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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1.

한국의 민주화 이행이 갖는 역설적인 결과 중 하나는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확�

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포스트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세계화의 충격과. -

위기 그리고 그후 급속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로의 재편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그IMF , .

럼에도 정치적 민주화 즉 정치적 독점의 해체가 경제사회적 독점의 해체 혹은 탈독점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열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에는 틀림이 없다.

위기 이후 박정희 담론의 양산과 대중적 유포는 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다IMF ‘ ’ .

비록 정통성이 결여된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었고 무수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억압적 독재체

제였음에도 고도성장에 기반한 소득증대와 빈곤감소 그리고 상대적으로 완만한 불평등 추, ,

이가 대중들에게 더 깊게 각인되어 있고 박정희 시절에 대한 끊임없는 향수를 불러일으키,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개발독재의 유산이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 .

의 정책들을 여전히 성장우선주의에 매몰되게 만들었고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를 강박적인‘ ’ ,



성장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압축적 산업화의 협애한 역사적 경험속에서‘ ’ .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함께 가지 못하고 성장과 분배 복지는 서로 상충되며 무능한 민주, � , ‘

정부 보다 유능한 독재정권이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그 역사적 귀결은 파시즘이었’ ‘ ’ ,

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구의 경험속에서 익히 보아왔다.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분배 복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사실상 부재했지만 고도성장과 고�

용증대만으로도 어느 정도 빈곤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1) 문제는 산업화 초기 만

연했던 절대빈곤은 경제성장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상대빈곤은 적극적 소득재분배의

노력없이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김순영 게다가 위기와 신자유주의( , 2005: 258). IMF

적 재편이 강제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비정규직의 팽창은 고용증대가 빈곤 불평등의 완화를�

가져오던 선순환고리를 해체시켰고 경제적 양극화라는 몇배는 강화된 불평등의 짐을 강제하

였다 물론 한편에서는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선택이 불가피했고 따라서 애초부터. , IMF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

유주의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 특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제도의 의미( )

있는 진전과 확대가 있었다는 주장 김연명 이 제기되기도 한다( , 2002) .

그러나 서구 복지국가의 형성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변론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

워준다 서구 복지국가는 경제가 안정되고 평탄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고. (

세훈 최장집 단적으로 선발 복지국가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은, 2005; Nun, 2003; , 2005). , , ,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할 때 산업화의 양적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는 점 년대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남부 유럽국가들 스페인 포르, 1970 ( ,

투갈 그리스 이 복지국가적 발전경로로 나갈 수 있었던 점, )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복지국, ‘

가 위기론의 공세속에서도 서구의 복지지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멀리 나갈 것도 없이 한국 사회복지의 현수준이? ,

한국보다 산업화 수준이 한참 낮은 터키나 그리스 여타 제 세계에 속하는 수많은 국가들보, 3

다 뒤처져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연구는 포스트 이행과정에서 정치적 탈독점화와 경제적 사회적 탈독점화가 조응하지- �

못하고 괴리 확대재생산되는 문제를 사회정책� (social policy)3)의 실패와 한계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레짐 의 취약성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한편으(welfare state regime) .

로는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가 사회정책을 진정한 사회적 시민권 의 문제로(social citizenship)

확립하는데 실패했다는 정치적 실패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재분배문제를, �

둘러싼 시민사회내의 복합적 갈등 자본의 대응과 노동 시민운동의 한계 그리고 그 결과 이( � ),

를 정치화하는데 실패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1) 또한 한국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은 개발독재 이전의 역사적 유산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한국의 공유된 성장 은 산업화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 토지개혁 등 상대적으로 평‘ ’(shared growth) ,

등한 역사적 조건에서 산업화를 시작한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o, 1978).

2) 사실 엄밀히 말해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도 차대전으로 생산체제가2

완전히 붕괴된 최악의 경제난국에서였다 그리고 년대 중반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을 주도한 포르투갈. 1970 ‘ ’ ,

스페인 그리스는 유럽의 가난한 국가들로서 사회보호를 위한 재정지출이 평균 도 채되지 않은 국가였지, 10%

만 평균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비 지출은 에 달할 만큼 두배 이상 급증하였다최장집(OECD 24%), 20% ( , 2005:

469-470).

3) 사회정책은 가족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지만 일반적으로, , , , ,

합의된 핵심은 생존권 보장을 둘러싼 일련의 국가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정‘ ’ .

책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이론적 배경2. :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 간에는 상호연쇄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자, , .

본주의 발전과 계급구조의 변화를 매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노동,

정치를 매개로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고세훈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체제( , 2007: 32).

에 내장된 결함인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에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

주의의 공존 양립을 가능케한다 그러나 서구의 경험에서도 보듯이 복지국가가 민주주의의� . ,

자동적 산물인 것은 결코 아니다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의 경우 당시로서는 전향적이었던. ,

복지정책은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의 시민권 특히 참정권 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반대( ) ,

로 미국 호주 스위스와 같이 일찍이 민주주의에 도달한 곳에서 오히려 복지국가의 발전이, ,

지체되는 경우도 있어왔다(Mishra, 1996: 59; Esping-Andersen, 2006a: 43).

사회정책과 복지국가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조응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사회적 시

민권 개념에 입각해있음을 의미한다 세기의 공민권 세기의 정치권. 18 (civil right), 19 (political

에 이어 등장한 사회권 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 그리고 사회right) (social right) “ ,

의 지배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문명화된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사회의 유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로 규정되는데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결실이자 완성을 의”(Marshall, 1963: 74) ,

미하며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작

용한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매개하는 사회적 시민권 개념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른.

성장극대화와 자원배분이 사회정의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는 소득과 고용보장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순수 시장논

리와 의도적으로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보편적이면서 비계급,

적인 정의와 연대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권은(Esping-Andersen, 1999: 16).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이론이다 최장집 개인의 기본권 정치참여권 그리고 사( , 2005: 445). , ,

회의 경제적 성과를 분배받을 권리로서 시민권은 이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 집�

단을 사회내로 포섭 또는 통합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시민.

권 이론은 성장과 효율성 개인주의적 시장경쟁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를,

통해 공동체의 성원을 사회내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상정한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국가복지를 하나의 권리 또는 수급자격으로 나아가 모든 시민‘ ’ ,

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급부로 인식하는 발상이야말로 차대전 이전과 이후의 사회정책을 구2

분짓는 핵심요소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는 복지국가의 발전단계와 복지(Mishra, 2002: 223).

국가의 유형을 구분짓는 준거점으로 작용하는데 그 기본적인 이행은 국가복지에 대한 개념,

화가 잔여적 개념화에서 제도적 개념화로 이행해 간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 ’ (Wilensky

고세훈and Lebeaux, 1965; Furniss and Tilton, 1977; , 2007: 22-24).4) 전자는 사회적 시민권

4) 국가복지에 대한 잔여적 개념화와 제도적 개념화는 윌렌스키와 르보 의 선‘ ’ ‘ ’ (Wilensky and Lebeaux, 1965)

구적 연구에서 제기되었으며 티트머스 는 그 연장선에서 잔여적 모형 산업적 성취 수행, (Titmuss, 1974) ‘ ’ , ‘ - ’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퍼니스와 틸튼은 유사한 내용을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 ’ . ‘ ’, ‘ ’,

사회복지국가로 개념화 한 바 있다 이후 복지국가 유형론의 대표적 논자인 에스‘ ’ (Furniss and Tilton, 1977).

핑앤더슨 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제시(Esping-Andersen, 1990) ‘ ’, ‘ ’, ‘ ’

했는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잔여적 모형 또는 적극국가에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 -

또는 사회보장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 또는 사회복지국가에 대체로 조응한다, .



이 부재한 형태이며 후자는 사회적 시민권에 입각한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

초기의 복지개념은 자유시장경제에서 특정 개인의 생활수준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안전망 또는 국민최소수준 을 의미했(safety net) (national minimum)

다 여기서의 복지는 주로 절대빈곤인구에 대한 공적 부조의 형식으로 정책화된다 그러나. ‘ ’ .

분배구조의 변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복지의 제공은 빈, ‘

곤층 구제를 지향하는 예외적 잠정적 비상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 조응하는 잔여적’ � � . ‘

복지국가는 취약집단에 대한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이나 시장이 부담하고 그 잔여’

부분을 국가가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가족. �

사회의 복지기능이 실패했을 때만 국가가 개입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이 대체로 낮.

고 수급을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고 치욕적인 소득 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 � .

차대전 이후의 복지개념은 안전망 제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확대된다 절대적 빈곤보다2 .

는 상대적 빈곤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복지국가의 목표로 사회정의와 평등 연, ,

대성을 지향하는 탈상품화 정책과 재분배 정책이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의 수혜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대상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 , �

항상적 형태를 띤다 이에 조응하는 제도적 복지국가는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 ’

감당하고 다양한 복지입법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고 급여의 수준도 높다, .

그렇다면 실질적 민주주의에 조응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수반한 제도적 복지국가와 사회, ‘ ’

정책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에스핑앤더슨이 서구 복지국가체제를 유형화?

하면서 제기했던 기준인 탈상품화 사회계층화 복지레‘ ’(decommodification), ‘ ’(stratification), ‘

짐 에서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이 유용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welfare regime) - - ’ .

사회적 권리가 불가침의 것이라면 사회적 권리가 성과보다는 시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다면 사회적 권리는 시장에 맞서 개인의 지위의 탈상품화를 수반할 것이다 탈상품화란, . ‘ ’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의 참여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 로서 다른 말로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자들이”(Esping-Andersen, 2006a: 51-52) ,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최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

다 그리고 사회계층화란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이 불평등구조에 개입하여 잠재적으로 그것. ‘ ’

을 교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하는가 아니면 그 자체가 신분의 차별과 계급분할 낙인,

빈민구제 자산조사 공적부조 을 강화하는 요소인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 ) (Esping-Andersen,

2006a: 55).5) 복지국가가 사회적 시민권에 입각해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초계급적 연대와 사

회정의를 지향하는 재계층화의 기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레짐에서의 시장 국‘ ’ . , ‘ -

가관계는 각 나라의 전체 복지지출과 각 개인 가족의 복지총량은 시장 가족 국가투입의 혼’ � - -

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복지공급에서 국가 시장 가족이 수행. , ,

하는 역할과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탈상품.

화 사회재계층화 복지혼합의 구도 연대성과 사회통합의 원리는 복지체제와 사회정책이 사, , ,

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포괄적 소개와 정리로는 김태성성경륭 을 참조하라· (2000: 165-195) .

5) 시민권 개념을 최초로 제기했던 마샬 역시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사회서비스의. “

확장이 소득의 평등화를 위한 수단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Marshall,

고 언급함으로써 시민권이 계급불평등을 감소시키기는 커녕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의1963: 107) , ,

구조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서 많은 국가들이 자칭 복지국가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사회정책이 국가“ ,

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다고 내세우지는 못한다 는 에스핑앤”(Esping-Andersen, 1999: 16)

더슨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국가별로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를 달성하고 복지혼합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

여기서 서구 복지레짐의 세가지 유형이 출현하게 된다 표 참조(< 1> ).

표 서구 복지국가레짐의 세가지 유형< 1>

출처: Esping-Andersen(2006b: 8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시민권 개념은 실제의,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치않은 많은 취약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마샬은 시민권의 발달을.

진화론적이고 누적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견 필연적이고 비가역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으로서 제기된다(Giddens, 1982; Turner,

특히 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담론속에서 부각된 복지국가 위기1997: 73-74). , 1980 ‘

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이나 완전고용 심지어는 개인의 자유와 같은’ ,

여타 선망하는 목표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대한 몇가지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 .

첫째 사회권은 논리적으로 볼 때 공민권이나 정치권과 동등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 공민권과 정치권은 본질적으로 절차적인 권리들이고 따라서 보편적인 인. (procedural)

권으로서 제도화될 수 있는 권리들인데 반해 사회권은 성격상 실질적 이어서 물, (substantive)

질적 자원을 동원하고 재분배하는 쟁점을 제기한다 이는 사회적 시민권이 자본주의의 경제.

적 권리와 사유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Barry, 1990: 78-81; Mishra, 2002: 224).

둘째 마샬의 시민권 개념은 사회권을 둘러싼 집단들의 행위와 집단간 갈등이 초래할 수 있,

는 영향을 간과했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사회권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각 나라마다. ,

사회권의 성격과 규정이 다른 것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Mishra, 1996: 63).

셋째 권리라는 용어 특히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대체로 그 기원에 있어 서구적이다, ‘ ’ , ‘ ’ .

비서구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에서 시민의 사회권이라는 개념은 거의 의미, ‘ ’

를 지니지 못한다(Goodman and Peng, 1996; Mishra, 2002: 225-226).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곧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이 가변성과 역동성을 지니

고 있으며 해당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변화의 궤적을 보, � �

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의 형성 발전 혹은. , , � ,

위기와 쇠퇴 혹은 재조정 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첫째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의 등장을 다룬 초기 이론들은 구조적 요인을, .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근대화 산업주의 이론과 맑스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전자, � .

사회민주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

가족의 역할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주변적
주변적
중심적

중심적
주변적
보조적

주변적
중심적
주변적

연대의 양식

연대의 근거
탈상품화 정도

보편주의적

국가
매우 높음

친족중심적조합주의적, ,
국가주의적
가족

높음 가구주의 경우( )

개인주의적

시장
매우 낮음

대표적 국가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미국



는 경제성장의 진전과 산업화가 복지국가를 필요로 하고 또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데 전산,

업적인 사회적 재생산 양식 가족 교회 길드 등 이 근대화의 추동력 사회이동 도시화 개인( , , ) ( , ,

주의 시장 에 의해 파괴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출현한, )

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적 접근도 복지국가가 자본주(Wilensky, 1975; Flora and Alber, 1981).

의 생산양식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물임을 주장한다(O'Conner, 1973).

다른 한편으로 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재편을 설명하는데도 구조적 요, 1980

인들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논의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 대체로 세계화. , ①

와 경제개방의 충격들 탈산업화 와 고용구조 변화 인(globalization) , (deindustrialization) ,② ③

구학적 변동 여성노동 고령화 가족구조 등이 핵심 요인으로 언급된다 조영훈( , , ) ( , 2004:

송호근 홍경준269-288; � , 2007: 71-90).

둘째 제도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제도적 맥락은 구조적 외부적 압력과 사회행위자의 반응, . �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사회행위자들이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여 다양한 대안을 선택하고 검,

토할 때 고려해야할 일련의 자원과 한계를 제공한다 제도적 요인은 복지국가(Regini, 2000). �

사회정책의 팽창에도 관여하지만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이 국가별로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데 주로 활용되어왔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제도(Pierson, 1994).

적 요인으로는 생산레짐과 복지레짐의 연계성, (Kitschelt et al., 1999; Hall and Soskice,①

즉 복지레짐이 노동시장 금융시장 노사관계 등 각국 생산레짐의 조직방식과 작동원2001), , ,

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점 정치제도적 특성 정부의 당파성과 정부형태, ( ,②

관료제와 재정적 역량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거부점 의 소재 등 이 복지국가의, [veto point] )

확장과 위기에 미치는 영향 복지국가의 제도적 설계방식과 경로의존성 등(Pierson, 2001), ③

을 들 수 있다.

셋째 정치사회적 행위자들의 전략과 대응방식이다 코르피 와 에스핑앤더슨, . (Korpi, 1983)

의 권력자원이론 이 특히 이러한 행위적 요(Esping-Andersen, 1990) ‘ ’(power resource theory)

인을 강조하는데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좌파정당의 정치력이 노동계급의 중요한 권력자원으,

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발전을 가능케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선거지형에서 계급동. , ①

원과 집합적 교섭력 노동조합의 조직화 수준 득표율 좌파정당 및 노동당 의석과 각료의, , ,①

수 경쟁세력의 자원 동원의 역사적 지속성 권력동맹의 유형 등이 복지국가의 형성 발전, , , �③

또는 위기 쇠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Esping-Andersen, 2006a: 44-45).

따라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을 둘러싼 사회세력들간의 복지정치 의 구도‘ ’(welfare politics) ,

복지동맹 및 반복지동맹 의 형성과 대응전략 등을 주요 행위적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성격을 사회적 시민권의 맥‘ ’

락에서 평가하고 그것이 경제사회적 탈독점화 불평등과 빈곤의 축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 ,

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그리고 복지레짐와 사회정책의 가변성과 역동성에 주목하여 한국. ,

복지레짐과 사회정책이 특정한 양상으로 정립되게된 원인과 그것이 경제사회적 탈독점화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그리고 그같은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게된 요인을 아울러 규명하,

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평가는 다음의

요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핑앤더슨 의 탈상품화와 사회재계층화 효과에 주목(1990) ‘ ’ ‘ ’①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 추이 복지비 지출 복지혼합 의 구조 정책내용 등( , [welfare mix] , )②



다음으로 한국 복지레짐 및 사회정책의 동학에 대한 규명은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적 요인 세계화와 위기 개발독재의 유산 성장우선주의: IMF , ( )①

제도적 요인 생산레짐 과 복지레짐 의 연계성 사회: (production regime) (welfare regime) ,②

정책의 제도적 원리 초기 복지제도의 설계원리 제도적 경로의존성, , .

정치사회적 요인 행위적 요인 복지정치 의 구도 국가 자본 노동 시민사( ): (welfare politics) ( - - �③

회 복지동맹과 거부점 의 존재여부 등), (veto point) .

민주화 이후 빈곤불평등 현황과 사회정책 평가3. ·

빈곤 및 불평등의 실태1)

년 이후의 민주화 이행은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여기서1987 ‘ ’ ?

는 불평등과 빈곤의 기본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지니계수와 소득 분위배율 절대빈곤율과 상5 ,

대빈곤율 추정치 노동소득분배율을 중심으로 전반적 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표 그림 과 같다< 2>, < 3>, < 1> .

주 전국 전가구의 자료인 전국가계조사 는 년부터 실시됨*: 2003 .「 」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탈: (KOSIS).

도시근로자가구 인이상(2 ) 전국전가구*

소득 분위배율5 지니계수 소득 분위배율5 지니계수

1990 4.64 0.295

1991 4.46 0.287

1992 4.42 0.284

1993 4.35 0.281

1994 4,42 0.284

1995 4.42 0.284

1996 4.63 0.291

1997 4.49 0.283

1998 5.41 0.316

1999 5.49 0.320

2000 5.32 0.317

2001 5.36 0.319

2002 5.18 0.312

2003 5.22 0.306 7.23 0.341

2004 5.41 0.310 7.35 0.344

2005 5.43 0.310 7.56 0.348

2006 5.38 0.310 7.64 0.351

표 불평등 관련 지표< 2>



주 한국노동패널자료 중 임금근로자가구 인가구 포함 대상: 1. (KLIPS) (1 ) .

가처분소득 기준2. .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미만 가구임3. , 50% .

출처 성명재 를 재구성하여 작성: (2007: 67, 71) .

그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

출처 김정우: (2005: 60).

이상의 경험적 지표를 검토해보면 민주화 이후 빈곤 및 불평등 추세에서 다음과 같은 특,

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년대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곤과 불평등의 전반적 내용은 지속적으로 심, 1990

화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 결정적 분기점은 년 위� . , 1997 IMF

기인데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도 특기할만한 상황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빈,

곤과 불평등은 이미 구조화 된 것으로 파악해야한다‘ ’(structuration) .

둘째 불평등과 관련하여 민주화 이후 현상유지 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지니계수와,

소득 분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여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5 (< 2>

참조 도시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년 이던 것이 년 으로 급). 1997 0.283 1999 0.320

등하였고 년에도 의 수준이며 소득 분위배율도 년 배에서 년 배로2006 0.310 , 5 1997 4.49 1999 5.49

급등한 이후 년 배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농어민 자2006 5.38 . ,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빈곤탈출율

절대빈곤 상대빈곤

1998 14.90 14.45 - -

1999 15.59 14.36 49.37 53.54

2000 12.61 14.00 53.04 50.29

2001 13.02 15.16 50.58 48.52

2002 8.97 15.19 62.52 49.73

2003 9.15 15.67 50.91 44.90

2004 8.50 16.44 53.51 42.01

표 빈곤률 추정치< 3>

단위( : %)



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 전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조사가 시작된 년 이후 매년 급격하2003

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전가구의 지니계수는 년 에서 년 로. 2003 0.341 2006 0.351 ,

소득 분위배율은 같은 기간 배에서 배로 급등하였다5 7.23 7.64 .

셋째 빈곤율은 여러 연구마다 다소간의 편차를 보이는데 표 에서 제시된 성명재의, , < 3>

추정치에 따르면 년 절대빈곤율은 상대빈곤율은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2004 8.50%, 16.44%

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년 빈곤층의 규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2005 ( , 120%

미만 차상위계층 잠재적 빈곤층의 합계 를 총 만명 전체인구의 로 추정한 바 있고, ) 716 , 15%

고세훈 최근의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도시가구의 상대빈곤율을( , 2007: 161), �

년 년 로 집계하였다2005 15.97%, 2006 16.42% .

문제는 표 의 빈곤율에 근거할 때 외환위기 직후인 년 에 달했던 절대빈곤< 3> , 1998 14.9%

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상대빈곤율은 년 에서 년 로 매년 지속적1998 14.45% 2004 16.44%

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6) 더불어 상대빈곤층의 빈곤탈출율도 년의 에서1999 53.54%

년의 로 매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는 빈곤의 고착화가2004 42.01% .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빈곤층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빈곤층을 구성하는 주요 계층이 노인 여성 장애인, , , , ,

편부모가족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에서 소위 일하는 빈민 으로 대체되고 있‘ ’(working poor)

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다수를.

이루는 신빈곤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영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 ( , 2004: 195),

직의 증가가 핵심 원인이다 년 일하는 빈민은 전체 빈곤층의 절반이 넘는 이며. 2005 ‘ ’ 57.4% ,

임금노동자 중에서 저임금노동자 시간당임금이 중위수준의 이하 비중은 년( 2/3 ) 2001 22.6%,

년 년 년 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세훈2003 24.1%, 2005 26.6%, 2006 25.8% ( , 2007:

연합뉴스161; , 2007. 11. 1).

다섯째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에 나와있는 것처럼 노동, . < 1> ,

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년 에서 직후인 년 그리고 년1997 62.3% , 1998 61.9%, 2004

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은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 이는 총자본과 총58.8% ( 70% ).

노동간의 분배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와 같은 사회정책이 감당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며 상당한 정도의 빈곤과 불평등이 존속할 경우 사회정, ,

책의 결함에 그 책임을 묻게된다 이영환 서구의 경우 사회보장 이전지출이 빈( , 2004: 188). ,

곤율을 에서 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에 달할 수 있는 고령자 빈곤율을40% 17% , 70~98%

정도로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권문일0.1~20% ( , 2000).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정책의 존재감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불평등 및 빈,

곤 감소효과는 미미하다 다음의 경험적 자료들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

6) 이러한 경향은 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 ( ·「

배 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여기서는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이 년 년) . 1999 15.01%, 2000」

년 년 년 년 년 로 년13.51%, 2001 14.10%, 2002 13.63%, 2003 14.48%, 2004 15.97%, 2006 16.42% , 2003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년 월 일자( , 2007 11 1 ).



그림 조세나 공적이전이 불평등 감소에 미친 영향< 2>

단위(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세훈 에서 재인용: (2006); (2007: 221) .

그림 소득보장제도의 불평등완화 효과의 변화추이< 3> (1989~2002)

출처 도시가계조사자료 송호근홍경준: ; · (2007: 258).

첫째 그림 에서 보듯이 조세나 공적 이전과 같은 사회정책이 불평등 감소에 미친 영, < 2> ,

향은 한국이 로 평균 는 물론 미국의 일본의 와도 비교가 되4.5% , OECD 61.1% , 32.3%, 28.3%

지않을 정도로 작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로 산. 2005 0.314

정되는데 여기에 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기초생활지원금 등, , � � ,

공적 이전소득을 적용하면 지니계수는 로 소폭 낮아진다 경향신문 소득분0.302 ( , 2006. 1. 9).

배개선율7)은 에 그치는 셈이다 이는 사회정책과 복지제도가 불평등을 제어하는 재분배4.5% .

7) 소득분배개선율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 [( - ) / ] × 100.



기제 사회재계층화의 기제로서 적절히 역할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 ’ .

둘째 사회정책과 복지제도가 미미하나마 불평등완화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년, 1998

김대중정부에 들어와서이다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송호근 홍경준 이 추정한. � (2007)「 」

내용에 따르면 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완화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고, 1996

년에 와서야 정도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참조2002 0.9% (< 3> ).8)

셋째 사회정책의 탈빈곤효과도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인회 는, . (2001: 151-154)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년 사이의 빈곤탈출과 빈곤진입 요인을 분석한 바 있는1998-2000

데 빈곤탈출을 설명하는 요인 중 이전소득 공적 사적 의 증가로 인한 탈출은 에 불과, ( , ) 3.6%

하고 근로소득의 증가가 재산소득의 증가가 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를84.8%, 10.4%

포함한 이전소득의 빈곤탈출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히려 빈곤진입요인.

의 가 이전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의 문제가 여전히 개인6.7% .

이 해결해야될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의 빈곤억제기능은 지극히 제한

적이고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보다 결정적으로 다음의 그림 에서 보듯이 김대중정부에서 확립된 대 사회보, < 4> , 4

험도 현재 임금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은 적용율을

보임으로써 보편적인 사회안전망과 사회연대적 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년, . 1990

대 중반 급증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취

약점이자 사각지대이다.

출처 민주노동당: (2007: 29).

8) 물론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2003 .

박기백성명제김종면김진 은 이전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개선효과가· · · (2006)

년대에는 수준이었지만 년 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2000 4% 2005 6.6% .

그림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율 년 월 기준< 4> (2007 3 )

단위( : %)



민주화 이후 사회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현실2)

그동안 한국에서 복지 개념은 권위주의정권의 유지를 위한 보상적 차원 혹은 그것의 취약

한 정통성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나 수사의 수준으로 거론되거나 혹은 아예 정책,

아젠다의 외부에 위치한 하위개념으로 남아있었다 한국사회가 빈곤 불평등 복지 등의 문. , ,

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년 민주화 이행 이후의 일이다 고세훈1987 ( , 2007: 182-183).

그 배경에는 국가정당성 근거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제의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 즉 개발. ,

독재시기 경제성장으로 획일화된 실적정당성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 ’ ,

영하는 다양한 민주적 정당성 근거가 등장했고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도 새로운 국가정당성,

의 일환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구축이 시작된 것이다 윤상우 그러나 몇몇 실( , 2007).

질적인 복지개혁이 있긴 했지만 김대중정부 이전까지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형식적 담론적, , ,

수사적 성격이 강한 잔여적인 정책영역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복지를 중시했던 김대중 노, �

무현정부에서도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가‘ ’ .

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근거한다.

첫째 민주화 이후의 어떠한 정부도 사회정책이나 복지문제를 경제정책 보다 우선시한 정,

권은 없었다 이점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노무현정부의 만불사회론( ‘2 ’).

둘째 위기이전까지 수출주도형 경제와 대기업중심의 생산레짐 이, IMF (production regime)

그런대로 잘 작동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소득보장과 노동력재생산의 문제가 여전히 개인과,

가족 기업에게 전가되어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가복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적었다, .

셋째 김대중정부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상 아래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단행되었고 그로, ‘ ’ ,

인해 한국복지의 양적 제도적 수준이 한단계 격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 . IMF

기가 가져온 급박한 당면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상황적 대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9)

그렇다면 민주화 이행 이후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가 다음의 표, ? < 4>

는 포스트 이행과정에서 각 정부별로 추진된 사회정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

9)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이 경제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장치였다는 평가가 제

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양허각서에서도 경제구조조정에 의해 희생되는 계층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를. IMF “

강화하고 적자재정을 통해 사회지출비를 늘릴 것 을 명시한 바 있다송호근홍경준 이에 대해” ( · , 2007: 179).

손호철교수는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원래의 수준이 취약해 복지확대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에 반대되지

않을 정도로 부수적인 것이었거나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능적으로 필요했기 때

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손호철( , 2005: 225).

노태우정부

(1988~1992)

김영삼정부

(1993~1997)

김대중정부

(1998~2002)

노무현정부

현재(2003~ )

사회

보험

국민연급법 확대개정

(1988)

건강보험확대(1988)

산재보험확대(1988)

직업안정및고용촉진법

제정(1989)

농어촌연금(1995)

급여수혜연장(1997)

산재확대(1996)

직업안정법제정(1994)

고용보험실시(1995)

퇴직보험(1997)

도시자영자연금(1999)

건보 지역 직장통합,

(1998)

의약분업(1999)

산재확대(2000)

고용보험 확대(1998)

연금개혁 논의중

건보혜택 확대(2003-

2005)

노인요양보험(2005)

표 민주화 이후 국가복지 개혁내용< 4> (1987~2005)



출처 송호근홍경준 을 약간 수정: · (2007: 128-129) .

이를 보면 민주화 이후 각 정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확충이 이루어진 점이 뚜렷,

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대 사회보험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김대중정부 시기에. , 4

와서는 전국민 사회보험 시대가 열린 점과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사회서비스가 다양한‘ ’ , �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진정한 복지국가로 부를 수 있는가 표면적인 정책개혁‘ ’ ?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복지현실을 고려한다면 쉽게 그렇다 는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 “ ”

다.

첫째 한국 복지국가의 취약성을 논할 때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국의 낮, ,

은 사회복지비 지출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국가들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OECD ,

남미나 일부 개발도상국가보다도 낮은 편이어서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현격하게 뒤처져있다

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다음의 표 에서 보듯이 민주화 이후 년대 중반까지. < 5> , 1990 4%

대에 머물러있던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로 급상승하GDP 1998 8~9%

지만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균, 2003 7.87% . OECD

의 규모이며 미국과 일본의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참조 이(21.83%) 1/3 , 1/2 (< 6> ).

러한 기준에서 일부 국내학자들은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다라는 급진적 주장 고세‘ ’ (

훈 을 제기하기도 하고 서구학자들도 한국을 미숙한 복지국가, 2007: 181) , ‘ ’(Esping-Andersen,

심지어는 비복지국가 로 분류하기도 한다1999: 54), ‘ ’(Amable, 2003) .10)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10) 자본주의 다양성을 연구한 아마블은 자본주의 모델을 시장기반모델영미 사회민주주의모델스웨덴 유럽‘ ’ ( ), ( ),

대륙형모델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남부유럽모델이탈리아 스폐인 아시아모델일본 한국로 구분하면서( , , ), ( , ), ( , )

각 모델의 제도적 특성을 개관한 바 있는데 사회적 보호의 측면에서 시장기반모델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 ,

사민주의모델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유럽대륙모델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남부유럽모델은 제한적 복지국가, ,

최저임금제도입(1989)

법정퇴직금도입(1989)

국 민 복 지 구 상 안‘ ’

(1996)

사회복지기본법(1995)

노동시장정책(1998)

사회복지 개년발전계5

획(1998)

사회

서비스

장애인 고령자고용촉,

진법(1990)

모자복지법제정(1989)

영육아보육법(1991)

노령수당 장애인수당,

지급(1991)

재가노인복지(1995)

경로우대(1997)

장애인복지시설(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

모성보호법(2001)

경로연금(1998)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2002)

산전후휴가(1999)

유급질병휴가(2001)

가정폭력방지법(1998)

모 부자복지법, (1998)

장애인복지 개년계획5

(1998)

장 애 인 복 지 법 개 정

(1999)

부랑자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공공의료 확대(2005)

건강가족기본법(2003)

경로금인상(2005)

출산장려금(2004)

여성복지정책(2003-

2005)

파산자구제(2004)

영 유 아 보 육 법 개 정

(2004)

장애인복지 개년계획5

(2003)

장애수당 확대 노숙,

인상담보호센터(2003)

공공

부조
생활보호법 지속

생활보호법 지속

공공근로사업 제한적

확대

실업정책 제한적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실업정책 공공사업,

확대 소득지원

빈곤층 소득지원

청년실업

장애인시설지원

제도 이/

념 특성

비용억제

사회보험 중폭 확대

비용억제

사회보험 중폭 확대

국민복지구상안 마련

생산적 복지‘ ’

보편성 강화

사회안전망 가동

하층 빈곤층지원,

표적집단형 사회서비

스 확대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면 한국의 대비 사회지출비 비율은 적어도 선은 되어야 하는GDP 17%

것으로 평가된다 김철수( , 2003: 176).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에서 재인용: · (2006); (2007: 24) .

출처 고경환 에서 재인용: OECD(2006); (2007: 24) .

둘째 한국의 복지현실과 관련해 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복지레짐에서의 국가 시장 가족의, ‘ - -

역할이다 다음의 그림 는 복지재원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복지’ . < 5> ,

의 비중이 사회보험과 민간부문 기업복지 시장복지 가족복지 보다도 현저히 낮은 대( + + ) 25%

수준에 불과하며 더욱이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복지의 상대적 비중과 역할은 전혀, 1990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민주정부에서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담.

의 비중은 늘리지 않고 사회보험과 민간부문에 부담을 이전시키는 방식을 취했음을 의미한

다.11) 특히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수혜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있으며 국가는 단지 보험관리, ,

를 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지출을 국가복지의 확장으로 보

기는 더더욱 어렵다 한 예로 다음의 표 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재정수입에서 국고지원. , < 7>

의 비중은 년 억원 전체 수입의 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관리운영비 억2006 1,332 ( 0.004%) , (3,968

원 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년대의) . ? 1990

복지개혁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지레짐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복지제도의 골,

격과 원리 그리고 국가복지의 잔여적 성격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셋째 한국 복지국가의 중추적 기제인 사회보험의 취약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

의 전국민 확대는 민주화 이후 국가복지의 강화 및 보편주의적 사회연대적 복지개혁의 핵,

심으로 꼽혀왔다 김연명 그러나 한국 사회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은 복지국가의 핵( , 2002). ,

심 지표인 탈상품화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그 적용수준에 있어 보편성과 사회연대성 통‘ ’ , ,

로 분류한데 비해 아시아모델은 단지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라고만 규정한다‘ ’ (Amable, 2003: 174-175).

11) 복지레짐에서 국가복지의 비중이 낮은 것은 복지혼합 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신동(welfare mix) .

면 에 따르면 년 한국의 복지혼합 총량을 국가정부지출 및 사회보험기금 지출비중(2001: 238) , 1997 ( ) 39.1%,

시장민간보험 및 교육의료서비스 기업 가족 로 추산한 바 있다 또한 김진욱은( · ) 29.1%, 17.2%, 11.7% . 2000

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국가 기업 시장 가족 제 섹터 인 것으로 분석24.7%, 22.4%, 14.0%, 37.4%, 3 1.4%

하였다김진욱 두 연구의 결과에 다소간의 편차가 있지만 복지레짐에서 국가복지의 비중사회보( , 2005: 43). (

험 포함이 시장 가족 보다 낮은 잔여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출액 7,547 18,995 29,270 48,185 47,179 47,694 48,052 49,781 57,049

GDP
대비 4.04 4.76 6.50 9.95 8.92 8.24 7.72 7.28 7.87

표 한국 사회복지지출 추이 년< 5> (1990~2003 )

단위 십억원( : , %)

한국 평균OECD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7.87 21.83 31.87 29.08 28.41 21.43 18.39 16.59

표 주요국의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교 년< 6> OECD GDP (2003 )

단위( : %)



합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보편성과 사회연대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사회재. ‘

계층화 효과도 미미함을 의미한다 가장 단적인 근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 .

용율의 현격한 격차이다 그림 참조 저소득계층과 비정규직이 현재처럼 사각지대에 놓(< 4> ).

여있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보험의 보편주의가 지향하는 소득재분배 기,

능은 전혀 발휘될 수가 없다 양재진 더구나 연금처럼 향후 막대한 적자가 예견( , 2003: 422).

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자가 배제된 사회보험에 국가재정을 투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히려

역진적인 소득배분을 낳게된다.

출처 송호근홍경준: · (2007: 136).

주 년은 기금운영 계획기준*: 2007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7: 116).

사회정책의 낙후성과 사회적 시민권의 미성숙4.

그렇다면 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는 경제적 탈독점화를 실현하고 빈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
보험료-
국고지원-
운용수익-

합계

156,262
1,916
75,379
231,641

170,711
1,192
107,713
279,616

185,436
1,275
84,194
270,905

201,523
1,332
112,043
314,898

215,268
1,370
113,523
330,231

지출
급여비-
관리운영비-
기타 비용-

합계

23,284
1,289
2,279
27,952

29,140
3,266
4,789
37,195

35,849
3,751
2,040
41,640

43,602
3,968
10,959
58,529

51,916
4,349
200
56,465

당기재정수지 203,690 242,421 229,265 256,369 273,766

누적적립금 1,167,764 1,410,185 1,639,450 1,895,819 2,169,585

표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이 년< 7> (2003~2007 )

단위 억원( : )

그림 복지재원별 비중의 변화 년< 5> (1990~2001 )



곤 및 불평등문제를 해소하는데 실패했는가 지극히 당연하고도 쉬운 대답은 한국의 복지국?

가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잔여적 성격에 매몰되어있음으로 인해 사회적 시민권을 구‘ ’ ,

축한 제도적 복지국가의 단계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 .

으로 이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노정한 정치적 실패의 문제이다 한편으로 년‘ ’ . , 1987

이후 집권한 민주정부들은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적 측면들은 개선하는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과거 권위주의를 지탱하던 이데올로기 성장주의 와 경제사회적 구조 재벌 등 기( ) (

득권구조 는 온존하는 경로를 따름으로써 민주화의 계기를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하는 전환)

의 계기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최장집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 2005: 446-447). ,

강력한 복지동맹을 구축하고 사회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정치 정책 쟁점화화는데‘ ’ �

취약성을 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낙후성을 돌파하고 시민권

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구조적 제도적? , ,

정치사회적 행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파악한다 아래에서는 그 내( ) .

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조적 요인 신자유주의의 압박과 개발독재의 유산1) :

구조적 요인은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의 복지레짐에 가해진 내외부적 압박요인에 해당한

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의한 복지국가. IMF

위기론을 꼽을 수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개발독재의 성장우선주의의 유산으로서 뿌리, ‘ ’

깊은 반복지 담론을 들 수 있다‘ ’ .

첫째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정부 시기에 사회복지제도의 전반적 개혁과 확충 복지지, , ,

출의 점진적 증대가 이루어졌지만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야기한 양극화, IMF

와 불평등 심화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불평등 상쇄효과를 압도했다는 설

명이 가능하다.12)

둘째 민주화 이행 이후 비로소 사회정책과 복지국가가 국가정당성의 한 축으로 등장하고,

그것을 강화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가던 그 즈음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전� ,

세계적인 담론지형이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정책의 확장을 제약‘ ’

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애물로 기능한다 위기론의 핵심은 이론적으로 복지국가가 만성적 재. “

정적자 인플레율 이자율 상승 민간부문 투자위축 의 악순환을 만들고 윤리적으로도 노동� ” ,→ →

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유인을 조장하여 고용과 성장에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고세훈( ,

실제로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이 사실상의 근로연계복지 를 의미하는2007: 42). ‘ ’(workfare)

생산적 복지로 위축된 것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불리한 시대적 이데올로기적 상황과 무관‘ ’ ,

치않다 또한 한국에서 민주화가 곧 자유화로 손쉽게 호도되고 국가개입은 그 자체로 도덕.

적이지 못한 것으로 선전되는 것도 국가복지의 확장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셋째 개발독재시기의 성장 우선주의의 유산은 정부 여론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한국사, ‘ ’ , ,

회에 뿌리깊은 반 복지 담론을 양산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년 월의 문화일보의 여‘ ( ) ’ . 2005 9反

12)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 복지유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조영훈 손호철‘ ’ ( , 2002; ,

일군의 학자들은 김대중정부 복지정책이 단순히 의 처방을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진정성을 지니2005), IMF ‘ ’

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성경륭 김연명 양재진( , 2002; , 2002; , 2003).



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로 양극화를 꼽은 응답은 전체의 로 저성장, ‘ ’ 62.2% ‘ ’

이라는 응답 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향후의 정부정책이 분배(31.4%) . , ‘

중심 보다는 성장중심 으로 취해져야한다는 상반된 대안을 옹호하고 있다 고’(40.9%) ‘ ’(57.5%) (

세훈 이는 정부의 재분배 복지정책이 없더라도 경제성장만 되면 빈곤 불평등 문, 2007: 44). � �

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성장주의적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구조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낙후성의 배경적 요

인일 뿐이다 신자유주의나 복지국가 위기론 그리고 성장우선주의가 자동적으로 복지정책의. ,

후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신자유주의의 압박과 개발독. ,

재의 유산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다음의 제도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을 매( )

개로 하여 또는 결합되어 한국 복지국가의 낙후성을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제도적 요인 생산레짐과의 연계성과 제도적 경로의존성2)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민주화 이후에도 잔여적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인‘ ’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개발독재시기에 구. ,

축된 사회복지정책의 원리가 지속되는 경로의존성 의 문제 그리고 다른(path-dependency) ,

하나는 생산레짐 과 복지레짐 의 연계성에서 파생되는 문(production regime) (welfare regime)

제이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경로의존성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

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시행된 이후 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년 사립학교교1964 , 1973 , 1975

직원연금 시행 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제도 시행 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1977 , 1979

의료보험 시행 국민연금 실시와 의료보험의 확대를 천명한 년의 국민복지 대 정책발, 1986 3

표 등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기본적인 제도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이신용 그( , 2007: 108-109).

목적은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시행 자체도 부분적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

경제적인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는 등 부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때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적인 제도적 원리들이 정립되게 된다 그것은 사회복지제도는 정권 안정화에 기여하고 경. , ①

제성장을 돕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시행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재정적으. ②

로 소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나 시행중인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 사회, . ③

보험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으로 시행하며 기여금 갹출이 용이한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신용( , 2007: 136).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정책도 이러한 제도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일정한 연,

속성과 경로의존성을 보인다.

첫째 한국에서 민주화 기간동안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사회지출비가 증가했지만 권위주의,

시기에 설계된 초기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시스템적인 개혁 인 것은 분명 아‘ ’(systemic shift)

니다 송호근 홍경준 그것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혜대상 집단과( � , 2007: 126-127).

규모의 확대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초기 설계의 진화 성숙과정에 해당하며 다른 한편으� ,

로는 그간의 경제성장이 국가의 복지역량을 향상시킨 결과 낙후된 복지부문을 일정 수준으

로 올려야 한다는 따라잡기 의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년 이후‘ ’(catching-up) . 1987

복지제도의 변화는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추가하는 식의 점진주의적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복지정책‘ ’ .

의 제도적 원리와 성격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

둘째 한국의 복지제도 원리 중 매우 중요한 것은 자격요건이 고용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고용연계성 인데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역시 이를 더(employment-based entitlement) ,

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송호근 홍경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 � , 2007: 146-147). , ,

보험 모두 임금소득이 분명한 공공부문과 대기업부문에서 시작하여 점차 소기업과 자영업으

로 확대되었다 재정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전국민 사회보험 시. , ‘

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고용유형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선이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취업자의 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대보험은 물론. 50% 4

비법정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채로 배제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보험시대의 개막에.

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비가 급증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역시 급상승하지 않,

았다 사회보험의 확대실시에 대해 자본과 기업의 저항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

유에서 연유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특성은 왜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정책이 불평등과 빈곤을 상쇄하는데,

실패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김대중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중추를 담당. ,

하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지못하고 있어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

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과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양재(

진 사회보험은 수혜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고용연계성이 강하고 안, 2003: 415).

정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전통적.

인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막으려는 시도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다.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제도적 요인은 생산레짐과 복지레짐의 상호연계성 문제이다 권위주.

의 시기에도 그러했고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정책은 생산레짐을 보완하는 기능적

이고 잔여적인 하위 정책범주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의 원칙은 복지정책이 수출주.

도경제나 대기업 생산레짐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적어도 방해해서는 안되고 정책이 도,

입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로로 복지수요가 사실상 충족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

용부담이 크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된다는 점과 최소비용 최소혜택의 제도형태로 시행된다‘ - ’

는 점이다.

개발독재시기에 이러한 예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국내자본을.

동원할 목적으로 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지만 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위기를1973 ‘ ’ 1

이유로 그 시행을 무기연기한 것 년 의료보험이 대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1977

서 도입된 점13)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낮은 기여금과 낮은 급여수준의 결합으로, ‘ ’

시행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동면 이신용 민주화 이( , 2006: 130-131; , 2007: 112-113).

행 이후의 복지제도 개혁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년의 최저임금제 도입이 그, 1988

런 경우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당시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미 상당.

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결과 최저임금제에 적용되어 임금혜택을 받는 노동,

자의 수는 지극히 적었고 정책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13) 년대 당시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기업복지 차원에서 종업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1970

고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비를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의료보험의 도,

입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의료보험은 정부와 대기업간의 긴밀한. ,

협력하에서 도입되었으며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주체인 전국의료보험연합회를 전경련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민주화 이후 생산레짐과 복지레짐의 연계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지출의 확대가 대기업 중심의 생산레짐과 경영전략에 철저하게 조응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첫째 김영삼정부 시기인 년 전격 시행된 고용보험은 당시 경. , 1995

기침체와 도산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리해고의 합법화를 원하는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하

는 교환의 정치의 일환이었다 대기업에게 고용보험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신 년말‘ ’ . 1996

노동법 개정을 통해 재계가 원하는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를 인정했다 송호근 홍경준( � , 2007:

173).14) 둘째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정부에서 복지지출의 폭증은 당연히 구조조정과 대량해,

고에 따른 갑작스러운 실업대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년의 대비 사. , 1998 GDP

회복지지출은 수준으로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 추세는 곧 반전되어 년 이후에는10% , 2000

대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하락한다 앞의 표 참조 이는 경제위기 상황이 진정되고 생7% ( < 5> ).

산레짐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그에 연동한 복지레짐이 원래의 보조적 위치로 복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년대 이후 대기업들은 핵심 조직노동자의 반발을 피해가면서도. , 1990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분절선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외환위기‘ ’ ,

이후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성취한 정리해고가 민노총의 반발로 사실상 기능할 수 없게 되‘ ’

자 하청 외주부문 파견근로 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한국의 생산레짐을 지탱하� , , ‘ ’

는 핵심 지주로 역할하게 된다 그런데 김대중정부의 사회보험 확충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 - ’

노동시장 분절선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대로 이는 생산레짐에 조응한 국가와. ,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다.

정치사회적 요인 복지정치와 정책결정구조의 취약성3) :

정치사회적 요인은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행위자들의 대응과 역학관계와 관

련된 것이다 여기서는 두가지 측면에 주목하는데 하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대표되. ,

는 친복지세력의 조직적 정치적 취약성 다른 하나는 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국가� ,

관료들의 역할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경험과 권력자원이론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제도적 복지국가로‘ ’ ,

의 질적 전환은 통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계급 조직화와 좌파정당의 정치력이 수반되어

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계급의 조직력도 매우 낮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이익. ,

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도 취약해 정치력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지식인 등 친복지세력을 아우르는 강력한 복,

지동맹 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김대중정부 시기에 한국의 복지제도가 획(welfare coalition) .

기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는 성경륭 은 그 이유가 복지개혁을 추진하는(2002: 492-493) ①

시민운동세력 노동계급 포함 의 조직력과 결속력이 강했고 김대중정부가 복지개혁을 수용( ) , ②

할 수 있는 개혁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복지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세력과 정부가 수, ‘③

직적 연합을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

실제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민주화 이후 복지제도의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14) 노동법 개정안은 그 이듬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으로 결국 철회되고 만다 당시 개정안은 정리해고 합법화. ,

파견근로자 인정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휴업수당 하향조정 등 자본이 요구하던 조항이 대거 수용되었는데 노, ,

동쪽에도 복수노조 허용 제 자 개입금지 철폐 정치활동 허용 등을 인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노동과 자본, 3 ,

의 요구를 교차수용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자본의 요구는 법안통과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하고 노동의 요구. ,

는 김영삼 정권 이후의 시기로 유보함으로써 사실상의 개악으로 귀결되게 된다.



담당하였고 일정한 개혁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은 건강연대와 참여연. ,

대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의료보험통합을 반대하는 직장조합대표이사협의회 대기업경영,

주 한국노총 보건복지부내 친조합주의적 관료세력의 저항을 무릅쓰고 년 월 국민건, , 1999 1 “

강보험법 의 법제화를 주도하였고 이로서 의료보험통합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

를 하였다 또한 공적 부조제도의 근본적인 발상전환과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되는 국민. “

기초생활보장법 경우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여개 시민단체들이 발의를 하고 여기에” 3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친복지성향의 정치인 그리고 사회복지학계와 종교계가 가세하여, , 1999

년 월 입법을 성사시켰다 안병영 성경륭8 ( , 2000; , 2002).

그러나 이러한 개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한국 복지국가의 잔여적, ‘ ’

성격을 돌파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민주화과정에서 복지동맹이 형성되긴 했.

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복지동맹의.

주요 행위자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각 영역별 쟁점을 개발하고 관심을 동원하는 쟁점의‘

정치 에 치중했기 때문에 양자가 상호결합된 사회노동운동으로 발전하지 못’(issue politics) , ‘ ’

하고 각 운동세력이 분리된 채로 정부 국회 관료집단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양, , ,

식이 확산되었다 송호근 홍경준 특히 한국 복지레짐의 질적 전환을 제약하( � , 2007: 189-191). ,

는 핵심 요인인 비정규직의 배제는 이러한 복지동맹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점‘ ’

이다.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쟁점이지만 그것은 경제적 문제로 더 좁게는 노, ,

동운동이 풀어야할 문제로 한정되어왔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규범적.

이고 당위적인 반대입장만을 밝히는 소극적인 자세였고 적극적인 켐페인의 전개나 연대전략

은 구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경우 특히 민주노총 도 조직노동자의 강한 조직연대. ( )

력과 교섭력 관심의 동질성 투쟁이슈의 일관성을 위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차순위의 과제로, ,

미루어온 측면이 강하다 또한 기업별노조라는 노동운동 조직방식의 제약이 지적되기도 한.

다 박동 양재진 대기업 노조가 이끄는 한국 노동운동의 주된 관심은( , 2000; , 2005: 403-404).

해당 사업장의 고용안정과 임금임상 복지문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급 전체의 장기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의 복지제도가 노동의 상대적 힘이 아직 미약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인 대기업노조의 이해관계와 선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복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토해야할 정치사회적 요인은 복지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국가관료의

역할이다 여기서는 정책결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행정부 대 입법부 등 정책결정을. ( ),

둘러싼 관료정치 의 양상 특히 정책결정에서의 비토점 의(bureaucratic politics) , ‘ ’(veto point)

존재여부 등이 중요하다.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책결정구조는 여전히 관료중심적 대통령중심적 성격,

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윤상우 이는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 2007). , 1999

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적극적“ ” . �

조직적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법 제정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식발언 울산(‘

발언 은 이후의 과정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결정적 열쇠였다 안병영’) ( , 2000: 46).

나아가 이러한 정책결정상의 특성은 국가관료조직내에서 비토점의 문제가 복지정치에 상,

당히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복지의 책임을 기업과 가족에게 전.

가하여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성장지향적인 경제부처들 특히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이 결정적,

인 거부권을 행사해왔다.15) 하지만 김대중정권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거부권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부처의 통제력과 정책조정망이 분산된, ①

것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추궁과정에서 이들의 정당성이 약화된 데서 연유한다 송호근 홍, ( �②

경준 이러한 내용은 김대중정부 후반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정책의, 2007: 209).

발전이 시스템적 전환이 아닌 소폭의 개혁에 그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한다 그.

것은 바로 김대중정부에서 발생했던 정책결정구조의 변화는 외환위기와 정부조직 개편이라

는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을 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정책결정구조의 일시적 변화는 정책패러다임에 근본적 전환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

시 약화되었던 거부권의 통제력은 외환위기의 진정과 함께 다시금 복원될 수 있었고 결과,

적으로 복지레짐의 질적 전환에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16)

평가와 전망5.

15) 경제기획원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비토점을 행사한 예로는 년의 의료보험법 제정과정에서 초1963

기의 강제가입 원칙을 포기하고 자발적 가입원칙을 택한 것이나 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에서 기금방식, 1973

을 채택한 것 년 의료보험의 도입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행정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한, 1977

것 등을 들 수 있다신동면( , 2006: 129)

16) 이러한 예는 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도 나타난다안병영 신자유주의적 정1999 “ ” ( , 2000: 47).

책성향이 뚜렷한 기획예산처는 처음부터 이 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으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무의사결정 을 유도하였다‘ ’(non-decision making) .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소요재정규모를 크게 줄이고 이로써 법 제정의 의미,

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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