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 1 -

                

이  태  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1. 들어가는 말 : 보편적 복지 논쟁 1 라운드의 의미와 경과

  2010년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 몰아닥친 보편주의 논쟁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내세운 당시 민주당의 공약은 이내 보

편적 복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당시 새누리당의 정치적 반대에 힘입어 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쟁점이 된 뒤, 선거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또는 잔여적 복

지)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최근 다시 등장한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관련된 논란을 보편적 복지 논쟁의 2라운드라고 

하면, 2010년 전후의 논쟁을 1라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2라운드의 성격과 의미를 논하

기 이전에 먼저 1라운드가 어떤 족적과 한계를 남겼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먼저 1라운드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한국의 복지국가의 성격과 모형을 
둘러싸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관심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복
지국가의 형성사가 비교적 짧고 정부 주도의 방식을 택한 관계로 대중적인 논쟁과정이 지극
히 억제되어왔으나(이태수, 2013), 주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일어났던 보편주의 논쟁은 
한국사회로부터 거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주된 논점

이 일부 왜곡되었다고는 하나 복지 또는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대중의 학습효과 면에서 볼 

때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정당정치사에서 복지와 관련한 정당의 이념과 노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를 

둘러싼 정당간의 치열한 정책경쟁이 벌어짐으로써 복지정치의 중요한 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쟁이 본격화된 것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공약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선거구호로 채택되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거세게 비난을 가함으로써 논쟁

이 더욱 증폭된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당이 사회정책을 둘러싸

고 별로 첨예한 대립점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
었다.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은 복지정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당 간의 정
책차별화와 대립은 복지국가 발전과정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로는 실제 이러한 논쟁이 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국가운동의 활성화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논쟁이 복지정치의 장과 함께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의해 정책

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보편적 복지로 분류될 만한 정책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그 대

표적인 예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 무상급식, 보호자없는 병원, 박

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펼친 보육정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넷째로는 이러한 논쟁이 복지국가운동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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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동안 복지국가운동단체를 자처한 곳은 참여연대(1994년 창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07년 창립) 등에 머물렀으나, 2011년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복지국가시민

연석회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2012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복

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이 창립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실제 활동내용과 그 성과를 

정확히 따지기는 아직 쉽지 않고 그 단체들의 내부 기반이나 단체의 사회적 위상이 과연 공

고한가는 별도의 논의로 돌린다 해도 어쨌든 이러한 복지국가운동지향단체의 양적 팽배 현

상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의의를 지닌 보편적 복지논쟁은 여러 가지 한계를 동시에 노정시켜다. 학술적

으로도 결코 간단치 않은 이런 주요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칠만큼의 성숙한 

정치 환경이나 언론환경이 제공되지 못한 점은 그렇다해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정치공세와 여론주도의 목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왜곡된 개념이 

범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보편적 복지 = 무상복지’라는 등

식이 버젓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가 혼재

한 점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논쟁은 2010년 후반 재원조달 가능여부라는 이슈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논증 불가한 
논쟁’ 안으로 함몰되는 성격을 띄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보지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쉽
게 잦아들지 않았고 2012년 말 대통령선거까지 사회적, 정치적 담론의 형태로 이어졌으나 대
선에서 박근혜후보진영이 ‘위장적 수용 전략(?)’을 택하여 복지국가라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끌
어안음으로써 뚜렷한 쟁점을 만들어가지 못한 채 대선 이후 급속히 소멸해 가는 양상을 보이
게 되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사이의 정부간 재정부담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무
상보육과 무상급식 상의 우선순위 문제와 양자 사이의 대체 가능 여부 등으로 논란이 번짐으
로써 무상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재발되었다. 이를 보편적 복
지 논쟁 2라운드라 할 때, 이는 1라운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유제(遺題)에 연관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1라운드의 유제란, 과연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무상복지는 보편적 복지
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수렴된다고 하면 차제에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을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보편적 복지 논쟁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이 논쟁의 원조인 영국의 보편적 
복지 논쟁을 통해 이끌어내어 보고, 2라운드 논쟁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의 
이슈에 담긴 오해와 진실을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영국 보편적 복지 논쟁과 시사점

1) 배경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 복지 논쟁이 좀 더 성숙한 기반 위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루어짐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더욱 중요한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객관적 접근을 통해 현재 한국 복지국가 수준에 걸맞는 성과물을 도출해내는 일이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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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지금까지 한국의 학계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편적 복

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한참 진행중인 시점에서 이상이(2010), 윤홍식(2011), 이태수

(2011), 김연명(2012), 권혁주(2012) 등의 연구는 나름대로 의의를 지닌 성과물이 아닐 수 없

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 겪은 다양한 논쟁사를 볼 때 이러한 연구 성과물

은 매우 부족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다른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논쟁이 어떤 논

리적 흐름과 주창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이 현실 정책에 어떻게 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논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전망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에서 1960년대를 전후하여 일어난 보편주의(universalism) 대 선별주의

(selectivism) 논쟁은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하겠다. 당시의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지국가의 구축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Hoshino(1969)는

  “ 국에서의 그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에 대한) 논쟁의 특징은 그에 관한 저술에 있어서

나, 그 주제와 그와 관련한 다양한 차원들을 명료히 드러내는 정도에 있어서 매우 많은 양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영국에서의 그 논쟁은 논쟁과 정치적 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도 선별주의나 보편주의 각각의 이점과 단점에 대한 수많은 진지한 분

석들을 자극했다(Hoshino 1969: p. 246).”
라고 국에서의 논쟁을 묘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은 베버리지보고서에서 보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 고, 1945년 최초로 단독으로 집권한 노동당에서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를 필두로 한 사회보험과 보편적 복지의 또 다른 전형인 가족수당을 중심

으로 1948년에 본격적인 보편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노동당 정권은 한국전쟁에 의한 전

비조달 문제가 이슈가 되어 갑자기 실시된 1951년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준 뒤 물

경 1964년까지 상당기간 보편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집권한 보수당도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

한 채 소위 Butskellism1) 이라 불리우는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정책과 유사성이 제법 높은 정

책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계속되었다.
  그런 보수당의 노선은 보수당 내에서 근본주의자들에게로부터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

들 근본주의자들과 노동당 간의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도화선을 제공하 다. 

  보편주의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논리를 제공한 대표적인 논객은 페이비안소사이어티

(Fabian Society)나 런던 정경대학(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와 관련있는 Titmuss, 

Abel-Smith, 그리고 Townsend라고 할 수 있으며, 보수진영의 논객은 경제문제연구소(the 

Institue of Economic Affairs)나 보수당정치센터(The Conservative Political Centre), 그리고 

경제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다.
  물론 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에 논쟁이 없었던 

1) 1954년 The Economist지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노동당의 재정부장관였던 가이스켈(Hugh 
Gaiskell)과 정권이 바뀌어 그 자리에 기용된 보수당의 버틀러(Rab Butler)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한 
것임. 결국 이는 두 사람의 정책입장, 나아가 두 당의 정책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상징화한 용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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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심심치않은 정치적 논쟁2)과 학술적인 공방 역시 이어지고 있지만, 

1960년대를 전후해 국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이 모든 논쟁의 원조이자 논리

적 출발점이고, 그후 국 복지국가의 변천사와 직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

다.

2) 논쟁의 경과

 주지하다시피, 국은 서구 복지국가의 원형을 제시한 국가라 할 수 있다. 비록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방식의 복지프로그램을 창안하였다고는 하지만, 일국의 시스템

으로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청사진과 그것에 대한 구현은 영국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핵심은 1942년 발표된 W. Beveridge의 The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ocial service, 일명 베버리지보고서이며, 그 보고서의 핵심은 보편주의

(universalism)에 있다. Hosino(1969)에 따르면, 그 배경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깔려있는데, 

첫째, 전간기(戰間期)의 경기침체 시 경험했던 극심한 고통의 기억, 둘째, 빈곤법과 실업수당

의 모멸감, 셋째, 증오스러운 ‘자산조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p. 247). 여기에 “어떤 이를 위

한 케이크가 모든 이들에겐 빵(bread for all before cake for any)”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평등주의 사상의 팽배가 최저생존수단의 보장이란 원칙 하에 보편주의를 반 하게 

된 강력한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결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자산조사없이 권리로서의 급

여가 제안의 암묵적인 목표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정책들, 특히 사회보험, NHS, 그리고 

가족수당 등은 1945년 총선에서 최초로 단독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의 실천정책 목록 최상단

에 기록된 것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1946년에 국민공공부조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와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를 정하였고 1948sus 7월 4일 NHS를 시행하여 역사

적인 날로 만들어나갔다. 그러나 2차대전 종전 후 국의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고, 특

히 부족한 정부재정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 상황이었기에 NHS 시행에 있
어 치과에 대한 유료화 등을 시행하여 정부 내외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시련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1951년 임시 총선거에서 의외로 노동당이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준 뒤 1964년까지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국 복지국가의 토대가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과는 전혀 다

른 경로를 밟게 된다. 그런 가운데 1965년부터 1970년까지 다시 노동당이, 그리고 1970년에

서 1974년까지 보수당, 그리고 1974-1979년까지 노동당 등으로 계속 집권정당이 바뀌는 이

른바 swing 현상이 일어난다.
  

<표 1> 1945년 이후 1970년대까지 국의 주요 흐름

2) 스코를랜드의 분리를 둘러싸고 최근 야기된 일련의 논쟁을 말함.

연도 집권당 사회보장 건강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1945

노동당

가족수당법
1946 국민보험법 국민건강

서비스법 신도시법

1948 국민
공공부조법

도시 및 
농촌계획법 아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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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의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은 이러한 swing 현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즉, 양당

체제에서 서로 집권 기회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정책에 대한 차별성과 선명성에 있어 경쟁

을 격화시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노선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2차 대전 이후의 영국 사회, 정치 영역에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정신(welfare 

consensus)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Gladstone(1995)은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전후 각기 자유당, 노동

연도 집권당 사회보장 건강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1951

보수당

본인부담제
도입

1959 소득연계연
금제 도입 정신건강법

1963

아동 및 
청년법:

아동 학대
방임 방지

1965

노동당

빈곤의 
‘재발견’

1966

보충급여법
국민보험법 
개정(소득

연계단기급
여 도입)

1968 시봄보고서

1970

보수당

가족수입
보충제도입

지방정부사
회서비스법

1972

주택자금
조달법:

빈곤계층 
월세보조

1973
NHS 

행정조직
재정비

고용훈련법

1974

노동당

의무포괄
교육

공공주택
월세 동결

1975
고용보호법
아동급여법
사회보장법

1979 보수당
교육법:

학교급식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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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보수당을 차례로 대변하는 인물들인 베버리지, 베번(Auin Bevan), 그리고 버틀러(R. 

Butler) 라는 핵심인물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협상을 함에 있어 그들의 독특한 개성에서 찾을 
수 있고, 둘째로는 ‘Butskellism’이라는 조어(造語)가 등장하는 데에서, 그리고 셋째로는 케
인즈(J. M. Keynes)와 베버리지 모두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합성하고 국가간섭주의
(interventionism)와 자유주의(liberalism)을 합성하는 전통을 이미 대변하고 있었던 데에서도 
찾고 있다. Seldon(1991)은 이러한 합의 정신이 다섯가지 정책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완전고
용에 대한 정부의 기여, 노조의 권리에 대한 수용, 복지국가, 혼합경제(mixed economy), 그

리고 불평등에서 오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평등의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로, 이들 버틀러와 가이트스켈 두 사람이 신념이나 기본정책에 있어 

판이하게 다름을 주장하는 견해(Gilmour & Garnett, 1998)부터 이러한 합의정신 자체를 부

정하는 견해(Pimlptt, 1988; Janes & Kandiah, 1996)까지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이런 가운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입장으로 페이지(R. Page)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보수당 내에는 1945-1964년까지 현대화된 보수주의(Modern Conservative)가 

주류 고3), 노동당 내에는 마찬가지로 개량주의적 사민주의(Revisionist Democratic Socialis

m)4)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집권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Page, 2005, pp. 51-64). 물론 페

이지는 기본적으로 합의정신이 없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긴 하지만,5) 본래 각 진 의 주

류가 일종의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바뀌면서 여전히 각 진  내의 근본주의자들은 내부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갖고 있기 마련이었다는 점이다(Gadstone, 1995, p.14). 특히 보수당에서 다
시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1964년을 기점으로 보수당 내부에서는 기존의 정통 보수진
영이 힘을 얻기 시작하 고 노동당도 1970년 정권을 다시 내주면서 정통 노동 진영으로 회
귀하 다는 사실이다.

  이런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형성되었던 시기인 1960년대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논쟁이 본

격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쟁은 현실 집권세력들이 직접 나섰다기 보다는 양 진  내

의 좀 더 전통적인 입장에 서있던 논객들이나 학자군에 의해 주도되었다.

  사실 당시의 논쟁이 단지 학술적인 차원만이 아닌, 매우 격렬한 선정적 용어까지 등장하며 

전개되었다. 이 논쟁이 1830년대 신빈곤법을 둘러싼 논쟁과 1906-11년 인민예산과 실업보험 

도입을 둘러싼 자유당 논쟁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판단한 레딘(Mike Reddin)의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다.

     

3) 이미 보수당은 1946년 총선에서 패배하자 처칠(W. Churchill)을 다시 당수로 하여 1947년 「산업헌장
(The Industrial Charter)」을 선포하며 이례적으로 노동자편을 삽입하였는가하면, 1949년 「영국 우
파의 길(The Right Road for Britain)」에서 노조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들은 복지
의 낭비부분을 공격할 뿐, NHS 철회 등을 결코 주장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재정절약형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4) 이 흐름을 주도한 이는 크로스란드(*. Crosland)로서 그는 『사회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Socialism, 1956)』에서 당시 정통 좌파들이 국유화정책이 가장 최우선순위의 정책임을 주장하는 것
을 반대하면서 중산층의 절대적 지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빈곤한 계층의 상대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전략, 소위 평등주의 효과(egaliarian effect)를 주창하였다. 

5) 페이지는 현대화된 보수주의는 복지국가가 전통보수주의의 이념과 양립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개량
주의적 사민주의는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는 입장을 취한 것이 각기 특징인데, 양자 모두 자신들의 이
데올로기를 버린 것이 아니므로 이들사이에 합의정신이 존재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고 
봄(Page, 2005, pp.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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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의 좀 더 특별한 논쟁이 재개된 것은 국가나 공적 지출의 역

할에 대하여 특수한 배경과 관련되어있다. 이 논쟁의 참여자들은 각자를 철딱서니없

는 감상주의(jejune sentimentality)와 비열한 자유시장파들(mean-minded 

free-marketeers)라고 각기 상대를 공격하였다....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저술자들도 

스스로 노여운 얼굴의 말다툼 이상으로, 그리고 관여된 주제에 대해 깨끗이 정돈된 

마음 상태로 선언하고 있으며, .... 최대한 지적인 거만함으로 천명하고 있다(Reddin, 

1969, p.12).”(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당시 논쟁의 구도는 대개 세가지 진 으로 짜여져 있었다. 첫 번째 진영은 보편주의에 선 

입장으로서 페이비안소사이어티(The Fabian Society)와 런던정경대학(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그룹에 연계된 자들로서 대표적인 논객은 티트무스(R. Titmuss), 아벨-스미스(B. 

Abel-Smith), 타운젠드(P. Townsend)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진 은 경제문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보수당 산하연구소인 보수주의정치센터(The Conservative 

Political Centre)에 관련된 인사들로 경제문제연구소를 만든 장본인인 셀던(A. Seldon), 발리엘

경(Lord Balniel), 레딘 등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진 으로는 정치적인 연계없이 그들 스스

로를 칭하는 명칭도 없이 정책비용이나 행정의 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해 나간 일병 ‘시민화된 
선별주의자들(civilized selectivisits)로서 젠키스(R. Jenkins)가 대표적인 예이다(Hoshino, 
1969, 246). 
  결국 논쟁의 상호간 주 대상은 앞의 두 진 이었으므로 이들의 이론적 공방 내역을 추적

하여 보기로 하자. 

  이미 50년대 초부터 당시 국의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의 「타임즈(The Times)」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보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한다. 특히 1951년 이

코노미스트는 더많은 자산조사를 주창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산조사의 낙인감(stigma)은 

이제 사라졌고 공공부조는 너무 관대해서 개인의 자존심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또한 1957년에 설립된 경제문제연구소 역시 창립 이후부터 선별

주의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하여 사적 시장의 확대를 부치기기 시작하 다(Titmuss, 1976, 

115). 
  그러나 1960년대 중후반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쟁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논쟁의 중심

적 인물 던 티트무스는 1968년에 당시까지 그가 행한 여러 연설문과 기고문을 묶어 초판을 

펴낸 『복지에의 기여(Commitment to Welfare)』라는 책자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의 생

각과 선별주의에 대한 비판지점을 비교적 잘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Abel-Smith(1976)가 당

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 쓰여진 것 중 가장 통찰력있는 것으로 

평가한 티트무스가 밝힌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옹호자들의 주장을 연결하고 이

에 대한 선별적 복지 옹호론자들의 반론도 대응시켜 보도록 한다.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그리고 무상복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정의와 관련된 것을 보면, 우선 

티트무스는 보편적 복지를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자산조사를 행하는 모든 제도로 보았

지만, 아울러 개인별로 그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제도까지 보편적 복지로 보았

다. 그는 특히 자산에 기반하지 않고 욕구에 기반하는 선별적 복지가 많이 생기는 것을 개탄

하기도 하 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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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산(means)에 기반하지 않고 어떤 범주들, 집단이나 지역 등의 욕구(needs)에 

기반하여 사회적 권리의 형태로 주어지는 선별적 서비스와 급여가 더욱 많아짐에 많은 사람

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Titmuss, 1976, 114).”

  특히 Titmuss 저서에 서문을 담당한 아벨-스미스에 의하면 아주 단정적이고 명쾌하게 언

급되고 있다.

    “티트무스가 이러한[괄목할만한 자유재량의] 능력 하에 정책을 구성하는 데에 참여하고 

선택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부딪히는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여한 것은 현금

이 어디까지 (욕구에 대한 조사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져야하는 지, 그리고 (소득, 재산 또는 

욕구 등에 종속되어) 선별적으로 어디까지 주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전세계의 논란에 대한 

그의 관점을 날카롭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Abel-Smith, 1976, 6).”(괄호는 원저자, 밑줄

은 인용자)

  티트무스의 연구조교 던 레딘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보편적 급여는 없다”(Reddin, 

1969, p. 13)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어떤 급여도 기여정도, 가입기간, 성별, 주거조건 등등을 

따지게 되어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심지어 1파운드를 누구에게나 나누어주어도 그 가치

에게는 다르므로 협의의 개념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는 없다고 말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그

는 “어떤 급여체계에서 한편으론 선택적 급여가 확장되느냐 줄어드느냐, 또 다른 한편으론 

보편적 급여가 확장되느냐 줄어드느냐”(Reddin, 1969, p. 14)하는 두 개의 전제가 가능하고 
결국 절대적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의된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운젠드는 이들과는 다른 정의를 선보이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사회정책에 있어 보편주의란 소득(income)에 상관없이 전체 인구에게 또는 그중 어느 

한 집단에 서비스나 급여를 할당하는 원칙이다(Townsend, 1972, 3).”

라고 명쾌하게 자산조사방식 유무를 그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보편주의가 적용된 

시기는 1905-1911년 자유당(the Liberal Party) 시절의 행정부 개혁, 1942-48년 2차대전의 경

험 시기, 그리고 1966-1972년 노동당 집권시절로 보고 있으며, 반면 1960년대 초와 1970년대 

초 보수당의 집권 시절 1950년대 경제침체를 계기로 급격히 선별주의로 기울었다고 판단하

고 있다(Townsend, 1972, 4).
  이렇게 볼 때 보편적 복지의 초기 주창자들이 모두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티트무스 스스로 보

편적 복지서비스의 전형으로 은퇴연금, NHS, 실업보험, 그리고 학교급식서비스 등의 4가지

를 직접 거론하는 것에서(Titmuss, 1976, 130), 실질적으로는 인구집단별, 욕구별 판단에 따

른 급여보다는 자산조사 유무가 핵심적인 기준인 것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

다. 또한 당시 논쟁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소득조사에서 오는 낙인감 유무 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선별적 복지의 주창자들은 분명하게 소득 등 자산조사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측면이 역력하다. Seldon(1967)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
조사가 가계를 파괴한다는 반대진 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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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주의 원칙은 소득이 오르고 각종 감이 증진될 때 작동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

것은 1930년대에 자행되어 가족을 해체시켰던 ‘가구자산조사(Household Means Test)’ 방식

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자산은 비개별적인 주기적 소득 기록으로 식별할 수 있다

(Seldon, 1967, 58).”

라고 밝히고 있다. 

  Seldon은 이어서 논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급여의 무상여부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는

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을 한편으론 ‘모두에게 무상으로(free-for-all)’라고 언명하는가 

하면(Seldon & Gray, 1967, 68), 다른 한편으론 복지국가의 무상성(無償性)(“free”-dom of 

welfare state)이란 조어를 선보이며 이런 무상급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는지를 장

황히 나열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건강, 주택, 연금 등에 대해 “무상이거나 무상일 수 있다

는 신념(Seldon,  1967, p.56)”에 기초하였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신화의 악마적인 향력은 

경제학 1학년에 공통교과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서 무상공급은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공
급은 중단시키면서 공급부족과 긴 줄, 공무원들의 거만함과 재량, 선거에 민감한 의료부문에 
대한 집중 등 수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 다(Seldon, 1967, 57).
 그러나 무상서비스의 경우, 당시 보편적 복지의 옹호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질 

수밖에 없었다. 1948년 NHS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완전무상이 되지 못하

고 치과서비스와 조제 두가지 부분에 대해 요금을 부과(charge)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자 당

시의 보건부장관이자 전후 보편적 복지정책을 이끌어온 베번(A. Bevan)이 사퇴하는 등의 뼈

아픈 역사가 이후 오랫동안 ‘무상’의 개념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그 증거는 논쟁이 진행 중
인 1967년, 당시 노동당 집권 시절 무임소장관(minister without portfolio) 던 휴톤(Douglas 
Houghton)이 경제문제연구소(IEA)에서 행한 연설에서 요금부과를 주창하여 파란을 일으킨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Houghton(1967)은 소득세 부과방식의 자산조사를 여러 가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치료에 대한 것은 물론 학교급식, 사회서비
스, 집세 등에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사실 1960년대 당시 국의 복지국가에도 상당히 많은 복지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지방정부까지 통털어 보면 자산조사방식만도 1,000 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상태

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

만 적어도 이들 사이에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그리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항

선이 존재했을 것임을 짐직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버는 만큼 내는 방식(Pay As 

You Earn, PAYE)’에 대해 시종일간 부정적인 반응이 엿보이는 것(Titmuss, 1968, 115)은 당

연하다.
  그러나 이 지점에 대해 Seldon(1967)은 매우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보편주의자들-인용자]은 요금부과를 원하지만 ‘단념하’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러나 요금부과는 반드시 단념되고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그들의 자원을 아끼고 낭비를 최소

화하는 방식이니까. 해결책은 요금부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이들이 소득에 대

한 부과방식으로 그것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Seldon, 1967, 62)”(따옴표는 원저자)

  이는 요금부과방식을 잔여주의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의 도입으로 재정 상

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보편주의자들의 모순성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진행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에서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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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욕구조사에 기반한 급여도 보편주의로 받아들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복지급여가 핵심적인 관심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국에서 이루어진 초기 논쟁과정에 이러한 개념상의 모호성이 존재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 당시 논쟁에 임하는 논객들의 의중에는 영국사회에 구빈법 이후 근절

되지 않은 낙인감에 대한 오랫동안의 거부감을 제거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기 때문에 사

실 다른 욕구조사 방식에 대한 비중은 현실정책에서의 비중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 크게 의

식될 존재가 아니었다. 당시 낙인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는 1960년

대 경제문제연구소에서 주도하여 행한 여론조사에서 보편주의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지지가 
있음에 놀란 해리슨(R. Harrison)이 “자산조사는 대중들의 적대감이 매우 커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책(politically unacceptable policies)’일 수밖에 없다”(Harris, 1967, 
p1)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단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보편주의자들에게는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정 한 분류 기준보다는 그 

기저에 깔린 철학과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존재했다. 여기에는 마샬의 사회권에 대한 

공감과 빈곤을 야기하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인식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당시 정책의 분화정도가 현재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였을 것이기에 논쟁의 과정에서 

중간 역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학자들, 논객들 간 불꽃튀는 격렬한 감정섞인 표현까지 동원된 논쟁과는 달리 현실

정치세계에선 집권 정당에 상관없이 혼합정책이 구사되었음은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노

동당이 최초로 집권한 시기인 1946-1951년 기간에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정책프로그램의 주

요한 것들이 대거 도입되었으나 1964-66년, 1966-1970년에 재집권한 노동당은 NHS 에서 처

방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학교 중식의 가격 인상, 자산조사를 기저로 하는 국민공공부조
제도의 확대 적용 등을 행하 다. 또한 1951-64년까지 14년간 집권한 보수당은 집권 당시부
터 여성들이 전후의 긴축생활에 환멸을 느끼는 사실을 의식 이전 노동당 정부가 초석을 깔
았던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전면 철회하는 것은 시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복지국
가의 해체가 아닌 지출 통제를 강조하 기에 부분적으로 급여의 소폭 인상, 직장연금제도의 

권장 등의 보수적 정책이 시행될 뿐이었다.6)

 전후 복지국가로 가는 큰 방향성에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 간격이 크지 않았다고 일반적

으로 평가되는 1950년대를 지나고 두 당 사이에 정책의 이질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1960

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물론 1950년대 두 당 사이에 정책의 공통분모가 과연 실재했는 지

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의 실재를 긍정하는 이들은 소위 ‘복지합의정신(welfare consensus)’이 있었다고 보

는데 본다. 이에 대한 Butskeim 이라고 불리는 바대로 비록 집권당이 1951년 노동당에서 보

수당으로 변했지만 그간 노동당이 추진했던 NHS를 비롯하여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부

분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60, 70년대에 걸친 논쟁은 대처정부의 등장으로 급속히 복지국가의 동력이 떨어진 

6) 사실 이런 현상은 스웨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비록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소개되
고 있지만 1991-94년까지 집권한 4개 보수당 연합정권은 보수당을 열렬히 지지하며 “보편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미래의 지침으로 취할”(Swedish Parliament, 1992) 것임을 선언하고 
실행한 것에 비해, 1994년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 하에서 많은 축소정책을 감행한 하였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비록 1991년 이후 악화된 경제 및 재정상황에 의해 필요한 것이었다해도 실업보험과 
상병보험의 축소, 은퇴연령의 사향조정,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축소 등을 가져와 보편
주의 복지국가의 기본 속성이 후퇴한 것이었다(Rostein, 1998).

12



- 11 -

국 복지국가의 후퇴 국면과 맞물려 양 진  간의 승패를 가리기는 어렵게 끝났지만 보편

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의 기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4) 시사점

  국의 보편적 복지논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런 보편적 복지 논쟁이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거칠 수 있는 매우 당연한 과

정이라는 점이다. 물론 모든 국가가 이런 논쟁의 지점을 통과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

당과 진보당의 양 진 이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정권획득 기회를 양분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이 논쟁만큼 극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소재는 없기에 이 논쟁이 발발이 필연

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유사한 정치적 조건과 복지국가 단계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한국에

서 이런 논쟁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연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에서 무상성에 대한 논쟁 역시 초기 복지국가의 담대한 진전을 위해 무

상급여를 주창하는 단계에서 제기된다는 점이다. 국의 경우 신구빈법 이후 공공부조에서 

오는 심각한 낙인감을 떨치기 위해, 그리고 노동당의 최초 집권에 따른 획기적인 복지국가

로의 도약 의도에 의해 NHS와 같은 무상급여를 실현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보편

적 복지 논쟁에 휩쌓 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한국의 저급한 복지수준과 복지인식에 대

하여 국민적 체감도를 단기간에 제고하기 위해 ‘무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고 국의 경우에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러나 국의 경우 이 논쟁의 시기가 지난 뒤 대처시대가 개막되고 신자유주의 또

는 잔여주의의 기조에 입각한 복지정책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적어

도 현실정치는 패퇴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이념이나 철학면에서 대중

들이 이해하고 설득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냉정히 인정할 필

요가 있다. 결국 보편적 복지는 현실에서 대중이 그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

느냐하는 ‘체감의 시기’가 오지 않는 한 이론적, 이념적 논쟁의 장에서 갖는 한계가 크다

는 것이며, 특히 한국과 같이 오랜 기간 성장지상주의와 효율성이란 가치기준에 탐닉(?)되어

온 사회에선 논쟁을 통한 설득과 승리감을 맞보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보편적 복지 논쟁의 검토 지점

1) 보편적 복지 대 선별주의의 개념 재정립

 

  안토넨과 스필라는 보편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정의나 결론에 대해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립하지는 못했다(Anttonen  
& Spilἂ, 2009)고 단언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쉽지 않다. 이들에 의하면 
원래 보편주의란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안의 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티트무스와 에스핑
-안델슨을 거치면서 그 요소만이 부각되고 현재엔 제도주의보다 보편주의가 더 폭넓게 쓰여진
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하면, 보편주의는 첫째, 정부의 관심사로서의 보편주의, 둘쨰, 경제적 평등

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보편주의, 셋째, 복지국가체제와 관련한 보편주의, 넷째, 

사회적 급여의 본성과 관련한 보편주의 등 네가지의 차원이 혼용되고 있다고 간파하고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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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의 보편주의 논쟁을 위해 적어도 개념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

요하다면 우린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구

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주창한 논자들의 주장을 참고로 할 때 필자가 주장하고픈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정책으로서의 보편적 복지는 길버트가 말하는 정책의 4가지 차원, 즉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에서 할당과 관련된 용어라는 점이다. 따라서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의 자격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관계없이 폭넓게 그 자격이 주어지느냐는 점이 선

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구분을 낳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급여의 수

준, 즉 무상이냐 아니냐, 높으냐 낮으냐, 균등이냐 차등이냐 등은 이들을 가르는 핵심 기준

이 아니라는 점이다. 심지어 기여 유무, 기여정도에 따른 차등급여 유무 등도 중요한 기준

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부여, 급여수준, 비용 지불방식이란 세가지 요소를 놓고 

현재의 복지급여를 위치지어 볼 때, 보편적 복지의 범주에는 매우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한국의 복지급여의 다양한 형태 구분

주) 괄호안은 현재 한국의 복지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

  둘째, 정책으로서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체제의 특성으로서의 보편주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안토넨과 스필라가 주장한 것처럼 현재 제도주의와 보편주의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됨에 따라 보편적 복지정책과 선별적 복지정책의 혼합물로서 구성된 보편주의

적 복지국가와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즉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급여수준

자격    비용

부여       지불방식

균등급여

차등급여

기여도에 따라
자산조사에 

따라
세금공제

전계층 없음 (기본소득)

특정계층

없음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하위 70%)

동  일

보험료

(베버리
지식보험)

차  등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기부담

부 과

건강보험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노인요
양서비스 등)

빈곤계층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생활시
설 입소 등)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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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도주의적 복지국가 안에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들이 활용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두 번째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형태적으로 어떤 자

격기준을 부여하느냐하는 것을 넘어, 그 정책이나 체제의 근본원리가 복지의 시민권적 속성

을 인정하고 사회적 연대나 평등의 이념을 얼마나 그 근간으로 삼느냐가 있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현상적인 차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철학과 가치, 이념

에 얼마나 기초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도 매우 의미있을 것이다.

2) 무상복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

  위의 <표 2>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무상복지는 많은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하나의 정책 역

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복지가 보편적 복지의 유일한 또는 실행방식이라는 집단적 

착각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 매우 긴요하다.

  물론 무상복지만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논쟁의 혼란스런 지점을 모두 해소시

켜 주는 것은 아니다. 무상복지는 공짜복지라는 주장이나 무상복지는 인간의 의존성 저하와 

근로의욕 감퇴를 가져오고 재원의 한계에 곧 봉착한다는 지적은 그것대로 대응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명확한 이해는 보편적 복지의 원리적 타당성과 정책적 우월성을 담

보하기 위해 무상복지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의구심까지 떠맡아야하는 ‘과중한 방어력’의 

요구에서부터 일정정도 벗어날 수는 있게 해준다는 잇점이 존재한다.

  

3) 보편적 복지 논쟁 2라운드의 전략적 선택

  이제까지의 논의를 돌이켜 보면, 저복지의 한국사회에서 복지체감도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상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복지담론은 부분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예,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의 권 길후보가 내세운 ‘무상시리즈’가 그로부터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복지국가 논쟁에서 당당히 주요 의제로 내세워지고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무상복지가 지닌 파괴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심

화될수록 반대로 그의 해결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팽배함에 따라 부담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무상복지의 수용력이 상당히 컸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정정도 무상복지를 통한 학습효과가 진행된 상태에서 ‘보편복지 = 무상복지 = 

공짜복지’라는 등식이 계속될 경우 무상복지가 숙명처럼 지니고 있는 재원조달의 부담감 

및 과잉 급여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리적 방어에서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세적 입장에서 서면 보편적 복지가 희화화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 복지국가논쟁의 2라운드에서는 비록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대중의 지출

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한정분야에서 무상복지를 활용하더라도, 주장의 주안점은 무상복

지 대신 비용의 차등적 부담이 동반되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할당의 원칙이지 비용부담이나 급여수준의 원칙이 아님에 대한 대중적 이

해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는 시민권과 집단주의(collectivism)라는 성숙한 이념에 기초하여 더 

좋은 사회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사회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 서구에선 무상급식에 해당하는 free meal이나 무상의료인 NHS정도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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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무상(free)’이란 용어 대신 의무, 국가책임, 보편이란 용어 등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오해를 더는 쪽의 전략적 용어선택도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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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정권의 두 번째 공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1. 들어가는 글: 보수의 두 번째 반격

  보수정부 하에서 한국 복지는 확대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난 2012년 대선과정
을 보면서 여야 누가 집권하던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생
각을 했을 것이다. 마침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을 표방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에 이
어 2기 보수정부로 출범했다. 그리고 1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기
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대부분의 복지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 실제로 2015년 복지예
산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박근혜정부가 자신의 대선 복지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예
산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처음으로 국가의 의무지출 항목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았다1)(윤홍식·이찬진, 2014).2)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전
면적 무상보육(누리과정)’3) 마저 박근혜정부 자신이 편성한 2015년 예산(안)에 의해 좌초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논란은 ‘누
리과정’에 한정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마치 처음부터 의도된 것처럼 논란의 전선을 보편
적 ‘무상급식’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 2달여 동안 한국사회는 다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 수많은 논란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두 번에 
걸친 여당의 합의 번복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1월 28일 타결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논란의 원인에 대한 어떠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는 우려를 남겨 두었다. 
  돌이켜 보면 논란의 근원에는 한국사회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아가야할지를 둘러싸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영과 선별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영 간에 벌어진 한 판 힘
(power) 겨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복지국가 문헌들은 중간계급을 포괄한 복지제도의 불
가역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지난 두 달여 동안 벌어진 누리과정 예
산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에게 복지제도는 그 사회의 권력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사회
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되었던 보편적 무상급식이 정부·여당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하

1) 누리과정은 2012년 초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는 일
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합의를 말하는 것
이다.   

2) 윤홍식·이찬진. 2014. ‘2015년 보건복지 예산(안) 총괄 평가. 복지동향, 제193호, pp.5-7. 
3) 공식명칭 ‘누리과정’이나 본 글에서는 보수정권에서 두 번째 벌어진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를 둘

러싼 논란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대신 ‘전면적 무상보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굳이 무상을 붙인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보육서비스 정책이 아동보육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 질의 담보와  민주적 운영
을 통한 공공성 실현이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기 보다는 비용을 무상
화 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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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요된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별적 무상
급식을 지지하는 비율은 66%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비율 31%보다 두 배 이상 높았
다(한국갤럽, 2014).4) 더욱이 새누리당 지지자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보편적 무상급식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거
부점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전략을 어 붙였을 것이다. 
  사실 무상복지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의제로 공식화된 것은 지난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
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당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는 
대중적으로 보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무상복지공약은 지금
의 보편적 복지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무상복지
를 당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 전까지 무상복지(보편적 복지)는 한국사회
의 핵심적 정책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의가 일부 전문가 집단을 넘
어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0년 6월 2일 전국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
감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가 
한국사회에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은 4년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2014년 무상복지(보편적 복지)는 2기 보수정권에 의해 재차 도전을 받았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의해 의도적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국민의 복지
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권력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보수는 초등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보수는 정부의 치안서비스도, 소방서
비스도, 국도(國道)와 같은 경제·사회인프라도, 수익성이 없는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공
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도 무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2014년 기
준으로 35조 7,056억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7.3%에 불과한 2조 6,239억 원의 보편적 무상급
식 예산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이자 복지 포률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한다. 정
부·여당의 논리를 국가의 다른 공적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면 부자와 재벌은 국방서비스, 소방
서비스, 치안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보수의 논리와 같이 그들은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수는 물론이고 그 누구
도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이는 최근 벌어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예산 논쟁의 
근원에는 한국사회가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합의
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논란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는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에 매몰되는 발전주의 국가의 틀을 벗어나 확장된 근
대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사회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역설적이다. 근대국가의 위기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대의 
과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벌어진 보
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두 번째 논쟁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누리과정 

4) 질문) 귀하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한다. ·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한국갤럽. 2014.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9호 2014년 
11월 2주. 접근일, 2014년 12월 8일 오후 8:31.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593&pagePos=1&selectYear=&se
arch=&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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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본 글은 2010년부터 시작된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궤적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려고 했다. 글의 구성은 먼저 누리과정 예산
을 둘러싼 논란의 경과를 1997년 김영삼정부의 ‘유아학교’ 논의로부터 시작해 여야가 예산안
에 합의한 2014년 11월 28일까지의 경과를 개략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에 대해서 검토했다. 여기서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현상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국사회의 제도적 유산, 권력관계, 자본주의 세계경제
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려고 했다. 이어서 논쟁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과 핵심 쟁점들을 
검토했다. 마지막 결론과 대안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와 대안을 이야기했다.  

2.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경과

  지난 11월 초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이 제안한 소위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보수정부와 새누리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야당의 무상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첫 걸음을 뗀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육대란이 정례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립의 주체가 “중앙정부 대 광역자치단
체”에서 “중앙정부 대 지방교육청”으로 바뀐 것뿐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시간적으로는 문민정부(김영삼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3~5세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과정인) 
‘유아학교’로 통합하려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누리과정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당시 ‘유아학교’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어린이집과 유치
원 간의 갈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남은주, 2013).5)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에서도 유아학교
를 검토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
으로 유아에 대한 통합보육과 무상보육정책을 검토하면서 통합교육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2011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만 5세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 추
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미취학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은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을 정책화한 것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
도교육감후보의 공약인 무상급식이 핵심적인 선거 쟁점이 되면서 야당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진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
상보육이 정부여당의 공식 정책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정부여당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
면적인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식화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큰 차이로 패배한 이후
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은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도 이명박정부와 
여당(당시 한나라당)은 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무상급식정책을 대표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
고 비판하고 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대국민 사기극,” “재벌집 손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줘야 하느냐”는 당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프레임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 당시 여론을 보면 조사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리얼미터에

5) 남은주. 2013. 3살부터 의무교육? 한겨레21, 제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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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넘는 62.3%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했고, 보
편적 무상급식을 지지한 비율은 34.5%에 그쳤다(뉴데일리, 2011년 1월 17일).6) 2011년 2월 
28일 실시된 데일리리서치의 조사도 유사한 결과였다. 서울시민의 54.8%가 무상급식은 포퓰
리즘 정책이라고 응답했다(헤럴드경제, 2011년 2월 28일).7) 
  이런 여론의 흐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재선 시장직(정치생명)을 걸고 보편적 무상
급식 폐기를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가열되었다. 당시 조선일보(2011)8) 기사는 오세훈 시장이 왜 (지금 생각
해보면 무모한 정치적 행보인)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했는지 이해 
할 수 있게 해준다(오세훈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월만 해
도 무상급식이 야당의 선거용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서울시가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36.2%에 불과했고, 무상급
식이 포률리즘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54.3%)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45.7%)보다도 높게 나
왔다. 더욱이 보편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63.3%로 반대한다는 비율 36.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2011
년 8월 24일 실시되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에 그치면서 개표를 위한 투표율 33.3%
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눈물
을 흘리며” 시장직을 사임했다. 
  오세훈 시장의 사임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역시 보편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
급식 간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동년 10월 26일 민주통합당의 박원순 후보가 53.4%를 득표하
면서 46.2%를 얻은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의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서울
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듯 했다.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조차도 여야를 불문하고 보편적 복지정책 공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탄할 정도였다(조선일보, 2011). 무상급식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세에 대해 야당과 지방교육청이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
고 주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고 치른 두 차례의 선거 결과(2010년 6
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승리)에 
근거한 것이다. 
  전국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당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다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
한 대항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이 야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정치세력의 대항마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1월 2013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만 5세에서 만 3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동년 9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
득상위 30% 계층도 평범한 맞벌이 가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한다고 

6) 뉴데일리. 2011. 국민 62.3%가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해야":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 응답은 
34.5%에 그쳐. 2011년 1월 17일. 접근일 2014년 12월 9일 오후 5:5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8294

7) 헤럴드경제. 2011. <여론조사>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우세...젊을수록 필요한 정책 의견. 2011년 2월 
28일. 접근일, 2014년 12월 9일 오후 2:53.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228000069

8) 조선일보. 2011. [복지 백년대계 오늘 잘못 선택하면 100년을 망친다] 표 겨냥한 정치권 복지전쟁 막
기 어려운 상황 됐다. 201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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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의 복지공약이었던 보편적 무상보육,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보편적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등을 전면에 내걸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공약을 무력화시켰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무상보육 문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후보는 ‘보수’라는 자기영역을 벗어난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대선의 쟁점을 ‘복지’에서 NLL로 대표되는 ‘안보’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안보’라는 기울어진 축구경기장이 대선의 핵심 프레임으로 설정되면서, 결
국 대선은 박근혜후보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복지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태도는 선거이후 180도 달라졌다. 증세 없이 복지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다. 고교무상교육은 시작도 못했고, 4대 중증질
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없던 일이 되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갈등은 2014년까지 이어지면
서 결국 선별적 제도가 되었고, 2013년에는 보육재정문제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
등이 불거졌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2015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시키면서, 누리
과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지방교육청·야당 간의 갈등은 전면화 되었다. 
  교육감의 이념적 지향과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반발은 거셌다. 
2014년 10월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
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다음날인 10월 8일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
위)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간의 설전으로 이어졌다. 새
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요지는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었고, 황장관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시사IN(2014)9)에서 정
리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자. 

안민석 의원: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전국 시장·도지사를 모아놓고서 보편적 복지는 중앙
정부가 맡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광은 대통령 혼자 다 파시고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대로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황우여 장관: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고 특별히 이번에 누리과정이 확대되
는 부분, 특히….
안민석 의원: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도
리이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중략) 대통령이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황우여 장관: 전반적으로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유기홍 의원: 그때(시행령 개정) 교육부하고 기재부만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당사자인 교육
감들은 그 당시 협의에서 빠져 있었지요?
황우여 장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 그때 이미 합의됐는데 지금 와서 다른 말 한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것
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은 결국 교육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
까?
황우여 장관: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국가가 잘 정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 시사IN. 2014. 내 보육 공약, 네 탓이오. 시사IN 제375호,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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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회 교문위에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답변은 불과 
1주일 만에 번복되었다. 10월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합동 기
자회견에서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송채경화, 2014). 더
욱이 11월 3일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남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존폐 여부 문제로 확대되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편적 무상보육과 야당의 
주요 정책인 보편적 무상급식이 대립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보수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과 같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부자들에게도 복지를 지원하는 퍼주기식 복지,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복지라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11월 5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2015년도 누리과정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나
머지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여당과 타협하는 듯 했다(송
채경화, 2014).10) 그러나 여야합의는 여당의 두 차례에 이르는 합의 번복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의 설훈 의원에 따르면 11월 19일 여
야 간사와 교육부 장관이 2015년 누리과정 순증분인 대략 5천6백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
방채 발행과 이에 따르는 이자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YTN, 
2014년 11월 27일).11) 그러나 합의 당일 새누리당의 (친박계 실세로 알려진)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25일 여
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의장이 참여하는 ‘3+3’회동을 통해 다시 합의를 이룬다. 그러
나 이 역시 새누리당이 지원규모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다.12) 
  결국 논란은 지난 11월 28일 여야 간에 2015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합의함으로써 마무
리되었다.13) 중앙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청 이관으로 인해 지방교육청이 추
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중앙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5,064억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위해 지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채권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한 예산(대략 333억)을 지원하고, 대체사
업 지원용으로 4,731억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타결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청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기 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했
다. 지방정부 또는 지방교육청의 국비보조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세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근본
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송채경화. 2014. 이게 ‘화장실 갔다온 사람’ 마음? 한겨레 21, 제1036호.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300.html

11) YTN. 2014. 與 누리과정 예산문제 합의 번복, 野가 요구하는 법인세와 딜하려고 수쓰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014년 11월 27일. 
http://radio.ytn.co.kr/program/?f=2&id=33059&s_mcd=0263&s_hcd=01

12) 당시 새누리당은 중앙정부 지원규모를 2천억 원 정도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진 전 대변인에 따르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대략 5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증세를 합의했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현금지원액이 대략 5천억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감면 
폐지를 통한 세수증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여야가 타협을 할 수 있게 한 근거가 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2014년 12월 5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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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의 근원과 배경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그 이유를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로 3-5세 아동에 대한 통합적 보육서비스를 위해 제도화된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고, 동일한 아동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이용하는 이원적 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법률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이 불거지면서 여
야 양측이 자신들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기는 어렵
다. 여기서는 2014년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근원과 그 배경을 한국경제의 구조
적 위기부터 국민여론까지 몇 가지 중요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경제, 자본주의 세계체제, 그리고 보수정부의 감세

  거의 주목 받지 못했지만 복지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싸움은 어
쩌면 한국사회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누리과정 예산 싸
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세입추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추계는 근거 없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근거했다. 이명박정
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초 이명박정부(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는 누리과정의 책임을 지방교
육청에 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2015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총액이 49조가 될 것이라
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교부금은 39조5천억에 불과했다. 실재 편성된 교부금은 
추계된 교부금 보다 무려 9조5천억이나 적었던 것이다. 당초 누리과정을 위해 교육부가 편성
한 예산이 2조2천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에 이루어진 기획재정부의 추계가 정확했
다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중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2014년 하반기에 
벌어진 누리과정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단순히 기
획재정부의 추계 오류로 생각하기에는 문제의 본질이 간단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세수는 경제성과와 접한 관련을 가지며, 한국경제의 성과는 세계경제
의 변화와 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특히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성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
의 침체는 곧 한국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OECD(2014)14)자료에 따르
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수출과 수입비중은 각각 56.5%, 53.4%에 이른다. 수
출과 수입을 합산하면 GDP 대비 대외무역의 비중은 무려 109.9%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성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상대
적으로 한국보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도 그들이 1960년대와 1970
년대 초반까지 복지국가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지속된 자
본주의 세계-경제의 전례 없는 호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윤홍식, 2014; Arrighi, 
2008[1994]; Pelizzon and Casparis,  1999[1996]; Wallerstein, 2001[1999]).15) 자본주의 

14) OECD (2014),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4-en

15) 윤홍식. 2014. 역사적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본 복지국가 (미간행). Arrighi, G. 2008[1994]. 장기 20
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시대의 기원. 백승욱 옮김,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서울: 그린비. Pelizzon, S. and Casparis, J. 
1999[1996]. “세계 인간복지” 이행의 시대: 세계-체제의 궤적, 1945-2025. 백승욱·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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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경제만이 호조를 보일 수
는 없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증후는 거시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4년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0.3%로 내려앉았고, 전년 동기 대비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분기 연속 0%를 기록했다(김수헌, 2014
년 12월 5일).16) 
  더욱이 이러한 세계-경제의 여건과 증대되는 국민들의 복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한국경제개발원
(KDI)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1.0%를 정점으로, 이명
박정부 출범이후 2008년에는 20.7%, 2009년에는 19.7%, 2011년에는 19.3%로 낮아졌다(이재
준⋅신석하⋅김영일⋅김성태⋅정대희, 2012:96).17) 이명박 정부의 감세규모는 대략적으로 추
계해도 매년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미래와 균형 연구소 김현
국(2014)18)소장은 노무현정부 시기의 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을 유지했다면 2015년도 지방교육
청 교부금은 54조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한국사회가 더 이상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의 자연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필요에 조
응하기 위해서 증세를 포함한 조세구조의 개편을 고려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하면 2012년부터 반복되는 보육예산 논란은 이명박정부의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불러온 예상된 혼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예산 논쟁은 세계-경제의 장기침
체에 수반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예상하지 않고,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를 감행하면
서도,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보수정권의 자가당착적인 정책기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관계와 발전주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사회의 권력관계, 발전주
의 유산과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서 다시 언급
하겠지만, 무상보육에 대한 지지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론의 추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상급식은 주로 젊은 층의 지지
를 받는 반면 무상보육은 상대적으로 중년층 이상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지
난 2011년 서울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
이 54.3%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45.7%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를 세대별구분해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비율이 높았던데 반해 50대 이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이러한 여론이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4년 11월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 

옮김.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system, 1945-2025), 
pp.140-175. 서울: 창작과 비평사. Wallerstein, I. 2001[1999].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21세기를 위한 사회과학. 백승욱 옮김,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Social 
scie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서울: 창비. 

16) 김수헌. 2014. 소득도 물가도 제자리...심상찮은 경기지표. 한겨레, 2014년 12월 5일 6판 1면. 
17) 이재준⋅신석하⋅김영일⋅김성태⋅정대희. 2012. 거시경제정책. 고영선·이재준·강동수 외 

엮음,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서울: 한국경제개발원 
18) 김현국. 2014.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넘기기...프랑스, 독일이라면? 프레시안, 2014년 12월 1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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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는 점에서(김성휘, 2014)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의 구도가 세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 이와 같다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을 위한 정책을 유지해야할 정치적 필요성은 상대
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설령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해도 젊은 세대가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비
판하고 무상보육을 옹호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략은 자신의 권력자원에 충실한 합리
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자원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여당에
서 향후 2,30년을 내다보고 이러한 수를 둘 정도로 뛰어난 전략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
기 때문에 이는 소가 뒷걸음치다 개구리를 잡는 우연적 상황일 수도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궤적을 보면 서구 국가들이 제도적(보편적) 복지국가와 잔여적(선별적) 복지국가로 분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중간계급의 지지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김영순. 1996; Esping-Andersen, 1990; Andersson, 2014, 미야모토 타로, 2003
).19) 즉,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에 친화적인 복지국가들을 보면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연대적 지지가 강력했다. 복지지출을 최소화한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보편적인 정책에서 선별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중간계층을 보편적 복지로부터 이반시키고, 하위계층을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
로 고립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계급
연대(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중간계급은 노동계급 대신 자본(또
는 상위계층)과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소선구제와 다수제를 중
심으로 권력구조 만들어진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부터 이반된 중간계층을 보편적 복지를 
매개로 다시 노동계급과 연대하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윤홍식. 2012; 최태욱, 
2013; Alesina and Glaeser, 2012).20) 중간계급이 자신의 복지를 자신의 소득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을 통해 충족하는 조건에서, 중간계급이 보편적 복지와 이에 수반되는 증세에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왜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상보육은 괜찮다는 것일까? 박근혜 
보수정권은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무상보육의 가장 큰 
수혜자 또한 중간계급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일보(2014년 11월 17일)의 보도에 따르면 무
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선별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보편적 무

19)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미야모토 
타로. 2003. 복지국가의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임성근 옮김. 서울: 논형. Andersson, J. 
2014[2006].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사이에서: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 박형준 옮김. 서울: 책세
상.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20) 윤홍식. 2012. “왜 지금 우리에게 연대가 필요한가: 친복지 연대를 꿈꾸며.” 윤홍식 엮음,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pp. 7-35. 서울:이매진. 최태욱. 
2013.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 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최태욱 엮음, 복지한국만들기: 
어떤 복지국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pp.276-304. 서울:후마니타스. Alesina, A. and 
Glaeser, E. 2012[2004]. 복지국가의 정치학: 누가 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가? 전용범 옮김. 서울: 
생각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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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식 지지 31% 대 반대 66%, 무상보육은 지지 33% 대 반대 64%)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공약들을 모두 백지화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동시에 선별적으로 전환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
러웠을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선거체계에서 중간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2016년까지 중요한 선거가 없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대신 무상급
식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세는 한국 복지체제를 잔여주의적인 체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과정으
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보육과 급식 모두 선별적 정책을 
선호한다는 여론 조사를 언급하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을 원하는 국민의 생각에 정치권이 대응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중앙일보, 2014).21) 지난 11월 24일 첫 회의를 한 ‘새누리당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의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의 무상시리즈 발표를 보면서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떠올랐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의한 여러 무상 복지 관련 정책 발표에 무거운 책
임감을 느낀다. 우리 TF는 국민이 바라는 복지 정책, 참된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
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보편적 무상복지가 아닌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 주고 복지가 필요 없는 부자
에겐 더 큰 자유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출처: 아이뉴스. (2014). 여 무상급식무상보육 TF, 선별적 복지 나서. 2014년 11월 24일 

  결국 지금 당장 보편적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이 선별적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보수의 집권이 지속된다면 전환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복지에 대한 보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세나 규제 
같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최소하고, 복지제도는 최소한
의 비용만으로도 가능한 잔여적 복지체제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담론은 야권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대항 논리로 급조
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 독재정권(현 대통령의 부친) 하에서 이루어진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이 
그대로 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는 국가 개
입이 시장에서 기업들과 부자들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하에서 국가의 개입은 기업의 이윤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과 박근혜 보수정권의 개입내용은 상이
하지만, 시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국가를 지배했던 성장담론도 무상급식에 비해 무상보
육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단순히 소비된다고 생각되는 급식보다
는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복지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복지와 그렇지 않은 복지로 구분하는 것이야 말로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지금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발전주의의 유산인 것이다. 
  덧붙이자면 정책의 매몰 비용에 대한 생각도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정권의 공격의 근거가 되
었을 것이다. 현재 보수정권 인사들의 발언이 암시하는 것과 같이 한국사회가 장기적으로 선

21) 중앙일보. 2014. 김무성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 꼭 해야한다' 비율이…" 2014년 11월 17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440765&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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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정책의 매몰비용이 적은 지금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 새누리당이 보
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선
별적 복지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확대된 행정분권 대 지체된 재정분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체 여야 간에 이루어진 지난 11월 28일의 임기응변식 타협은 
아동보육 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구조적으로 반복
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육서비스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2012년 이명박정부가 0-2
세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적인 사회적 갈등이 되었다. 이
미 2012년과 2013년에도 2014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유사한 갈등이 발생했고, 
2015년 역시 예외 없이 갈등이 촉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갈등의 근본적 원
인 중 하나는 행정분권(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에 수반되는 재정분권(중앙정부의 세입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OECD의 세입구조자료를 분석해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의 확대는 GDP 대비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
지하는 비율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고). 더욱이 이러한 관계
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이에 따라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GDP 대비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지방으로 국가사무가 이관되는 경우 이에 수반해 재원이 함께 
이관되어야한다는 것을 헌법(독일은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다(김현국, 2014). 프랑스 헌법 제
720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든 권한 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충당되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고 되어 있고, 독일 기본법에서는 “연방의 위임으로 주가 집행하는 경우에
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지출을 부담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운영에 대한 책
임만 이관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원과 정책결정 권한은 중앙정부가 계속 통제하는 방식을 유
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앙정부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회서비스를 중앙정부의 예산
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기자회견문도 교
육재정이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분권화에 조응하는 재원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서울
특별시 교육청, 2014).22) 다시 말해, 사회서비스 분권화로 대표되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재정분권 없는 행정분권은 상상하기 어렵다. 

22)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4.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하며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2014년 11월 10일.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324&bbsBean.bbsSe
q=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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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지방정부 세수비중과 사회서비스지출비율:
1980년, 1990년, 2000년, 2013년

[그림 2] OECD 주요 비교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지방세입 비율 변화: 1965-2012

  
  하지만 한국에서는 행정분권에 수반되는 재정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무현정부는 사회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지만, 이에 조응하는 세입구조를 변화시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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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물론 노무현정부는 행정분권에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충당하려고 했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한나라당의 이명박후
보가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는 미국에서 1980년대 초 레
이건 정부의 집권과 함께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정책을 모방이라도 하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
를 명분으로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를 감행했다. 결국 노무
현정부에서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사회서비스
의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었다. 더욱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행정분권 
또한 완결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서비
스 제공으로 제한되었고,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이명박정부는 사업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
도 없이 전격적으로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대
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곽재훈, 2014년 11월 10일).23) 

"무상보육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들(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하고 상의한 바
가 없다".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중앙정부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
고 지방정부에 내도록 하고, 그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나 내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
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러한 현실이 2012년부터 3년째 반복되는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예산 논
란을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公約(공약)과 空約(공약)?

  하지만 이상의 근거만으로는 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무상보육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보편급식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지지
가 견고하지 않고, 집권여당의 거의 유일한 견제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낮다면,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평소 지론에 가까운 망국적인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대(大) 공세를 취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앞서 언급했듯이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을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로 
설정하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2년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전면화 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당시에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였다. 새누리당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고, 2012년 12월 대선에서
는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무상,’ ‘보편적 기초연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무상보육,’ 
‘장애인 연금인상’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들어
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줄줄이 폐기되거나 후퇴하기 시작했다. 2015년 예산안에도 고
교무상교육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 되었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23) 곽재훈. 2014. 박원순 "무상보육, 상의없이 갑자기 내려왔다". 프레시안, 2014년 11월 10일. 접근일 
2014년 12월 9일 오후 10:2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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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초연금 20만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수급액과 연
동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장애인 연금인상은 이미 폐기되었고, 4대 중증질환
에 대한 무상의료도 사실상 물 건너간 정책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공약이라곤 무상보육 하나가 남았다. 그런데 무상보육 마저 폐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그 야말로 보수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선거를 위한 票(표)플리즘 空約
(공약)”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정책 마저 폐기하기에는 정치
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이분법적 선택
의 문제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진보)교육감들이 법
적 규정도 없는 포플리즘 정책인 무상급식에 예산을 낭비하는 바람에 무상보육(누리과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담론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공격이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지
방교육청장이 된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된 기획이라는 분석도 있다. 누리과정 예
산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새정치민주연합, 지방교육청 등의 갈등이 한창인 시점
에서 친박계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시·도교육감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한다”고 발언했다(송호
진, 2014).24) 사실 박근혜정부, 보수언론 등 보수세력이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려한다는 의구심
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예상되었던 일이다. 지난 6월 2일 
전국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6월 9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보수 세력이 진보교육감
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2014
년 6월 9일)25)는 “친전교조 교육감들 뭘 하려고 벌써 단합 모임 갖나”라는 사설에서 “진보 진
영 교육감들이 수의 힘만 믿고 무슨 황당한 정책으로 교육 현장에서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다.”라고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가 하면, 이전 보수교육감과 현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교육 정책의 “안정성·신뢰성”을 지킬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교육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우려했던 것과 같이 정부는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시
작했다. 교육부는 행정명령와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도 주저하지 않는가 하면,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을 바꾸기까지 했다. 연합뉴스(2014년 9월 22일)26)의 
보도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시 지방교육청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
정된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야말로 진보교육감을 제제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자리를 깔고, 정부가 춤을 추는 모습
을 취했다. 2015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이렇듯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정부여당의 속

24) 송호진. 2014. [이슈추적] ‘형·누나 점심값’ 빼내 ‘동생들 보육비’로 쓰자? 한겨레21, 제1037호.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357.html

25) 조선일보. 2014. “친전교조 교육감들 뭘 하려고 벌써 단합모임 갖나” 2014년 6월 9일.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4060802687

26) 연합뉴스. 2014.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반기,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발표...“교육감 열망 꺾어선 안돼” 2014년 9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34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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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정책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
다. 지방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 넘겼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국공립대학 법인화 등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관련된 예산 등은 8조6천억에서 10조5천억으로 
무려 1조9천억이나 늘렸다(성현석, 2014년 9월 18일).27) 교육부가 당초 편성했던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예산이 각각 2조2천억, 6천6백억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예산을 빼서 
고등교육예산으로 전환했다는 의구심이 들 만하다.    

4. 논쟁의 정치적 지형과 핵심 쟁점

1) 논쟁의 정치적 지형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의 지형은 크게 보면 정부여당과 시도교육청, 야당(새정
치민주연합)이 맞서고, 여기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 노조연맹 등으로 대표되
는 시민운동단체들과 노동조합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 참조
).28) 그러나 자세히 보면 논쟁의 정치적 지형은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대통령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논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급식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인 누리과정(무상보육)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 정부, 여당에 대해 야당과 지방교육청이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은 새정
치민주연합으로 전선이 단일화 된 형국이다. 2000년 무상복지를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 의제를 
제기했던 진보정당(당시 민주노동당, 현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은 여야 간 논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다수제·소선구제로 인한 양당구도에서 소수정당인 진보정
당이 배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정치세력이 
배제되고, 선거 국면에서 보편적 복지의제를 정략적으로 채택한 두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제를 독점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진보와 보수 교육감을 가리지 않고, 정부와 여당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
히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감의 교육자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받아들
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드물게 경상남도와 서울시가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
을 표명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교육청과 맞서면서 무상보육 이슈를 무상급식 문
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
래하는 주범으로 몰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공짜 파티’로 비유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홍준

27) 성현석. 2014. 내년도 교육예산,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 교육복지 사업, 국고 지원 없이 교육청에 
부담 떠넘겨. 2014년 9월 18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263

28) 지난 10월 15일 ‘영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일동’으로 발
표된 기자회견문(불안한 무상보육, 아이들 미래 불안하다. 무상보육 예산 국가가 이행하라!)을 보면 
무상보육재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공공운수 노조연맹,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경인 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
육포럼, 서울보육현장전문가 포럼, 서울시보육교사협의회(준),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인천보육포럼, 참
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배움’이다. 복지동향. 2014. 불안한 무상보
육, 아이들 미래 불안하다. 무상보육 예산 국가가 이행하라! 복지동향, 제193호, pp.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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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사가 주최하는 파티에서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나 보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
육과 무상급식은 같이 가야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편적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산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13년 보육대란과 달리 광역자치단
체의 개입이 적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논란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구도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처럼 누리과정 논란을 무상급식 문제로 
확대하려는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경상남도와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이 논란
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

   
  더불어 주목할 점은 비록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무상보육문제와 관련해 시
민단체, 학부모단체, 노동조합이 연대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보
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이슈가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중간계층의 이해와도 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과 노동의 연대는 단기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겠지만,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핵심주체들이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보
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 공동의 전선을 구축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시민과 노동 연대의 맹아(萌芽)
는 많은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현재 CNM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109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파이낸
스센터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 중에 있다. 김영수 CNM 비정규직 노조지부장에 따르면 고공농
성중인 조합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성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과 
노동이 함께하는 연대를 체험하고 있다고 했다.29) 다만 공동전선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노동
조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대경험이 시민과 노동이 전면적 연대의 확산으로 이어

29) 2014년 12월 9일 오전 9시 45분 참여연대 4층 소회의실에서 김영수 CNM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부
장과의 대화 중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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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논란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여론은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만
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여론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
다. 사실 2010년과 2011년 당시를 되돌아보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
만 냉정하게 보자면 무상급식에 (반대는 아니라고 해도) 동의하지 않는 (잠재된) 국민여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10년과 2011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
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는 무상급식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방선거
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대운하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
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이명
박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여당이 아닌 야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그것이 불과 3~4년 전의 일이
다. 3~4년은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급격하게 변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
다. 물론 무상급식의 실시로 무상급식에 우호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제도의 성격상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림 4] 보편적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의 수혜자는 초중등 자녀를 둔 (국민 전체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학부모로 제
한된다. 실제로 무상급식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2014년 12월 
시민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49.0%로 반대 의견 48.6%에 비해 불
과 0.4%포인트 높았다 (전용혁, 2014).30) 오차범위가 ±3.1%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거의 같았다고 할 수 있다(아래 [그림 4] 참조). 한국리서치의 조사결
과도 이와 유사하다. 찬성이 48.0%로 반대의견 49.7%보다 1.7%포인트 낮았지만 이 역시 오
차범위가 ±3.1%P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김성휘, 2014).31) 반면 무
상급식과 무상보육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물었을 때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지지하는 여

30) 전용혁. 2014. 누리과정 보육예산 지원 서울시민의 생각은? 시민일보. 2014년 12월 3일. 
31) 김성휘. 2014. 무상보육 OK-무상급식 ‘글세’...복잡한 부모마음.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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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여당의 프레임(지방교육청이 법률에 
근거한 무상보육과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이 작동한 결과로 보
인다. 둘 다면 좋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무상급식보다는 교육적 성격이 있다고 생
각되는 무상보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큰 정부를 원하지 않
는 국민들에게 재정건전성 프레임 또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여론의 심층에 내재되어 있던 무상급식에 대한 이러한 국민 여론이 박근혜정부로 하여금 
“야당의 무책임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포퓰리즘 정책”인 무상급식에 대해 전면적 공격을 개
시 하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던 것이다. 사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무상급
식은 포퓰리즘이고, 무상보육은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모순된 프레임을 쉽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된 여론은 이명박정부 당시 (무상급식을 지
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실정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을 지지했던 것처럼, 
지난 보수정부 7년 동안 무기력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제1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 내재 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윤회 게이트32)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새정치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
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도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은 41%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절반인 22%에 불과했다(한국갤
럽, 2014).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이를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와 관계없이 견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복잡한 정치적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
을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놓여있고, 이는 다시 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에 대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라는 구도로 이어져 있다. 
제3의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어려운 정치체계에서 누리과정 만이 아닌 대부분의 사회정책 이슈
가 이러한 정치적 구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와 같은 다수제·소선거구제 하에서
는 집권은 누가 중간계급과 중도적 정치성향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느냐가 핵심적 관건이 
된다.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정부와 새누리당이 11월 초반의 강공을 접고 타협하게 된 
이유도 결국 보편적 무상급식이 말 그대로 이미 중간계층을 포함한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아 
나아가고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과 같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역사가 일천한 사회에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도화된 보편적 사회정책을 둘러싼 역관계에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부차적이기는 하
지만 지난 2012년 5월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33)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지 못하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인 새정치연합과 타협할 수밖
에 없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가 정부와 여당 
정책에 (제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裝置)였다고 할 수 있다.  

32)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었던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는 박근혜 현 대통령이 정치
에 입문하던 시설 보좌관을 역임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이다. 지
난 11월 청와대 내부 감찰문건(정윤회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검찰이 정리되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 유출되면서 밝혀진 (청와대는 루머를 정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하
고 했다) 비선인사개입의 핵심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33)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
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014.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인터넷 접근일, 2014년 12월 8일 오후 9:4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0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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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쟁의 핵심 쟁점

  논쟁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논쟁에 
참여한 주체들의 발언을 보면 쟁점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 참고). 실
로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논쟁들이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들을 검토해보자. 
  
  비난회피의 정치

  먼저 주목해야 할 쟁점은 폴 피어슨(Paul Pierson)이 제기한 ‘비난 회피’의 정치가 이번 논
쟁에서 작동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서구 복지정치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복지가 축소될 
경우, 대부분의 정치세력은 이러한 복지축소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은 막기 위해 소
위 ‘비난회피’전략을 취한다(Pierson, 1995).34)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논쟁은 제도
가 실시 된지 이미 3년 이상이 되었고,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을 복지 포률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는 점이다. 마치 (정부와 여당은) 복지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
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구도는 명확해 보인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지방교육청의 재량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
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반면 보편적 무상보육은 법적 근거가 있는 반드시 
시행해야할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상급식은 지방교육청의 재량사업
으로 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으며, 만약 재정문제로 인해 무상급식이 폐지된다면 이는 중앙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교육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교육청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지도 모
르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축소의 책임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비난회피전략을 구
사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논쟁을 통해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
는 주체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지방교육청은 국민들로부터 무상
급식을 축소했다는 비난을 받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정리하면 박근혜정부와 여당 
역시 기존 제도의 축소와 관련해서 야기되는 비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비난회피’ 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세구조 개편을 수반한 증세

  재정과 관련된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의 입장은 분명했
다. 2012년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
방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소요 예산을 책임져야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부
족하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감의 재량사업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무상보
육, 즉 누리과정을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이
후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 된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과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무상
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의 예산의 대부

34) Pierson, P. 1995.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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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청
에서 채권을 발행을 허용한다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임시방편에 불과해 2015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여
지를 남겨두었다.   
      

[그림 5]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둘러싼 주요 발언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늘린다고 해결 될 수 없다는데 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2012년부터 반복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
했듯이 사회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데 반해 그에 수반되는 재원구조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2013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해 
늘어나는 지출에 대응해 세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통해 
통제권을 갖는다고 해도, 세수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교육부의 요
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았
을 것이다. 결국 누리과정의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증세 없이 세출구조의 조정만으로 자신의 
핵심 복지공약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박근혜 표 복지의 파탄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
가 되고 말았다. 실제로 누리과정과 관련된 여야 간의 합의가 두 차례나 번복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증세를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비례대표)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
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보편적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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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수 없다면 여야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보편증세에 합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최하얀, 
2014년 11월 10일).35) 만약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어야한다고 제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새
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1월 24일 ‘새누리당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에 참석
해 선별적 복지와 부자에게 더 큰 자유를 주어야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은영·박세완, 2014년 11월 24일).36) 이는 여당이 선별적 복지로 복지예산을 줄이고, 
복지확대를 위한 (부자감세와 같은)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본심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진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
화, 이명박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부자감세, 증세 없이 복지확대를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의 제도적 유산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재원확보와 관련해 여야를 불문하고 조세구조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단
순히 재원의 양을 어떻게 확대할지에만 매몰된 후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들은 
자신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조응하는 고유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윤홍식, 
2012a, 2011a).37) 사실상 지난 11월 28일에 이루어진 여야의 타협안도 단순히 재원을 확대하
는 것에 국한될 뿐 조세체계와 이에 근거한 증세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결국 논란
은 재현될 것이고, 한국사회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의 과정을 반복해서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재현되는 포률리즘 공방

   다른 하나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보
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2014년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에 의
해 ‘재벌 집 손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주어야하냐’는 프레임이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그 내용
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의 논쟁과는 차이를 보인다. 2010년과 2011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
누리당)은 모든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몰아갔었다. 반면 2014년의 프레임은 
2010년과 2011년의 프레임과는 강조점이 상이하다. 지난 11월 29일자 MBC뉴스플러스는 보
수언론이 이번 논란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MBC, 2014년 11월 19일).38) MBC는 2010년과 2011년 논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긍정
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대신 무상복
지를 선별적 복지와 대립시키는 용어로 사용했다. 무상급식은 공짜복지이며, 불필요한 복지이
고, 선별복지는 꼭 필요한 복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또한 2014 논쟁에서는 무상
보육과 무상급식을 대비시키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가하고 
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10월 15일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처럼 "누리 과

35) 최하얀. 2014. 청 이어 여당도 “누리고정은 의무, 우선순위 점검해야” 프레시안, 2014년 11월 10일. 
접근일 2014년 12월 8일 오전 10:5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30

36) 이은영·박세완. 2014. 여 무상급식·무상보육 TF, 선별적 복지 나서: 복지 논쟁 촉발, 김무성도 “선별
적 복지 안하면 재정 파탄.” 2014년 11월 24일. 접근일 2014년 12월 7일 오후 7:45.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65587&g_menu=050220

37) 윤홍식. 2012a.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 복지국가는 어떻게 조세규모를 확대했을 까 ?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1):195-226. 윤홍식. 2011a. “복지국가의 조세체제의 함의: 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 한국사회복지학, 63(4), pp. 277-298. 

38) MBC. 2014. [뉴스플러스] 선별 급식 vs 무상 급식…급식 실태 점검해보니. 2014년 11월 29일, 
접근일 2014년 12월 8일 오후 3:08.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65004_134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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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여민정, 2014년 10월 16일).39) 이와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사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상반된 입장
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무상보육을 무상급식과 동일한 무상복지라는 선상에서 비난하지 않기 위해 취
한 논리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논리는 무상급식은 ‘먹어서 없어지는’ 소비적인 복지인데 반
해 무상보육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논리
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11월 9일자 발언과 같이 무상보육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인 반면 무상급식은 지방교육청의 재량사업이라는 
논리이다. 세 번째 논리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사용되었던 논리인데, 무상급식으로 인해 저
소득층의 상황은 물론 전반적인 교육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
표는 11월 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에 밥을 굶고 있
으며, 이러한 결식아동이 4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최하얀, 2014년 11월 6일).40) 무상급식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감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앨버트 허쉬만
(Hirshman)이 이야기한 보수의 통상적인 담론 전략 중 하나인 ‘역효과 명제’를 구사하고 있
는 것이다(Hirshman, 2010[1991]).41) 진보의 개혁은 개혁의 목적과는 반대로 상황을 더 악화
시킨다는 것이다. 2011년 당시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많은 사설을 통해 이러한 
역효과 명제를 유포했다(윤홍식, 2012b).42)    
  첫 번째와 세 번째 논리에 대한 야당과 지방교육청의 대응논리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
환이며, 이미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게 때
문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발표장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
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여정민, 2014년 11월 10일).43) 법적 근
거를 언급하는 정부와 여당의 두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
다. 이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비용문제로 축소된 보편적 복지 

  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주로 비용문제로만 국
한되었다. 소득보장과 달리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은 단순히 비용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
이다(윤홍식, 2011b).44)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을 보장하는 핵심은 시민 누구나 소득수준에 관

39) 여민정. 2014. "무상보육 '광' 팔던 박근혜, 교육감에 '피박' 씌워. 프레시안, 2014년 10월 16일. 
접근일 2014년 12월 8일 오후 1:4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011

40) 최하얀. 2014. 새누리당, '무상급식' 뒤집나? 김무성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해야…진짜 어려운 
학생은 굶고 있어". 프레시안, 2014년 11월 6일. 접근일 2014년 12월 8일 오후 3:4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58

41) Hirshman, A. 2010[1991]. 보수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세상을 조정해온 세 가지 논리. 
이근영 옮김, (The rhetoric of reaction). 서울: 웅진하우스. 

42) 윤홍식. 2012b.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무상급식에서 4.11 총선까지. 
사회보장연구, 28(4):75-104. 

43) 여정민. 2014. 조희연 "무상급식 정치적 재단 의도 매우 유감". 프레시안, 2014년 11월 10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44

44) 윤홍식. 2011b.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복지학,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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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서 보편
적 복지는 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고, 비용의 문
제는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 중 하나인 ‘양질의 서비스’제공의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보편적 복지가 비용(무상)문제로 등치되는 사회적 유산을 남겼을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보편적 보육을 무상보육문제로 접근한 현 정부의 정책이 실시된 2013년부터 일선 보육현장에
서는 민간보육시설과 사설유치원이 보육료를 인상함으로써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식의 무상복
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김성환·남은주, 2013).45)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에 관한 논쟁
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체제 수준의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은 사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듭되
는 논쟁은 보편주의를 단지 개별정책(프로그램)차원의 문제로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
고 있다. 이는 이후 한국이 체제차원의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부정
적 유산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결론 및 대안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전례를 남겼을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사회가 복지국가
를 향한 어려운 발걸음을 디딘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결
정적 국면일지도 모른다. 2010년부터 반복되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의 제 정치세력이 힘겨루
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의 논쟁의 결과가 한국 복지체제의 미래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포
석이 되기 때문이다. 분석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정리했지만 논쟁의 본질은 한국 사회의 발전
주의 국가 유산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계승하려는 집단과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
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전환하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적 정세는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과 보수의 권력자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화와 1997년 이후 본격화된 한
국의 신자유주의화는 발전주의 국가 유산과 보수의 권력자원에 유리한 기울어진 축구장을 만
들어 놓았다. 소위 친복지세력은 기울어진 축구장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올려보면서 경기
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소위 무상복지라는 용어가 수명
을 다했고, 무상복지라는 용어가 보수가 보편적 복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고 평가
한다. 그러면서 무상복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용어를 폐기하고 보편적 복지에 걸맞은 개
념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복지진영의 전문가들은 2010년과 2011년 당시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들고 나왔을 때, 무상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다. 무상복지의 대안적 용어로 언급되고 있
는 보편적 복지가 타당한 개념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대중적 담론은 
단순히 내용적 정합성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중적 담론, 특히 정치적
으로 민감한 담론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유산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
면 당시 전문적 설명이 필요했던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는 무상급식이 했던 것처럼 보편적 

45) 김성환·남은주. 2013. “돈 쥐어주며 ‘무상교육’, 사립만 살찌는 ‘시장교육’. 한겨레21, 제649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38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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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단번에 선거의 핵심의제로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대 선별
적 복지라는 대립구도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수의 정치적 공세에 취약한 무상복
지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대안적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가 돌봄, 의료, 교육, 소득,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편적으로 보장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복지, 생활복지 또는 기초복지46)라는 용어를 대안적 개
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무상복지라는 개념의 사용 여부에 있지 않다. 2010년과 2011년의 지
방선거와 서울시장보궐선거를 보라. 그리고 가깝게는 2012년 대선을 보라. 보수조차 무상복지
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지지하고, 사용하는 집단의 권력자원의 크기와 성격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무상복지를 지지하는 정치집단이 노동자와 중간계급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 무상복지에 대한 보수의 공격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
서 언급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복지가 보수의 복지의제의 핵심이 되었던 사실 또한 이
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4년 보수가 무상급식에 대해 전면적 공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수가 무상급식을 뒷받침했던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인 새정치민주연
합의 허약한 정치적 기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안은 복지확대의 주체를 세우는 것
이고, 이는 시민과 노동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고, 지켜 낼 수 
있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보수정부 7년간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태는 재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한국사
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한 대안적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진보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궤멸될 운명을 갖고 있는 시
한부 정당처럼 보인다. 강을 건너야하는데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룻배가 없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에 기반하면 보수정권 하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째, 선거구 개편을 계기로 한국 권력체계를 다수제·소건구제에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체계
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이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스웨덴을 제외
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유사하지만) 비례대표제는 지배계급에 대한 노동자
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였기 때문이다(Alesina and Glaeser, 2012[2004]). 어떻게 비례대표
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선거구개편과
정에서 반드시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원칙만 밝혀두기로 하자. 
  둘째, 증세의 물고를 터야한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를 약속해 놓고, 이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하지 않았기 보다는 박근혜정부가 쳐 놓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하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물고를 트는 것이다. 일부 시
민운동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목적세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30조원에 가까운 누진적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구 복지국
가의 역사를 보면 세금과 관련된 보수정권의 철칙은 증세는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둔다면 보수정권 하에서 누진적 

46) 기초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개념으로서 적절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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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기대하는 것은 송나라 농부처럼 농사는 짓지 않고 그루터기에 않아 토끼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진적 보편증세면 좋겠지만, 보수정권 하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물고를 트기 위해서
는 보수정권이 제안하는 증세에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보수정권에 증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야한다. 보수가 선호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증세도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받아들여
야한다. 중요한 것은 보수정권 하에서 어떤 세목을 확대하는가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
요한 것은 보수정권 하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물고를 트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정권의 
증세논란을 기억해 보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발전주의 국가 유산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진보정권이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복지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해
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할지 모른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다르
다. 만약 보수정권에서 증세의 물고를 터 준다면 이후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보편적 복지를 
위한 누진적 증세를 위한 사회적 조건은 보다 더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행정분권에 수반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분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한 없이 책임만 지워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행정분권과 이에 수반하
는 재정분권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복지국
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
를 중심으로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 지역 간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즉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의 강화는 한국 복지국가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분권을 하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과 예
산지출을 관리 감독하는 ‘통제된 분권’이 필요해 보인다. ‘통제된 분권’ 개념은 중앙정부는 사
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결정 권리와 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세
입도 이양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운영과 예산 지출은 중앙정부가 설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통제된 분권’을 통해 우리는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역사적이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발전주
의 국가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발전주의 국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우리는 지금 체제 이행기에 있다. 누리과정을 통해 제기된 논란은 한국사회가 
발전주의 국가를 대신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제도적 유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
회를 열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발전주의 국
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이 발전주의 국가 보다 더 좋은 사회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가 확신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위해 행동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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