민에게 강제되는 노인연금의 형태를 담고 있다는 점에

서(T. Skocpol 1995, pp. 13∼15)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법은 농업노동자와 

가내수공업노동자를 적용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흑인의 2/3를 복지혜택에서 제외

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J. S. Hacker & P. Pierson 2002, p. 304). 이러한 한계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자유주의 전통과 분명 관련이 있다(G. V. Rimlinger 

1971, pp. 221∼232).

2차 전 이후 미국은 시장경쟁을 통한 고성장과 완전고용을 이용해 분배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또한 자유주의 전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시장

경쟁과 개인의 책임이 강조될 경우, 시장의 불평등이 그 로 복지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 민간복지제도(특히 기업복지)가 비교

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것이 또 다른 복지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김종일 1998). 

게다가 고도성장기에는 기업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복지를 확 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고도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민간복지제도가 시장경

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렵

다. 고도성장기인 1960년  초반 미국의 노동시장도 후한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고

임금 노동자와 열악한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저임금 노동자로 양분되어 있었다(G. 

Myles 1996, pp. 119∼121).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1960년  존슨(Johnson) 정부가 ‘빈곤에 한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한 후, 미국에서 사회정책이 확 되기 시작했다는 점

이다. 존슨 정부는 복지급여자격을 완화하고 복지급여수준을 인상했으며,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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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신설했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p. 524∼526). 이러한 움직

임은 1970년 에도 계속 이어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복지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

가했다. 아울러 닉슨 정부시절에는 보충적 소득보장급여(SSI)와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라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1970년  후반까지 빈곤율이 

꾸준히 하락했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미국의 빈곤인구 및 빈곤율 추이

자료: 美 상무부, 센서스국(2004)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도 자유주의 전통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시장경쟁과 개인

의 책임이 강조될수록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조정할만한 제도나 정책이 요

구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확 는 자유주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60∼70년  미국의 사회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서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정부는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186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강조하면서 시장경쟁과 경제성장을 이용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으며, 

소득이전보다 소득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즉 기회균등원리를 강화하는 쪽

으로 나아갔다.88) 잘 발전된 소득이전체계가 없었으므로, 1970년  이후에도(빈곤

율의 하락 추세와 별개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계속 나타났으며, 그 정도 또한 점점 

더 심해졌다(G. Esping-Andersen 1990, pp. 173∼178).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사회정책은 분명 시장경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

주의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미국의 사회정

책은 자유주의로 설명될 수 없는 특성 또한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세기

에 자유주의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슷했지만, 1차 전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사회정책이 등장한 영국에 비해 1930년 에야 비로소 사회정책이 등장했다(T. 

Skocpol 1995, pp. 15∼19). 더구나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질병급여

(sick leave), 가족수당제도, 공적 의료보험이 없는 국가(N. Barr 1992, pp. 757∼

765)라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구조 또한 영국과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회정책은 자유주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통

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성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전통으로 설명될 

수 없는 측면은 주로 미국 연방제의 정치적 특성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피어슨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 피어슨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나 계급정당 같은 거

조직이 사회정책의 도입시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회정

책을 축소하는 데에는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정책의 축소 혹은 개혁은 

독자적인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된다(P. Pierson 1997, pp. 28∼29).89) 게다가 미

88) 이에 따라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이 제정되고, 경제기회청(office of eco-
nomic opportunity; OEO)이 신설되었다(C. E. Cochran et al. 1990, pp. 233∼234).

89) 피어슨에 따르면, 사회정책의 축소비용은 집중되지만 그 편익은 분산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투표자

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좀더 많이 기억한다는 점에서 공적 사회정책의 축소는 정치가에게 흔히 선

거패배의 위험성을 안기게 된다고 주장한다(P. Pierson 1997,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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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연방제의 특성상, 특정 집단의 강력한 반 만으로도 사

회정책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90) 피어슨은 이러한 집단의 사례로 남부 민주당

원, 공화당 표자, 사업계로 구성된 ‘거부권 연합(veto coalition)’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도 남부 민주당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P. Pierson 1995, pp. 301∼

305). 

피어슨에 따르면, 1935년의 사회정책의 수혜 상에서 흑인이 배제된 이유나, 

1960∼70년 에 흑인이 사회정책의 수혜 상으로 포함된 이유는 모두 남부 민주

당원 때문이다. 1935년 당시 남부 민주당원은 농장의 소작인 혹은 노동자인 흑인

을 보호해주는 법이 등장할 경우,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흑인을 보호하는 사회정책의 등장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60년

에 남부의 농장이 부분 기계화되면서, 젊은 흑인 노동자들이 부분 도시로 이주

하게 되자, 남부 민주당원들은 흑인을 보호해주는 사회정책의 등장에 반 하지 않

게 되었다. 또한 1960∼70년 에 연방정부는 사회정책을 확 하면서 실업급여와 

AFDC도 연방정부의 영역으로 개편하고자 시도했지만, 남부 민주당원들은 북부와 

남부의 임금격차 때문에 이러한 시도에 반 했다. 물론 여기에는 공화당과 실업계

도 합세했다. AFDC를 연방정부의 영역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해서도 남부 민

주당원들은 일관되게 반 했다(앞의 글, pp. 305∼318). 

거부권 연합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60년  이후 젊은 흑인 노동자

들이 남부 농장을 떠나면서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자, 과거처럼 노인구제 프로그램

을 주정부가 감당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남부 민주당원들은 닉슨 행정부시절

인 1972년에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충적소득보장급여(SSI)를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90) 미국의 분권화된 정치체제는 고도로 파편화된 이익집단의 출현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많은 이익집

단들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도 한다(P. Pierson 1997, pp. 
31∼32).



188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체계로 도입하는 것에 해 반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품권 또한 노동하는 노인 

빈곤층을 상 로 한다는 점에서 남부 민주당원들이 반 할 이유가 없었다. 닉슨 정

부 시절에 도입된 EITC 제도에 해서도 남부 민주당원이 반 할 이유는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자녀가 있는 저소득노동가계에게만 적용되므로, 저임금 노동

에 의존하는 기업이나 지역 엘리트들에게도 위협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이 제도는 저임금 노동에 기초한 산업이나 지역(남부)에 특히 유리했다(P. 

Pierson 1995, pp. 322∼324).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사회정책은 자유주의와 함께 연방제를 고려해야만 그 특

성이 완전히 설명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정책이 시장이나 주로 의

료보험과 연금분야의 기업복지에 크게 의존한다는 평가는 부분적인 진실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도 미국의 사회정책은 개인별 기여도나 시장에 기초한 연금체

계와 공적부조가 분리․운영되고 있으며,91) 주정부의 자율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특성까지 갖고 있는데(황덕순 2003), 자유주의 전통으로는 이것이 설명될 수 없다. 

미국의 사회정책은 시장이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기본 특징으로 

하면서도 연방제라는 또 다른 요인에 따라 독특한 형태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나. 1970년대 복지위기와 복지축소정책

미국의 사회정책은 1970년  경기침체와 함께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로 조세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복지관련 지출은 증가되었

91) 미국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연금체계를, ‘복지(welfare)’는 공적부조를 각각 가리킨

다(김종일 2001, p. 85).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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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

서 정부는 몇 차례 세율인상을 시도했지만 반발에 부딪쳤으며, 카터 정부 시절에는 

종합 교육․훈련법(Compreh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Act, CETA)을 통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G. Esping-Andersen 

1990, pp. 178∼186). 그렇지만 적어도 1970년  후반까지 미국의 복지관련 지출

은 꾸준히 증가했다.92) 1970년 에는 특히 복지급여자격이 완화되면서, 빈곤층의 

소득보장지출이나 Medicare, Medicaid에 한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G. H. 

Walton & H. Rockoff 2005, pp. 523∼524). 

이러한 점에서 레이건 정부는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탈규제․유연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사회정책 또한 상당히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93)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기본적인 공적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복지축소는 불가

피했다. 이에 따라 레이건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

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 에 밀려 실패한 후 그 초점은 빈곤

층을 상으로 한 공적부조의 축소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레이건 정부는 AFDC와 

실업급여를 축소하고94) AFDC에 근로관련 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이른

92) 1977년에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투입된 비용은 GNP의 20%였다(J. T. Patterson 1995, pp. 
199∼202).

93) 물론 1970년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복지위기는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응은 복지모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이 복지축소와 결합된 노동시장 유연화․탈

규제 전략을 선택했다면,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서비스부문의 고용팽창전략을 

선택했으며, 독일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그 결과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스웨덴은 재정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독일은 높은 실

업률과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시장의 내부자-외부자 분리 문제가 새롭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불평

등과 빈곤의 확 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G. Esping-Andersen 1996a, pp. 10∼20). 
94) 그 결과, 4인 가족 기준 AFDC 중간급여수준이 761달러(1972년)에서 435달러(1990년)로 하

락했으며, 실업급여수준도 52%(1975년)에서 29%(1990년)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빈곤

율이 1979년에 약 15%에서 1990년에는 21%로 급상승했으며, 같은 기간에 GDP 비 이전지

출(노인 제외) 비율도 하락했다(김종일 200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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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로복지정책(workfare policy)’도 강력하게 추진했다(황덕순 2003, pp. 31∼

33).95)

그림 5-2. 미국의 빈곤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규모

(단위: GDP 비 %)

자료: CBO(2005),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 Fiscal Years 2006 to 2015.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된 것은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다. 클린턴 정부도 집

권 초기에는 EITC를 확 하고 의료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미

국 사회보장체제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국가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상

당히 의미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노동비

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 때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료보험체

계가 도입되면 기업의 활동이 정부의 의료보험에 제약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고용주들과 보험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S. Giaimo 2001, pp. 357∼

365). 아울러 클린턴 정부는 빈곤의 확산과 양극화에 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강조하는 사회투자전략과 함께 EITC의 확 를 통한 취업유인정책을 병행

하기도 했다. 

95) 미국의 근로복지정책은 1986년에 복지수급의 조건으로 근로의무를 명시한 첫 번째 연방 법률인  

 가족지원법(FSA)」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김종일 2001,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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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4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클린턴 정부의 

복지개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AFDC를 TANF로 체한 1996년 복지

개혁이 그 성과였다.96) AFDC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부양

아동이 있으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선을 넘지 않는 가정이 수혜 상이었는데, 주로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는 미국 공적부조제도의 중심축이라는 점에

서 흔히 빈곤층의 마지막 사회적 안정장치로 평가되었지만, 미국의 복지제도 가운

데 유일하게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복지의존’ 

논쟁의 핵심쟁점이었다. 1996년 복지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 제도를「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의 제정을 통해 도입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체하는 것이었다. TANF는 공적부조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한시적으

로만 급여를 제공하되, 근로관련 활동에 한 참여를 의무화하여 생애 5년으로 제

한함과 동시에 2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노동하도록 규정했다.97) 

이렇듯 미국은 1980년  이후 자유주의 모델에 점점 더 충실해지고 있으며, 빈

곤에 해 개인의 책임이나 노동유인의 문제를 점점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 EITC가 확 되고, AFDC가 폐지된 것 또한 이러한 경향을 반

96) 1996년 복지개혁은 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것이었다(황덕순 2003, pp. 
33∼35).

97) 1996년 복지개혁은 연방정부의 응보조금(matching fund)을 포괄적 교부금(block grant)으로 

체하면서 연방정부에 한 빈민들의 복지수급권을 주정부로 넘기는 것이기도 했다. 과거 주정부

는 독자적으로 수급자격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 주의 소요예산을 결정하면 연방정부가 사전

에 설정되어 있는 연방과 주의 재원 분담기준에 따라 소요재원( 응보조금)을 분담했지만, 이제 

주정부는 정액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

화는 주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방정부에 한 빈민들의 복지수급권을 해체

한 것이기도 했다(김종일 2001, pp. 89∼90). 한편 1996년에 도입된 TANF의 포괄 교부금이 

2002년 9월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상하 양원은 TANF의 잠정적인 연장승인을 8번이나 거듭 반복한 상태이다(김종일 2006,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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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것이다. EITC는 일하는 빈곤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것의 확 는 곧 

노동유인과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 A. Levitan, et al. 

1998, pp. 146∼150). 또한 AFDC는 가족해체를 촉진하고 노동유인을 손상시키며 

재정적자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해체되었지만 이것이 연방예산의 1% 미만에 불과

하며, 스웨덴과 비교해 볼 때 공적부조가 이혼율과 한부모 가정을 증가시킨 직접적

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해체 이유는 노동유인에 있는 셈이다

(G. Myles 1996, pp. 135∼136). 

자유주의 전통이 비교적 강한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

다. 오히려 1980년  이후 미국의 사회정책은 기본 특성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연방제의 정치적 특성이 강하게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사회정책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될 때부터 ‘주의 권리

(state rights)’를 강조하는 주정부 때문에 상당히 분권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특성이 경기침체나 이에 따른 재정적자 상황에서 주정부들 사이의 복지축

소 경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앞의 글, pp. 128∼131).

표 5-5.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 추이

(단위: %)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한국 - - - - -  3.1  3.2  3.4  3.9  5.9  5.6  6.1

스웨덴 28.8 30.0 29.0 30.0 30.6 30.8 35.3 35.4 32.5 30.4 28.6 28.9

영국 17.9 20.1 21.0 21.2 19.1 19.5 23.1 23.2 22.8 21.5 21.7 21.8

미국 13.3 14.0 13.2 13.1 13.0 13.4 15.2 15.4 15.3 14.5 14.2 14.8

OECD-23 평균 17.9 19.3 19.3 19.8 19.9 20.9 23.0 23.2 22.9 22.3 21.8 22.1

EU 평균 20.6 22.1 22.2 22.8 22.7 23.4 25.6 26.2 25.6 24.3 23.7 24.0

자료: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1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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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  이후 계속해서 복지축소가 강조되었지만, 복

지관련 지출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표 5-5]에서 미국은 스웨덴이

나 영국에 비해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작고 심지어 OECD 23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2∼96년에는, 그 수치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98) 그렇다

면 미국에서 ‘복지축소’는 단순한 정책구호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 질문은 연방제

의 정치적 특성을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이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이후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심지어 복

지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던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EITC 제도

는 크게 확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축소가 정책구호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

다.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개혁에 성공했

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방 정부가 이미 분권화되어 있거나 앞으로 분권화

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복지제도들에 해 주정부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식으

로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P. Pierson 1997, pp. 100∼128). 1996년에 AFDC

가 폐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주요 항목별 사회지출 비중의 추이를 통해서 확인된다. 여기서 

소득부조는 1980년  중반∼1990년  초반에 약간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약 1.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표 5-6 참고). 클린턴 정부 시절에 EITC가 크게 확 되

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외한 소득부조는 축소되었음에 틀림없다. 이 표에서 

2005년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금지출이며, 그 다음이 Medicare, 

98) 피어슨은 1980년  이후 미국에서 복지축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복지제도의 기본 특

성이 그 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복지축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P. 
Pierson 1997,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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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와 같은 의료관련 지출이다. 연금지출은 1980년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의료관련 지출은 1980년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준다. 1970

년 에는 의료관련 지출이 소득부조지출에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한다면 1980년  

이후 복지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표 5-6. 사회지출 항목별 GDP 대비 비중의 추이

(단위: %)

연금 Medicare Medicaid 소득부조
1)

기타

1970 2.9 0.7 0.3 0.8 1.2

1975 4.1 0.9 0.4 1.9 1.7

1980 4.3 1.2 0.5 1.6 1.6

1985 4.5 1.7 0.5 1.3 1.5

1990 4.3 1.9 0.7 1.2 1.3

1995 4.5 2.4 1.2 1.6 1.3

2000 4.2 2.2 1.2 1.4 1.2

2005 4.2 2.7 1.5 1.6 1.2
주: 실업보험, SSI. EITC, 식품권, 가족부조(family support) 등 포함 

자료: CBO(2006),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 Fiscal Yars 2007 to 2016, p. 169, Table F. 
10(http://www.cbo.gov 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미국의 복지개혁은 주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만을 축소한 셈이

다. 이른바 ‘복지의존 빈민(welfare poor)’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러한 변화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1996년 복지개혁은 적

어도 외형상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 보인다. [표 5-7]에서 드러나듯이, 

1996년 이후 TANF 수급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5-1]에서 성장률

은 1990년 에 비해 2000년 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서는 크게 달라

지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복지개혁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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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AFDC/TANF 수급자 비교

(단위: 명, 월평균, calendar year 기준)
가족 개인 비고

1996년1) 4,408,508 12,242,125 AFDC 수급자

1998년 3,050,335  8,347,136 TANF 수급자

2000년 2,215,388  5,778,034 상동

2002년2) 2,044,734  5,013,728 상동

2004년 1,980,641  4,745,411 상동

2006년 6월 1,772,123  4,126,991 상동

주: 1) 8월

2) 12월

자료: http://www.acf.hhs.gov

이러한 성과는 빈곤율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표 5-8, 표 5-9 참고). 1990년  

중반 이후 미국의 빈곤율은 절 적인 의미에서나 상 적인 의미에서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취약한 집단인 편모가정의 아동 빈곤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TANF가 수급자에게 근로의무를 강제하면서 이 제도의 

주요 수혜집단인 편모(미혼모 포함)의 취업률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김종일 2006, 

pp. 189∼192).

표 5-8. 상대 빈곤율 추이

전체 아동 성인

40 50 60 40 50 60 40 50 60
1974 10.7 15.9 21.0 13.9 19.3 24.8 16.5 27.5 37.9
1979 10.0 15.8 21.3 13.1 20.4 27.0 17.4 27.3 37.4
1986 12.4 17.8 23.7 18.5 25.1 32.0 14.1 23.5 32.1
1991 12.1 18.1 24.3 18.2 25.6 33.1 12.6 21.6 30.0
1994 11.8 17.8 24.3 16.9 24.5 32.3 11.8 20.6 29.3
1997 10.8 16.9 23.9 14.8 22.5 31.1 12.0 20.7 29.9
2000 10.8 17.0 23.8 14.1 21.9 30.2 15.0 24.7 33.3

주: 40, 50, 60은 각각 중위소득 비 빈곤선(%)을 지칭 

자료: LIS Survey(www.lis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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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가족유형별 아동 빈곤율 추이

모든 아동 양부모가정 편모가정 편모가정 아동의 비율

1974 19.3 11.6 60.1 15.5

1979 20.4 11.6 52.1 21.6

1986 25.0 16.1 62.8 18.8

1991 25.6 15.6 60.0 21.3

1994 24.5 14.8 55.9 22.9

1997 22.4 13.7 52.5 21.5

2000 21.9 14.8 49.3 19.5

자료: LIS Survey(www.lisproject.org)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복지개혁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TANF의 평

생 5년이라는 수급기간 제한 규정은 빈곤층으로 하여금 복지급여신청 자체를 신중

하게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5년’은 최악의 상황에 비해서 끝까지 남겨 두어

야할 마지노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종일 2006, 181∼185). 이런 의미에서, 빈

곤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또 다른 장기빈곤 문제를 감춘 것일 수 있다. 설령 복지

개혁이 복지의존 빈민의 확 를 막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근로빈

민’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G. Myles 1996, pp. 131∼134). [표 5-10]을 보자. 여

기서 미국은 노동인구 빈곤율이 가장 높지만, 노동인구를 위한 사회지출에서는 정

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곧 TANF의 도입으로 표되는 복지개혁이 빈곤층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이 집단의 소득수준을 빈곤선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게 만든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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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노동인구 사이의 빈곤율과 사회지출 

(단위: 2001년, GDP 비 %)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빈곤율 10.28 6.04 8.00 5.93  5.14 8.68 13.72 8.79

사회지출  5.79 9.16 7.29 9.14 11.61 7.00  2.34 6.78
주: 노동인구를 위한 사회지출 중 의료, 노인, 장애인을 위한 급여를 제외한 부분의 GDP 비 비중을 나

타낸다. 이 중에서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1 (http://www. oecd.org에서 재인용).

게다가 미국의 빈곤문제는 단순히 양적 규모나 비율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종이나 성별 또는 가족구조에 따라 빈곤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 A. Levitan, et al. 1998, pp. 33∼42). 특히 흑인과 편모가정

의 빈곤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나 불완전 고

용, 또는 성․인종 차별이라는 전통적인 비민주적 요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

늘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편모가정과 불완전 고용의 비율이 미국만큼 높지만 

이러한 가정과 노동력이 부분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도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빈곤문제는 주로 복지축소에서 비롯

된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미국 빈곤문제의 핵심은 1980년

 이후 미국이 선택했던 복지축소, 탈규제, 유연화 정책이 1970년 까지 비교적 

약한 수준에서나마 확 되었던 복지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유주의 복지

모델의 폐해를 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약화시켜버렸다는 데 있는 것이

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복지개혁의 한계로만 보기는 힘들지 모른다. 세계화와 탈산

업화 이후 저임금․저숙련 직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직종의 

신규고용이 부분 기업복지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탈복지 수급자들이 부분 저임금․저숙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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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근로 빈민 문제는 복지개혁 정책의 한

계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복지개혁 혹은 복지축소정책이 정

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최소한의 복지제도가 더욱더 요

구된다면, 세계화나 탈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탈규제․유연화 정책과 함께 

복지축소정책과 함께 빈곤층에게 근로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적절한 안으로 보기

는 힘들다. 저소득층이 저임금․저숙련․불안정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빈곤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복지축소 정책은 빈곤탈출의 가

능성이 낮은 전략일 수도 있다(김종일 2006, pp. 195∼197). 

5. 정책적 함의

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미국

1) 고도성장기 정책의 조화와 조건

미국의 케인즈주의가 시장이나 민간부문에 한 직접적인 개입보다 간접적인 

개입을 선호했다면, 미국에서 탈규제나 자유화가 1979년 통화주의 정책으로 전환

한 후 비로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접 개입의 특성상, 케인즈주의가 상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1950∼60년 에도 미국에서 시장이나 민간부문은 비교적 

자율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사

회정책은 1979년 이전에도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비교적 강하였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볼 때, 적어도 미국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180도 전환한 것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한 것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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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중심이나 그 성과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부인

할 수는 없다. 이는 특히 사회경제정책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표 5-11]은 1960년 부터 최근까지 사회․경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주요 거시

지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사회경제정책은 1980년

 이전과 이후로 별된다. 케인즈주의 규제정책․복지확 정책에서 신자유주의 

탈규제․복지축소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전후 고도성장기의 특징인 성장․

고용․분배의 선순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표 5-11. 시기별 정책변화와 정책조화

주요 거시지표 경제정책 사회정책 정책 조화 가능성

1960년
(케네디
∼존슨)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완만한 물가 상승

․케인즈주의
․금융규제
․임금/가격 통제

복지
확

․고성장 
․물가안정
․안정된 노사관계와

기업복지 확

1970년
1)

(닉슨∼
카터)

․스태그플레이션
․재정적자

상동 상동 상동

1980년
(레이건∼

부시)

․저성장, 고실업
․물가상승률 하락
․재정적자

․탈규제, 유연화 
․금융시장 자유화

복지
축소

․고성장
․복지제도(사회보험,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등)
․기업복지 확

1990년
(클린턴)

․고성장, 저실업
․근로빈민

 상동 상동  상동

2000년
(부시)

․고성장, 저실업 
․재정적자
․근로빈민

 상동 상동  상동

주: 1979년 통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이전

1980년  이후 재정적자는 사회정책의 확  때문이 아니라 주로 군비확장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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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미국의 케인즈주의는 금융규제와 감세정책을 통해 성장․고용․분배

의 선순환을 확보했다. 감세정책이 민간경제를 활성화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하게 

한 조건이라면, 금융규제정책은 기업이 주주나 금융투자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안

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생산성→고임금→고소비의 선순환을 확

보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또한 기업의 경영자는 노사협상을 통해 기업복지를 제공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 했으며, 이것이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성을 더

욱 상승시켰다. 정부는 끊임없이 사회정책을 확 함으로써 시장이 해결하기 힘든 

분배나 빈곤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점에서 1960년  미국의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은 한편으로는 고도성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정책과 경

제정책의 조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

국의 케인즈주의는 시장이나 민간부문에 간접적인 개입방식을 선호했다. 1960년

에 감세정책을 선택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1960년 처럼 사회정책이 확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장정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으

면 재정적자에 직면할 위험이 컸다. 또한 경영자들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노

동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임금과 후한 기업복지, 그리고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고 높

은 생산성이라는 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영전략은 모두 경영자들이 정부의 금

융규제정책에 힘입어 주주나 금융투자자들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주나 금융투자자들은 높은 생산성 증가율에 힘입어 실질적

인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한, 이러한 경영의 자율성에 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

다. 

이런 의미에서 1960년  미국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확보했지만, 이 

선순환은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물가가 상승할 경우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 또한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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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장기근속에 따른 생산성 이익까

지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었지만 경직성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1960년  

후반부터 이른바 ‘포드주의의 위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임금이 계속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이 경직성 때문이었다. 게다가 1960년  미국

의 케인즈 주의는 감세정책→민간의 소비․투자 확 →고도성장→복지확 로 이

어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기 한 만큼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1960년  고도성장을 뒷받침

했던 요인들이 제 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1960년  후반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안정된 노사관계가 경직성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임금을 계속 상승시켰으며, 여기에 베트남전과 복지확 에서 

비롯된 재정적자와 오일쇼크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특

히 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경영의 자율성

이나 그 근거인 금융규제정책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사회경제정책에서 비롯

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케인즈주의 금융규제정책이나 이와 관련된 경영의 

자율성,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이미 그 내부에 생산성 증가세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만한 요인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70년 에 이

러한 요인이 드러나고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확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 

혹은 충돌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계기이자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위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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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 이후 정책간 갈등과 조화 가능성

이런 의미에서 1980년  이후 미국에서 탈규제․자유화․유연화 정책과 함께 

복지축소정책이 나타나는 등 자유주의적 특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세계화

나 후기산업화라는 외적 조건의 변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미 충분히 예

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고도성장을 이끌던 케인즈주의 규제정책과 안정된 노사

관계가 1970년  들어 내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

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복지확 정책을 

지속하기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1980년  이후 정책기조의 변화가 정책

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1950∼60년 에 미국은 케인즈주의 개입정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

며, 복지제도를 통해 고도성장의 혜택을 국민들, 특히 빈곤층에게 분배할 수 있었

다. 또한 경영자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통해 고생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임금과 

후한 기업복지를 제공했다. 1950∼60년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은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시장중심의 사회경제정책이 강

화되면서 과거에 확보된 복지제도, 특히 공적부조가 축소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

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고용 안정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세계

화로 경쟁이 격화되는 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업복지수준 

또한 축소되기 시작했다(황덕순 2003, pp. 47∼48). 미국에서 기업복지는 전통적

으로 약한 공적 복지제도를 상당부분 보완해주었다는 점에서 이것의 축소는 분배

나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정책간 조화 혹은 보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세계화와 후기산업화의 영향으로 특히 저숙련․저임금 직종의 경쟁이 치

열해지고, 그래서 이 부문의 노동자들 사이에 종종 임금인하 경쟁이 나타나기도 하

는 상황에서 탈규제․자유화 정책이 등장하고 공적․사적 복지제도가 축소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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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는 사실은 성장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더 이상 분배나 빈곤 문제의 개선

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근로빈민’의 존재가 이

를 보여준다.99)

물론 탈규제․자유화․유연화 정책이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결코 확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쟁의 효율성에 힘입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확보

된다면, 고용창출과 함께 임금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이 확보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재 미국

의 경제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높지 않다. 무엇보다도 과거 고도성장기 만큼의 성

장률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장경쟁은 기본적으로 분배나 빈곤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

책의 조화 측면에서 볼 때, 탈규제․자유화 정책의 강화는 시장경제의 위험성이나 

분배 혹은 빈곤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해줄만한 복지제도의 확보가 거의 필수적

이다. 이는 단순히 분배나 빈곤문제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적절한 복지제도는 효

율성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화 시 에 이러한 복지제도를 확

보하기란 쉽지 않을지 모른다. 게다가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시장이 중시되

고 있으므로 이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며, ‘복지의존 빈민’의 문제 또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취업이 곧 빈곤탈출이 아닐 수도 

99) 금융시장의 자유화 또한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요인인 듯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금융시장의 자

유화는 기업경영에 한 주주의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주주가치 극 화가 차

지하는 비중을 한층 높여준 반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내용도 담고 있었다. 1990년  미국의 호경기가 보여주듯이,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자본유입→주가상승→투자확 →호경기→자본유입→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선순

환을 제공하는 계기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게 움직였다. 1990년  

호경기에 주식의 순발행 또는 순공급이 (-)였을 정도로,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확보된 자금을 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관리에 사용했기 때문이다(전창환 2001,  pp. 38∼
43). 물론 여기에는 주주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1980년  이후 

미국의 자본주의를 ‘주주 자본주의’로 정의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기서 노동배재적 성장전략을 읽

는다(조영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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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저소득․빈곤층에게 근로의무만을 강제하는 복지개혁으로는 분배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표 5-12]를 보면, 어떤 지수로 평가하든지 1980년

 이후 미국의 분배상황은 1970년 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00) 물론 여기에는 1970∼80년  장기침체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990년 의 경우, 상당한 호경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Gini 계수나 Atkinson 계

수로 볼 때 불평등도가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졌음을 감안한다면, 경기변동으로 미

국의 분배문제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세계화 때문에 공

적․사적 복지제도가 축소되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원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분배문제가 1980년 에 크게 악화되었지만 1990년  이후에

는 그렇지 않으며 특히 2000년의 경우에는 1997년에 비해 거의 모든 지수에서 완

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12. 미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Gini 계수
Atkinson 지수

(=0.5)
Atkinson 지수

(=1.0) P90/P101) P90/P502)

1974 0.318 0.089 0.190 4.92 1.90
1979 0.301 0.078 0.167 4.67 1.86
1986 0.335 0.094 0.197 5.71 2.04
1991 0.338 0.096 0.201 5.65 2.04
1994 0.355 0.105 0.214 5.85 2.15
1997 0.372 0.118 0.229 5.57 2.14
2000 0.368 0.115 0.224 5.45 2.10

주: 1) 상위 10%(P90)의 평균소득을 하위 10%(P1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

2) 상위 10%의 평균소득을 중간 10%(P5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

자료: LIS Survey(www.lisproject.org)

100) 게다가 미국의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여유진․김태완 2006, p. 
50).



제5장 미국: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의 추구  205

좀더 심각한 것은 ‘근로 빈민’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1980년  이후 복지개혁

이 AFDC로 표되는 공적부조정책의 축소 혹은 폐지와 함께 빈곤층에게 근로의

무를 강제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변화된 사회정책의 효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정책이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근로 빈민’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세

계화 때문에 저숙련․저임금 직종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빈곤

층에게 주로 근로의무만을 강제하는 정책을 복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 이는 곧 근로 빈곤층의 문제는 미국의 복지개혁이 

낳은 필연적인 부산물에 가깝다. 취업과 함께 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공되었더라면, 노동시장이 ‘근로 빈민’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미국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정책은 

분배․빈곤문제의 개선을 노동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장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처럼 사회정책이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 경우 

특히 필요한 정책에 가깝다. 그렇지만 [표 5-13]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미국에

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의 노동시장정책이 1980년  이후 ‘복지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인적자본 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HCD) 모델이 아니라 취업

우선(Labor Force Attachment: LFA) 모델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김종일 2000101)). 근로복지정책의 등장이나 1996년 복지개혁은 바로 

이러한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101) 김종일은 장기적인 취업능력과 소득향상을 보장하는 데 있어 HCD 모델이 LFA 모델보다 적

절하지만, 미국의 WTA 정책은 1980년  초반 LFA 모델 중심에서, 1980년  후반에 

HCD 모델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1990년  중반에 다시 LFA 모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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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중(2001년)

(단위: %)

연금
노동인구 
소득보조

의료
사회

서비스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스웨덴(28.9)2)  7.4 7.0 7.4 5.8 1.4

영국(21.8)  8.3 5.9 6.1 1.2 0.3

OECD-30 평균(20.9)  8.0 4.8 5.8 1.7 0.6

미국(14.8)  6.1 1.8 6.2 0.5 0.2

한국(6.1)  1.3 1.0 3.2 0.3 0.3

주: 1) 의료관련 지출 제외

2) ( )의 숫자는 GDP 비 총사회지출의 비중. 이하 동일

자료: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1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에서 재인용).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빈곤층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미국이 안고 있는 ‘근로빈민층’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분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른바 ‘유연안정성’ 기준에도 충분히 부합된다. 물론 스

웨덴처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나치게 활용할 경우,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G. Esping-Andersen 1996b, pp. 256∼261). 그렇지만 현재 미

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스웨덴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에는 그 비중이 

너무 작다. 게다가 미국처럼 복지제도가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 경우, 스웨덴

처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재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화로 복지축소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복지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조건에 가깝다. 게다가 인구의 노

령화 혹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 및 의료 체계의 개혁 또한 필수적이

다. 그렇지만 1980년  이후 미국의 복지개혁 혹은 복지축소는 연금과 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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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에는 실패하고 AFDC의 폐지로만 이어졌을 뿐이다. 이는 재정문제를 해결

하거나 노령화 문제에 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

니다.

의료개혁의 실패는 특히 심각하다. [표 5-6]에서 확인한 미국의 의료관련 지출

(Medicare, Medicaid)은 197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사회지출 항목이다. 

2005년 현재 이 지출은 연금관련 지출과 똑같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

다.102) 미국 또한 인구가 노령화되는 상황이므로, 연금지출과 의료관련 지출의 증

가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미국에서 의료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표 5-14 참고).

표 5-14. 주요국의 사회경제지표 비교 

(단위: %, GDP 비)

의존율
1)

출산율
의료보호 지출

공적 사적 전체

연도 2000 2050 1990 2002 2002 2002 2002

OECD 21 47 1.86 1.60 6.0 2.4 8.4

미국 19 32 2.08 2.01 6.6 8.1 14.7

한국 10 55 1.60 1.17 3.2 2.7 5.9

스웨덴 27 47 2.13 1.65 7.9 1.4 9.3

영국 24 38 1.83 1.64 6.4 1.3 7.7

주: 1) 65세 이상의 인구/15-64세 인구

자료: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1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에서 재인용).

102) 최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회지출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은 연금지출이다. 그렇

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관련 지출 또한 사회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에 속한다(황
덕순 2003,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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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가의료보험체계의 부재가 좀더 중요한 원인에 가깝다. 정보 비 칭성

이 존재하는 의료부문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시장실

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의료보호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국가의료보험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의 문제

인 셈이다. 이는 곧 국가의료보험체계의 존재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위배된다기 

보다는 부합되어서 시장친화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때, 1980년  이후 미국에서 탈규제․자유화 정책과 복지축소 정책

은 정책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정책간 갈등과 충돌을 빚

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사회정책이

나 복지제도에도 시장 논리를 도입․확 했다는 사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물

론 시장경쟁이나 자유주의가 강화될수록,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

치나 제도가 반드시 확보될 필요는 있다.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복지축소정

책이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의료개혁에 실패했다거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

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이후 미국의 복지축소정책은 이미 시장경제의 효율

성에 부합되는 시장친화적인 복지제도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물

론 국가의료보험체계의 부재는 1930년  뉴딜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의료개혁

의 실패를 복지축소정책의 한계로만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노령

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의료보험체계의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게다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더욱더 강조하면서도, 이 기준에 부합되는 복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탈규제․자유화 정책과 관련된 복지축소정책이 안고 있는 역설 

혹은 자기모순에 가깝다. 이런 의미에서 1980년  이후 미국의 사회정책은 분배문

제나 빈곤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다지 효과적

인 선택을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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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적 시사점

한국이 행정부의 주도 아래 비교적 짧은 시간에 4  보험제도와 공적부조를 도

입․확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국가체계

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강력한 노동자 정당 혹은 계급정당

이 부재하고 복지제도가 상당부분 기업복지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유사하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복지제도가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1997

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탈규제․자유화가 사회경제구조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는 더 이상 성장이 사회정책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과거에는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분배문제까지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나 세계화가 특히 저임금․저숙련 부문의 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이 부문 고용창출이 분배나 빈곤문제의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나 세계화

는 거역할 수 없는 세이며 경제의 효율화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유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탈규제․자유화․유연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장실패나 시장경제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절 적․상 적 빈곤율이 모두 높아졌을 뿐만 아

니라(김미곤․양시현․최현수 2006, pp. 19∼21), 근로빈민 문제도 심각하다(노

명 2006). 분배문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

규직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도 확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나 실업문제 혹은 후기산업화의 영향에 힘입어 전통적인 가족복지체계마저 약화되

면서 노인집단내 불평등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여유진․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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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분명히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곤문제나 분배문제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침체나 실업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사회안전망이 외부적 충격에 해 완충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사회정책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파악율의 제고가 필요하다. 소득파악율의 제고는 국가

정책에 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표적 모델이라 하더라도 분배문제를 

완화하는 데 공적 이전과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기여도가 한국보다 훨씬 높

은 상황이다. 한국에서 직접세 누진율이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금 및 사회보

장 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파악율이 낮고 간접세 비

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임금격차에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요구된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가피하지만 미국보다도 복지제도가 약한 

한국이 노동시장 유연화만을 강조할 경우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분배문제나 빈곤문

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이는 정책간 부조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

직 보호와 차별금지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최소한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셋째, 근로빈민에 한 지원정책의 경우 주로 소득보장 원리를 적용한 것이어서 

근로유인을 기 하기 힘들며 일자리 창출 정책 또한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의 EITC와 같은 조세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확 방

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능력 계층이 복지에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복지의존 빈민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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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조 정책의 확  또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이 미국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므로 이

에 한 확충이 필요한 반면, 소득파악율의 제고, 임금 격차의 완화,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의 확충 등 사회정책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도 아울러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 한국에서 사회정책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정책과

의 관계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조화시키는 방식은 사회정책의 경제정책화

로 볼 수 있다. 결국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을 유지하고 비시장적 영역에서는 공적부

조 중심의 사회정책을 폄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정책적 처방을 유지하여 경제정책과

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경우에서도 사회정책의 경로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부조 

중심의 사회정책이 지속적으로 확 되는 데에는 빈곤층의 인구 수가 증가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생기면 그 정치적 영향력으

로 말미암아 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경로의

존성은 종종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해 그 사회와 경제구조가 더 취약해지는 계

기를 제공한다.

셋째, 사회정책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것

은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적으로 

더 시장친화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해왔지만 빈곤층의 문맹률이나 사망률 등에서 좋

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의료지출의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친 

시장의존성은 효율성 기준에도 부합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정책의 효율

적 집행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보여주며, 시장친화적이라는 이유로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사회정책의 효과는 떨어짐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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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부터 시작된 헤드스타트운동이 1990년  들어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지

속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그 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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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960년  이래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경제는 1990년  이후 세계화 및 빠

른 기술진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양극화 등 내외적인 도전을 통하여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으

며,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졌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 경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환

경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전반적인 증가로 사회 정책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변화

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운영의 틀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제 정책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사례 연구 상으로는 스웨덴, 영국과 미국을 선정하였다. 이는 스웨덴이 적극

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회이며, 영국은 복지국가 체제의 표적 국가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로 

급진적 전환을 경험한 국가이고, 미국은 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정책노선을 표

해온 국가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와 관련하여 연구방법론으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정책간 보완성과 부조화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 적이라는 점이다. 정책간 보완성이란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을 적극

적으로 촉진하거나 완충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높을 경우 정책간 

조화가 잘 일어난다. 반면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의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정책

효과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간 부조화로 인하여 정책간 긴장이 생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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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간 부조화가 있는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

라 하위정책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으며 과제 자체가 회피되는 과제회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시행된 정책은 경로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

리 변하지 않는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조화와 부조화의 관점에서 국가

별 사례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2차 전이후 황금시기에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

회정책을 결합시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였다. 

스웨덴 모형은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평등주의 이념과 성장친화적인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전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 

모형은 사민당과 중앙교섭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하에 설계주의적으로 만들어

진 사회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성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스웨

덴 모델을 구성하는 정책요소들간 내재되었던 긴장은 1970년  이후 불리해진 정

치경제적 여건하에서 ‘정책간 충돌’로 발전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된 

‘제3의 길’ 정책은 정통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부를 스웨덴 모형에 결합한 과도기

적 형태였다. 1990년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추진된 것은 금융위

기의 충격에 더하여 1970∼80년 에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의 실패가 제공한 학습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후반 이후 스웨덴 정부는 긴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정책 역시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지출삭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사회정책의 운영 틀에서도 시장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복지축소의 정치’를 추진함에 있어 사

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별로 개혁의 완급을 조

절하고 최빈곤층을 위한 배려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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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합의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도 개혁에 한 신뢰를 높

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 당시 스웨덴 사민당은 ‘복지축소의 정치’ 국면에서도 ‘설

득의 정치’, ‘비난 감수의 정치’를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990년  신자

유주의의 흐름과 EMU 가입 과정 속에서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전후 5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쇠퇴는 영국 사회경제

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 중의 하나이다. 케인즈적 전통과 냉전시기의 

특수성이 맞물린 복지국가의 확 는 전후 영국 사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으며 처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확립은 또 다른 영국의 모습이다.

전후 영국에서 사회 여러 세력간에 복지국가에 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데에

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다. 2차 전 중 국가의 역할에 한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기 가 있었으며, 이러한 기류는 전후에도 지속되어 국민의 복리후생에 적극 개입

하는 정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냉전 구도에 따라 혼합 민주주의

를 구축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었다. 아울러 큰 정부, 적극적인 정부의 역

할에 한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

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 를 훼손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후 복구

가 끝나고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1960년  중반까지의 ‘황금기’에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조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되었다. 경제성장은 사회정책의 여지를 넓혀주었으

며 사회정책의 확장이 경제정책의 집행에 부담이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외개방과 국제수지의 방어, 케인즈주의 총수요관리정책, 

단체 협약 및 보편적 사회정책은 내부적으로 긴장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부조화 관계는 1970년  들어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오일쇼크, 경제비

효율의 증  등 내외적인 도전에 의해 본격적인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를 

극복한 처의 개혁정책은 결국 영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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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기 위한 전 국가적 개조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신자유

주의적 경제 효율성의 제고였다.

하지만 처의 보수당 정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반드시 립한 것만은 

아니었다. 처정부의 사회정책은 교육과 공공주택 분야 및 지방정부의 개혁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분야인 사회복지 부문은 부분적인 개

혁에 그쳤다. 처시절의 이러한 사회정책의 궤적은 한편으로는 사회정책 특유의 

경로의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유한 사회정책 분야를 그 로 유

지하면서 범사회정책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끌어낸 정

책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라는 경제정책과 지방

정부의 개혁이라는 행정개혁은 사회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 배경이 되었다.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사회정책과 국가경쟁

력 제고의 조화로 표현되었다. 교육기회의 확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강화, 기

술경쟁력의 강화, 인적자본 육성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인력정

책은 사회정책의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었다. 블레어 정부는 사회정책에서 효율성

의 제고라는 전 정권의 방향을 그 로 유지하면서도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시 에 

선진국 영국의 사회정책 방향은 사회구성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

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쪽으로 맞추었으며, 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해서 이러한 적

극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정책을 지방이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식으로 바꾸

었다. 결국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의 문제를 국가경

쟁력의 향상으로 치환시켜서 회피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정책에서도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정책이 주로 빈곤 책으로 

집중된 미국의 경험은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사회정책의 발전과정

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하였으며 케인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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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차도 시장이나 민간부문에 한 직접적인 개입보다 간접적인 개입의 성격이 

강하였다.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점도 이러한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미국도 1950∼60년 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다가 1970년  경제

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서서히 전환되었고, 1980년  이후 공

급측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탈규제와 자유화가 더 진전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 결국 그 분기점은 케인즈주의 특유의 규제 및 복지확  정책에서 신자유

주의의 탈규제 및 복지축소 정책으로 전환되었던 1980년  전후로서, 양 시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후 고도성장기의 특징인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198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즈주의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1950∼60년 에도 미국에서 

시장이나 민간부문은 비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사회정책은 1979

년 이전에도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 적으로 강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미국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의 문제는 결국 경제정책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얼마나 강조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 탈규제․자유화 정책과 복지축소 

정책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 갈등과 충돌을 빚어내는 방향으

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탈규제, 자유화 정책의 필요성을 너무

도 강조함으로써 사회정책이나 복지제도에도 시장 논리를 도입하려 한 데서 비롯

된 문제일 것이다. 시장 경쟁이나 자유주의가 강화될수록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장치나 제도가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문제에 

해서 사회정책의 경제정책화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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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표 달성에는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빈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빈민층에 한 공교육의 확충

에 많은 역점을 둔 것은 미국 사회정책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

이다. 결국 비시장적 영역으로 남겨 둘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 한 공적부조가 정

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이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강

조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거의 부재하며 의료부문에서 공적 의료서비스체제가 부실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미국 사회정책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경제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시장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미국적 사회정책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시사점

앞에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3개국 사례를 통시

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사례 연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시사점은 그 성격에 따라 사회경제정책의 조화

와 합의의 도출을 보는 기본인식,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정책의 집행과 전달의 방

식, 그리고 재원조달과 조세저항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정책의 조화와 합의도출을 보는 기본인식

먼저 사례연구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 및 합의의 도출을 보는 기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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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꿔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상충 가능성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징에서 나

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처정

부의 사회정책이 실질적 혜택에 있어서 그리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며 

블레어 정부의 사회정책도 미세 조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시기 경제정책이 사회

정책적 수요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1990년  

초반 이후 영국경제가 꾸준히 발전한 것은 사회서비스를 축소해서가 아니라 외

개방을 더욱 추진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

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단순히 양 정책들만의 조화의 문제가 아니

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외정책, 외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폭넓게 조망되어야 

한다.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복지국가의 도입이라는 시 적 조류를 탄 것이

었으며, 전후 급속한 경제회복과 외무역확장기에 힘입어 정착된 것이다. 복지확

장의 시기는 외무역의 확장의 시기였으며 급속한 경제회복기와 맞물려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만을 생각하여 양 정책이 제로

섬 게임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외관계의 조화, 외관

계와 경제정책간의 조화 속에서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의 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착될 수 있다.

셋째,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것은 아님을 명

심해야 한다. 사회지출은 본래 계속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적으로 더 시장친화적인 사회정책을 집

행해 왔지만 빈곤층의 문맹률이나 사망률 등에서 오히려 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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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장친화적이라는 이유로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집행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즉 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사회정책의 효과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1960년

부터 시작된 미국의 헤드스타트운동이 1990년  들어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성

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것이 그 표적인 예이다. 

넷째, 사회지출은 본래 한번 증가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로의존적 성격을 갖

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외부로부터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

위기는 곧 사회보장의 위기, 정부 재정의 위기로 쉽게 발전한다. 따라서 사회지출 

항목의 경직성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정책이 설계됨으로써 외부의 경제

충격에 강한 사회경제구조가 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의 경로의존성은 앞서 언급한 

사회정책의 일관성과 일견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회

정책의 여러 프로그램이 일관성을 갖추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로의존성이 

있음을 자각하여 성과와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의의 도출은 제 세력간의 합의의 도출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회

와 개인의 관계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보통 합의의 도출을 노동조합, 기업집단, 정

부간의 노사정간 합의의 도출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합의의 도출

은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스웨덴 또는 독일의 경우에서나 가능한 얘기일 것이다. 

산별노조나 산별기업단체의 전통이 약한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합의의 도출

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무리한 노사정 표 합의

는 표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다.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합의의 도출

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정부와 사회구성

원이 어떠한 개혁방향에 한 광범위한 동의가 발견된다면 그 사회경제체제가 조

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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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다음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내용이 양 정책간 조화와 합의의 도출에 유리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정책의 본질과 그 방향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정책은 전통적인 사회정책적 과제까지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경제정

책, 즉 ‘사회적 경제정책’이 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 친화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정책과 성장친화적 사회

정책은 성장과 분배간의 상충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사회보험제도의 작동을 어

렵게 하고 근로빈민에 한 사회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정책

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분배와 

사회적 통합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됨으로써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비 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부실패

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혁, 능력배양, 그리고 소외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부패

의 근절과 같은, 흔히 사회정책의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는 분야에서의 개혁 작업이 

결국 소외계층을 사회경제순환모형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잠재성장률의 제고와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한

편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에 한 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두된 상황에서 사회정책은 가능하면 성장 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향

후 사회정책 수요는 급증하기 쉽지만 잠재성장률의 제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사회정책의 생산적 측면, ‘사회적 투자’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정책은 고용촉진적이어야 하며, 교육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그

리고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지식과 기능, 변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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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사회구성원의 종합적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스웨덴의 사회정책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긴축

정책이 추진된 1990년  후반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영국의 사회정책은 노동

공급의 증가, 노동력의 질 제고, 사회적 갈등의 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성장

에 기여해왔다. 중요한 것은 사회정책의 프로그램인데 한국처럼 물적 자원이 부족

한 반면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인구의 초고학력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사회

정책이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을 맺어, 사회정책이 ‘사회학습망

(social learning net)’과 ‘고용안전망(employment safety net)’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사회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잘 정해야 한다. 사회정책

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시장적 성격이 강한 공적부조와 실업, 장

애, 의료, 연금 등 일반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 분야, 그리고 주택, 교육 등 범사회

정책 분야가 그것이다. 선진국의 사례연구는 비시장적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전통적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반면, 범사회정책 분야

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사회정책의 핵심은 비시장적 공적부조이며, 처이후 영국은 시장친화적 방

향으로 개혁을 하면서도 두 번째 영역까지를 보장하고 있고 1990년  중반이후 스

웨덴은 세 번째 영역에서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은 유럽사회경제모형 전반에서도 관찰된다. 2010년까지 

유럽경제를 지식기반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리스본 어젠더의 개혁방향도 사회적 연

를 위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범위의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형 사회경제모형의 구축을 위한 사회정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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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점은 현재의 유럽사회모형이 아니라 현재의 유럽사회모형이 추구하는 방향이 되

어야 할 것이다 (Kim, Heungchong, 2006, p. 17).  

넷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양 정책의 조화와 합

의의 도출을 위해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블레어정부는 사회정책의 목표가 국가경

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블레어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보적 관계를 

중시했으며 국가경쟁력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에서 사회정책의 목표가 빈곤구제와 사회정책의 효율성 강화

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을 경우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조화가능성이 한층 높아졌

다. 

다섯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조화 또는 충돌과 함께 경제정책들간의 충돌 

및 사회정책 내부의 정책적 모순과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1950년  국제수지 방어정책은 높은 파운드화 정책과 종종 충돌을 일

으켰다. 결국 높은 파운드화 정책이 많은 갈등 속에서 포기될 때마다 영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한편,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갈등은 공적부조와 사회보험간의 충돌

이었다. 사회보험의 적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정부는 공적부조로 이를 메우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는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며 노동유인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현물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던 공공주택정책은 이 정책의 주체

가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한 방식으로 표되었다. 이렇게 공공주택정

책이 사회보장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정책에 한 개혁

은 지방에서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경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충돌로 비춰진 상황이 실제로는 경제정책 내부의, 또는 사회정책 내부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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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의 집행과 전달의 방식

정책의 집행 및 전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복지확장의 정치’에서나 ‘복지축소의 정치’에서나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변화를 추진해

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사회정책의 확 가 요구되면서도 동시에 예컨

 국민연금의 경우엔 제도의 관 성 수준을 낮추어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

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복지확장의 정치와 복지축소의 정치가 동

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확장의 정치에서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가장 큰 난

관이고 복지축소의 정치에서는 혜택 축소에 한 국민의 저항이 문제이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여 단기적 미봉책으로 버티거나 비난 회피 전략에 의존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정책의 목표와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가능한 한 광

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결과에 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토론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중요한 정책결정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회내에 국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 표, 주요 이익단체 표,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입각하

여 정부가 정책안(proposition)을 작성한 후 이를 사회의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에

게 회람시켜 이들의 검토를 받는 청문제도(remiss system)를 거치고 난 후에 최종

적 입법안을 마련해왔다. 이 경우 정치적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길지만 일단 

정책이 확정되면 비교적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숙의민주

주의제도의 운영에 힘입은 바 컸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정책실패의 위

험을 줄이고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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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의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지

적 역량이 의회나 행정부로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정책적 논의의 수준이 낮은 데

다 정당들의 정략적 고려에 의해 많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제도의 요소를 일단 약한 형태로라도 도입하

고 운영해보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정책의 효과에 한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정

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복지확장기에 사회정책의 효율적 집

행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확장기 사회정책의 집행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처

음 해 보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가운데 나타나는 정책적 시행착

오와 확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정해

야 하고, 이러한 인정 속에서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

써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체감복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 처 시

절 사회지출의 완만한 증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 증 와 병행되었으며 이는 블레

어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넷째,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틀

리의 복지국가, 존슨의 빈곤과의 전쟁, 처의 처리즘, 블레어의 제 3의 길은 그 

성격이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뚜렷

한 방향성과 비전은 그 시 가 필요로 하는 것과 부합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

떠한 이념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비전에 맞는 경제정

책과 사회정책의 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복지축소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전세계적인 흐름

을 가감 없이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한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1990년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가열되는 신자유주의에 한 응과 EMU 가입조건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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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외부적 조건하에서 스웨덴 국민이 나아갈 방향으로 신스웨덴 모형을 제시

하였으며, 새로운 스웨덴 사회의 비전 설정은 이러한 인기 없는 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중요하다. 원래 시장에서 공급되는 민간재와는 

달리 사회정책의 결과 제공되는 재화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부성으로 과소생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입장에서도 민간 기업만

큼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저평가하여 과소공급ㆍ과소소비되기 쉽다. 여기에 정부에 한 국민의 불신까지 

겹치면 공공재의 과소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확충

을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 재원조달과 조세저항 

정책추진에는 자금이 소요되며 그 재원은 부분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추가하는 정부와 수혜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중요한 해결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즉, 사회정책을 확충하려면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조세저항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조세저

항 수준이 높은 것은 주로 조세를 부담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사회정책의 혜

택을 실감하지 못해온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민만이 아닌 전국민을 상으

로 하는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모델을 지향할 때에 재원조달 문제를 더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보육, 양로,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전국민을 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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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감으로써 조세 부담층이 사회정책의 혜택을 실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조세정의가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세정의 투명성과 담세율의 형평성, 세원의 확충이 병행됨으로써 사회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쉬워지며, 재원 조달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

다.

셋째, 사회정책을 위한 재원조달에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사회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조달은 시 별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영국은 NA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서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처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하였으며 지방예산을 

삭감하였다. 이후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한 추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한

국의 경우에도 기존의 예산 지출 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에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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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Harmonization of Social Policy with Economic Policy and Social 
Consensus Building: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Heungchong Kim, Jeongwan Shin, and Sangho Lee

The Korean economy is now facing many challenges such as jobless 

growth, bi-polarization and shrinking growth potential. This arouses new de-

mand for social polic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more proactive social 

policy, however, tensions among policies are growing, and policy collusion 

based on the policies discord is often observed, which hinders successfu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y. In order to find out better ways of harmo-

n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nd consensus building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aims at deriving implications from the ex-

perience of the advanced countries who have suffered from the problems of 

policy discord and policy collusion.

Sweden represents a type of countries who have actively pursued harmo-

n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nd have derived consensus in the 

society. It achieved higher economic performances together with full employ-

ment and welfare state, through successfully combining the Keynesian macro-

economic policy with proactive social policy. Policy complementarities are 



strong in the Swedish Model as it is such a socio-economic system t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ith the active engagement of the central negotiating 

organizations deliberately designs the Model. 

Tensions among policies in the Swedish Model, however, developed into 

policy collusion after 1970s under the unfavorabl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1990s, the Swedish gov-

ernment conducted a sound retrenchment policy, which shaped the framework 

of social policy into that of curtailing government social expenditure and 

strengthening the factors of market oriented. In the course of “modernizing” 

the Swedish Model, the Swedish government was successful to minimize the 

resistance from its people through strong support for the poorest’ welfare and 

reshuffling of the list of reformation order. Transparent reformation schedule 

under the tradition of social consensus has made contribution to creating credi-

ble government. 

The United Kingdom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 in the socio-economic 

system from the representative welfare state to neo-liberalistic state. In the 

heydays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in the 1950~60s, supported by the strong 

tradition of Keynesian economics and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state in the 

golden era, social policy had had wider rooms to harmonize with economic 

policy. However, there existed tensions among such major policies in those 

days as the policy of liberalization and/or sound balance of payment, the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 collective bargaining and comprehensive so-

cial security. Tensions among such policies developed into policy collusions in 

the 1970s when its macroeconomic environments were bad into worsened. 



The Thatcherism, und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neo-liberalism and 

supply-side economics, is a conceptualization of the national reformation proc-

ess for solving structural problems and enhancing economic efficiency in the 

British socio-economic system. It is important to note, however, that social 

policy did not necessarily sacrifice for economic cause in the Thatcher era. 

The reformation of the Thatcher government focused not on the budget cut in 

the core area of social welfare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but 

on the reform in higher education, public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outcome of compromise among policies through poli-

cy reform in a wider concept of social policy on the one hand, and policy 

cord in the core area of social policy on the other. The Blair government of 

the New Labor solved the issue of policy harmonization by circumventing the 

issue into that of cooperation of the two policies towar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Blair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role of social poli-

cy in contribution to accumulate human capital in the British society. 

The American experience shows an alternative pattern of how to harmonize 

the socio-economic policy in that it emphasizes the role of market even i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area. The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as focused on implementing effective social policy against poverty, which im-

plies that public assistance rather than social insurance is a major part of so-

cial security. This ki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rooted from strong tradi-

tion of liberalism in America and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American 

federalism. Even in the golden era of 1950~60s, the social policy in America 

relied more on market than that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at sense,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in 1980s is seen to strengthen its tendency toward 

market-oriented social policy rather than big swing from the welfare state, 

which is observed in its counterpart of Europe. Therefore, the harmon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seemed to be achieved in the 

course of marketization of social policy to realize the philosophy of economic 

efficiency, and the American social policy has achieved the harmonization with 

economic policy in this respect.

The case study has ample implications to the Korean society in many as-

pects including basic recognition of harmonization and consensus-building, pol-

icy contents and direc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transmission and others. 

First, the conflict between social policy and economic policy does not deriv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in themselves, but from the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economic policy can be suc-

cessfully implemented without sacrificing social policy. Second, the harmo-

n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olicy needs to be understood in a wider cat-

egory of social background and external relations. Third,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market-oriented social policy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good per-

formance, and social policy bears a strong tendency of path-dependency, so 

that social policy needs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Fourth, 

consensus building can be induced not only through an agreement of power 

groups in a society but that between nation state and individuals and society 

and individuals. Thus, even without the tradition of corporatism, consensus 

building can be successfully achieved if the governments and the people reach 

a general agreement on the direction of reforms. 



With regards to policy content and direc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irst, economic policy needs to include 

social considerations, thus to be a “socialized” economic policy, while social 

policy should be adapted to be friendly with long-term goal of economic 

growth. Social policy needs to be designed to play such roles of ‘social learn-

ing net’ and ‘employment safety net.’ Second, the governments make a deci-

sion the coverage of the governmental activity and intervention among three 

categories of social policy, including public assistance, traditional areas of so-

cial services and wider range of social policy such as public housing. Third, it 

would be a good strategy to place a superior policy objective to achieve a har-

moniza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Fourth, it is often observed 

that policy discord between social and economic policy is in reality a policy 

discord within economic policies and within social policies. Thus, it is strongly 

desirable to check if there exists fundamental discord within economic policies 

or within social polici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policy implementation and transmission of a cer-

tain type of policy is important to harmonization and consensus building. First, 

transparency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is important and the 

process of the policy production needs to be conducted under the consensus 

building. Second, deliberative democracy is strongly desirable to introduce. 

Third, a monitoring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a policy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social policy. Fourth, it is important to show a na-

tional vision to derive consensus among people. Also, considering the charac-

teristics of public goods provided by public social policy, it is important to ad-



vertise the importance of public social policy. Otherwise, it can easily be un-

der-produced. 

The financial source of socio-economic policies is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solve people’s resistance against further 

taxation levied by the government. The case study shows that social policy 

needs to be universal, implying that most of the people in a society should b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so that the people can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social policy. Seco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and show jus-

tice in the tax administration. Third, a flexible approach to finance the cost of 

social policy is strongly recomme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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