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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형성과변형에관한연구

-개발국가의저축동원과조세정치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

김도균

이논문은생활보장체계개념을활용하여한국사회에서사회적위험을둘러싼대응체계

가 가계저축과 자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변형되어 왔으며, 이러한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

가 산업화초기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의 산물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

가연구들은주로사회정책의형식적측면에만주목해왔을뿐, 급속한산업화과정에서실

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위험들에 대처해 왔으며, 국가는 사회정책 이외에 어떤 대체

수단들을활용해왔는지크게주목하지않았다. 이 논문은한국의경우축적위기와정당성

위기에대응한재분배정치가사회정책차원으로국한되지않았으며, 오히려사회정책은형

식적으로 취급되었던 반면 조세정책과 재산형성 촉진정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독특성은 기존의 국가중심적 접근이나

사회중심적접근으로는설명하기힘들다는점을지적하고, 재정사회학적관점에서개발국가

의자본동원전략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논문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에서 1960년대는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근대화와 산업

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내저축률로 인해 자본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에 대응하

여지배엘리트는가계저축증대를통한저축동원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 개발국가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국가가 시중은행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계

저축만뒷받침이 된다면 국가가이를 은행으로흡수하고 신용할당을 통해 선별적으로배분

하는 자본동원전략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가계저축 증대를 위해 저축캠페인과 저

축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생활과 근검·절약·저축 등 자본주의적 생활

규범을확립하기위해노력한다. 반대로저축에기반한자조적인생활태도를확립하기위해

국가복지는최대한억제하고복지를낭비적이고비도덕적인것으로낙인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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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70년대축적과정당성위기에대응하여지배엘리트는중화학공업화전략을취하

고,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내자동원 극대화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 그런데 중화

학공업화를 위해 공적 복지지출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킬 수는 없었다. 오히려 국가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

하는조치를취한다. 반면조세동원의제약으로저축동원의중요성이다시금증가함에따라,

가계저축 증대를 위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이하 재형저축)와 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저축우대조치가 취해진다. 사회정책의 경우에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복

지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지만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가계차원에서는낮은소득세부담과가계저축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가가족주의적

생존전략을지탱하는최소한의물질적기초를제공해준다. 이렇게 1970년대에는중화학공업

화전략의결과저축기반생활보장체계가형성된다.

셋째, 1980년대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여 지배엘리트는 민주화 이행을 엘리트 협

약의 범위로 국한시키고 분배갈등에는 중산층 육성 전략으로 대응한다. 조세부담의 역진성

과 불공평성이심각한 상황에서기존의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는공평과세의원칙과결합

하여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된다. 그리고 국가의 과세역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정

치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정책은 수익자 부담과 선별성 원칙을 반영하여

시장순응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된다. 반면 재형저축 제도는 당시의 주택문제와 결합되어 주

택소유를위한재산형성촉진수단으로적극활용된다. 이렇게 1980년대의중산층육성전략

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나 재형저축 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재

정부담은최소화하고대신재산형성촉진을통해분배갈등을해결하고자한다. 특히내자동

원 차원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도입되었던 재형저축 제도가 분배갈등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되는 것은 동일한 제도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전용의 사례에 해당한

다. 결과적으로 민주화 이행 이후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제도화되고 개별적이고 자조적

인생활보장수단에대한선호구조가공고해진다.

넷째, 1990년대후반외환위기로촉발된축적위기에대응해지배엘리트는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복지확대를동시에추진한다. 이것은축적위기에대한신자유주의적대응이고

용불안정을초래하는등정당성위기를촉발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러한신자유주의복

지확대 전략은 복지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재분배의 정치를 촉발한다. 복지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정책이 요구되었지만 경제위기로 과세기반이 붕괴한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유보되고중산층·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금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가 활용된다.



iii

사회정책의 경우 국민연금파동 사례에서확인할 수있듯이보험료부담문제를둘러싸고 첨

예한이해갈등이발생한다. 그 결과사회보험의포괄범위확대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등 제도적 결함이 발생한다. 반면 중산층 가계는 여전히 가계자산을 중요

한 생활보장수단으로 활용한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편향이 더욱 증가한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자산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금융화로귀결된다.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 과정은 축적 위기와 정당성 위기에 대응

한 지배엘리트의 통치전략과 자본동원전략, 그리고 조세정책과 사회정책, 재산형성 촉진정

책을 둘러싼 재분배 정치의 연속과 단절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화초기 개발국가의 저축동

원전략이 의도치 않게 낮은소득세부담과 가계자산에대한선호구조를형성시킴에 따라 소

득세 감면과 재산형성의 촉진은 한국의 재분배 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와재형저축제도는시기마다정당성위기나분배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연속과 단절을 규정짓는

중요한제도적요인으로기능해왔다.

하지만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경로의존성과 부동산에 대한 강한 선호는 최근 공적

복지의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낮은조세부담의고착화는복지확대를뒷

받침할 수 있는 증세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가계자산에 대한 선호는 재산증식을 통한

자립이나가족주의적가치를심화시킴으로써사회적연대의토대를침식시키고있다. 그 결

과 부동산격차가심화되고젊은층이결혼과출산을기피하는등사회적양극화와불평등

이심각해지고있다. 또한부동산가격의폭등으로가계저축은하락하고가계부채는급증하

는등한국의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는심각한역기능에빠지게되었다.

주제어: 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 저축동원, 조세정치, 재정사회학, 개발국가, 사회정책, 조

세정책,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주택소유, 경로의존성, 중산층육성.

학 번: 2004-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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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그 수준이 라틴아메리

카 국가들의 사회지출 수준보다도 낮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Haggard and

Kaufman, 2008). 한국의 경우 산업화시기고도성장으로 1990년대 초반 국민소득수준은중

상위국가단계에 이른반면,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세계 70위, 주요 사회보험의시행

누적 년 수는 122위로 국가복지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군 중 가장 낙후한 수준에 머물

러 왔다(송호근, 1999: 238). 이는 한국사회가 그 동안 압축적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정

책과 공공복지 분야에서는 매우 심각한 전근대적 상황에 머물러 왔음을 잘 보여준다(임현

진, 2011; 장경섭, 2009).

그런데더욱흥미로운점은이렇게공공복지수준이매우미약한수준에머물러왔음에

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와 관심 또한 매우 저조했다는 점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정책적 이슈가 정치담론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복지이슈가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부상한 적이 없다

는 점이다(송호근, 1999: 133-134; 홍경준, 1999: 84-88; Choi, 2008). 최근에야 비로소 복지

이슈가 중요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 동안 얼마나 사회정책이

일반국민들의관심사로부터벗어나있었는지를잘보여준다.

그렇다면한국의공공복지발전은어떻게그렇게오랫동안지체될수있었는가?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복지이슈가 중요한 선거쟁점으로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것은 고도성장의 결과 한국 사람들이 체험해 온 사회적 위험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침묵과 묵종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공공복지 이외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독특한

방식들이존재했는가? 보다근본적으로국가는 그동안사회적문제를어떻게바라보고대

처하고자했으며, 국민들은국가를어떻게이해하고국가에무엇을기대하고요구했는가?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한국의 복지국가 지체현상 혹은 한국 사회정책의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분석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위에 제기된 질문에 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글은기존의연구들이대체로한국의국가와사회가사회적위험에대처해온독특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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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고평가한다.

첫째, 문화주의적접근은강한가족주의가국가복지를대체해왔다고주장하고이를 ‘가

정경제복지국가’로 규정한다(Jones, 1990; Jones, 1993). 하지만 이러한접근은 정작 국가와

사회의관계를분석하기보다는이를단순히유교적가치혹은국민성의문제로대체해버

리는 한계가 있다. 둘째, 권력자원론적 접근은 좌파정당의부재혹은 노동계급의약체성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지체 현상을 설명한다. 하지만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조건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복지국가가 지체되었다는 설명구조는 결과를 통해 원

인을 추론해 내는 전형적인 기능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셋째, 생산주의적 접근은 사회정

책이 성장제일주의와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성장

이곧복지였다는주장을암묵적으로수용하는것에불과하다. 마지막으로제도주의적접근

은 사회정책이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위로부터 도입되었으며, 이것이 ‘포괄적 사회

보험’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포괄적 사회보험제

도의 구축에도불구하고 사람들의사회정책에대한의존도는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간과한다.

최근 한국 복지국가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례는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복지국가 연구들이 과연 얼마나 한국

사례의 독자성에 충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치폴은 비교연구가 무미건조한

비교를넘어긴장감을 가지려면개별사례의 독자성을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한

다(Skocpol, 1992; Weir, Orloff and Skocpol. 1988). 그런데 그 동안의 한국 복지국가 연구

들은주로사회정책의형식적제도적측면에만주목했을뿐(정무권, 2009; Chang, 2011), 실

제로 사람들이산업화의 충격을어떻게감당해왔으며 사회적 위험들을어떻게받아들이고

어떻게극복하려했는지, 국가는사회정책이외에어떤대안적인수단들을활용해왔으며왜

그랬는지에대해서는크게주목하지않았다(김도균, 2012: 186).

이 글은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 논의들이 대체로 고도성장이 수반하는 사회적 위험의

성격을간과해왔으며, 이로인해사회적위험을둘러싼독특한대응방식들또한제대로파

악하지못했다고평가한다. 이글은이러한기존논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다음과같은

전략을취한다.

첫째, 이 글은 복지국가나 복지체제라는 개념 대신 ‘생활보장체계(livelihood security

system)’라는개념을사용한다. 여기서생활보장체계란 ‘가계가생애및생활전반에걸쳐부

딪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말한다.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들이 ‘복지국가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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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혹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생활보장체계는 가족의 관점에서

사회적위험은무엇이었고이에어떻게대처해왔는가를강조하는개념이다. 사실국가는사

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회피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생존전략을

모색할수밖에없다. 또한국가와시장이단지복지공급자의역할에국한되는반면, 가족은

최종적인 복지공급자이자 유일한 복지소비자라는 점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김종건,

2004). 그러므로 가족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국가복지가 미발달한 한국

과같은경우에도사회적위험에대한대응체계를보다잘파악할수있다.

산업화시기 한국은 고도성장으로 실업률이 매우 낮았고 인구구조 또한 매우 젊었다는

점에서실업이나노후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었다. 산재보험

이나 의료보험이 일찍 도입되었던 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뒤늦게 도입되었던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성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면 저임금체계 하에서 고도성장에 따

른 초인플레이션의 만연은 실질임금 하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항구적인 요인이었으며, 급

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주택문제 및 보건의료문제 또한 매우 심각했다. 그리고 이러

한사회적위험에대한대응도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것은

기존의 복지국가나 복지체제 혹은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으로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 대응체

계의특징을부분적으로밖에포착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맥락에서이글은고

도성장이 수반하는 사회적 위험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살림

살이(livelihood) 전반에걸쳐있었으며, 이에대한대응이주로가족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는점을강조하기위해 ‘생활보장체계’라는개념을사용한다.

둘째, ‘생활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정책과 함께 조세정책, 가계저축/자산을

강조한다. 그 동안 복지체제 논의의 맥락에서 사회정책 이외에도 민간연금이나 생명보험,

기업복지, 조세지출, 사적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생활보장수단으로서

의가계저축이나가계자산, 조세지출이외의세금감면조치등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

지않았다. 또한사적이전과같은가족주의생존전략을가능케한물질적제도적토대가무

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글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가계저축이나 가계자산, 세금감면조치들이 한국의 생활보장체계를

구성하는매우핵심적인요소들이었음을강조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 민간연금이나 연금저축, 생명보험 등을 포함한 가계저축은 생애주기 위험에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Esping-Andersen, 1999), 국민연금 같은 강제저축 프

로그램과 대체관계에 있는 자발적인 개인저축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준구 201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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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한국의경우특히가계저축이다목적적안전망으로서담당한역할은매우크다. 그 동

안대다수한국사람들은여가를즐기기위해저축을하기보다는결혼준비를위해, 주택구

입을 위해, 자녀교육을 위해, 노후대비를 위해, 건강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저축을 해

왔다. 이것은 가계저축이 그 동안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실상

공공복지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저축을 하

고저축을매우당연한것으로간주해왔을뿐, 가계의저축목적이나라마다어떻게다르고

왜 다른지, 국가는 가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검토해 본 적이 없

다(김도균, 2012: 164).

최근에는가계저축같은금융자산뿐만아니라가계가보유한실물자산도중요한복지수

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의 자산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주택매각이나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수단으로서 주택이 갖는 기능이 주목을 받

고 있다(Schwartz and Seabrooke, 2008; Caner and Wolff, 2004; Groves, Murie and

Watson, 2007; Doling and Ronald, 2010; Hirayama, 2010; Prabhakar, 2009).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불릴정도로전사회적으로부동산에대한집착이매우강렬하며, 부동산이가

계보유자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도 매우 크다(김헌동·선대인, 2005; 대한상공회

의소, 2006). 게다가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가구구성원의 평균수명이나 대학

진학률이 차이가 날정도로가계보유 부동산이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갖는의미는 매우크다

(손낙구, 2008). 하지만지금까지논의들은가계자산의분배적측면이나투기적측면에만주

목해 왔을 뿐생활보장수단으로서가계자산이갖는의미와그것이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

와선호구조를형성해왔는지에대해서는전적으로간과해왔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은 사회정책과 함께 국가의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꼽힌다.

사회정책이 국가의 공적 지출을 통해 재분배에 개입한다면 조세정책은 조세징수권을 토대

로한과세행위를통해재분배에개입하는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 우리의경우는이러

한 소득재분배 차원 외에도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와같은소득세감면조치를활용해온측면이있다. 그리고이러

한 소득세 감면정책의 결과소득세 부담수준이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

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남찬섭, 2008; 양재진, 2012; 김미경, 2010). 하지만 지금까지

의 논의들은왜 한국은 사회정책이 아니라 조세정책을 일종의 소득보장정책으로 활용해 왔

는지,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삶의 안전성을확보하는데얼마나기여했는지, 특히 낮은조

세부담이 사적이전과같은가족주의 생존전략에 어떤영향을 미쳐왔는지등에대해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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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목하지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 사례의 경우 사회적 위험을 둘러싸고 국가와 사회가 조

우하는 지점이 사회정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사회정책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취급되었던 반면 가계저축과 가계자산, 조세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매우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었다고주장하고, 이를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형성과변형이라는맥락에서살펴보

고자한다.

이 글은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공적 복지비용의 부담 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왔다. 둘째, 공적 복지비용의

저부담 수준에 대응하여 공적 복지급여 수준도 낮게 유지되어 왔다. 셋째, 공적 복지의 미

비로주거비, 교육/보육비, 의료비등사회적서비스구입을위한가계의지출부담과사적이

전이나기업복지등 민간복지의규모가높게유지되어왔다. 넷째, 복지비용의저부담구조

가가계의자산보유와사적이전을원활하게하고, 가계자산은공적복지를대신하여핵심적

인생활보장수단으로서기능해왔다.

여기서 지적한 네 가지 특징 중 앞의 세 가지는 이미 기존 논의들을 통해 충분히 밝혀

진사실들이다. 하지만지금까지의논의들은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가계저축및가계자산의

역할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세정책적 차원을 간과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복지

국가 논의들이 지나치게 사회정책에만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사회정책과 직접 대체관계에

있는 기업복지나 사적이전 등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 글은 한국에서는 기존

의복지국가논의들에서는좀처럼다루어지지않던애매모호한수단들, 즉가계저축이나가

계자산, 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국가의재산형성촉진정책과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등이

매우 핵심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복지나 사적이전 등

기존의 논의들이 강조해온 요소들도 대부분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라는 틀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될수있다고주장한다.

사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산권과

가계자산에 대한 집착이 사회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압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송호근,

1999: 133-134; 손낙구, 2008: 82-83). 가령 2000년을 전후로전개된두차례의국민연금개혁

과정에서잘나타나듯이국민연금의평균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대폭삭감되었음에

도불구하고연금삭감에대한대중적저항은발생하지않았다(오건호, 2007; 주은선, 2009a).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나부동산시장규제 과정에서잘 나타나듯이 국

가가 부동산기득권을 침해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우 격렬한 사회적 저항이 촉발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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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계자산, 특히 부동산이 가계가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활보장수단인 상황에

서부동산기득권에대한침해가심각한정치적마찰을초래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그동안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가매우확고한뿌리를내려왔으며, 그로인해정치

적 선호구조와이해관계 또한 전반적으로 공적복지의 성장을 억제하는방향으로 고착화되

어왔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1)

하지만 최근의 현상들은 이러한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오히려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역기능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고도성장기에 매우 높은 수준을 유

지했던가계저축률은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주택·부동산 등 자산가격

의급격한상승은가계의자산축적을더욱더어렵게하고있다. 그런데더욱심각한문제는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확고하게 구축되고 공적 복지의 성장이 지속

적으로지체되어온결과, 생활보장수단의확보를위해서는빚을져서라도아파트를구입해

야하는매우역설적인상황이등장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이러한역설적인상황이가

계부채의 증가와 자산가격의 상승이라는악순환적인고리를형성하면서문제를점점더 악

화시키고있다는점이다. 최근의하우스푸어나깡통주택문제는역기능에빠진자산기반생

활보장체계의단면을잘보여주는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한국사회에서사회적위험을둘러싼대응체계가어떻게작동해왔으며, 그것이최

근어떤문제에직면해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 1960-70년대산업화시기

에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가재산형성 촉진정책이나근로소득세 면세점제도 등자산

기반 생활보장체계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어떻게 형성시키게 되었는지, 그러한 제도들이

왜도입되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제도들이민주화나외환위기같이중요

한 사회적 국면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경로의존적 변화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초기의 제도형성이 장기

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호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대안적인 선택지들을 좁혀나간 결과

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가심각한역기능에빠지게되는과정을분석해보고자한다.

1) 다른 한편 재산권에 대한 집착은 국민들이 대체로 국가복지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조세부담 증가에는 반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3; 최균·류진석,

2000; 김상균·정원오, 1995; 김영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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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대상의 설정

1) 복지국가 논쟁과 종속변수 문제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가 출간된

이래, 종속변수 문제는 복지국가 연구에서 아주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Green-Pedersen 2004). 그는 복지국가 성장에 관한 근대화 이론의 설명을 비판하고 ‘탈상

품화’와 ‘사회계층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에 관한 모든 이론적 패러다

임은 어떤 식으로든복지국가를정의하지 않을수 없다”고지적하며, ‘복지국가란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근대화론자들처럼 복지국가를 사회지출 규모를 통해 파악할 수는 없으며, 복지국가는 적어

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얼마나 신장시켰는지,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시장에

의존하지않고서도생활할수있는정도가어느정도인지등을통해고찰해야한다고주장

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것의 개념화로서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가

복지국가의연구동향에얼마나큰영향을미쳤는지는굳이언급할필요도없을것이다.

하지만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

으로 비판을 받아왔다(Abrahamson 1999; Arts and Gelissen 2002). 에스핑-안데르센의 연

구에대한비판의핵심은그의복지국가정의, 즉탈상품화와사회계층화를기준으로한복

지국가 정의가 너무 협소하여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풍부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너무 국가-시장 관계에만 초점을 두어 가족과 젠더에 관한 이슈를 포괄하지 못

한다는점이다.

첫째, 젠더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동의 상품화에 국한된 복지국가 논의들은

젠더 차원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이들은 여성들의 정체성은 존재론적으로 노동자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시민권을획득하기 위해먼저노동이상품화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상황에놓여

있음을 지적한다(Orloff 1993).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기존의 복지국가가 말하는 노동의 상

품화란사실남성생계부양자노동의상품화에불과하며, 그렇기때문에기존의논의들은여

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고 비판

한다.

둘째, 미국을비롯한영미권의연구자들은에스핑안데르센의탈상품화개념이스웨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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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특권화하는 반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권

복지국가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Weir, Orloff and Skocpol

1988; Castles 1998). 복지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민간부문의 역

할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실, 복지공급에서 민간부문이 행하는 역할은 복지국가

발달에서 일관되게 폭발적인 이슈 중의 하나였으며(Rein and Rainwater 1986), 티트머스와

같은 초기의복지국가 연구자들또한 공적 복지 못지않게재정복지나 기업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Titmuss 1976). 하지만 탈상품화 개념은 이러한 민간부문의 다차원성을 단

순화시켜버리는한계가있다.

셋째, 최근들어한국이나일본등동아시아국가에서도사회정책과복지국가에관한관

심이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성격 및 유형화에 관한 활발한 논쟁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구적인 맥락에서 발전된 이론 및 개념을 수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이론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의경험들과는잘부합하지않는다는것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가령

한국에서 전개된 복지국가 성격논쟁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전개된 복

지국가 성격논쟁은 주로 에스핑-안데르센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민주의유형중어디에속하는가를중심으로전개되어왔는데, 대부분의논자들은이러한

논쟁을 통해 어떠한 합의점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정무권 편

2009; 이혜경 2002).

기존의복지국가논의들과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을통해서우리는한국과같은동아

시아국가의복지국가경험을설명하기위해서는새로운이론적개념적혁신이필요하고(김

연명 2009), 동아시아지역에서의독특한경험을포괄할수있게종속변수를새롭게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복지국가 논의에서 종속변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론적 개념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론적 관점의 차이가 개

념 및 조작적 정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 유형화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론적 관심은 많이 퇴색되고 개별 사례와의 정합성 문제가 과

도하게 부각되었다는 경향이 있었다(Green-Pedersen, 2004; Boje, 1996). 그러므로 이 글은

새로운종속변수의설정이매우중요한과제라는점을지적하고, 이를위해생활보장체계라

는개념을사용하고자한다.

2) 복지혼합과 생활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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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복지국가 연구자들은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이 공적인 사회보장 프

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적인 수단들에 의해, 그리고 국가, 시장, 가족, 기업, 제3섹터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김진욱, 2011; 신동면, 2001; 홍경준,

1999). 그렇다면 국가복지를 대체하는 복지수단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

금까지 대체적인 사회보장수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공사혼합(Rein and Rainwater

1986) 혹은 기능적 등가물(Estevez-Abe 2008), 조세지출과 그림자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Howard 1997), 세대간 사적이전과 비영리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대체적인 사회보장

수단들을분석해왔다.

첫째, 공사혼합 혹은 기능적 등가물의 예로 기업연금이나 기업의료보험, 또는 민간연금

이나민간보험의역할을들수있다(O’Higgins 1986; 조영훈 2009). 복지국가유형화논쟁을

주도했던 에스핑-안데르센도 사회정책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며,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예로 민간연금의 역할을 들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복지국가

의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 리스크의 사회화 기능, 저축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가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공적인 제도로 포괄하고자 하

는 반면,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는 이러한 기능들을 다층화하여, 가령 소득재분배 기능

은 국가가 담당하고 리스크의 사회화나 저축기능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식의 역할분담을

추구하는경향이있다(World Bank, 1994). 그러므로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민간연금혹은

민간보험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림자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조세정책, 또는 조세

지출의 혜택을 받는 기업건강보험 제도와 같이 ‘공적인 지원과 규제를 받는 사적인 사회급

여’의역할을강조해왔다(Hacker, 2002; Howard, 1997). 사실, 세금공제(tax credit)나 조세지

출(tax expenditure)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공공정책이나 재정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주목하여 왔지만, 사회정책연구자들은 쉽게 간과하고 지나쳤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워드는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목적의 세금공제와 조세지출 규모를 포괄할 경우 연방 정부

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공식적인 사회지출 규모의 150%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Howard

1997).

셋째, 비공식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가족간 사적이전이나 비영리단체의 지원

이중요한소득보장기능을담당해왔다는점을강조한다(김진욱, 2011). 특히 가족간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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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들은 사적이전이 복지체제의 유형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Blome, Keck and Alber, 2009). 이것은 세대간 이전이 주로 가족구성원의

필요욕구와가용자원의이용가능성에의존하는반면, 복지체제는이러한필요욕구와가용자

원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 한국의 경우 국가복지의 미발달로 산업화 시

기내내가족이가장일차적인복지기능을담당해왔고, 사적이전의규모도매우컸다는점

이강조되어왔다(김진욱, 2009).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관련 논의들이 국가복지에서 복지혼합으로 점차 포괄범위를 확장

해왔음에도불구하고그것들은여전히포괄범위의협소성이라는문제를갖고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대응수단으로서 ‘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존재하

기때문이다.

첫째, 최근 고령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증가하여 왔다. 미국의

401(k)플랜 같은 연금저축상품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간층 이상의 소득계층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금융상품을 대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다(Blackburn

2003; Minns 2001).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복지수단으로 부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401(k)플랜 같은 연금저축상품은이것이 투자상품인지복지수단인지 구분

하기어려울정도로투자와복지의경계가모호하기때문이다.

둘째, 앞에서도지적했듯이최근에는주택자산이소득보장수단으로서중요성을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문제는 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왔다(Torgersen, 1987). 하

지만 연금-주택상쇄관계를강조하는케메니같은 연구자는임대주택보다 주택소유가일반

화된 사회에서는 주택이 노후의 소득보장수단으로서 공적 연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Kemeny 2005; Castles 1998). 왜냐하면 주택소유가 규범인 사회에서는 가계의 경

제적 자원이 우선 주택에 배분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은 커지는 반면 소득보장 측면에서 자가주택이 역모기지 제도로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전통적인 복지수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득보장수단의 예를

확인할수있다.

셋째, 이밖에도 우리는 기존 복지국가 혹은 복지혼합 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애매

모호한 소득보장수단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가령, 노년기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2) 복지체제와 세대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들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잘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족관계가 정서적 관계 위주로 발달하는 반면, 보편적 복지제도가 미흡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족관계는 도구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을 보여준다(Attias-Donfut, Ogg and Wolff

2005; Blome, Keck and Alber 2009; Daatland and Lowenstein 2005; Saracen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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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이것은복지수단인가 아닌가? 또한 한국처럼 생명보험이 단순히저축

성 예금수단처럼 활용되는 경우 생명보험은 복지수단인가 아닌가? 생명보험을 복지수단이

라고 한다면 생명보험과 일반적인 은행예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가 가계의 소득세 부

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나특별공제가아니라단순히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

는복지수단이라고할수있는가없는가?

여기서열거한다양한소득보장수단들은복지국가의관점에서는무의미할수있는것들

이가계의관점혹은생활보장의관점에서는매우중요할수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사실

가계의입장에서는시장소득을 상실했을때 의지할수 있는수단들이 공공복지에서부터 가

계저축, 그리고가계부채에이르기까지매우포괄적일수있다.

아래 <표 1-1>는가정경제의구성요소와복지혼합의구성요소를비교해서보여주고있

다. 우선표 오른쪽의복지혼합의구성요소는김진욱(2009)을 참조한 것으로서복지의공급

주체를 국가, 기업, 시장, 비영리단체, 가족 다섯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공급하는

복지의 종류를 세분한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복지국가 논의에서 다루어온 복지수단들을

거의망라한것으로포괄범위가매우넓다고할수있다.

반면, 표의 왼쪽은 가정경제의 구성요소를 소득과 지출, 자산 셋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을구성하는세부항목들을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이러한구분은 ‘Luxemburg Income

Study’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상의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Luxemburg Income

Study’는 가정경제 구성요소를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자산/부채’

등 총 5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동향조사’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료만을 공개하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지출 외에도 자산과 부채의 변동사항까지를 조사한

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분류방식을 참조하여 소득항목에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고,

지출항목에 ‘비소비지출’을 포함시켜 크게 소득, 지출, 자산/부채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했

다.

여기서 우리는 가계가 생활보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복지혼합의 구성요소

보다더다양하다는것을알수있다. 복지혼합의구성요소들은가정경제의구성요소중대

략공적이전과사적이전, 사회적 서비스구입지출, 그리고 금융자산의일부에 국한될 뿐이

다. 반면, 가계의 관점에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이나

부채 혹은 재산소득 등에도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부담

의 축소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결과적으로 가계의 생존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대응수단들은기존의복지국가논의에서는거의주목을받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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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구성요소 복지혼합 구성요소

소

득

측

면

노동

소득

취업소득
국

가

직접지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사업소득

조세지출
중산층 지원,
사회보장관련 조세지출

재산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

업

법정

기업복지

법정퇴직금,
유급 출산휴가,
질병급여

임대소득

이전

소득

공적

이전

- 보편급여

- 사회보험

- 공공부조

자발적

기업복지

법정외복리비,
보건의료,
현물 및 교육훈련비

사적

이전

- 기업복지

- 가족 간 현금이전
- 가족 간 현물이전
(보살핌 노동 포함)
- 비영리단체 이전

시

장

민간보건

의료비
가계의 의료비 및
민간보험의료비 지출

비경

상소

득

경조소득
생명보험

보험금
사망, 상해 등
생명보험 급여

퇴직금 일시금등
보육비

지출
가계의 보육비 지출

지

출

측

면

소비

지출

일반적 소비지출

비

영

리

법정취약

계층요금

감면

장애인, 노인 등
공공요금 감면

사회적

서비스

구입

- 주거비
- 교육비/보육비
- 의료비

자발적

복지지출
종교, 비영리조직의
복지지출

비소

비지

출

조세 & 사회보험 비영리보

건의료비
보건의료
비영리조직의 소비지출

가족 간 이전지출

가

족

사적이전
가족과 친지에 의한
가구간 사적이전소득

이자지불

자

산

측

면

금융

자산

은행예금, 보험, 유가증권, 계

&빌려준 돈 등

보살핌

노동
보살핌 노동시간에 대한
경제적 가치

실물

자산
주택, 주택이외 부동산

가계

부채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및 외상등

<표 1-1> 가정경제와복지혼합의비교

출처: 복지혼합구성요소는김진욱(2009: 6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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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맥락에서이글은기존복지개념의협소성을극복하고가정경제의관점에서중

요하게활용될수 있는 사회적 위험 대응수단들을 포괄하기위해 ‘생활보장체계’ 개념을 사

용한다. 생활보장체계개념은원래일본의복지국가연구자인오사와마리와미야모토타로

등이 사용해온개념으로 이들도기존 복지국가논의의 포괄범위의협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생활보장체계개념을사용해왔다. 하지만이들의논의에는몇가지문제가존재한다.

첫째, 오사와마리는젠더와가족의관점에서기존복지국가논의를비판하기위해생활

보장체계 개념을 사용한다(大沢真里, 2007). 하지만 생활보장체계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할

때 이를 굳이 젠더 차원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오사와 마리는 젠더 차원을 강조하여

생활보장체계를 ‘남성생계부양자형’, ‘양립지원형’, ‘시장지향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경우 한

국은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 글은 오히

려 지금까지젠더중심적 접근들이지나치게 가족과여성의비공식적 비임금적복지공급 역

할에만 주목할 뿐 가족주의를 가능케 한 제도적 물질적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별반 주목하

지않았다고비판한다. 그리고성적역할분담과가족주의생존전략이모두자산기반생활보

장체계의형성이라는맥락에서강화되어왔음을지적하고자한다.

둘째, 미야모토 타로는 생활보장을 고용보장과 사회보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宮本太郎, 2008). 그는 전후 일본의 경우 ‘토건국가’라는 매우 독특한 고용보장체계가 존재

해왔으며, 이러한고용보장체계로인해사회보장부문이작게유지될수있었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복지국가논의들처럼사회보장 부분만을다룰 경우 일본의 독특한사회적

위험 대응 방식을 간과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보장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생활보장

개념을사용한다. 하지만이러한미야모토타로의주장은어떤복지국가도고용을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新川敏光, 2005), 고용보장이 사회보장을 대체하지도 못한다는 점

을 간과한다. 즉 아무리 고용이 보장되더라도 이것은 실업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 뿐 질

병이나퇴직, 산업재해 등의위험에대응하는 수단을 제공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고용

이 보장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질병이나 퇴직 등의 위험에 대응해 왔는지를 해명하

는문제는여전히공백으로남게된다.

이글은생활보장체계개념을가계가생애및생활전반에걸쳐부딪히는사회적위험에

대한대응체계라고정의한다는점에서이러한기존의논의들과다르다. 복지국가란사실자

기조절시장에대항한사회의 자기보호운동 결과 출현한 20세기 서구의 특수한 역사적산물

이라고할수있다(Polanyi, 1944; Esping-Andersen, 1990). 그러므로 복지국가논의를시공

간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많은 혼란과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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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위험은 매우 다양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업이나 질병, 산업재해,

노후 등과 같은 위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위험

에 대응하는 수단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기존에 지적되어 왔던

국가복지의 대체수단들과 그 밖의 생활보장수단들을 생활보장체계라는 틀로 재구성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와 사회가 그 동안 어떠한 수단들을 활용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

왔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3) 한국 생활보장체계의 특징

그러면생활보장체계라는대안적인개념설정과접근법이한국사례의독자성을파악하

는데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우선 아래 <그림1-1>은 OECD 국가들의 가계

저축률과 조세부담률 차이를 1975년과 1990년 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X축은

조세부담률을 Y축은 가계저축률을 나타내며, 좌표평면을 조세부담률 평균값과 가계저축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분면으로 나누었다(<그림1-1>에 대한 설명은 김도균(2012: 167-169)

을참고했음).

이 그래프는두시점간에차이는있지만대체적으로가계저축률과조세부담률간에유

의미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세부담률과 가계저축률에 대한 피어

슨 상관계수는 -0.439이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북유럽의 보편주의 복

지국가 유형과 한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매우 뚜렷하게 대립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조세부담률은 증가해 온

반면, 가계저축률은하락해왔다는것을보여준다.

우선스웨덴과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같은북유럽국가들의경우조세부담률이매우

높은 반면, 가계저축률은 낮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는 1970년대에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

았지만, 그이후지속적으로조세부담률은증가하고저축률은하락해온것을알수있다.

둘째, 프랑스와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대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대

체로평균값주변에밀집해있지만, 북유럽국가들에비해조세부담률은비슷하거나상대적

으로 낮은반면, 가계저축률은 상대적으로높게유지되어왔다. 또한 이태리와스페인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세부담률은 낮고 가계저축률은 높았지만,

그이후이러한패턴이변화하여다른대륙유럽국가들과비슷한유형으로귀결된다.

셋째, 미국과 호주 같은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대체로 조세부담률도 낮고 저축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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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하지만 영국이나 캐나다 등을 고려하면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보다 세분화된 구

분이 필요하다. 영국은 북유럽형에 보다 가까우며 캐나다는 대륙유럽형에 더 가깝다. 또한

호주의 경우는 1970년대까지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저축률이 매우 높게 유지되었으며, 1980

년대이후저축률이급격히하락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았던

반면 가계저축률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조세부담률은 소폭 증

가한 반면 저축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1975년 시점에서는 저축률이

매우 낮았던 반면 그 이후 저축률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가

계저축률이산업화시기에매우높은수준을유지했다는것을알수있다(신광영, 1999).

<그림 1-1> 가계저축률과조세부담률의 OECD 국가비교

자료: 총조세부담률(OECD Tax Statistics Database)

가계저축률(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No.90 Dec.2011)3)

3) 총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총조세수입(Total tax revenue)의 비율이다. 가계저축률은 국민계정상

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순처분 가능소득에서 최종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금액의 비율인 순저축률

이다. 단,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경우는 고정자본소모를 고려하지 않은 조저축률 자료만 제공되

고 있어 조저축률을 이용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덴마크의 경우는 1975년도 해당 자료가 없어 덴

마크는 1981년 자료, 노르웨이는 1978년 자료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이 그래프 상의 가계저축률에

는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노동조합, 종교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포

함된다. <그림1-1>은 김도균(2012: 1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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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보편적복지국가들처럼가계의조세부담수준이높을경우, 이것은가계의가처

분소득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가계저축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회보장정

책이 일종의사회적저축으로서삶의 안정성을확보하는 중요한수단으로 활용되기때문에

낮은 가계저축률이 크게 문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과 일본 같이 조

세부담수준이낮을경우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증가시켜 가계저축에매우유리한조건

을 제공하게 된다.4) 이 경우 가계저축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복지의 공백을

메우는역할을맡을수있다. 즉복지국가의소득보장제도가공적으로재원을마련하여이

를재분배하는일종의사회적저축이라고한다면, 한국은이와정반대로가계저축을일종의

사회적안전망으로활용해온경우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5)

<표 1-2>는 ‘Luxembourg Income Study’ 가계자료를이용하여국가별로가계의소득구

성 및 조세/보험료 부담수준, 그리고 가계저축률을 비교한 것이다. <표 1-2>에서 노동소득

은 취업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

험급여와 보편적 급여, 공공부조급여, 사적이전소득은 가구간 소득이전과 비영리단체 지원,

조세/보험료 부담은 소득세 및 기타세금, 사회보험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저축률은

‘Luxembourg Income Study’가 국가간비교가가능한소비자료를제공하지않기때문에계

산이불가능하다. 가계자산과부채의경우에도분류상으로만존재할뿐실제로국가간비교

가 가능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계저축과 자산을 대표하는 변수로

OECD가제공하는가계저축률자료를활용했다(<그림 1-1>의저축률자료와동일). 그리고

‘Luxembourg Income Study’의 경우 주의할 것은 기업연금과 의무개인연금 등을 사적이전

소득이아니라공적이전소득으로분류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이자료를통해서는공

적연금과민간연금의구성비등을파악하기는어렵다.

4) 통상적으로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가처

분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동일하게 증가하면 가계저축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부담수준을

낮게 유지해도 소득수준 자체가 낮으면 가계저축은 증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낮은 조세부담수준

이 반드시 가계저축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높은 조세부담수

준이 반드시 가계저축률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국가가 매우 잘 구성된

복지제도를 구축해 교육비, 주거비 등 사회적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면, 가계저축률은 증가할

것이다.

5)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일종의 사회적 저축으로 보는 견해는 오건호(2006: 12)를 참고하였다. 오건

호는 스웨덴 노동조합 간부에게 왜 스웨덴 국민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

을 때, 노동조합 간부가 “(우리는) 민간은행에는 저축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적으로 저축을 한다.

바로 공적연금이다”라고 답했다는 에피소드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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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득유형

가처분
소득

조세/
보험료
부담

가계
저축률노동

소득
자본
소득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캐나다(2000) 75.07 3.69 19.28 0.45 77.98 22.02 4.68

영국(1999) 71.82 4.30 22.97 0.81 79.10 20.90 5.21

호주(2001) 78.93 4.59 15.77 0.58 81.64 18.36 3.11

미국(2000) 81.25 5.81 11.79 0.95 78.00 22.00 2.91

독일(2000) 74.61 4.06 20.88 0.46 72.86 27.14 9.38

네덜란드(1999) 74.12 2.38 22.70 0.39 74.39 25.50 9.04

스위스(2000) 78.40 5.21 14.78 1.61 75.36 25.53 11.70

노르웨이(2000) 78.82 7.81 12.95 0.37 73.29 27.46 4.29

스웨덴(2000) 65.85 4.68 29.12 0.35 69.92 32.44 4.32

덴마크(2000) 72.05 2.94 23.63 0.29 66.37 34.99 -3.97

프랑스(2000) 64.76 4.72 29.51 0.67 93.63 9.16 14.25

대만(2000) 80.30 7.79 6.66 5.15 95.57 6.22 16.00

한국(2000) 84.39 5.46 1.67 3.88 85.75 7.60 9.26

<표 1-2> 국가간생활보장체계의비교 단위: %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Wave 5. 가계저축률은 <그림 1-1>과동일.

이 표를보면한국과대만, 미국 등의 경우노동소득과자본소득이차지하는 비중이 높

고,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6) 특히 한국과 대만의 경우는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전소득 중에서 사적이전 소득이 차지하

는비중이매우높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등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공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조세/보험료부담수준의경우에는한

국, 대만, 프랑스가가구소득의 10% 미만으로매우낮다. 프랑스의가구부담수준이낮은것

은 사회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가계저

축률의 경우에는대만, 프랑스, 스위스가 10% 이상 높은수준을 보여주며, 한국은 독일, 네

6) 이 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자본소득에서 임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중보다 크다. 이것은 한국 가계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보유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본소득 자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2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 규모가

1/4도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우·이성림, 20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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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 등과 함께 9%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외환위기이후가계저축률의하락현상을반영하기때문이다.

<그림 1-2> 국가간생활보장체계의군집분석

자료: <표 1-2>와동일.

위의 <그림 1-2>은 <표 1-2>의 자료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 그림은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매우 긴밀하게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두번째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등을하나의유형으로분류할수있

는데, 여기서 특징적은 것은 이들 유럽국가들이 영미권 국가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는점이다. 이것은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의경우공적이전소득에국가가지급하

는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기업연금이나의무개인연금등을모두 포함하기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공적이전소득의구성을세분화해서비교할수있다면이두집단간의차

이가더뚜렷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세번째, 스웨덴, 덴마크등북유럽국가들을하

나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만, 한국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경우 가계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비중이높지만, 다른한편으로가계의복지비용부담수준이낮고가계저축률이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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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에한국, 대만과 비슷한유형으로분류된것으로볼수있다. 이것은앞에서도언급

했듯이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여하튼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활용하여유형화를시도해본결과, 몇

몇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네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것이 기존의 복지국가 유

형화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의경우한계는가정경제에서가계자산이차지

하는 비중, 그 중에서도 실물자산 부문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만의 한계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계가 보유한 금

융자산과 실물자산을체계적으로비교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사실상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7)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정경제에서 가계

자산의구성과규모를살펴보는데국한하고자한다.

아래 <표 1-3>는 2010년도 가계금융조사자료를활용하여연령대별보유자산의규모와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전체 조사가구 중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자산규모를 파악

함으로써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다른지 살펴보

았다.

우선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가구의 평균 총자산 보유규모는 2억7,680만 원 정

도이며, 이 중에서 부동산자산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가구

의자산보유가 7,560만 원정도로가장낮은반면, 50대 가구의자산보유규모는 3억6,370만

원 정도로 가장 높고 30대 미만 가구에 비해 대략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이러한자산규모차이의대부분이부동산에서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부동산 보유가구만을 놓고 볼 경우에는, 평균 자산규모가 4억5,370억 원 정도로 전체가

구평균보다 1.6배 이상 크며, 이러한 차이는전연령대에서비슷하게나타나는것을알수

있다. 반면 부동산보유가구의경우가계부채의규모도같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또

한부동산보유가구의비중을보면 전체적으로는 66%의가구가부동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이 19.1%로 가장 낮고 50대 이상 가구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77.2%

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가계자산보유 패턴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

7)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center는 최근에 ‘Luxembourg Wealth Study’(LWS)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LWS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국가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가계자산에 대한 측정과 파악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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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총자산 순자산 저축총액 부채총액 부동산평가액

전체 27,684.1 23,065.8 5,885.9(21.3) 4,618.3(16.7) 21,017.8(75.9)

30세미만 7,568.0 6,631.6 4,212.7(55.7) 936.3(12.4) 2,818.3(37.2)

30-39 19,696.3 15,715.6 6,378.6(32.4) 3,980.7(20.2) 12,464.1(63.3)

40-49 29,001.8 23,376.1 7,398.2(25.5) 5,625.7(19.4) 20,604.7(71.0)

50-59 36,370.6 30,150.7 6,748.2(18.6) 6,219.9(17.1) 28,654.9(78.8)

60세이상 29,484.1 25,815.1 3,855.2(13.1) 3,669.0(12.4) 25,189.0(85.4)

연령별 총자산 순자산 저축총액 부채총액 부동산평가액
부동산
보유가
구비율

전체 45,369.1 37,646.9 5,919.3(13.0) 7,722.2(17.0) 31,727.6(69.9) 66.2

30세미만 20,899.0 18,974.7 4,212.7(20.2) 1,924.3(9.20) 14,762.0(70.6) 19.1

30-39 36,224.5 30,360.4 6,401.5(17.7) 5,864.1(16.2) 23,958.9(66.1) 52.0

40-49 46,501.3 38,611.0 7,412.7(15.9) 7,890.3(17.0) 31,198.3(67.1) 66.0

50-59 53,223.8 43,932.2 6,791.3(12.8) 9,291.6(17.5) 37,140.9(69.8) 77.2

60세이상 45,559.9 36,524.7 3,897.8(8.60) 9,035.2(19.8) 32,626.9(71.6) 77.2

은 경우 자산격차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이 세대간 불평

등을심화시킬수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이것은 50대 이상중고령자가구

의 경우에는 현금소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50대 이상

중고령자 가구의평균 부동산평가액이 3억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부동산이 현금화만 용이하

다면민간연금이나생명보험, 국민연금등에비해월등히규모가큰소득보장수단으로활용

될수있음을보여준다.

<표 1-3> 연령대별가계보유자산비교(2010년 가계금융조사) 단위: 만원, %

(1) 전체가구(( )안은총자산대비비중)

(2) 부동산보유가구(( )안은총자산대비비중)

자료: 2010년가계금융조사

마지막으로 <표 1-4>는국민연금이외의노후대비수단을설문조사를통해조사한결과

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2천만 원미만 소득계층의 경우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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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험
개인

연금

은행예금

및적금
부동산

자녀의

지원

주식 및

채권

대안수단

없음

1천만원 미만 22.6 6.1 10.4 12.2 10.4 0.0 43.5

1-2천만원 33.0 20.7 25.1 12.8 9.3 2.2 21.1

2-3천만원 46.9 29.0 23.7 15.9 1.6 1.2 15.5

3-5천만원 48.6 34.3 31.4 20.4 1.1 5.4 5.0

5천만원초과 45.1 38.9 32.7 28.3 0.9 0.9 4.4

전체 41.1 27.0 25.7 17.4 4.2 2.4 15.8

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2천만 원 이상 소득계층의 경

우에는 보험, 개인연금, 은행예금, 부동산 등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을알수있다. 이것은국민연금등공적복지가미흡한상황에서경제적여건만된다면가

계자산의 확보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녀에 대한 의존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4> 소득계층별국민연금이외의노후대비수단 단위: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4: 8-9).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생활보장체계는 가계자산에 대한 의존

도가 매우 높은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최근에 가계저축률이 하락하

고는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까지 가계저축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가계저축

의 상당부분이 주택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형태로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연령대가 올

라갈수록 현금소득은 줄어들고 공적 복지는 미비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 가계자산에 대한

의존성과 비중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소득지원 등 가

족간 사적이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소득지원이 경제

적으로불가피한경우에만고려되는수단임을보여준다. 이러한변화는앞으로공적복지가

충실하게성장하지못할경우가계의자산에대한의존도는더욱심화될수밖에없으며, 그

결과 가계자산을보유할수있는계층과그렇지못한계층간에경제적격차또한매우심

각하게벌어질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 논의들은 가계자산이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갖는 의미를 간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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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생명보험이나 개인연금 등 국가복지와 직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부분적

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가정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명보험이나 개인연금은 가계자산

을 구성하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가장 투자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왔고(강희돈, 2006(손낙구, 2008: 200에서 재인용)), 부동산 거래빈도가

매우높아부동산의현금전환이수월했기때문에매우안전한투자처로인식되어왔다(손낙

구, 2008: 83-84). 게다가 한국에서는 민간보험의 높은 해약률이 보여주듯이 민간보험은 복

지수단으로서보다는 저축성 예금 수단의 성격이 더 강했다(김연명, 2008; 김진욱, 2011). 그

러므로 논의를 생명보험이나 개인연금 등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계자산이라는 차원에

서금융자산과실물자산을모두포괄하여논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이글은한

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재생산되어 왔는지를

밝혀보고자한다.

3절 이론적 자원

1)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가설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국가 연구들은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급과

정당, 국가구조와 거부권, 생산체제, 젠더 등의 변수들을 공유해왔다. 우선 권력자원동원론

은 정치적 계급동맹 또는 집권정당의 정치적 지향이 복지국가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다

고 주장한다(Korpi, 1989; Esping-Andersen, 1985). 둘째, 제도주의접근은 국가구조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거부권의존재 형태 등이 복지국가혹은 사회정책의 차이를 잘설명한다고

주장한다(Weir, Orloff and Skocpol, 1988; Skocpol and Amenta, 1986; Skocpol, 1992;

Skocpol, 1995; Immergut, 1992). 셋째, 생산체제 접근은 사회정책과복지체제는생산체제에

배태되어 있으며, 세계화와 금융규제완화 같은 세계시장의 변화는 생산체제를 통해 복지국

가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강조한다 (Huber and Stephens, 2001; Ebbinghaus and Manow,

2001 ; Kitschelt, Lange, Marks, and Stephens, 1999).8) 넷째, 젠더 및 가족중심 접근은 복

8)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사람들의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용,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로

구분해 봤을 때, 생산체제가 고용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복지체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

이 있다(Huber and Stephens, 2001). 즉, 생산체제는 사회적 위험 자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

면, 복지체제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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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는 시장에서 시민의 지위와 권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들의

지위와권력에도영향을미치며, 여성의독특한역할과딜레마가존재하는것은바로이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한다(Orloff, 1993; Sainsbury, 1996; O'Connor, Orloff and

Shaver, 1999; Pierson, 2006).

한국의 복지국가 혹은 복지체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도 위에 제시한 접근들과 크게

다르지않다.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성격 논쟁’을 통해서도알 수있듯이, 한국의 복지국가

연구는 압도적으로 종속변수 문제 즉 한국 복지국가 혹은 복지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김수정 2010). 인과적 질문을 제기할 경우

에도그것은보통복지국가의지체현상을설명하기위한것이었다. 이글은이와달리종속

변수를 ‘생활보장체계’로 새롭게 규정할 경우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으로서의 저축동원과 조

세정치가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로 부각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설명변수들, 즉 계급, 정당, 국가구조, 정치제도, 거부점, 생산체제, 젠더, 가족, 제도 도입의

시기 등과 같은 변수들은국가의저축동원과조세정치라는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보다분명해질수있다는점을강조한다. 그러면다음절에서는재정사회학적접근

을 검토함으로써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이 설명변수로서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하겠다.

2) 복지국가의 재정사회학적 접근

슘페터이후재정사회학은국가와사회의모든역사가공공재정에그기록을남기며, 그

렇기 때문에 재정은 사회를 연구하는 최상의 출발점 중의 하나라고 강조한다(Schumpeter

1991[1918]). 이들은 국가의과세행위가 근대성의가장 핵심적인설명변수중의하나로서, 조

세가 근대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간의 권리와 의무 등의 문제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조세란 일종의 사회계약으로서 사회구성원

의 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권리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연대가 출현하는 매우 핵심적인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형성

하며, 누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지, 그리고 ‘우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등을 규정함으

로써 시민적 정체성과 근대성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1999).

이러한 재정사회학적 접근은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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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제공한다. 그 동안대부분의복지국가연구들은사회적권리를사회정책이라는차원

에서만 다루어왔으며, 복지국가를 계급투쟁의 결과로 볼 것인지(사회중심적 접근) 아니면

관료의작품으로 볼것인지(국가중심적접근)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러한주장

들과 달리 재정사회학적 연구들은 서구 유럽에서 초기 사회정책은 국가가 전쟁을 위해 과

세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대급부로 제공된 것이었으며, 복지국가의 등장이란 사실

근대국가형성과발전과정의예상치못한부산물이었다고지적한다(Daunton, 1996; Klausen

2001; Giddens 1985; Mann 1988; Steinmo 1993).9) 즉 재정사회학적 접근은 사회적 권리와

복지국가의등장을계급투쟁이나관료변수가아니라국가의과세행위의결과로설명한다.

국가의 과세행위를 강조하는 재정사회학적 접근은 자본주의 국가론과도 친화력을 갖는

다. 프레드블록에따르면자본주의국가의과세역량은자본축적과경제전반의성과에의존

하기 때문에국가는일차적으로자본가계급의이익과자본축적의논리에복무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구를 자본가계급이 장악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자동적으로 자본주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의 재정적 기능이 자본축적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Block, 1981; Block, 1987b). 하지만자본주의국가는자본축적이라는기능이외에정당성의

문제에도 함께 직면한다(Poulantzas, 1978).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허구적 상품으로

존재하기때문에국가는불가피하게노동력재생산문제에개입하게된다(Offe, 1984).10) 게

다가 국가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간접세를 모두 노동자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기때문에국가는더욱첨예한정당성의문제에직면한다(Gough, 1979). 이러한맥락

에서 복지국가란 과세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 대한 개입의 필요

성에서등장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축적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페나 오코너 같은 연구자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축적과 정당성간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Offe, 1984; O'Connor, 1973). 하지만 최근의 재정위기는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스

9) 폿지와 틸리는 근대국가가 출현하던 초기에는 국가의 활동이란 거의 전쟁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하지만 전쟁수행과 전쟁동원이 조세수입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사회세력과의 타협을

초래함으로써, 그 결과 국가의 활동은 점차 외부에서 내부로, 군사화에서 문민화로, 그리고 전쟁국

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Poggi 1978; Tilly 1995; Tilly 1999; Tilly 1990;

Tilly 1985). 그리고 피콕과 와이즈만은 전후 복지국가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은 전쟁으로

늘어났던 재정지출이 축소되지 않고 사회적 지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Peacock and

Wiseman 1961).

10) 이러한 맥락에서 오페는 사회정책을 노동력을 임노동관계로 포섭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규정

한다(Off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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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오페나 오코너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본주

의 국가론이강조하는 자본도피와관련해서도그 동안의 경험은복지국가가 우세하다고 자

본이 도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Barrow, 1993: 60). 이것은 자본축적의 논리가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축적과 정당성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보여준다(Block, 1987a; Hall and Soskice, 2001).

축적과 정당성간의 관계는 조세제도 혹은 재정수입형태의 다양성을 통해서 보다 잘 이

해할 수 있다. 국가는 조세수입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 주로

의존하는지 아니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에 주로 의존하는지 아니면 사회보장기여금과 같

은 목적세나 관세에 주로 의존하는지 등에 따라서 그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매우 다르다

(Lieberman, 2002; Prasad, 2006). 일반적으로소득세가누진세로서소득재분배기능을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형태라면, 간접세는 대체로 역진성이 강하고 세부담이 비가

시적인세제이고, 목적세는일반조세와달리그용도가미리정해져있는유사계약적성격

을 지닌 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의 경우는 그것이 사회세력들의 동의와 참여가 전

제되지않는한과세자체가매우큰정치적행정적한계에부딪힐수있다. 반면간접세와

목적세는 국가가 사회와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에비해정치적으로용이한과세방법으로평가받는다(Lieberman, 2002).

또한 근대국가의 재정수입형태는 조세 이외에도 통화발행, 차입, 차관, 공과금, 공기업

수익 등 매우 다양하며, 그것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 또한 매우 다르다. 가령, 국가가

석유판매나 연초판매수입, 통행료, 공기업 이윤등 비조세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가는 사회

와의마찰을최소화하면서자금을조달할수있다(Cheibub, 1998). 마찬가지로인플레이션이

나 통화발행 등 화폐적 수단을 이용한 재정조달도 사회 차원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Lieberman, 2002). 차입의 경우는궁극적으로차입의상환이국가 세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조세를 통한 재정조달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재정지출과 조

세수입사이에시간적 간극을 제공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장기에 걸쳐 분할한다는 점에서 조

세와구분된다(Bonney, 1999).

이렇게정당성문제가국가의재정수입형태의차이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사실은복

지국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현대 복지국가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 질

문 중의 하나는 왜 직접세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는 국

가복지가지체된반면, 간접세비중이높은유럽국가들에서는국가복지가발달했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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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Steinmo, 1993; Prasad, 2006). 직접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은 크지만사회세력들

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 국가의 과세역량이 제약되는 반면, 간접세의 경우에는 재분배

측면에서는역진성을갖지만반대로사회적마찰을피해과세하기가용이하다. 그러므로유

럽국가들이역진적인방식으로세금을걷어관대한복지국가를유지하는경우라면, 영미권

국가들은 누진적인 과세전략을 택한 결과 복지국가의 성장 자체가 제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Prasad, 2006).

3) 개발국가의 재정사회학적 접근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사회학적 접근은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을

설명할경우에는어떤이론적함의를지니는가? 그것이갖는분석적장점은무엇인가?

한국이한국전쟁이후심각한자본부족상태에서경제개발을위해활용한자본동원수단

들은 매우 다양하다. 지정학적 조건을 이용해 원조와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Lim

1985), 국세청 설립 등을 통해 조세동원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민간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강제저축제도나저축장려운동을실시하기도하였다. 그런데한국은산업화시기국가가

사실상은행을소유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선별적인신용할당정책을 추진할 수있었다는 점

에서 매우 독특하다(Stiglitz and Uy, 1996). 따라서 국가는납세자들의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소비억제와저축장려를통해 유휴자본을 최대한 은행으로흡수하고 이를 마

치 재정자금처럼 활용하는 저축동원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재정규모

는작지만국가가동원할수있는민간자금의규모는커지는매우독특한재정구조가형성

된다(김도균, 2012: 167).11)

그런데국가가조세부담을완화하는대신민간저축을재정자금처럼활용해왔다는사실

은축적과정당성간의모순적관계를해결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함의를지닌다. 우선

집권세력에게 저축동원전략은 직접적인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 및 사회세력과

의마찰을피하면서자금을조달하는매우매력적인수단일수있다(Park, 2011). 다른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저축은 그것이 아무리 재정자금처럼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

산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조세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 즉, 저축동원전략은 과세행위와

달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에게

11)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제도

를 매우 폭넓게 사용한 결과,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실제 근로소득세 납부

자가 전체 의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세 부담이 매우 낮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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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력적일수있다.

국가의저축동원전략은재분배의정치에도매우독특한영향을미친다. 앞에서지적했듯

이국가의과세행위는불가피하게복지지출을늘리는경향이있다. 따라서재분배의정치는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분배와 복지지출의 분배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규정된다. 하지만

저축동원전략을 추구할 경우 국가는 반대급부로서 복지지출보다는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필요성이발생한다. 왜냐하면가계저축은개개의규모가영세하고그주체가광범위

해서개별저축자에대한세심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기때문이다(한국은행, 1978). 따라서

국가는 저축장려를 위해 가계의 현금흐름에 미시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한편, 가계저축과

가계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케 하는 독특한 재분배 메커니

즘을구축하게된다. 이상의내용들을그림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그림 1-3>은국가의과세행위가공공복지의도입을불가피하게한다는점을보여주며,

여기서는 이를 일종의 ‘복지협상’으로 개념화하였다. 반면, 저축을 통한 동원의 경우에는 저

축이라는 수단 내에 재정적 기능(국가적 차원)과 복지적 기능(개인적 차원)이 혼재되어 있

기때문에굳이 ‘복지협상’을 필요로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1-3> 복지협상과저축동원전략의비교

국가가 어떤 재정전략 혹은 자본동원전략을 취하는가에 따라 축적과 정당성의 모순, 재

분배의 정치,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문제는 매우 다르게 제도화될 수 있다. 제솝은 국가를

전략이정교화되는장소로규정하고, 정치적전략이없이국가체계의통일성과국가의활동

저축을 통한 동원

조세 공공복지
복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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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국가엘리트가 국가의 활동에 일정한 일관성

을 부여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Jessop, 1990: 369-370). 특히 국가의 과세행위 또는 자본동원은 국가와 사회가 조우하는

매우 핵심적인장소에 해당하기때문에국가의재정전략 혹은 자본동원전략은국가와사회

의관계를이해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해준다.

그런데그동안개발국가론은정책금융이한국산업화전략의매우중요한특징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기업관계에미치는 영향에만주목했을뿐, 이

를 국가-사회관계 그리고 시민권 차원의 논의로 전개시키지는 못했다(Evans, 1995; Chang

and Turner, 2011; 김도균, 2012: 165). 반면, 오도넬은국가가어떠한방식으로재원을조달

하는가에따라국가기구및국가-사회관계의형성이매우달라질수있음을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수입이 주로 석유판매수입이나 다국적 자본의 광구사용료에 의존할 경우 국가

기구는 사회에 대해 매우 강제적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계급들에 대해서도 훨

씬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O'Donnell, 198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현진은

국가는 단순히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반영물이라기보다는 재정적 역량이나 행정

적 능력의 여하에 따라 계급관계를 구조화 시킬 수도 있고 자본축적을 주도할 수도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조직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임현진, 1987: 418-9).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개발국가의 저축동원전략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 그리고 복지국가의 발달에 어

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12)

국가의 과세행위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그런데 국가가 감세전략을 취할 경우 이는 의도했든 안 했든

사회적 권리와 사회적 연대의 토대를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Tilly, 2007). 반면

저축은 재산증식을 통해 개인주의나 가족주의 의식을 급속히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연대

의 기반을 축소시키고, 연대의 폭을 가족 단위로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

사적관점에서서구유럽에서는조세를통한동원이의도치않게사회적권리의발달과복

지국가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저축을 통한 동원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권리 없는 민주주의’(최장집, 2005)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재정사회학적 연구들은 중동이나 남미 산유국, 동유럽의 체제 이행국가들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석유나 천연가스 판매 등 비조세수입을 국가의 주된 재정수입원으로 삼아 왔으며, 이러한 재정구

조 및 재정전략이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달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지적한다(Ross, 2001; Herb, 2005; Tilly, 2007; Brautigam et al.

2008, Moore, 2004).



1장 서론 29

4) 결정적 국면, 경로의존성 그리고 거부권

이 글은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을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동안역사적제도주의 접근은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경로의존

성(path dependency) 등의 개념적 방법론적 도구들을이용해서 제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구

체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왔다(Thelen, 1999;

Pierson, 1993). 결정적 국면이 제도발생의 우발성 혹은 비의도성을 강조한다면, 경로의존성

은이렇게우연히형성된제도가지속적으로재생산되는과정을강조한다. 특히경로의존성

개념은 80년대이후사회정책연구에서가장중요한개념중의하나로부각되어왔는데, 이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의 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개혁의 방향이 사실 상당부

분 과거에 이미 결정된 정책과 제도에 의해 방향 지워진다는 것이다(Mahoney 2000;

Pierson, 2000; Pierson, 2004; Skocpol, 1992). 그리고 이 개념은 최근 복지국가 개혁 및 축

소의정치를설명하는데매우중요한분석틀을제공하고있다(Pierson, 2001).

하지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

다. 우선, 결정적 국면과 경로의존성은 밀접하게관련되는개념임에도불구하고이 둘사이

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못했다. 결정적 국면이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이후에 경로

의존성을형성하기때문이다(Capoccia and Kelemen, 2007). 그러므로어떤제도가지속적으

로재생산되는메커니즘을알기위해서는제도형성의특징을이해하는것이불가피하다. 하

지만 지금까지역사적 제도주의연구들은 제도의 경로의존성 측면만을강조하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제도의형성과기원문제를다루는경우에는제도의재생산메커니즘에대한분

석이결여되는경우가많았다(Collier and Collier 1991).

둘째, 경로의존성은 이를 통해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Steinmo

and Thelen 1992). 경로의존성 혹은 정책피드백 개념(Pierson 1993)은 제도란 일단 한 번

형성되면 행위자의 기대와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행위자는 이미 수립된 제도에 자

신의 전략을 적응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 질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경로의존성 개념은 제도의 폐기나 실패, 혹은 변화를 설

명하기어렵다는점에서제도적결정론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 하지만사실역사적제도주

의 관점에 따르면, 제도는 정치투쟁의 산물로서 항상 자원배분을 둘러싼 긴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정치적 동원을 필요로 한다(Thel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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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

거부권

관련 제도의 성격

해석/실행의 자유재량
낮음

해석/실행의 자유재량
높음

정치적

맥락의

성격

강한 거부권
제도병설
(Layering)

제도방치
(Drift)

약한 거부권
제도폐기

(Displacement)
제도전용
(Conversion)

Mahoney and Thelen 2010). 즉 제도는 항상 변화하는 현실을 딛고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적안정성과재생산조차도자동적으로보장되는것이아니다. 그러므로경로의존의구체적

메커니즘을보다분명히밝힘으로써왜어떤경우는제도가지속되는반면어떤경우는그

렇지 않은지,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결정적 국면의 성격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

을밝힐필요가있다(Collier and Collier 1991).

이러한맥락에서역사적제도주의접근들은제도적차원에서제도변화를설명할수있

는 방법들을모색해왔는데이 중의 하나가 거부권(veto power)과 정치제도를통해제도변

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이란 대부분 이해갈등을 수반하게 마련인데, 이

해갈등을 타협해가는 과정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선거과정을거쳐야하는지, 혹은양원제하에서입법절차가상원과하원모두를거쳐야하는

지, 혹은 분점정부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는지 등에 따라 참여자들의 정치적 목

표와 전략은 매우달라질수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임머굿은정책결정자들의아이디어, 정

치정당이나 이해집단의 속성 같은 행위자 변수보다 거부권과 정치제도가 설정하는 게임의

규칙, 즉제도변수가제도변화를더잘설명할수있다고주장한다(Immergut 1992).

최근에는 거부권이나 정치제도 같은 제도적 변수가 제도변화의 유형화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커(Hacker 2005), 그리고 마호니와 텔렌(Mahoney and Thelen

2010)은거부권개념을활용해제도변화를네가지모델로제시한다.

<표 1-5> 제도변화의맥락적제도적요인

출처: (Mahoney and Thelen 2010: 19) 표1.2에서재인용

이들은 공공 정책 분야에서 과거와 같은 빅뱅개혁이나 세기적인 정책전환과 같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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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극히 드물지만, 그렇다고 변화 자체가 미미한 수준에만 머물렀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하며, 제도변화를 ‘제도전용’(conversion), ‘제도병설’(layering), ‘제도방치’(drift), ‘제도폐

기’(displacement) 등네가지로구분한다(Streek and Thelen 2005).

위에제시된표는거부권과정치적맥락차원, 그리고관련제도의실행상의자유재량차

원을 기준으로제도변화를 네가지 유형으로분류한것이다. 첫째, 마호니와 텔렌은 거부권

이 강하게 존재할 경우 기존 제도를 폐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강한 거부권이 존재할 경우 기존 제도의 옹호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제

도변화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경우에는 제도방치나 제도병설이 유리한 전략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의 방치나 새로운 제도의 병설은 기존 제도에 어

떤 변화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제도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방치는 기존 제도

의 옹호자들이 제도폐기를 방어할 역량은 있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혁신

할 능력은 없을 때, 제도도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제도병설은 강력한 거부권

행사자들이 기존 제도를 방어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방어할 수는 없을 때

제도도전자들이활용할수있는전략이다(Thelen 1999; Hacker 2005; Mahoney and Thelen

2010).

둘째, 거부권이 약할 경우에는 제도방치나 제도병설보다는 제도폐기나 제도전용의 전략

이 더 유용하다고 할수 있다. 우선거부권이 약할 경우 기존제도의 폐기를 시도할 수있

다. 이것은 고전적인 빅뱅개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폐기는 급격한 변화

를수반하는것으로최근의제도변화에흔한유형은아니라고할수있다. 반면제도전용은

거부권이약할경우기존제도의틀은그대로유지하면서도그내용을달리해석해서전혀

다른 목적에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도도전자들이 기존 제도를 해체하기보다

는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지지자들을 포괄하고자 할 때, 그리고 기존 제도를 폐기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의 모호성을 적극 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전략이다(Thelen 2004;

Streek and Thelen 2005).

거부권과 함께 제도간 마찰도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제도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다른 제도들과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서

로정합적인관계를유지할수도있지만반면에지속적으로마찰을일으킬수도있으며, 이

러한제도간의마찰이제도변화를초래할수있다(Pierson and Skocpol 2002). 가령 A라는

제도에서불리한위치에처한행위자는자신이유리한위치에있는 B라는제도를이용해서

제도변화를추구할수있다(Mahoney and Thelen 2010). 이러한관점에서보면공공복지관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32

련 제도들은 민간복지 관련 제도들과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며, 혹은 서로 긴밀한 보완관계

를 형성하면서 제도적 변화나 제도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행위자들 또한 각각의 제도에서

의유불리함을고려하여제도변화를추구할수있을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시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을분석하는데에도매우유용한이론적자원을제공한다. 그 동안역사적제도주의(혹

은 역사사회학)가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서구의 복지국가란 사회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

동의 결과로 출현한 것도 아니고, 근대화의 정해진 경로를 따라 발전해온 것도 아니다. 사

실 복지국가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현상으로서, 복지국가는 좀처럼 큰 싸움이나

거대한 계획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연속적인 과정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Boje 1996). 마찬가지로우리는한국의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변형 과정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온점진적이고우발적인과정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또한정치제도와거부권, 그리고제도해석의여지등을고려하여생활보장체계의형성과

변형과정을분석할필요가있다. 한국의생활보장체계는사회정책, 조세, 가계저축등다양

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간 마찰의 가능성도 높고 제도변화의 여지도 크다.

그런데 기존 논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변화는 제도와 정책의 성격, 거부권

의존재형태 등으로부터커다란영향을받는다. 그러므로 이글은 거부권의존재형태, 제도

해석의여지등을 고려하여정치참여자들이 어떻게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제도를해석

하고 변화를 추구해 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조세와 가계저축 같이 산업화시기에 내자

동원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제도들이 어떻게 점차 생활보장체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변

화해가는지그정치적과정을분석할것이다.

4절 분석틀 및 연구문제의 구체화

<그림 1-4>는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분석틀을구성한것이다. 첫째, 분석틀은국

가의 통치전략및 자본동원전략이자본축적의위기와정당성 위기에 의해 규정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국가는 거의 언제나 자본축적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요구에

직면하는데, 통치전략과자본동원전략은이러한모순된요구들을충족시키기위해지배엘리

트가제시하는일종의헤게모니기획이라고할수있다. 특히국가는자신의고유한활동을

영위하고지탱하기위해자금을필요로하며, 자금을조달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사회세



1장 서론 33

력과마주치게된다는점에서자본동원전략은매우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게된다.

둘째, 분석틀은 재분배의 정치가 비용부담의 분배, 복지혜택의 분배, 그리고 재산형성의

촉진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며, 이것이 국가의 통치전략 및 자본동원전략에 의해 강

하게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비용부담의 분배는 주로 조세정책, 복지혜택의 분

배는 사회정책, 재산형성의 촉진은 저축장려나 내집마련촉진 등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서

구의복지국가에서재분배정치란비용부담의분배와복지혜택의분배, 즉조세정책과사회

정책에 국한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저축동원을 중요한 자본동원전략으로 선

택함에 따라 재산형성의 촉진이 재분배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국

가가 사회정책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의 분배에 나서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경제성장의과실을향유할수있는독특한메커니즘이구축된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분석틀은생활보장체계가재분배정치의결과로형성되고변형된다는것을보여준

다. 지배엘리트는자본축적과정당성이라는두가지측면을고려하여전략을마련하지만이

것은 다시 재분배의 정치라는 정치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지배엘리트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조세수입에 의존하려고 하던 민간저축에 의존하려고 하던 이것은 사회세력과의 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석틀은 생활보장체계가 이러한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분석틀은 일단 한 번 제도화된 생활보장체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가 동시에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한 번

구축된 생활보장체계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선택지들을 점점 좁혀 나가게 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 의해 축적위기나 정당성

위기가발생하고이로인해지배엘리트가통치전략과자본동원전략을변경해야할경우, 기

존의 생활보장체계는 지배엘리트의 새로운 전략 구축에 강한 제도적 제약조건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다시재분배의정치에도영향을미침으로써제도의경로의존성과변화를규정

하는중요한조건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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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분석틀

이 글은 한국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파악한다. ‘87

년체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5·16쿠데타와 유신, 87년 민주화 항쟁,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는 한국 현대사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었다(김종엽 2009a). 본 연

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활보장체계의형성과변형과정을이러한거대사건을기준으로 나

누어서 살펴본다. 하지만 기존 논의들과는 달리 생활보장체계라는 맥락에서 유신과 중화학

공업화시기를결정적국면으로규정하고, 민주화와외환위기이후의시기는경로의존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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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관점에서파악한다.

그 동안 ‘87년체제’ 논쟁은 민주화와 외환위기가 ‘체제’라고 규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절

을 초래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논자에 따라 ‘87년체제’는 없다던가(정일준 2007;

김호기 2009), 혹은 민주화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고려할 때 ‘87년체제’의 독자성이 존재한

다는 견해(조희연 2009; 김종엽 2009b)등 다양한 견해가 경합해 왔다. 하지만 이 글은 생활

보장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세 시기는 모두 통치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국면

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이글은유신이결정적국면에해당한다면 87년 민주

화와 97년 외환위기는 ‘결정적단절’이나 ‘아무런변화도존재하지않았다’는 관점보다는 ‘경

로의존적변화’라는관점에서보다잘이해될수있다고주장한다.

첫째, 생활보장체계의 관점에서 1960-70년대는 결정적 국면으로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사실근대화론자들이산업화를복지국가등장의충분조건으로이해했다는점에서는

오류를범했지만, 산업화가자본주의사회고유의사회적위험과사회적문제들을야기하는

것은 분명하며, 산업혁명의 결과로 ‘사회’ 혹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문제로 등장했던

것도사실이다. 한국의경우는 1960-70년대가산업화가본격적으로추진된시기로산업화의

결과 갖가지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문제들이 출현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운동이 태동하는

시기라고할 수있다. 그러므로우리는 1960-70년대, 특히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던 1970년

대를사회적위험을둘러싼대응방식들의경로가형성되던시기로다룰필요가있다.

그렇다면왜한국에서는산업화초기낮은소득세부담과높은가계저축률, 그리고형식적

인 공공복지가 결합된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했는가? 왜 국가는 가계저축의 동원을 중요한

자본동원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했는가? 사회세력들은 국가의 저축장려와 조세정책에 어떻게

대응했으며국가에무엇을요구했는가?

둘째, 민주화 이행 시기의 변화를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의 복

지국가 연구들은 대체로 연구의 포괄시기를 민주화 이행 전후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는 분배이슈가 정치적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정치과정 또한 부재했기 때문에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1970년대와 1980년

대의연속성을놓칠위험이있으며, 이로인해마치분배갈등이민주화이후갑자기출현한

듯한인상을줄수있다. 사회적위험을둘러싼대응과정이매우점진적이고연속적인과

정이라는점을고려할때이는매우커다란약점이아닐수없다. 그러므로이글은경로의

존성의관점에서민주화전후의연속성을분석해보고자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행이 복지국가의 성장과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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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는가? 왜 한국에서는 치열하고 격렬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합행동이 서구와 같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 귀결되지

않았는가? 낮은 소득세부담과높은가계저축률이라는초기의 경로형성이 민주화시기분배

갈등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셋째, 외환위기이후복지개혁을제도경합의관점에서다룰필요가있다. 외환위기이후

10여 년간한국사회는국민연금의 전국민확대 적용, 의료보험통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매우 가시적인 복지제도의 성장

을경험하였다. 하지만제도경합의관점에서보자면이시기는기존의생활보장체계가구축

해 놓은 이해관계 및 선호구조가 공적복지의 확대와 첨예하게 충돌하고 경합한 시기로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들이 주로 복지개혁의 성격 혹은 정책

내용의 분석에 국한되었다면, 이 글은 복지개혁이 기존의 이해관계들과 충돌하면서 대중적

으로정치화되는과정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그렇다면 왜 외환위기 이후 복지확대를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가? 복지확대를 뒷받침하는 조세/보험료 부담의 증가가 어

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가계자산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이유는 무

엇인가? 가계자산에 대한 의존성은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세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률,

부동산격차의심화, 결혼기피와저출산현상등과어떤관련이있는가?

동아시아 복지제도의 내부적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들은 싱가폴·홍콩·중국은 자본동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강제저축 중심의 ‘개인주의 소득보장’ 유형이 발전해 온 반면, 한국·일본·

대만은 정당성 확보와 선거경쟁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포괄적 사회보험’ 유형이 발전해 왔

다고 주장한다(Peng and Wong 2010; Ramesh 1995; Ramesh 2004; 김도균, 2012: 166).13)

하지만, 비록싱가폴의중앙적립기금같은강제저축프로그램은없었지만, 한국·일본·대만에

서도 가계저축은 매우 중요한 자본동원수단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정치적정당성이나선거경쟁같은변수가반드시사회정책의발달을초래하는것도아니다.

오히려 정당성 부재의 상황은 국가의 과세역량을 축소시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정책

의발달을저해할수도있다. 마찬가지로정치균열이지역대립과같이변형주의적인방식으

로 왜곡될 경우 선거경쟁이 반드시 사회정책의 성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최장집·박

13) 싱가폴의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 강제저축을 통해 노후소득이나 주택마

련, 의료·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저축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모델

로 홍콩은 2000년에 의무적립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을, 중국은 1990년대에 주택적립기

금(Housing Provident Fund)를 도입하였다(Peng and Wong 2010; Kwon 1998; Kw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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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2010; 신광영, 2002: 70; 김도균, 2012: 191).

이러한맥락에서이글은한국의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가가계저축동원을핵심으로하

는국가의자본동원전략의결과로형성되었으며, 산업화초기국면에서의제도형성이민주화

및 외환위기같은 중요 계기들을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강한경로의존성을보여

준다는 점을 연구가설로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축적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모

순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축동원전략이 채택되었으며, 그것이 재분배의 정치에 영향

을미친결과, 사회정책보다는낮은소득세부담이나가계자산이사회적위험에대응하는핵

심적인수단으로발전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5절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1) 연구방법

이 글은 방법론적으로 단일 사례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 글이 단일

사례에대한역사적접근을취하는이유는그동안복지국가유형화논쟁이보여준한계와

관련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화 논쟁은 과연 서구 산업민주주의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분

석적으로동일한수준에놓고연구할수있는가라는의문을제기한다. 비교연구가성립하기

위해서는사례간에차이가존재하지만또한그차이가비교를불가능하게할정도로이질

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형화 논쟁은 ‘탈상품화’ 개념이 동아시아의 복지현상을 설명

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개념인 반면,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안적인 측정기준들은

지역적편향성이너무강해서구와의비교연구자체를불가능하게한다는점을보여준다(김

연명, 2009).

둘째, 과연 동아시아 복지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존재에 회의적인 견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공통점보다는차이점이더많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동아시아를하나의정체성을공유하

는집단으로전제할아무런근거가없는상황에서굳이동아시아모델을상정하는것은오

리엔탈리즘적인시각에불과하다는반박도제기된다(Goodman, White and Kwon, 1998).

최근 복지국가 연구들은 동아시아 사례의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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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유형화논쟁에서도알수있듯이, 동아시아복지국가연구는비교연구의차원에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복지국가 비교연구는 아직까

지 체계적인 비교보다는 개별사례에 대한 세밀하고 역사적인 분석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할수있다. 복지국가유형화논쟁을주도했던에스핑-안데르센조차도복지국가유형화자

체의 논쟁보다는 복지유형을 적용해서 사례중심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례연구는 복지국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관계중심적으로이해하는데유리하다고지적한다(Esping-Andersen 1993).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

형과정을분석해보고자한다. 역사적제도주의는행위자의전략과선택은역사적으로형성

된 제도의 제약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결정적 국면과 경로의

존성개념을통해설명한다(Thelen 1999). 이러한 접근은행위자선택의역사성을강조한다

는 점에서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나 문화·규범 등을 강조하는 사

회학적 제도주의와 구분된다(Hall and Taylor 1996).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에 대한

기능적관점을거부하고제도를정치투쟁의산물로이해하기때문에, 제도들간의정합성과

보완성을강조하기보다는, 제도의형성과재생산을구체적인행위자들의협상과타협의과

정으로 이해한다(Mahoney 2000; Thelen 2003; Mahoney and Thelen 2010; 우명숙 2011).

그러므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통해 우리는 산업화시기의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이 어떻

게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의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을

추적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단일 사례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통계적 방법론에 비해 인과분석에서 훨씬 큰 장

점을지닐수있다. 소수사례를연구할경우사례의세밀한분석이가능할뿐만아니라사

건의 전개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거시역사적 현상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또

한비교역사적방법을통해장기간에걸친변화를설명할수있을뿐만아니라다중공선성

문제로배제했던변수들도함께고려할수있는장점이있다(Rueschemeyer 2003; Mahoney

2003; Mahoney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이라는 단일 사례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사례에 대

한이해를풍부히하고자할뿐만아니라, 역사적과정을추적함으로써변수들간의상호작

용효과와인과적메커니즘을보다구체적으로밝혀보고자한다.



1장 서론 39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1차 연구자료로서 ‘가계조사자료’와 ‘조세/재정자료’, ‘저축운동관련자료’, 국회

회의록, 인터뷰자료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부문서나 신문자료 등의 문헌자료들을

다룬다. 그리고이와함께 2차적인연구문헌들을광범위하게활용한다.

첫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시기에 저축장려나 소비억제를 통해 일

반 가계를 동원할 필요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경우 가계조사의 역사는 20세기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多田吉三

1989),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가계조사가 196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통계청편,

1993). 이러한 도시가계조사는 가계부조사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의 구조를 잘 반

영한다. 즉 가계소득 중 조세나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 분야에 지출된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저축률이얼마나되는지를미시적차원에서 파악할 수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가계조사자료는 복지국가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글은 가계조사

자료를국가관련통계와함께생활보장체계의제도적특징을분석하는데활용한다.

둘째, 이글은가계조사자료와함께조세/재정관련국가통계자료들을중요하게다룬다.

재정사회학적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가 재정에 관한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의하나는바로자료의질과자료의접근가능성에있다. 국가통계중에서재정통계는인

구통계와 함께 가장 체계적이고 일관되며, 또한 가장 장기간 동안 구축된 자료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복지국가의초기연구자들이사회지출수준을주요연구자료로활용했던것도

이러한자료의접근성과관련이있다.

셋째, 이 글은 조세/재정통계와 함께 조세정책의 결정과정을 국회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다. 정책결정에관여한참여자들의인터뷰자료가주로참여자들의기억에의존해재구성되

는 반면, 국회회의록은 당시 정책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갈등구조를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논쟁형태로보여준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이글은산업화와민주화시기매우논란이많

았던조세정책관련논의들을 ‘국회재무위원회회의록’ 자료를통해살펴본다.

넷째,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하에 저축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저축장려

를 위해 예컨대 해외의 저축운동 사례나 저축관련 정책, 법률에 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저축총람’과 같은 자료들은 대부분 한국은행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므

로 저축운동 관련 문서들과 신문자료들을 이용해 국가의 저축운동이 한국 생활보장체계의

형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분석해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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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최근 복지국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들이구축되어왔다. 본 연구는이러한데이터베이스중에서한국학술진흥재단

의 지원으로 구축된 “한국복지국가의 태동, 성장, 재편에 관한 질적 기초자료 수집연

구”(KRF-2005-078-BS0009) 자료(이하 ‘기초자료’ DB)를 이용한다.14) 이 데이터베이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포괄시기가 매우 넓으며, 또한 대표적인 사회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재보험,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등에 관한 정부문

서, 신문자료, 인터뷰자료, 국회회의록 등 방대한자료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복지정치와정책결정과정을연구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자료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위에서 제시한 자료들로 포괄되지 않는 부분을 다양한 신문자료와

잡지, 정부문서를활용해살펴본다. 사회정책, 조세정책, 재정정책, 주택정책, 금융정책등한

국 생활보장체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정부문서를 통해 정

책당국의정책의도가무엇이었는지분석한다. 그리고이러한공공정책을둘러싼사회세력들

의입장및여론을파악하기위해신문자료와잡지를활용한다.

6절 논문의 구성

본논문은한국의생활보장체계의형성과변형과정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시기부터

외환위기이후 2000년대까지를세시기로구분해서살펴본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은 배경적 논의로서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자본동원수단으로서

저축동원전략이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후발 국가가 산업화 초기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자본부족 문제와 자본동원의 특징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

획추진과정에서저축동원의중요성이부각되는맥락을살펴본다. 3절에서는국가가저축장

려운동을통해가정경제에개입하고생활규율을확립해나가는과정을살펴본다.

3장에서는 1960년대의 저축동원전략이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와 결합하여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를형성해나가는과정을살펴본다. 1절에서는축적위기와정당성위기에대한

대응으로서 유신 권위주의와 중화학공업화에 대해 살펴보고, 2절에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와부가가치세가도입되는과정을분석한다. 3절에서는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료보험

14)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목록과 관련 정보는 양재진편(2008)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

와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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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도입되는반면국민복지연금제도는시행이유보되는이유를살펴보고, 4절에서는 70

년대 저축장려정책의 변화를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장에

서는 재분배정치의차원에서 비용부담의 분배를 둘러싼 조세개혁과 조세정치를 가장비중

있게다룬다.

4장에서는 1980년대 중산층 육성 전략이 1970년대의 제도적 유산들과 결합하여 자산기

반 생활보장체계를 제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한국 민주화 이행의 성

격과정당성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중산층육성대책에대해살펴보고, 2절에서는민주화

이행시기의분배갈등이조세부담문제를중심으로폭발하는과정을살펴본다. 3절에서는정

치적 정당성확보를목적으로 도입된 사회정책이 시장순응적인 방식으로실행되는 것을 분

석하고, 4절에서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가 내집마련 촉진정책으로 확장되어 중산층 육

성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재분배 정치의 차원에서 재

산형성의촉진을가장비중있게다룬다.

5장에서는외환위기이후신자유주의복지확대전략이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금융화

로귀결되는과정을분석한다. 1절에서는외환위기로촉발된축적위기에대응하여신자유주

의전략과복지확대전략이동시에추진되는독특한한국적상황을살펴보고, 2절에서는복

지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적 유산들이 다시금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3절에

서는 국민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게 되는 과

정을살펴보고, 4절에서는복지확대가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지못하는상황에서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심각한 역기능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재분배 정치의

차원에서 복지혜택의 분배와 관련된 비용부담의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룬다. 이상의 내

용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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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의 정치

시기
비용부담의 분배 복지혜택의 분배 재산형성의 촉진

중화학공업화 시기 ○ △ △

민주화 이행 시기 △ △ ○

외환위기 이후 △ ○ △

시기

변수
중화학 공업화 시기 민주화 이행 시기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조건
축적 위기

정당성 위기
정당성 위기 축적 위기

통치 전략/

자본동원전략

중화학공업화 전략/

저축동원(민간자금의

재정자금화)

중산층 육성 전략/

공공기금의 주택금융화

신자유주의 복지확대

전략/증세전략?

비용

부담

분배

개발세제에 대한 저항

근로소득세 면세점

도입

부가가치세 도입

공평과세의 정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소득공제의 확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

복지

혜택

분배

형식적 사회정책

국민복지연금 시행유보

의료보험 도입

시장순응형 사회정책

3대 복지입법 시행

기초생활보장법의도입

사회보험의전국민확대

재산

형성

촉진

저축장려 및 재형저축

저축을 통한 생활설계

재산형성/

주택마련 촉진

가계자산의 증가/

다양화

생활보장수단으로서

의 금융상품 개발

가계부채의 증가

생활보장

체계

저축기반 생활보장체

계의 형성

자산기반 생활보장체

계의 제도화

자산기반 생활보장체

계의 금융화

<표 1-6> 시기/변수별논문의구성

<표 1-7> 재분배정치의시기별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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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

한국에서 1960년대는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추진되는시기이다. 1950년대 이승만정부는선통일을목표로하였기때문에사

실상 발전에 대한 비전과 개념이 부재했다. 또한 약탈국가적 속성으로 인해 정치적 정당성

이매우취약하였다(정용욱·정일준, 2004). 게다가미국의대한원조정책에도변화가생겨, 로

스토우의 근대화 발전론을 중심으로 군사안보에서 자립적 경제발전으로 강조점이 이동하게

된다(정일준, 2004).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는 이러한 1950년대의 자본축적의 위기와 정

당성위기에대한국가의통치전략의변화를반영하는것으로서이둘은모두산업화와경

제제일주의를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민생고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제시한다(김도균, 2012: 176).

2장에서는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자본동원전략으로서 저축동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채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짓고 제

도적 틀을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본다. 1절에서는 후발 국가가 산업화 초기 직면하는 가장

큰어려움으로자본동원의문제를지적하고한국의자본동원의특징을살펴본다. 2절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는지 살

펴보고결과적으로 가계저축이핵심적인자본동원수단으로부상하게되는과정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국가가저축동원의 극대화를위해 가계를 동원하는 방식과 ‘계’를 규제하는과정

을국가의저축장려운동의전개과정을통해살펴본다.

1절 후발 산업화와 자본동원

1) 발전문제와 자본동원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신생독립국의

‘발전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1940-50년대의 발전문제란 사실상 경제성장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대부분의 발전이론은 발전을 경제적 저발전 지역에서의 1인당

소득의 증가로 개념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로스토우의 경제성장 5단계론은 발전=경제발전=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44

경제성장이라는 도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산업화가 문제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한다(임현

진, 1998: 169).

그런데후발국가들의산업화에있어서핵심적인난관은이들국가의낮은저축률과그

로 인한 자본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었다. 특히, 갈브레이쓰가 제3세계 국

가들이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는 자본, 아프리카에서는 교육, 라틴 아메

리카에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임현진 1987, 374), 한국은 산업화 초기에

매우 심각한자본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김도균, 2012: 187). 경제개발에대한광범위한

합의는존재했지만, 경제자체는심각한 ‘빈곤의악순환’ 상태에놓여있었고, 게다가미국의

원조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다(김정렴, 2006: 100-110; 박태균 2007). 그러므로 1950년대

후반 이래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의문제가핵심적인쟁점으로부상하게된다(박태균 2007).

한국의 경우는 산업화초기 외자, 조세, 민간저축자금 등 가용한 모든 자본동원수단들을

활용해산업화를추진한다. 우선한국은전후냉전이라는지정학적조건하에서자본동원의

상당부분을원조와차관에의존할수있었다. 냉전질서하에서한국은반공의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의핵심적인관심사로부상한다. 그러므로전후원조자금의상당부분이한국으로유입

된다. 또한 1960년대이후미국의대한정책변화로원조자금이축소되는상황에서는유상차

관의도입에상당부분을의존할수있었다(Lim, 1985; 김재훈 1988).

원조와 차관 같은 해외저축 외에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한 조세동원도 중요한 자본동원

수단으로활용된다. 한국의경우산업화초기축적된민간자본도미흡했을뿐만아니라석유

와 같은 부존자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비조세수입에 의지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조

세수입증대를위해 1960년대 중반국세청이신설되고조세개혁이실시된다. 특히국세청의

경우는 당시에 탈세와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 개발과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다(김정렴, 2006: 155-158). 1960-70년대 정부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의 급

격한증가는조세가산업화의중요한자본조달수단중의하나였음을보여준다(박현채, 1978;

이필우, 1996).

그런데한국의경우자본동원과관련하여매우특징적인현상중의하나는바로민간저

축자금을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공투자에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임현진, 1987: 401).

개발국가론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민간자금을 국가가 통제하기에 매우

유리한조건들이갖추어져있었다(Woo, 1991). 한국은이미산업화이전식민지와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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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거치면서 강력한 국가조직이 형성되어온 반면, 시민사회는 매우 허약하고, 토착적인

부르주아들은헤게모니 계급으로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임현진·송호근, 1994). 이러한

상황에서 5·16 쿠데타세력은부정축재자를처리하는과정에서시중은행주식들을몰수하고

이를 국가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국가는민간금융기관을 통제할수 있는제도적 틀을갖춘

다. 또한 산업은행 외에 각종 특수은행들을 설립하여 민간저축의 배분을 담당하도록 한다

(김정렴, 2006; 박영철, 1984; 김병주, 2005).1) 그러므로 산업화 초기의 심각한 자본부족 상

태에서소비억제와저축장려를통해유휴자본을최대한은행으로흡수하고, 이를국가가금

융독점과 신용할당을 통해 선별적으로 할당하는 자본동원전략이 가능했다(Stiglitz and Uy,

1996; Vittas and Cho, 1996; Woo, 1991; 김상조, 1991: 248-256).

재정사회학적관점에서 보자면민간저축동원은 외자나조세를 통한 동원보다정치적·행

정적으로보다수월한방법이라고할수있다. 외자의경우는국내적으로축적된자본이미

흡할경우단기간에자본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는유용한수단이지만, 대체로불리한조

건과비싼비용을지불하게됨으로써원리금상환부담이클뿐만아니라경제적종속의위

험도 존재한다(남덕우 1973). 조세의 경우는 정부수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기본적

으로 강제 징수를 특징으로 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항상 정치적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반면, 저축과 같은 금융적 수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을 통한 동원은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장 용이하고 저항이 적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철, 1976: 285-286;; 박영철, 1984: 352).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집권세력은 외자와 조세를 기본적인 자본동원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민간자금을재정자금으로활용하는전략을적극활용한다.

2) 저축동원과 민간자금의 재정자금화

그렇다면 1960-70년대 저축동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민간저축을 활용한 자본동원

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예금은행금융자금중정책금융으로활용된부분, 공공기금에

서 민간저축으로 조달된 부분, 산업은행 재원 중 기한부 예금의 형태로 조달된 부분 등을

살펴볼필요가있다.

1) 1954년에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된 후, 1961년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2년 국민은

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67년 한국주택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된다. 그리고 1976년 한

국수출입은행, 1980년 한국장기신용은행이 설립되는 등 특수은행의 설립은 1980년대까지 지속된

다(박영철, 1984: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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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적으로 국가의 차입행위란 금융시장을 통해 국채나 공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국가의 차입, 특히 국내차입의 경우 거의 대부

분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통제 하에 행정력과 강제성에 기대

어 이루어진다(박영철, 1984: 347-348). 그러므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예금은행이 취급

하는 금융자금 중 자금의 용도가 지정된 수출지원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지원, 중소기업자

금지원, 기계공업육성자금지원, 산업합리화자금지원, 서민주택자금지원, 농수축산자금, 상업

어음할인등을중심으로예금은행 정책금융의규모를측정할수 있다(재무부, 1974; 박영철,

1984: 352-359; 김준경, 1993: 134).2)

둘째, 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함께정부통합재정수지를구성하는정부관리기금은재정

자금, 정부차입금, 해외차관, 회수금, 자체 수익금 외에도 민간저축자금을 중요한 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그 종류도 국민투자기금, 국민주택기금, 공업발전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매

우다양하다(재무부, 1989; 최광, 1991; 오건호, 2010). 그러므로공공기금을통한민간저축동

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부관리기금에서 민간저축자금으로 조달된 재원의

규모를파악하여야한다. 여기서는편의상정부관리기금을대표하는국민투자기금에서순수

민간저축을통해조달된부문만을저축동원규모에포함시킨다.

셋째, 산업은행의경우는설립초기재원조달의대부분을대충자금및산업부흥국채기금

등원조및 정부차입금, 한국은행통화발행 등에 의존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대충자금

이고갈됨에따라산업은행은산업금융채권의발행경로를일반은행인수, 증권보험사인수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반은행 자금의 일부를 기한부 예금의 형태로 흡수함으로써, 민간자금

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간다. 즉 1960년대 들어 산업은행은 재정자금 확보에 한계를 느끼면

서 일반금융기관이 이미 동원한 민간자금을 전용하는 방식을 취한다(김상조 1991). 그러므

로 이 글은 산업은행이 동원한 민간자금 중 일반은행의 기한부 예금을 저축동원에 포함시

킨다.

아래 <표 2-1>은 민간저축동원의 규모를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

이다. 이표는국가가행정력과강제력을이용하여민간저축자금을동원하여배분한규모가

상당히컸으며, 그것이 특히 1970년대후반에 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을보여준다. 중

2) 정책금융이란 시장기능에 일임하여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준의 자금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부문에 대해 금리, 기간 등 자금의 융자조건이나 가용성 면에서 우대하여 공급하는 여신을 말

하며,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이 부담한다(김준경, 1993: 113; 이기영, 1994: 9-10).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책금융은 재정자금보다는 주로 민간금융기관이 기조성한 민간저축자금의 배분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박영철 1984: 354).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행정력의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 부

문을 저축동원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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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예금은행
정책금융

국민투자
기금

산업은행
예금

민간저축
재원합계(A)

중앙정부
재정규모(B) A/B

1961 45.5 2.2 47.7 571.5 8.4

1962 81.5 3.3 84.8 883.9 9.6

1963 81.8 3.7 85.5 728.4 11.7

1964 53.4 3.6 57.0 751.8 7.6

1965 97.8 11.1 108.9 935.3 11.6

1966 133.7 16.9 150.6 1,409.4 10.7

1967 275.5 23.9 299.4 1,809.3 16.5

1968 514.7 142.0 656.7 2,620.6 25.1

1969 820.4 167.8 988.2 3,705.3 26.7

1970 1,037.1 233.2 1,270.3 4,687.0 27.1

1971 1,572.4 150.2 1,722.5 5,485.0 31.4

1972 2,020.4 97.9 2,118.3 7,462.0 28.4

1973 2,780.0 94.6 2,874.5 7,212.0 39.9

1974 1,733.8 698.0 75.4 2,507.2 12,030.0 20.8

1975 2,283.8 1,720.0 233.1 4,236.9 17,653.0 24.0

1976 5,539.5 3,371.0 205.0 9,115.5 25,189.0 36.2

1977 8,534.9 6,113.0 296.5 14,944.4 32,744.0 45.6

1978 11,029.3 9,192.0 496.9 20,718.2 44,080.0 47.0

1979 15,008.9 12,111.0 500.6 27,620.6 59,900.0 46.1

1980 24,512.0 15,832.0 465.0 40,809.0 76,820.0 53.1

앙정부 재정규모와 비교했을 때 민간저축동원의 규모는 국민투자기금 제도가 도입된 1970

년대중반이후급격히증가하여 1980년에는 50%를상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1> 민간저축동원의규모 단위: 억원, %

자료: <부표>, 윤건영(1991: 512 표 6-29), 한국은행경제통계연보중 “한국산업은행주요

계정”중저축성예금과예금은행예금, 한국개발연구원(1983, 1991) 참조.

이러한민간저축자금의동원규모는일본의재정투융자규모와비교해도상당히큰수준

이다. 사실 민간금융기관이 조성한 민간저축자금을 국가의 통제 하에 재정자금처럼 활용하

는발상은 일본의 재정투융자제도를참고한 것이다.3) 일본은전전부터공무원연금이나 우

3) 국민투자기금 도입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남덕우는 국민투자기금 제도가 일본 대장성의 자금운

용부 계정에서 힌트를 얻어 도입되었다고 언급한다(남덕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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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재정투융자(A) 일반회계 정부지출(B) A/B

1960 606.9 1,569.7 38.7

1965 1,620.6 3,744.7 43.3

1970 3,579.9 8,213.1 43.6

1975 9,310.0 21,288.8 43.7

1980 18,179.9 42,588.8 42.7

1985 20,858.0 52,499.6 39.7

1990 27,622.4 66,236.8 41.7

편저축자금을 자금운용부 산하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흡수하여 산업개발 혹은 사회복지 사

업에 사용하여 왔다(柴垣和夫. 1985; 新藤宗幸. 2006; Park, 2011; Cargill and Yoshino,

2003). 그런데일본의경우이러한민간자금을동원하는구조가재정투융자제도를통해일

원화됨으로써 한국에 비해 매우 간결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이광준, 1992). 이는 일본의 경

우 각종 공공기금이나 우편저축자금 등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 뿐

만아니라금융제도또한매우상이했기때문이다.4)

이러한제도적차이를고려하여살펴볼때, 한국의민간저축자금동원규모는일본의그

것에비해규모가상당히컸다. <표 2-2>에서알수있듯이, 일본의 경우일반회계정부지

출 기준으로 재정투융자 규모가 산업화시기에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경우는 <표 2-1>에서알수있듯이 1970년대후반민간저축동원의규모가중

앙정부 재정규모 대비 40-50%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민간저축자금의 정책금융 규

모를중앙정부재정규모를기준으로파악한반면, 일본은일반회계기준으로파악했다는점

을고려할때한국의민간저축동원규모가일본에비해더컸다고결론내릴수있다.5)

<표 2-2> 일본의재정투융자규모와일반회계정부지출규모 단위: 10억엔, %

4) 일본의 경우는 게이레츠의 형태로 기업계열군과 은행이 매우 밀착되어 있었고, 재정투융자 제도를

통해 조달한 민간자금은 대부분 일본개발은행 등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배

분된다(柴垣和夫. 1985; Teranishi, 1999). 반면 한국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
공기금과 우편저축자금 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은행의 예

금 일부를 투자기금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이마저도 충분히 않아서 예금은행의 예금

일부를 아예 정책금융을 통해 직접 배분하여 왔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정부가 개

발금융기관이나 특수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도 사실상 장악하고 은행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5)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일반회

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민간저축자금 정책금융 규모를 계산할 경우 <표 2-1>에서 계산한 값보다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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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정부관리기금 정책금융

상공부
국민투자가금,
기계공업진흥기금,
천일염전개답자금

수출지원금융,
중소기업특별저리자금,
유통근대화자금,
각종산업자금

문교부
관광진흥개발자금,
수송 및 통신자금

관광진흥자금

보사부
공단병원건설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민간지역병원설치자금

내무부 농어촌주택자금
재해복구지원자금,
지하철건설지원자금,
지방자치단체여신

건설부
국민주택기금,
상하수도자금

공단조성자금,
해외건설지원자금

농수산부

농업기계화촉진자금,
농어촌후계자육성자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양곡기금,
농수산개발자금

동력자원부 저탄기금
에너지절약시설자금,
하계저탄자금,
무연탄수입자금

국방부 운수산업육성기금 운수산업지원금융

1995 40,240.1 70,987.1 56.7

2000 38,285.5 84,987.1 45.0

출처: 新藤宗幸(2006: 81-82)에서재인용.

민간저축의 동원은 정부관리기금과 정책금융 종류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말까지 총 10개에 불과하던 정부관리기금의 수는 1970년대에 크게 늘고, 특히

1970년대 후반 융자성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설치가 급증하게 된다(최광, 1991). 아래 <표

2-3>은 정부 각 부처별로 관련된 정부관리기금 및 정책금융들을 정리한 것으로 행정부가

정부관리기금 이외에도 정책금융의 방식으로 민간자금을 재정자금화한 사례가 매우 다양하

고폭넓게존재한다는것을보여준다.

<표 2-3> 정부각부처별정부관리기금및정책금융간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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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불임금지원자금

항만청 해운진흥기금 외항해운자금

수산청 수산진흥기금

출처: 박영철(1984: 353)에서재인용.

위의표는한국의경우정책금융이정부대부분의부처에서다양한목적으로수많은사

업을지원하기위해무차별적으로이용되어왔음을보여준다. 즉정책금융이선별적자원할

당의 성격을 상실한 채, 현실적으로는 경제의 전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포괄범위를 기준으로볼 때정책금융이사실상정부의 예산상의재정활동을 대체할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박영철, 1984: 352-355). 이것은 민간저축자금의 동원이

재정과 금융, 그리고 조세와 저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했음을 보여준

다.6)

그동안개발국가론은국가의금융통제가후발국가의경제적성공에매우중요한기여

를해왔다고주장해왔다. 하지만이이론은국가의금융통제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

을미쳤는지부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서만주목해왔을뿐, 국가가왜재정적수단

보다는금융적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해왔는지, 민간저축을동원하기위해어떤정책적노

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국가-사회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반주목해오지않았다. 특히국가의민간저축동원이사람들의일상생활및삶의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2절과 3

절에서는 저축동원의 구체적인 과정과 관련 정책들, 그리고 저축동원이 가정경제와 일상생

활에어떤영향을미치게되었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2절 경제개발계획과 저축동원전략

1)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내자동원의 실패

6) 남덕우는 ‘금융자금도 국가의 자원인 만큼 정부의 계획하에 경제개발에 유용하게 써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의 철학’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남덕우, 2009: 76). 이것은 당시 금융과 재정의 경계가 얼

마나 모호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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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한국은경제개발초기자본부족문제를해결하는것이우선적

과제였다. 논쟁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외자를 통해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내자를 통해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내자를 동원한다면 정부 주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주도로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경제개발을 통해 저개발국을 자본주의 경

제체제내에묶어두는 것이목적이었기때문에한국에게 외자를이용한수출중심의불균형

발전전략을 제시한다.7) 국내 정치세력 중에는 “사상계” 그룹과 민주당 신파가 국내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내자동원은 국민적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반면,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주장해온 집단들은 불균형 성장에

기반한수출중심의경제구조와외자에대한의존도의심화가경제적종속을심화시킬것

으로 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내자동원을 통한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

다고강조한다(박태균, 2007: 51-70).

산업화와 자본동원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5·16쿠

데타로 무너지고 박정희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내자동원에 기반 한 수입대체전략으로 귀결

된다(기미야 다다시, 2008). 5·16쿠데타 세력은 기존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에 대해 비

판적이었으며, 한국경제의대미의존도가너무심각해서한국정부가아무발언권도갖지못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통성 결여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서둘러야 했던 쿠

데타 세력은 외자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자본동원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김정렴, 2006). 따

라서 쿠데타 세력은 자립경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소비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간산업

중심의산업구조로개편할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이를위해내자동원을 매우 중요시한

다(임현진·송호근, 1994: 186).

앞에서언급했듯이, 5·16 쿠데타세력이내자동원을위해일차적으로취한조치는제도금

융권을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었다(유원식, 1987: 326-331; 김정렴, 2006: 113-131). 국

가가 내자를 동원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세입, 즉 조세수입이나 비조세수입을 늘리거나 아니

면민간자본을통제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그런데정당성을결여한쿠데타세력이경제

성장을 이유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도 전

무하다시피했기때문에비조세수입에기대기도어려운상황이었다. 그러므로쿠데타세력은

7) 미국은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하에서 로스토우가 대외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제3

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로스토우는 공산주의의 봉쇄를 위해서는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전시장이 되어

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로스토우의 국가주도 발전프로젝트는 최대한 자력으로 자본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미국의 대한경제지원이 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바뀌는 것을 의

미했다(정일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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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저항이상대적으로적은민간자금동원을중요한자본동원수단으로활용하고자한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더라도 내자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저축률의

상승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민간저축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나 강제저축제도를

실행하는 등 저축률 상승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신영길, 2009). 이와 함께 비경제적

유인들도 저축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령, 한국에서는 저축자금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저축증대 수단으로활용된다. 은행예금에대한비밀보장과비실명거래는 5·16 쿠데타

이후 취해진것으로당시는고소득자들의 경우제도금융권에 대한저축이 막대한 세금부담

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그러므로 퇴장되어 있는 자금을 산업

화를 위해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이 매우 중요했

다(김용환, 2006: 243-245; 김병주, 2005).

하지만 5·16쿠데타 직후 1960년대 초반에 취해진 내자동원 조치들은 대부분이 실패로

귀결된다. 1962년화폐개혁을통해음성자금과과잉구매력을진정한장기저축으로동원하려

는 시도는 예금봉쇄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실패하고,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들은 1963

년 증권파동으로 귀결되고 만다(김정렴, 2006). 국민저축조합법의 실행 등 저축장려정책은

저금리로인해사실상실패로돌아간다(박종기, 2005). 또한조세를통한재원조달은조세행

정능력의 취약성과지속적인 조세감면의실시로 인해경제개발에필요한막대한 재원을 조

달할 수는 없었다(이진순, 1991: 174-5). 결국, 조세든 민간저축이든 내자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통화발행에 의지하게 됨에 따라 1960년대 초반의 제1차경제

개발5개년계획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실패하게 된다(김도균, 2012:

176).

2)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자본동원수단의 정비

1960년대초반쿠데타세력의내자동원전략이실패하고, 그 결과수입대체산업화전략도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크

게작용한다. 그리고미국의개입으로산업화전략도경공업중심의수출을강조하는방향으

로전환되고자본동원과관련한제반제도들이정비된다(Haggard 1990; 박태균: 2007; 기미

야다다시, 2008).

첫째, 외자 도입과 관련된 제반 제도들이 정비되어 원조 대신 유상차관 형태의 외자가

대규모로도입된다. 1965년외자도입법이개정되고일본과의국교정상화가이루어지면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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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관과상업차관등해외차관의규모가급속히증가한다(Lim, 1985).

둘째,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과 조세행정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된다. 1960년

대중반조세개혁고문단으로머물고있던머스그레이브(Richard A. Musgrave)는 정부재정

이 “사회간접자본을 마련하고 소비억제에 의해 저축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함으로써,

저축의 측면에서 정부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민간저축은 입법조치를 통해 상승시킬

수있는것이아니며민간저축증대를위해서는상당시간이소요될것이므로, 경제개발계획

초기에는 정부저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Musgrave, 1965: 9-15). 즉 미국의

원조가 1965년으로 종결되고, 또한 당시로서는 민간저축의 증대가 매우 불투명했기 때문에

조세를통한자본동원이중요한재원조달방법으로부각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1966년에는 국세청이 신설되고, 1967년에는 조세제도의 합리

화와 세수증대를 위해 조세개혁이 실시된다. 국세청의 신설은 새로운 세원 개발과 탈세 방

지를위해머스그레이브가 ‘건의서’(Musgrave, 1965)에서 제안한것으로서, 재무부사세국이

조세행정 업무까지담당하여 오던것을내국세부과와 징수를 위해 독자적인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조세행정에 탈세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것이기도했다(김정렴, 2006: 155-158).

이렇게 조세동원을강조한결과, 내국세수가전년에비해 1966년에는 66.5% 증가한 7백

5억 원, 1967년 48.5% 증가한 1천40억 원, 1968년 50.3% 증가한 1천5백69억 원, 1969년

39.6% 증가한 2천1백89억 원으로 증가하여 내국세수가 4년 동안 5배나 증가하고, 내국세의

GNP에 대한 비율이 1965년 5.1%에서 1971년 10.5%로 두 배 상승하게 된다(김정렴, 2006:

158; 이진순, 1991: 177). 이것은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내국세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유례를찾기어려운 ‘조세국가’의 형성이라고평가할수있다(매경 70년 5월19일 “강행세

정그문제점과오납부등부작용유발”, 김영호, 2002a, 169).

셋째, 조세행정의 강화와 함께 내자동원 방법으로 민간저축이 장려된다. 1960년대까지

한국의 국민저축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타개하기위해 우선 정부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제안을 받아들여 1965년 ‘저축증강운동계획’의 일환으로 금리현

실화 조치를 취한다(국제기구소위원회, 1978(1986): 251-5). 이러한 금리현실화 조치로 정기

예금금리가 15%에서 30%로두배나증가한다.

그 결과 <그림 2-1>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 같이, 예금은행전체예금액에서 저축성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1960년대 후반 이후 내내

60-70%수준을유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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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저축성예금대요구불예금비율

출처: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은행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

금은대부분장기간의대출을필요로하는것이기때문에예금중에서도특히저축성예금

의 증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금리현실화를 추진했던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장기영이 금리현

실화의 경제적 목적은 내자조달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저축성 예금의 증가에 있음을

강조한것에서도잘드러난다.

“저축없이는내자조달을할수없으며, 지금 우리나라의경제정책의제일당면한문제는내자조

달입니다”. “이번 금리현실화는 정기예금에서 시작해서 적금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적금이 중요

한 것입니다. 모세관에서 올라오는 피가, 영세한 돈이, 소득이 매달 적금으로 모여 올라오는 것이 중

요한것입니다. 적금중에서도불입액수도중요하지만그보다새좌수가얼마나늘었느냐가더중요

합니다. 지금 시작에 있어서는구좌 수가 늘어야돼요. 계약고가 늘어야 됩니다”(장기영, 신동아 1965

년 12월호 "왜금리를현실화했는가: 한전철수의백의종군담.").

그런데 이러한 자본동원수단들의 정비는 1960년대 후반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서

한계를보이기시작한다. 우선 1960년대후반에오면무분별한외자도입의문제점과경제종

속의심화현상에대한우려가강도높게제기되기시작한다. 특히 1960년대후반에이르면

일본의 단기성 자본의 유입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외자도입이 부실기업을 양산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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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세심사
청구건수

과오납금
(A)

내국세수
(B)

과오납금
비율(A/B)

징수결정
세액(C)

체납세액
(D)

체납비율
(C/D)

1966 9,387 8.73 705 1.24 742.95 59.35 7.99

1967 9,878 33.61 1,040 3.23 1,011.03 67.3 6.65

1968 14,190 44.39 1,569 2.83 1,563.76 126.76 8.11

1969 12,832 81.92 2,189 3.74 2,235.41 169.82 7.60

1970 17,209 150.76 2,838 5.31 2,968.06 271.45 9.15

외자도입에대한규제의필요성이강하게대두된다(박태균, 2007).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국세청을 신설하고 국가가 세수확보를 위해 내국세 행

정을강화한결과조세마찰과조세저항이증가해왔다는점이다. 당시의조세행정은세수목

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목표액을 각 세무서별로 할당하고, 또 이를 다시 담당 직원별로

징수액을 할당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세수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찰과

세무조사의빈도와강도가늘어날수밖에없었다. 그런데 당시에는납세자의 99%가장부와

기장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근거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정과세가 불가피했

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부과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한 자의적인 세금 부과가

비일비재하게된다. 게다가목표세수를달성하기위해조상징수와같은편법이동원되기도

한다(김영호, 2002a; 윤건영, 1997; 이우택, 1997).8)

아래 <표 2-4>는 1960년대 중반국세청신설이후증세위주의조세행정으로인해조세

마찰의빈도가증가해왔다는것을보여준다. 우선징수세액에불복하여국세심사를청구한

건수가 1969년을제외하고는매년증가하여 1966년 9,387건에서 1970년에는 17,209건으로증

가율이 80%에달한다(국세청, 1971: 250). 또한실제부담해야할조세규모보다과잉징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오납의 사례, 그리고 납세자가 체납을 하는 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한다. 이러한 조세마찰의 증가는 1960년대 후반 정부가 재정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

면서 개발재원을 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게 된 결과 행정력 강화를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

려했기때문에초래된결과이다.

<표 2-4> 1960년대후반의조세마찰 단위: 건수, 억 원, %

자료: 국세청(1971: 64, 67, 250), 최광(1983: 76).

8) 조상징수란 내년에 받아낼 세금을 올해의 세금으로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엄연

히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상징수 외에도 심한 경우 법인세 담당 공무원이 차

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와 목표액을 채우는 극단적인 사례마저 등장한다(김영호, 2002a: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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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이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행정의 강화로 불공평한 과세와 조세행

정에대한불신은점점더심각한집단적조세저항을초래한다. 그리고결국이러한증세위

주 조세행정과 조세마찰은 1971년 8월 동대문시장 상인들의철시저항으로 집단적인 조세저

항이가시화되는상황으로까지발전하게된다.9)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그 동안의 팽창예산이 국민의 담세력을 도외시한 결과로서 증세

일변도의 조세행정은 필연적으로 조세저항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경향

신문은 1971년 9월8일자 ‘조세저항과 감세’라는 사설에서 평화시장의 조세저항은 중과세와

불공평과세때문에발생한것으로서, 일방적이고강압적인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이한계에

봉착했음을 지적하고, “사실 조세당국이 중과세를 감행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세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러한 당국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납세자의 저항권 행

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집단적인 조세저

항이정당함을지적한다.

이렇게국민의담세력과조세체계, 조세저항등을둘러싼사회적논쟁은 ‘조세가국민생

활에직결되고있다는실감을주며, 사회문제화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경향 71년 9월22

일 “조세저항 위험 수위에”)으로서, 집권세력이 증세 위주의 조세정책을 감세로 전환하는

중요한계기를제공한다.

3절 가계동원으로서의 저축동원전략

1) 가정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일반적으로 저축은 조세와 달리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으며 개개의 규모가 영세하고 그

주체 또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개별 가구의 자유의사에 맡길 경우 자본동원수단으로서의

역할을기대하기힘들다. 반면저축동원이강제성을띨경우에는조세동원과마찬가지로정

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축동원을 위해서는 개개 저축자에게 적절한 유인

9) 신문기사 참조(동아 71년 9월7일 “전경련 새예산 삭감 주장”, 매경 71년 8월18일 “조세저항 더 커

질 듯”, 경향 71년 1월28일 “조세저항 완화에 주력”, 동아 71년 11월2일 “과대세수에 저항우려 전

경련 긴급의견서 발표”, 경향 71년 9월22일 “조세저항 위험 수위에”, 동아 71년 9월18일 “경제시

련에 뜨거운 논쟁-조세저항에 혼난 국세청 고지서 들고 또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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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공하기위한세심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고, 가정경제에미시적으로개입하여가계행

태나행동을특정한방향으로끌고나갈필요가있다(한국은행, 1978).

한국의경우국가가저축동원을위해국민들의일상생활과가정경제에개입하는방식은

대체로 저축장려운동, 저축계몽 및 저축교육의 강화와 같은 켐페인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근검·절약이라는 자본주의적 윤리와 현모양처라는 근대적 성별 분업을 강조하는 것

이었다. 국가는 다양한 캠페인과 계몽활동을 통해 가정경제의 모범적인 상을 제시하고, 근

대적인가정학지식에 기초하여의식주를 합리화하고생활을 과학화하는등 저축증대를 위

해 생활개선을 강조한다. 또한 저축동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가정경제가 밀접한

연관성을갖게됨에따라, 국가경제와가정경제의매개자로서의여성특히가정주부의역할

이강조된다.

<표 2-5>는 1970년대까지한국저축운동의변천과정을네시기로구분하여정리한것

이다. 첫째,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저축운동은 대체로 민간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저축운동이 주를 이룬다. ‘국민저축운동추진중앙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의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도있었지만 저축운동관련국가의역할은대체로 미미했으며대한금융단이 주체가 되

어주로계몽영화의 제작이나노래, 라디오방송등을 통한저축계몽활동이 주를이룬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과정에서 애국주의 담론을 통해 내

핍생활과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국민생활합리화 3대 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

활을통제하고자노력한다(한국은행저축부, 1969). 또한사회부부녀국을중심으로부녀행정

을통해국민들의의식주및소비를통제하고자한다(황정미, 2001: 117-119).

둘째,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64년까지 시기로서 이 당시는 자발적 민간저축운동과

병행하여 국민저축조합제도의 실행 등 강제저축이 실시된다. 당시는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

획 실시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내핍저축장려운동이전개된다. 또한재무부이재국에저축과가신설되어국가주도의저축운

동이 제도화된다(한국은행저축부, 1969; 신영길, 2009). 국가의 적극적인 저축동원전략과 함

께부녀행정에있어서도일반가정주부를대상으로한지도사업이강화된다. 부녀행정은애

초부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방식과 규범을 여성에게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

는데, 60년대 이후조국근대화와경제개발이국가의 일차적인목표가됨에따라일반여성

을대상으로하는부녀지도사업이국가의중요사업으로강화된다(황정미, 2001).

보다 구체적으로 5·16 쿠데타 이후 국가가 저축운동을 통해 가정주부를 동원하는 방식

을보면, 재건국민운동을전개하는과정에서국가는 ‘계획경제를실현하는주부되기’라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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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내걸고, 근검절약, 내핍생활을 강조하며 저축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당시 대표적인 도

시중산층여성잡지였던 “여원”은매월호마다부록으로가계부를실었는데, 가계부를통

한 합리적 소비생활과 검약과 저축을 실천하는 근대화된 현모양처상은 국가가 가정주부와

일반가계를 동원하는 중요한 담론이었다. 그리고 이는 종종 국가의 운명이 주부에 의해 결

정된다는논리로까지비약되곤한다(김현주, 2008; 서연주, 2008; 김도균, 2012: 183).

셋째, 65년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72년 8·3조치까지의 시기로서 이때는 고금리정책으로

실질금리가보장되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소비합리화와저축계몽활동을추진한다. 적립

식목적신탁제를 도입하여 주택, 학자금, 결혼 등에 대비하는 생활설계를 통한 저축활동을

적극 권장해나간다. 69년에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설립되어 국민의 자발적 저축생활화운

동을조직화하고, 저축계몽이나저축교육, 저축관련조사연구등을체계적으로실시한다. 또

한자립저축제도나공무원적금가입제도, 해외취업자저축의무화등강제성이수반된저축

제도를도입하여실행한다(한국은행, 1972).

이와 함께 여성단체들은 여성저축생활중앙회(67년 설립)를 중심으로 주부의 가계생활합

리화를 통한 여성저축운동을 전개하여 가계부사용, 소비절약을 통한 생활합리화 운동, 저축

계몽지 ‘알뜰살림’을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한국은행, 1972: 27-31). 이것은 반관반민

혹은 민간여성단체들이 국가의 부녀지도사업과 밀착되어 국가가 여성을 동원하는 중요한

기구로기능하기시작하는것을보여준다(황정미, 2001: 171).

넷째, 72년이후유신권위주의시기로당시는저금리정책하에서물가상승이매우심각

하여 금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조치 등 임기응변적 대응을 한 시기이다. 74년 1월23일 수

신금리인상을 위한임시조치(소위 ‘1·23 임시조치’)가 실시되었으며이임시조치는그후 2

차례 더 연장 실시된다. 이러한 임시적인 금리인상 조치는 석유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

응하는한편, 소득세대폭감면등 1·14 긴급조치이후과잉유동성을저축을통해흡수하는

것이목표였다(한국은행, 1975; 한국은행, 1978; 재정금융30년사편찬위원회, 1978).

또한 이 시기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저축운동이 강화된다. 어린이 학생저축운동이

나 농어촌지역 저축운동, 새마을공장 등 사업체 종업원에 대한 저축운동을 강화하는 등 저

축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축시범지역 활동을 강화하여 저축반 편성, 호

별방문을통한저축계몽, 여성저축분회의조직화등조직화된저축운동을전개한다(한국은

행, 1975). 특히 새마을 부녀회는 내부 조직으로 저축부, 생활개선부, 가족계획부, 교양활동

부, 소득개발부 등을 두어 저축증대나 생활개선사업을 주도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운동이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와 동원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웠을 것임을 보여준다(황정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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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저축운동 추진기구

50년대

까지

민간주도
자발적
저축운동

-산업자금의 비인프레적 조달이 주된 목적
-필승저축운동(한국전쟁기간)
-한국은행과 대한금융단을 중심으로 저축선
전 계몽영화(53년), 저축의 노래(53년), 라디
오 저축방송극 등 제작 배포
-어린이저축운동 추진

대한금융단
한국은행
국민저축운동추
진중앙위원회

61-64년
국가주도
강제저축
실시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투자재원조달이목적
-재건국민운동본부 주관 내핍저축장려운동:
계행위 금지, 저축계몽활동강화, 연간목표액
설정 실시
-애국주의 캠페인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통한 강제저축
-저축강조기간 실시: 표어, 포스터, 논문, 시
나리오 공모

재건국민운동본부
재무부 이재국
에 저축과 신설
(행정기관 중심
저축운동 추진)

65-72년
관민합동
저축운동
추진

-적립식 목적 신탁제: 주택·학자금·결혼 등
생활설계형 저축
-금융기관 저축목표 할당 등 재무부가 저축
자금 조달 및 운용 주관
-저축추진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자
발적 저축운동 조직화. 저축계몽 및 교육 등
저축생활화 운동 추진,
-주부의 가계생활합리화를 통한 여성저축운
동추진: 생활간소화, 가계부사용, 1주부1통장
소지운동
-학교 저축교육 강화 및 학교저축은행의 신
설(70년)
-공무원 급여통장지급제
-저축시범지역 실시

재무부
한국은행(저축추
진과가 저축부
로 승격(68년))
여성저축생활중
앙회(67년)
저축추진중앙위
원회(69년)

73-79년

새 마 을
저축운동
(학교·농
촌·공장)

-어린이 학생저축운동 및 학교저축은행 강화
-농어촌 저축시장조사 실시 및 농어촌지역
저축운동 실시 강화
-새마을공장 등 사업체 종업원에 대한 저축

재무부
한국은행
내무부
여성저축생활중

145-147). 아래인용문은이와같은사실을잘보여준다.

“‘새마을 운동의 성패는 여성이 좌우한다’는 말이 암시하듯이, 지방에서의 근면 협동정신과 도시

여성의 소비자로서의 근검절약이 국가 번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은곧국가번영과경제성장에직결됩니다”(여협 1975: 4(황정미, 2001: 174에서재인용)).

<표 2-5> 저축운동의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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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운동 실시
-저축시범지역 활동 강화: 저축반 편성, 호별
방문을 통한 저축계몽, 여성저축분회의 절미
저축, 1가구1통장 갖기 운동 등 조직적인 저
축운동 전개
-저축계몽활동의 강화
-총력저축 전진대회/범국민저축생활화운동기
간 등 범국민적 저축캠페인 실시

앙회
저축추진중앙위
원회
저축추진본부
설치

자료: 한국은행(1972, 1975, 1978, 1988), 한국은행저축부(1969)을 바탕으로작성

국가 주도의 저축장려 운동과 저축장려 담론들은 국가가 저축동원을 위해 세밀한 사회

적 ‘규율기제’(정용욱·정일준, 2004)와 근대적인성별역할분담의확립을필요로했다는것을

보여준다. 가계의 저축증대를위해서는일차적으로절약과저축, 자립과 자조등일상수준

의생활태도가매우중요하며, 이것은 다시 자본주의적 윤리와 관습, 그리고 합리적사고방

식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Kwon, 2011). 그런데 근대화와 산업화 초기의 켐페인들이 제기하

는 바와 같이 당시의 생활방식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나태와 낭비가 심했으며 가계

저축률도낮았다. 그러므로전통적인생활방식과단절하기위해자립과자조의원칙이강조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계몽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립과 자조, 근검과 절약이라는 사회적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무상구호나 국가지원은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책으로 비판받는다

(황정미, 2001: 58-9).

이러한맥락에서가정경제의담당자로서의여성, 특히가정주부의역할을강조하기위해

근대적인 성별 역할분담이 중요해진다. 사실 ‘남자=생산=일터, 여자=재생산=가정’을 강조하

는 현모양처이데올로기를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유산으로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

실과다르다. 한국에서현모양처이데올로기는종래와달리여성을가정의책임자로부상시

키고, 여성을 이전의 수동적이고 전근대적인 지위에서 탈피시키는 해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근대적인가정학에기반을둔현모양처이데올로기는근대국민국가성

립과정에서형성된여성근대화론이라고평가할수있다(박선미, 2007; 가와모토아야, 1999).

게다가일상생활수준에서절약·저축을담당하는것은주로여성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여

성은 내핍생활의 조직자이자 계획자로서 매우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Kwon, 2011:

171).10)

10) 사실 전통적인 가부장제 규범 하에서는 가계의 살림살리는 남성이 담당해 왔으며, 여성은 단지

주변화된 존재로만 위치해왔다(신광영, 2011; 박선미, 2007: 219). 이는 일본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만 해도 저축장려운동이 주로 남성 가부장을 대상으로 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岡田和

喜, 1996).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1차 대전을 전후로 저축장려운동의 대상이 점차 여성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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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근검저축이라는 자본주의 윤리와 현모양처라는 성별 분업 원칙은 서구 근

대화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현상으로서 특별히 한국에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

만흥미로운점은한국의경우-일본도마찬가지이지만- 근대화가위로부터국가에의해추

진되고 자본동원수단으로서 가계저축의 중요성이 매우 컸다는 점11), 따라서 국가는 켐페인

등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가정경제에 개입해 들어가고자

했다는 점이다. 국가는 전쟁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항상 저축동원을 위해 가정경제에 개입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가정생활을쇄신하고근검절약하는주부의역할을강조한다(안태윤,

2009). 특히 1960년대 이후 국가가 경제개발과 조국근대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함에 따

라 자립과 자조, 근검과 절약이라는 자본주의적 윤리와 사회적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과제가된다.

2) 자조적 금융으로서의 ‘계’에 대한 규제

국가의저축동원에있어서 ‘계’와 같은사금융시장의규제또한중요한과제가된다. 한

국의 경우에는 민간저축율이 낮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러한 민간저축이 반드시 제도금융권

의 금융저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만성적인 악성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제도권의 저축상품은 실질금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제도금융권을 통해

융자 등 소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계’와

같은전통적인금융적거래를이용해목돈을마련하는경우가많았다.

한국에서 계가 급격히 증가한 건 한국전쟁 이후이다. 1953년 기준 계의 계약금 규모는

대략 100억환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당시 금융기관 예금액 총잔고가 166억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의 규모가매우컸음을알수있다. 또한 1960년대 초반의조사에서도전국가

구의 48.2%가 계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계는 당시에 매우 일반화된 금융적 수단이었다.12)

뀌고, 저축운동에서 여성은 가사를 책임지는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합리적 소비자

이자 저축담당자, 가정경제의 궁극적인 재무관리자로 규정된다. 또한 가정주부의 성공적인 가사관

리가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고 선전함으로써, 국가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전략을 취한다

(Garon, 2010; 김도균, 2012: 183).

11) 일본의 저축장려운동은 19세기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다(Calder,

1990). 19세기 후반 소액저축장려를 위해 우편저축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영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Garon, 2002: 99-100).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소위 ‘1940년 체제’로 불리는

전시동원체제가 구축되면서 우편저축제도는 핵심적인 자본동원수단으로서 강화된다(Fujihira,

2000: 76-125; 野口悠紀雄, 1995: 53-62; 김도균, 2012: 170).

12) 당시에 사금융수단으로서 ‘계’는 마담뱅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일반적이었다(김현주, 2008;

김도균, 201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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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입 목적 비율 계돈의 사용도 비율 계찬성 이유 비율

친목 6.7 먹고사는데써버렸다 13.9

저축이 되니까 17.5
상호부조 6.4 질병 치료에 1.1

집의 용돈 마련 10.7 관혼상제비 9.4 목돈을 쓸 수 있으

니까
64.1

결혼 및 학비 조달 19.8 자녀교육비 18.4

생업자금을 구할 수
있으니까

7.6
양복·시계·반지·광목
등의 구입

5.4 가재구입비 10.3

가옥을 사거나 수리
비용의 조달

7.7 주택구입비 5.6

은행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4.3저축하기 위해서 12.0 기업자금 12.1

돈을 놀리기 위해서 3.1 부채청산 11.6

친목을 더할 수 있
으니까

6.5영업자금의 조달 16.5 딴사람에게 꾸어줌 5.1

부채의 청산 11.0 그대로 가지고 있다 5.1

무응답 -
무응답 0.7 무응답 7.4

그러므로 적어도 한국전쟁 이후 계조직은 전자본주의적 유물이거나 공동체 조직으로 평가

하기는힘들고, 화폐사회의신용이붕괴한상황에서은행을대신한자발적이고자조적인금

융기구였다고할수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자녀교육비나 결혼비용, 또는영

업자금조달을위해계조직이 활성화되었다는점에서계는단순히사치적이고낭비적인 모

임이기보다는서민들의목돈마련을위한자기방위수단이었다고할수있다(이창렬, 1970; 김

삼수, 1974).

<표 2-6> 계의목적, 사용도, 찬성이유

출처: 이창렬(1970: 152, 155, 159)에서재인용.

위의 표는 1960년대 초반 계가입의 목적, 계돈의 사용도, 계를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당시에 계는 공동체적

조직이기보다는 경제적 목적 추구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친목이나 상호부조와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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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결혼및학비조달, 용돈마련, 영업자금조달등경제적이유가계가입의주된목적

이었다. 계돈의사용도에있어서도자녀교육비와일상적인생활자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

하고있다. 또한계라는조직의특성상계는저축뿐만아니라융자의성격이매우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계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가 목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수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저축동원이 본격화하면서 정책당국은 계와 같은

사금융수단을제도금융권으로끌어들이기위한노력을펼친다. 경제개발초기에계는저축

켐페인 차원에서 국가경제에 해가 되는 대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김도균, 2012: 183),

은행 차원에서 목돈마련과 같은 계제도의 장점을 제도적으로 흡수하여 계를 제도금융권으

로흡수하기위한조치를취하기도한다(이창렬, 1970). 또한투자신탁이나보험, 증권, 단자

회사,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을 육성하고, 이러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수익을 보장함으

로써 계와 같은 사금융시장을 대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국가가 저축동원을

위해민간의자생적인금융조직을제도금융으로대체하고자했다는것을보여준다.

4절 소결

이장에서는한국이산업화초기자본부족문제에직면하여가계저축을통한자본동원전

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저축동원을 위해 국가가 가정경제의 미시적 차원까지 깊숙이

개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높은 저축률은 유교적 전통과 같은 문화적 요

인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White and Goodman, 1998; Jones, 1993).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설명방식은 산업화초기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신광

영, 1999). 오히려국가는산업자금조달을위해저축증진과근검·절약하는생활방식을강조

하는 등 다양한 켐페인을 펼쳤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높은 가계저축률이 산업화초기 국가

의정책적노력의결과이며, 그것이국가가가계저축을통한자본동원전략을구사했기때문

이라는점을밝혔다.

첫째, 한국은 산업화초기 민간저축자금을 재정자금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적 사

회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에 이미 강력한 국가관료

조직이 형성되었고, 시민사회가 허약했으며, 토착부르주아 세력의 사회적 기반 역시 매우

미약하였다. 이와함께한국전쟁직후의대규모원조자금은국가가자원배분에대한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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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민간엘리트에 의존할 필요 없이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

다. 여기에더해 5·16쿠데타이후에는부정축재자처벌의일환으로시중은행을사실상국유

화시킴으로써민간자금을통제할수있는완벽한제도적조건이갖추어진다. 그러므로외자

동원과 조세동원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민간저축의 동원은 매우

중요한자본동원수단으로부상하게된다.

둘째, 저축동원의 성패는 실제로 저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민간

저축은 조세와 달리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대한 미시적 개입이 요구

된다. 따라서 국가는 가계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양한 켐페인과 저축계몽교육, 저축장려운동

등을 전개한다. 국가는 저축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주부되기’라는

구호를 내걸고 합리적 소비생활과 검약, 저축을 강조하는 등 가정경제의 책임을 맡는 존재

로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정주부를 합리적 소비자이자 재무관리자(financial

manager)로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반대로 국가의 무상구호나 복지는낭비적이고비도

덕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저축에 기반한 자조적인 생활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복지국가연구들은대체로한국에서는사회정책이형식적인수준에머물렀기때

문에 국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한다. 또한 일반 가계의 입

장에서는 공적 복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자조적인 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밖에없었다는점을매우당연시한다. 하지만이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에서저축

에 기반한 자조적인 생활보장체계의 형성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고 비정치적인

과정도 아니었다. 국가는 저축장려를 위해 오히려 가정경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가계행태나

행동 하나 하나를 규율하는 등 자본주의적인 생활규범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자조적인 생활태도혹은 문화라는것이전통의산물이 아니라 산업화시기 지배엘리트의 통

치전략의산물이라는것을보여준다(Kwon, 2011; Garon, 1998).

산업화 초기 한국의 저축동원전략과 자조적인 생활보장체계의 형성은 비교적인 관점에

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재정사회학은 국가의 과세행위가 복지국가 등장의 중요한

요인이며, 조세수입의형태가국가와사회의관계의성격을보여주는매우중요한지표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가계저축의 동원을 중요한 자본동원전략으로 활용해 왔으

며, 그 결과 국가복지보다는개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초기의 경로형성은 이후 재분배의 정치에 중요한 제도적 문화적 유산을 남기

게 된다. 산업화초기의 저축운동은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생활규범, 가계의 행동패턴에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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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낮은 조세부담률과 기금 위주의 재정운용, 국가의 금유통제

등제도적차원에서도중요한유산을남기게된다. 그러면다음장들을통해산업화초기국

가의저축동원전략이어떻게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를형성하게되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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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한국사회는유신과중화학공업화라는중요한변화를겪게된다. 1960년대경

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에도불구하고 60년대 후반의 3선개헌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정

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또한 196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로 분배갈등 또한 점차 사

회문제화한다. 이러한축적과정당성의위기에지배엘리트는중화학공업화전략으로대응하

고,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은 내자동원 극대화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자

동원 극대화 전략은 조세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저축장려정책 등 재분배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3장의목적은 1960년대 가계저축을활용한자본동원전략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전략

과 결합하면서어떻게 저축기반생활보장체계를 형성해 나가는지그 과정을 분석하는것이

다. 1절에서는유신권위주의와중화학공업화그리고 1970년대 자본동원전략의특징을살핀

다. 2절에서는 유신체제 하의 조세개혁과 조세정치를 분석함으로써 왜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가중요한소득보장정책으로활용되는지분석한다. 3절에서는권위주의체제하에서사

회정책의 도입이 국가의 자본동원전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유보와의료보험제도의도입사례를통해살펴본다. 4절에서는 1970년대 저축장려정책의변

화를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왜 권위주의 국가가 저축증대

를 위해 저축장려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한 내자동원 극대화 전략이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를 형성하

는한편, 역진적조세부담이격렬한분배갈등을초래하게되는과정을살펴본다.

1절 유신 권위주의와 중화학공업화

1) 유신 권위주의의 등장

1960년대 경제개발의성공과민주화세력에대한성공적인탄압은집권엘리트들에게자

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개입으로 산업화 전략은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화로 전환되는데, 경공업 중심의 수출이 예상외의



3장 중화학공업화 전략과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 67

성공을거두게되면서국민소득이급격히증가하게된다(기미야다다시, 2008). 또한한일회

담과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집권세력은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을 강압적으

로 탄압함으로써 힘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임현진·송호근, 1994: 190-191). 그 결과 1963년

선거에서는박정희와윤보선두후보간의득표차이가 15만여표에불과했던반면, 1967년

선거에서는 박정희가 윤보선을 116만여 표 이상으로 여유 있게 따돌리는데, 이것은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집권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임현진·

송호근, 1994: 196; 서중석, 2008: 140-146).

하지만 1960년대후반의경기후퇴와 3선개헌등으로집권세력이정당성을상실하고이

것이 1971년 대선과 총선에서의 불안한 승리로귀결되자 집권세력은 유신이라는 매우 억압

적이고 배제적인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을 선택하게 된다(한배호, 1994). 사실 한국의 경우

강력한 국가 관료조직이 존재하고, 시민사회가 매우 허약하며, 토착적인 부르주아계급이 헤

게모니계급으로 성장하지못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정치형태는 해방후부터 존재해 왔

다고 할 수 있다(임현진·송호근, 1994). 특히 민중주의의 경험을 지니고 있던 남미와 달리

노동자와 농민이 애초부터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권위주의는 남미에

비해 훨씬 더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Cumings, 1989).1) 그런데 유신

권위주의는 선거 과정에서 재집권의 불확실성을 느낀 집권세력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

하기 위해 최소한의절차적민주주의마저 생략해 버렸다는점에서기존의 권위주의적정치

지배를 훨씬 더 강권적인 방향으로 밀고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배호, 1994: 265-315;

임현진·송호근, 1994).2)

이러한 유신 권위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집권세력은 정당성 부재와 정치적 취약성을 만

회하기위해중화학공업화를추진한다. 한국은남미처럼산업화의결과로발생한위기에대

처하는방편으로 권위주의정권이형성된 것이아니라 이와정반대로 군부권위주의세력이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산업화를 추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세력에게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만큼 국민적 지지를 동원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었으

며, 이것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는 탈동원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적극 동원하는데 매우 유

용한방법이었다(임현진·송호근, 1994: 192). 그런데유신쿠데타로정치적정당성이심각하게

손상됨에 따라 집권세력은 다시 한 번 중화학공업화라는 산업화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 내

1)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계급의 정치화 여부가 남미와 한국의 정치적 특성과 구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임현진·송호근, 1994: 174).

2) 1970년대 유신체제의 등장을 ‘관료적 권위주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강민,

1983; 한상진, 1983; Im, 1987; 김영순, 1988), ‘10월 유신’을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불가피한 정치적

대응으로 보기는 힘들다(한배호, 1994; 한배호 2008; 임현진·송호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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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제성장을달성함으로써정치적위기를돌파하고자한다.

하지만중화학공업화는기본적으로투자가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고막대한자본을필

요로 한다는 점에서 집권세력에게 심각한 자본동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거쉔크론이 지적하

는바와같이후발국가들의경우공업화의시기가늦으면늦을수록공업화과정에서국가

의 역할은 증대한다(Gerschenkron, 1962). 그런데 중화학공업 같이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산업을 국가가 직접 추진할 경우 국가는 커다란 재정부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에는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조세저항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

었으며, 외자도입의 급증과 부실기업의 증가로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

하게 되는데, 유신 권위주의 세력은 이러한 자본동원문제를 민간저축, 특히 가계저축을 중

심으로 한내자동원극대화전략으로대응한다.

2) 중화학공업화와 자본동원전략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는 사실 경제개발을 위해 국가가 사회의 모든 가용한 인적 물

적자원을총동원하는것을의미했다. 1972년에시작된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달리중

화학공업화계획은물동계획적성격이매우강해서, 철강·비철금속·조선·기계·전자·화학등 6

개 산업을중점육성산업으로선정하고이를위해모든가용한자원들, 특히내자를동원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중화학공업화를 조속히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와

창의성을 추진모체로 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내외자의 재원조달계획, 입지계획, 사회간접자

본설비의확충, 기술인력의개발등합리적인정책을제시하고계획”할필요가있다고지적

함으로써, 자본동원이국가의책임임을강조한다(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1973: 6).

그런데재정사회학이강조하는바와같이, 국가의재원조달방법은다양할수있으며, 그

것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 또한 매우 다르다. 가령 조세란 기본적으로 강제 징수를 특

징으로 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항상 분배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민간저축의 동원과같은 금융적수단은기본적으로개인의재산권을 전제하는것이기때문

에 저축을 통한 동원은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장 용이하고 저항이 적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내자동원 방법으로서 민간저축은 조세를 통한 동원보다

정치적으로행정적으로보다수월한방법이라고할수있다(Musgrave, 1965: 14).

유신 권위주의 세력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바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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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문제라고 할수있다. 권위주의는 정권의 합법성이취약하고, 이데올로기적통합의정도

가 낮으며, 정치적 동원능력이 작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전체주의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형태이다(Linz 1970; 송호근, 1991: 298-303). 따라서권위주의는정치과정을행정과정으

로 대체하고, 기술 관료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정책수립이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술적, 관료적, 그리고 비인격적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정치적 공간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자 하는 경향이 있다(O'Donnell, 1973; Cardoso, 1979; 한배호, 1994).3) 이러한 맥락에서 보

면, 조세와 같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큰 자본동원방법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매우 위험

한 자본동원전략일 수 있으며, 반면에 민간저축의 동원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탈동원하면

서경제적으로는적극동원하는매우적절한수단일수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갔던 것도 조세보다는 민간저축을

통한자본동원전략을선호하게되는중요한이유였다. 수출주도산업화에성공하는핵심관

건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배엘리트는 노동비용의 상승을 최대한 억

제해야했다. 또한공급측면에서소득세감면을통해기업과근로자들의투자와근로동기를

높이는것도매우중요했다. 이러한이유로간접노동비용의상승을유발하게되는소득세부

담의 증가나 사회보험의 도입은 산업화 시기 동안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었다(양재진,

2012).

그러므로 1970년대 자본동원전략의기본방향은국민의광범위한저축을동원하여이를

중화학공업화에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1973년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

1973-1981’(이하 ‘장기전망’) 보고서는 1980년대 초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 10%,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하는 것을 경제목표로 제시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추진과

내자동원 극대화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관건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담세능

력의 한계 및 경상지출의 증가 등으로 정부저축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되므로민간부문저축의 획기적인증대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투자증가및 경제성장의 고

도화가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1981년까지 100% 투자자립도를 달

성하려면 국내저축률이 72년 15%에서 81년 27.1%까지 상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경제기획

원, 1973: 6-8, 92).

또한 ‘장기전망’ 보고서는 1960년대 자본조달이 주로 세수증대를 통한 정부저축의 증대,

외자도입을 통해 이루어진 반면, 가계저축의 기여도는 일본이나 대만 등에 비교해 봤을 때

3) 남미 사례에 적용되는 관료적 권위주의는 대중의 배제와 기술관료적 지배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과거의 과두적 정치체제, 민중주의적 정치체제와 1960년 쿠데타 이후의 정치체제를 구분하

기 위해 제기된 개념이다(Collier 1979; O'Donnell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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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계저축률이 동 기간 중 4.6%에서 10.6%로 2배 이상 증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저축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72년 13.9%에서 81년

17.7%로증가하게될것이며, 이와같은조세부담률의증가는경제성장으로인한세원의확

대에 따른 것으로 조세부담의 가중현상은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 하에

“지금까지는 정부저축의 증가가 크게 기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저축이 가속적으로 증대

됨에 따라 내자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감소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경제기획원,

1973; 17).

또한국민의광범위한저축을설비투자등중화학공업화에효과적으로투입하는방법으

로는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공공기금제도의 활용이 제시된다(재무부, 1974; 김용환, 2006:

111-121; 남덕우, 2009: 110-112).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을 촉진

하고 수출을증대시키기 위해 국민의 광범위한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필요한투융자자금

을 조달·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김용환, 2006: 120),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은 국민투자채권의 발행과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는

국민저축조합 조합원의 저축자금 및 우편저축자금, 국민복지연금, 국민생명보험 등 공공기

금의 여유자금, 금융기관 저축성 예금이나 손해보험회사 보험금, 그리고 정부 각 회계로부

터의전입금또는예탁금등으로조성되도록계획된다(한국은행기금운용부, 1989).4)

이러한정부의자본동원전략에대해경제계, 학계, 언론계등사회여론도대체로정부의

기본방향에동의하면서민간의자발적저축에의한내자동원을강조한다. 언론들은정부의

내자동원 극대화 계획에 대해, 직접세는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어 자발적 저축과 직접적

대체적 관계에 있으므로 조세를 통한 정부저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매경 73년 5월

17일 “장기내자동원 계획의 수립”), 내자동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제저축보

다는 생활실정을 고려한 저축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경향 73년 10월5일 “시정연설과

새해예산”, 동아 10월5일 “박대통령의시정포부”).

한국은이미경제개발초기부터국가가제도금융을통제함으로써민간자금의배분에간

4) 국민투자기금의 경우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자금은

금융기관이 국민투자채권의 매입 혹은 예탁금의 형태로 출연하는 예금재원으로 조달된다. 국민투

자기금법은 국민저축조합, 국민복지연금, 우편저금, 국민생명보험, 공공기금의 경우는 사업상 필요

자금과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투자채권 인수나 기금 예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신탁회사는 불특정금전신탁수탁액 증가분의 10%, 보험회사는 보험료수입에

서 지급된 보험금과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한 금액을 각각 채권인

수 혹은 예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한국은행기금운용부, 1989). 특히 기금설립 초기에는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약 10-39%,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 보험료의 약 40-50%, 그리고 공공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약 90%를 국민투자기금에 출연시키도록 규정한다(김용환, 20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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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왔는데, 이러한전략은국가의입장에서는재정부담문제와조세마찰을피하면서자

본을 동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의 국민투자기금 제도는

국가의 민간자금에 대한 개입을 아예 민간자금을 재정자금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

으로서, 국내의 모든 가용자금, 특히 일반은행 등민간금융기관이 모집한 민간 금융자금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전창환, 2004: 102; 김상조, 2003).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여론의반응에서도알수있듯이, 일반국민들을경제적으로동원하고정치적으로탈동원함

으로써사회를관료화하는매우효과적인수단으로고안된것이라고할수있다.5)

하지만민간저축동원을중심으로한자본동원전략이강조되었다고해도, 이것이곧유신

권위주의 세력이 조세동원이라는 수단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화

학공업화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세는 매우 중요한 자

본조달수단으로활용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세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조세저항이 심

각해짐에 따라 집권층은 ‘장기세제방향’을 통해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세제방향’

은 그 동안 세제가 공평과세의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이러한 조세행정 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세 부문에서는 종합소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전환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간접세 부문에서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세수확보에 효율성을기할 수있는부가가치세를도입할 것을제안

한다(세제심의회, 1971; 재무부, 1978: 178; 재무부, 1990: 92-95; 김정렴, 2006: 347-354). 이

것은집권세력이여전히조세를내자동원의중요수단으로간주하고있으며, 오히려조세저

항을 완화하면서 증세를 추진하기위해직접세중심에서 간접세중심으로 조세구조를전환

하고자했다는것을보여준다.

분명 유신 권위주의는 자본동원 과정에서의 사회적 마찰을 피하고 정치적 공간을 최대

한 축소시키기 위해 민간저축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자본동원전략을 취한다. 하지만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곧

유신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분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국의 국가는중화학공업화를 위해공적사회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그런데 공적

사회지출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인상

5) 권위주의 체제를 후발 국가에서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의 자본을 축적해야 하나 부족한 자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들을 인

적·물적 자본의 동원을 위한 목적으로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서 등장하는 일종의 동원

체제라고 할 때(한배호, 1994), 유신체제의 등장과 국민투자기금 제도의 도입은 매우 커다란 친화

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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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이는 거의 항상 정치적 분배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은 남미와 달리

국가단원주의 혹은 시장기제적 억압이라는 방식으로 권위주의체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증대할 경우 이것이 노조와 같은 중간집단을 매개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정치쟁점화되는특징을보여준다(임현진·김병국, 1991; 송호근, 1991: 310-327).6)

권위주의 체제가 대체로 정치를 행정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갖지만 정치 없는 정치체

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유신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도 정치과정이 완전히 제거되

었다고할 수는 없다(한배호, 1994: 321). 유신세력들은 분배갈등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자본

동원문제, 특히 조세문제를 둘러싸고는 어쩔 수 없이 분배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은 유신세

력으로 하여금 권위주의체제를 부분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임현진·송호근,

1994: 201). 그리고 이러한 자본동원을 둘러싼 분배갈등은 조세정책, 사회정책, 가계의 저축

장려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축에 기반 한 생활보장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다

음절들을통해민간저축중심의자본동원전략이어떻게조세정책과사회정책, 그리고저축

장려정책에영향을미치면서재분배의정치를형성하게되는지살펴보도록하자.

2절 유신체제 하의 조세개혁과 조세정치

1) ‘긴급조치 3호’와 국회 재무위원회의 조세정치

1960년대후반개발세제에대한저항이증가하고장기적인세제개편의필요성이제기됨

에따라 1971년에 조세개혁이실시된다. 1971년의 조세개혁은분류소득세제를종합소득세제

로 전환하고간접세제를 부가가치세로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인조치로서 취해진 것

이었다. 소득세부분에서는갑종근로소득세기초공제액을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인상하고,

사업소득세 면세최저한 3만원을 6만원의 기초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등 소득공제를 통한 소

득세감면을추진한다. 반면예금이자에대한 5%세금을부과하고, 영업세율을인상하는등

이자소득과 간접세 부문에서는 세율을 인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개혁에도 불구하고 ‘3

6)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1970년대 한국 권위주의 정권의 임금정책과 임금결정메커니즘에서 잘 나

타난다. 1970년대 정책당국은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고 노력한

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매개집단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

에,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모두 국가가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임금억제에 그렇게 성공적이

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송호근, 1991: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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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팽창예산과 증세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세부담

경감효과는미미했다. 71년 세제개혁이후 73년에는소득공제규모를다시 1만 8천원으로

인상하는데그친다(나성린, 1997; 한국조세연구원, 1997).

그런데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3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소위

1·14조치)를 통해 소득공제규모가대거 5만 원으로인상되는 조치가취해진다. 1973년 12월

장준하와 백기완을 주축으로 ‘개헌청원운동본부’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반유신운동이 전개됨

에따라 유신정권은 74년 1월 8일긴급조치 1호와 2호를발동해개헌논의를금지하는조치

를 취한바 있다. 그런데 긴급조치 3호는 긴급조치 1호·2호와 달리 정권안보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취해진다(강준만, 2002b: 121-5).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대

폭감면하고소득세면세기준을대폭상향조정하여월 5만원이하소득자에대해소득세

를전액면제하고, 고소득자 및사치성소비에대해서는 중과하며, 강제저축의 하나로 비판

받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종기, 2005;

김용환, 2006; 남덕우, 2009).

그렇다면왜유신정권은의회의입법절차가아니라긴급조치라는행정명령을빌어근로

소득세면세점을대폭인상시켰을까? 당시의상황을김종인은다음과같이진술한다.

“1973년정기국회에서소득세면세기준을두고논쟁이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1만6천원을 면

세 기준으로 하자 했고, 한쪽은 1만8천원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난장판 논쟁을 한 끝에 소득세

면세점을 1만8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제1차 오일쇼크가 나고 사회적으로, 또 박정희 정권에 정치

적으로 긴장감이 돌면서 1974년 1월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확립하기 직전이었

을 때,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소득세 면세점을 종전의 1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

습니다. 순식간에 소득세 납세자의 85%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세금이라는 건 정치

적인필요에의해서결정되는것입니다.”(김종인, 월간조선 2012년 1월호 “버핏세반대는정치적센스

가없기때문”)

“그리고 73년은오일쇼크도 문제가되겠지만 73년도여름에 북한에서직접세를없애버렸어요. 그

래서 북한에서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낙원’이라는 대남방송을 했어요. 그 시기가 유신 이후로 통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학생 소요는 계속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는 마당에 73년 11월에 오일쇼

크가 나니 3배나 기름 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을 시키

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기초

자료 DB, 김종인 ‘국민복지연금제도입법과시행유보’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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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김종인의증언은 1974년소득세면세점의대폭인상이석유위기등의경제불황

과 물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북한의 직접세 폐지와 체제경쟁, 그리고

유신이라는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정당성 위기와 반유신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결과라는것을보여준다.

우리는이와함께 1970년대 초반의조세저항및분배문제의정치화를중요한배경적요

소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우선 1960년대 고도성장의결과사회적양극화가심화됨에따

라분배문제가사회운동과정치적차원에서중요한이슈로부상하게된다(강원룡, 2003). 당

시의 경제구조나 산업화 수준을 고려할 때, 양극화가 계급갈등을 전면에 부각시킬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한배호,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후반에 오면 고도성

장에 따른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들, 가령 주거문제나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이(광주대단지

사건, 전태일의 분신, 대한항공 노조의 점거농성, 노사갈등의 증가, 물가불안 등등) 불거져

나오기시작한다(강준만, 2002a).

1971년의 대선과 총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분배문제와 양극화 심화

문제등이 ‘대중경제론’이라는정책대안의형태로구체적으로제시되기에이른다. 71년 대선

의 신민당 후보였던김대중은 ‘부정부패를 일소하여세금을내리겠다’고 하는 등당시민감

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던 세금문제를 집권층의 부정부패 문제와 연관시켜 매우 커다란 호

응을 얻기도 한다(서중석, 2008: 162). 또한 71년 8대 국회는 신민당의 선전으로 역사상 최

초의 균형국회를 이루게 되어, 물가불안이나 분배문제, 조세저항 등 당시 주요한 민생현안

으로 부각된 주제들이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어진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에는 오일쇼크로 물가가 앙등하고 실질소득수준은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를 겪게 되고, 1974년에는 물가가 42.1%나 인상되어 1960년대 이후 최고를 기록한

다(주태산, 1998: 105-122; 이진순, 1991: 178-80). 게다가 1973년 북한이 직접세를 폐지하고

이를 체제경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내적으로는 ‘개헌청원운동본부가’가 발족되어 반유

신운동이 본격화하는등 유신정권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내적 외적으로매우심각한

상황에처하게된다.

긴급조치 3호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취해진 매우 정치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

을것이다. 이것은 긴급조치가 ‘정치안보만을목적으로 하는 것이아님을과시하기 위한 조

치’였으며, ‘긴급조치도선량한구석이있다’는 것을선전하기위한용도였다. 또한긴급조치

3호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박정희는 당시 경제제1수석비서관이었던 김용환에게 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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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가 동시에 방송하는 가운데 긴급조치 3호를 해설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강준만, 2002:

124-125).

그런데 1974년 긴급조치 3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매우 이례적이고 변칙적이며

임기응변적인 대응이었지만 이후 조세정책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구도를 규정

짓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우선 1974년의 대폭적인 소득세 감면은 국민들

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쳐 소득세 감면이 전 국민적 이슈가 된다. 또한 유신 이후 정책결

정과정에서 완전히배제되어 있던야당에게도소득공제 규모의 확대를일종의대안적인 소

득보장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74년의 조

치가 조세부담 수준의 현상유지 차원에서라도 소득공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지 않

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구속이 된다. 그 결과 소득공제 규모 인상을 둘러싼여야 간공

방이매년연례행사처럼반복된다.

우선 1974년의조세개혁에서부터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는일종의소득보장정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1974년의 조세개혁은 분류소득과세제도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시키

고 인적공제 제도의 도입 등 소득보장 기능을 조세제도 내에 포괄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

는데, 사실 이것은 74년의 긴급조치를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더 컸다. 당시 재무부장관이었

던 김용환은 74년 소득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제개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지

적한다.

“이번 세법은 ... 국가의 재정을 충족한다는 목적이 하나 있겠고 또 둘째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

소득의 분배기능 내지는 균형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야 되겠다하는 점과 ... 우리나라의 중산층

의 재산형성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과 동시에 ...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세부

담을 높이되 어떻게 하면 마찰 없이 조세징수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점 ... 이러한 너뎃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세제개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의 세제개혁은 ... 개

발수요의 충족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

게소신을갖고있습니다.”(1974년제90회재무위원회회의록 11호, 김용환발언, pp.14-15)

하지만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74년 긴급조치 3호 당시의 5만원 면세점에 맞추어 5만5천 원으로 5천 원

인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것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국회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그 동안의 급격한 물가인상과 사회보장제도

의 부재를 근거로 소득공제 규모를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제도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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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할것을요구한다.

“이런면으로보아서적어도한 8만원선이런정도는해주어야 ... 저소득층중산층이런사람들

의세부담을경감했다는말을들을수있을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늘예산짤때마다조세

부담률이 14%가 되었다 내국세부담은 9% 밖에 안 된다 하는데..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나라에 있어서조세부담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전혀 사회보장제도가 없는데 여기에서 조세부담률이 14%다 내국세부담이 9%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없는것같아요.”(1974년제90회 재무위원회회의록 11호, 신민당진의종발언, pp.4)

“적어도이기초공제액을결정하려면정부가적어도국민들의생계비는보장해주는그런기초공

제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

또 이것이 앞으로도 확충될 가망이 없는 실정 아래에서는 최소한도 의료비공제만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1974년제90회재무위원회회의록 12호, 신민당이중재발언, pp.20-22)

74년 세법개정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74년 소득세 개정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사실 국회에서 토론이 되더라도 공화당과 유정회의 의석수가 3분의 2를

넘어서는상황에서야당인신민당의역할에는한계가존재했다. 하지만 75년에는신민당의

원들이소득세개정안을발의하여더적극적으로소득공제인상을요구하고나선다. 신민당

은 75년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득공제 규모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신설을요구한다.

“5인 가족 평균가계비가 교육비 의료비 다 합쳐서 1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예

요 ... 세금을 많이 물리는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

보장제도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각자가 아플 때에는 다 책임을 져야 하고 각

자가교육을다맡아야 되는 이러한실정하에서 이 10만원을 너무많다이렇게애기하는것은너무

나어불성설이다.”(1975년제94회재무위원회회의록 8호, 신민당진의종발언, pp.84-85)

“오히려 사회복지예산은 명년에 가서 줄어! 물가는 올라가! 기초공제액은 그대로 있어! 생계비는

늘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대부분의 공무원 회사원 서민들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에요 ... 이 소득재분배의역할을재정이할수있도록이렇게반영해야할것이다하는얘기입니

다.”(1975년제94회재무위원회회의록 9호, 신민당진의종발언, pp.13)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신민당 개정안에 대해 소득세 면세점의 인상에 대해 이미



3장 중화학공업화 전략과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 77

그수준이매우높다는점을 지적하고, 세수결함문제를지적한다. 재무부장관김용환의답

변을보면,

“우리가경제개발계획을밀고있고또 ... 적과 대치하고있다는이러한입장에서조세부담률이 ...

우리나라의 방위 내지는 경제 원조를 해주는 그런 우방보다도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서 우

리가 언제까지 국토방위의 문제 이것을 남에게만 의존할 수 있겠느냐 ...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생계

비 전액을 면세점으로 기초공제선으로 100% 커버를 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1975년 제94회

재무위원회회의록 9호, 김용환발언, pp.24)

소득공제 규모를 둘러싼 이러한 여야 간의 공방은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

에서 소득세가 세수확보의 기능과 소득보장의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상

황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보장 및 소

득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조세란 기본적으로 경제개발계획과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조달의 수

단이었기 때문에 소득세의 대폭적인 경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야당인 신민당

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고 정책결

정과정에서 배제되어있는상황에서 소득공제의 지속적인확대만이 야당이 제기할 수있는

유일한생계비보전방법이었던것으로보인다.

여하튼 이러한 국회에서의 공방을 거쳐 75년에는 신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

대로는아니지만 정부와의협의를거쳐근로소득세면세점(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

제등인적공제와근로소득공제를합한금액)이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인상된다. 여기에

는 부양가족공제 1인당 월5천 원에서 월1만 원으로의 인상이 포함되고, 상여금특별공제의

월정급여 100%최고한도 12만원에서월정급여 200%최고한도 14만원으로의인상이포함된

다(한국조세연구원, 1997).

근로소득세 면세점에 관한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우리는 74년의 대폭적인 소득세 감면

조치 이후 소득세가세수확보 수단으로서 뿐만아니라 일종의 소득보장수단으로서 매우 중

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공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비단국회내에만머무는것은아니었으며사회적으로도광범위하게퍼져있는아젠더였다.

가령, 전경련은 대정부 건의를 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동아 74년9월28일 “세제개혁의 허실(3) 서민층 보호”). 기업측의 경우에는 기본적

으로 근로소득세의증가가임금인상을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조치를 지

지했다고 볼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75; 양재진, 2012). 다른한편, 한국세무사회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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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한국의경우소득공제항목이 4개에불과하나 일본이 14개, 대만이 9개, 말레이시아

와필리핀이 7개, 인도가 5개, 서독과미국이 11개, 영국이 10개라는점을들어소득공제항

목의 확대 조정과 동시에 금액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박완서 등

사회여론을 대표하는 여론주도층의 경우에도 가계생계비를 고려할 때 소득공제 금액이 너

무작다는점을지적한다(김영호, 2002c).

그런데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74년의 민청학련 결의문에도 세금에 대한 대폭

감면이 6개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74년 1·14조치를 통해 대

폭적인 세금 감면이 취해진 후 그 해 5월에 있었던 민청학련 사건의 결의문 두 번째 항목

에는 “서민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국민 경제의 밑받침인 근로대중의 최저생활을 보장하

라”라고 되어 있는데(지명관, 1996: 125), 이것은 당시 세금 감면이 생계비보장이라는 측면

에서매우중요한수단이었음을보여준다.

2) 부가가치세 도입 논쟁

1976년에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조세개혁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70년대 한국에서는 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

황에서소득세정책이불가피하게사회정책적역할을떠맡게된다. 하지만근로소득세면세

점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세수증대라는 조세행정상

의부담이부가가치세의시행으로집중된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세수확보의 기능이 뛰어나 이상적인 세

제로평가받는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EC형부가가치세를모델로간접세

체계의개혁을준비한다(재무부, 1990; 유시권, 1995). 하지만부가가치세는세부담의역진성

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패턴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사회보장제도

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도

입한 국가들이 대체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유럽국가들인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가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들의경우 부가가치세를도입한국가들이 별

로없다는사실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그런데한국의경우는사회보장제도가전무한상황에서그것도소득불평등과사회적양

극화가점점더 심각해지는상황에서 세수증대를 목표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고려함에따라

당연히 사회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1976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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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부각되고, 이와관련근로소득세경감조치가매우중요한이슈로부상하게된다.

정부는부가가치세를도입하는한편소득세부담완화차원에서소득공제수준을 7만원

에서 8만원으로인상하는조치를취한다. 그리고이외에도보험료공제와근로자의복지후생

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신설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 감면조치들은 야당인 신민

당뿐만아니라여당으로부터도매우미흡하다는지적을받는다. 신민당은 76년 정부의세법

개정안에대한수정안을제출하면서이러한점을지적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려면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를 해서 ... 사회보장제도를 어느 정

도 확충을 시켜가지고 보다 비교적 소득이 고르고 공평한 과세가 되는 바탕위에서 부가가치세를 실

시를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 이러한준비없이불과인적공제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올린다든지

...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것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

는데대해서는아연실색할수밖에없습니다 ... 정부는 입만벌리면국민개세를부르짖고있지만사실

갑근세형식이 아니지만 모든 국민들이 상당한 세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

리고 갑근세를 안내니까 국민개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만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는 것입

니다”.(1976년 제96회재무위원회회의록 14호, 신민당진의종발언, pp.10-11).

“문제는 이 세제가 소득의 재분배기능 특히 이 소득세에 있어서는 생활보장적인 기능이 이 세제

안에담겨져야된다 ... 저소득층의소득부담이경감이되어가지고생활보장적인기능을할수있는데

까지적어도소득에있어서는대폭경감이되어야된다 ... 부가가치세를실시하려면더욱이나소득세

법을 대폭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은 유독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서도 소득세법을 저소득층에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

주미흡하다”(1976년 제96회재무위원회회의록 17호, 신민당이중재발언, pp.3-6)

이러한야당의비판에대해정부측은소득공제규모의대폭증가가갖는정책적모순과

한계를집중적으로부각시키면서오히려공적사회정책의필요성을지적한다. 재무부장관이

었던김용환은신민당의비판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한다.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8만5천원, 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하면 440원을

냅니다 ... 9만원은 880원... 그러나 (소득공제규모를 증가시킬 경우) 400원 800원이 무세가 되지만 실

제 50만원 80만원 100만원그단계에가서는삼사만원정도가공제가됩니다 ... 4차계획으로서저희

가 사회개발을 하나의 개발이념으로 지금 내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지출을 정부지출 면에서

증대시키는노력을지금하고있습니다 ... 금년까지는거의없던제도인이른바의료시혜예산만하더

라도 명년도에 127억6,100만원을 지금 투입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과세인원의 폭을 늘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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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정부지출정책을 가지고서 광범하게 보완을

하는것이 ... 지금월소득이너무적어서세금조차도그야말로안내는것이아니라내려고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비 의료비 넣어 보았댔자 혜

택이없습니다.“(1976년 제96회재무위원회회의록 17호, 김용환발언, 28-30)

공화당의경우는조세정책의소득재분배기능이지나치게강조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

면서다음과같이지적한다.

“이번 세제개혁안을 ... 개발지향형세제로 성격을 규정지을 것이냐 ... 복지지향적세제로 성격지음

으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냐? 또 아니면 개발과 복지후생의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세

제라할것같으면 ... 주개발종복지형세제냐선복지후개발세제냐하는데대한분명한성격구별이

있어야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 주개발 종복지의 주종관계만은 분명히 한 세제로서 이것을 심의통

과 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율은 전적으로 세제면에서 만이 완전 흡수소화

시켜야하느냐하는문제를제기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정책물가정책 임금노동정책 세제 등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이와 같은 정책을 복합적으로 조화시켜서 그 답을 구해야지 세법에서만이 이 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입니다.”(1976년 제96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16호, 공화당 이병옥 발언,

pp.7-8)

사실정부입장에서는 ‘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앞두고재정수요확보가중요했기때문

에 소득공제 확대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김용환은 소득공제액

을 1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 중 3.9%만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신민당은그동안기초생계비가급격하게증가해왔기때문에지출이수입

을초과하는적자가계에세금부담은있을수없다는점과부가가치세도입에따른최소한

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적공제액을 11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 공제

를 신설하여 총 12만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실제 개정안은 정부안과 신민당안

사이의타협으로소득공제액을월7만원에서월9만원으로인상하는것으로귀결된다.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논란은 국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특히 1977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다. 상공회의소·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업협회 등 경제4단체장은 세부

담의역진성을강조하고, 물가인상등경제교란요인이될수있다는점을들어부가가치세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여당인 공화당은 1978년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을연기할것을주장한다(강만수, 2005: 48-51). 신민당의 경우도제도준비의미흡을빌미로

시행연기를 주장한다. 또한 정부 내에서 조차 관료들 간에 물가인상 우려를 근거로 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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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연기하자는 입장도 강력히 존재했다. 세계은행과 개발연구원도 시행을 앞두고는 제도

시행에반대하는의견을제출한다(김정렴, 2006: 359-371; 김용환, 2006: 139-141).

하지만 제도 강행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세제로는 세입증대에 한계가 왔다고 주장하면

서, 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증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들어 제도강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한국의부가가치세도입은집권세력이자의적으로결정한사안이아니라다

이그난, 테이트, 샤우프 등 IMF, IBRD, UN 등국제기구의조세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것

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세제 근대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도 제도 강행의

근거로작용한다(강만수, 2005: 21-32; 재무부, 1990: 95-102).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6년 법이 통과된 후, 77년 여

름에곧시행된다. 이는정책결정적과정이매우폐쇄적인권위주의체제하에서최고의사결

정권자인대통령이제도시행을선택했기때문이다(김용환: 2006: 139-141).

<그림 3-1> 내국세중직접세와간접세의비중변화, 1961-198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1983: 84).

<그림 3-1>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전체내국세세수에서직접세와간접세

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간접세 비중이

60% 이상을차지한반면, 국세청신설이후 1960년대후반에는직접세비중이 50%이상으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다시 간접세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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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에는 간접세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직접세 비중은 40%에도 미

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70년대에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가 70년대에 매우 중

요한세수확보기능을맡고있었음을알수있다. 1970년대간접세비중의증가가직접세로

간주되던 영업세가 간접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준구, 2011)도 존재하지만, <그

림 3-1>은영업세를간접세로포함시켜시계열적변화를살펴본것으로서, 이 경우에도간

접세의비중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3)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와 소득공제의 규모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 1974년긴급조치 3호이후근로소득세면세점은지속적으로인

상되어왔다. 종합소득세제로의전환과인적공제제도의도입이후인적공제와근로소득공제,

상여금특별공제는거의매년인상조정된다. 게다가이러한근로소득공제와인적공제이외

에도 1976년에는 근로자 특별공제로서 보험료 공제가 도입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적

급여와 사회정책적 성격의 급여 및 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1977년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제도, 재형저축세액공제 제도

가도입시행된다. 이러한특별공제제도는이들활동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거나아니면이

들 비용지출이 비자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도입된다(배준호, 1997: 351). 게다가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과교육비부담이급증하는 상황이었기 때

문에국가는최소한이들비용의지출에대해소득세를경감해주는조치를취한다.

<표 3-1>는 1970년대에 도입·시행된 소득세 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 면세점 수준을 정

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1974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3인기준),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 면

세점이 연소득 66만 원(월소득 5만5천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근로소득면세점(1)).

여기에 기타 특별공제를 포함할 경우 근로소득 면세점(근로소득면세점(2))은 더욱 크게 증

가하여, 79년을 기준으로보면기본적인근로소득면세점에추가로연간 100만 원 정도가더

추가로공제되는것을알수있다.

<그림 3-2>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의 추이를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 가계소득 및 평균

가계소비지출 규모와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그 동

안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특히 1974년 이후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여 평균 가계소비

지출규모보다커지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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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점 규모를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 소비지출 규모와 비교해 보면, 근로

소득세 공제 규모가 1974년 이전에는 가계소비지출 규모에 크게 미달한 반면, 1974년 이후

공제 규모가 평균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능가하고, 70년대 후반에 이르면 평균 가계소득 규

모보다도 크다. 가계소비지출 대비 근로소득세 면세점 비율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율

이 0.5에도미치지못하다가, 1975년에는그비율이 1.14로증가하고, 1977년에는거의 1.5배

에 달한다. 또한 경제기획원이 1975년과 1978년 실시한 최저생계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최저생계비가 1975년에는 연261,000원, 1978년에는 연 1,260,000원이었던 반면(한국개

발연구원, 1983: 112, <표 3-34>),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75년 연 780,000원, 78년 연

1,600,000원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 수준이 75년에는 최저생계비의 거의 3배, 78년에는 약

1.3배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득세 부과에 있어 필요생계비의 보장이

라는원칙이관철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 1960년대소득세정책이세수확보라는목

표에만고정되어있었던데비해, 70년대 이후부터는소득세정책에서소득재분배및생계비

보장이라는사회정책적목표가중요하게고려되기시작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림 3-2> 근로소득세면세점추이, 1963-19837)

자료: 가계소비지출과 가계소득은 도시가계조사(각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배준호
(1997: 358-359) <표 6-3>에서인용.

7) 이 그림의 Y축은 로그스케일로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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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공제혜택 1970년 1971년 1974년

납세

의무자

전체

기초공제 연18만원 연18만원

배우자공제 연12만원

부양가족공제(3인기준) 연18만원
(1인당6만원)

장해자공제 연12만원
(1인당)

근로

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연12만원 연18만원

상여금특별공제 월정급여액의 100%, 최
고 연12만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비과세

세액공제제도

저축세액공제(국민저축조
합 대상)
주택자금세액공제(연소득
24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
자 대상)

면세점8)
근로소득면세점(1) 연12만원 연18만원 연66만원

근로소득면세점(2) 연78만원

<표 3-1> 1970년대소득공제제도의변천

출처: 한국조세연구원(1997)을 바탕으로작성.

8) 근로소득면세점(1)은 근로소득공제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3인기준) 등 인적공제액

을 합한 금액으로, 이는 5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세를 완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근로소득면세점(2)는 근로소득면세점(1)에 상여금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을 합한 금액으로, 이것은 해당 근로자만 혜택을 받는 공제 금액이라고 할 수 있

다. 가령, 78년의 경우 5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로 연15만원, 의료비로 24만원을 지출하

고, 상여금으로 연 52만원을 받았을 경우 연 근로소득 중 247만원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표의 근로소득면세점(2)에는 교육비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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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연24만원 연30만원

연18만원 연24만원 연30만원

연36만원
(1인당12만원)

연54만원
(1인당18만원)

연72만원
(1인당24만원)

연30만원 연36만원 연48만원 연54만원

월 정 급 여 액 의
400%, 최고 연36
만원

월정급여액의 400%,
최고 연 40만원

월정급여액의 400%,
최고 연 52만원

최고연12만원,
의료보험료는 전
액공제

최고연15만원, 공제
대상보험 확대, 의
료보험료는 전액공
제

최고연24만원, 공제
대상보험확대, 의료
보험료는 전액공제

근로자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상 연 24만원

근로학생공제(근로자 본인을 위한 입학금·수업료·공납금 공제)

근로자가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자녀교
육비보조금, 의료비보조금, 휴가수당 등)
월 3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주택상환사채의 이자, 교육보험료 월5만
원 이하, 의료보험 및 연금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 추가. 월 5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재형저축세액공제 추가

연108만원 연120만원 연156만원 연186만원

연162만원 연196만원 연247만원 연286만원

<표 3-1 계속> 1970년대소득공제제도의변천

출처: 한국조세연구원(1997)을 바탕으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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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소득공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부담 경

감과 공평 과세의 원칙을 고려한 조치로서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공제

규모를인상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한국조세연구원, 1997). 소득공제는응능부담의원칙

을 구현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것은 일차적으로 근로자

가 소득을 버는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존재여부, 그리고 이들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개인별 담세능력에

차이가나기때문에이를고려하여인적공제제도가존재한다. 마지막으로인플레이션은명

목소득을증가시킴으로써과세구간, 소득공제조항에영향을미쳐평균실효세율을크게증

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소득구간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배준호, 1997).

하지만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소득공제제도는 근로

자의소득을보장하는여러수단들중하나일뿐유일한수단은아니다. 그러므로근로자의

생계비나 필요경비 등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소득세 경감 조치가 아니라 공적이전

지출을통해보장해줄수도있다. 즉조세부담수준이높더라도국가의공적이전규모가크

다면순조세부담수준은낮을수있는것이다(한승수, 1982).

실제로 서구 선진국의 복지국가들은 근로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과세대상

에서 배제시키는 대신,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들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북유

럽의보편주의적복지국가의경우에는관대한사회보장제도가존재하는반면, 조세부담수준

이매우높고, 인적공제등사회정책적성격의소득공제혜택이거의없기때문에최하층을

제외한대부분의소득계층이과세를한다(권혁진·신우진, 2010).

반면, 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 내내근로자의복지향상과생계비보장, 그리고 국민생활

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득공제 수준을 대폭 증가시켜 왔으며, 그 수준이 70년대 후반에

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보다도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된다. 그 결과 소득세 과세자 비율

은 실질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여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제외되어, 근로자계층의상위 3-5%가근로소득세의절반가량을부담하게된

다. 이로인해국민개세주의라는조세행정상의원칙이무의미해지고소득세제도의존립근

거자체가매우모호해지는결과가초래된다(이진순, 1991: 204; 이진순, 1990).

이것은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방식이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표

3-2>은 한국이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한 1974년을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공제의 규모를 국

가별로비교한것이다. 이표는서구선진국들과일본및한국의 4인가구면세점및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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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4인 가구
면세점(A)

1인당 GDP(B) A/B

이태리 701,568 1,989,560 35.3

미국 1,200,000 2,778,720 43.2

영국 868,474 1,981,480 43.8

서독 941,678 2,128,640 44.2

일본 978,696 1,787,840 54.7

캐나다 1,380,000 2,500,760 55.2

한국 600,000 423,640 141.6

GDP 규모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소득공제 규모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보여준다. 이표를 통해알 수있듯이, 선진국들의경우인적공제의 규모가

1인당 GDP의 40%에서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소득공제 규

모가매우컸음을보여준다.

<표 3-2> 소득공제의국제비교(1974년기준) 단위: 원, %

자료: 1974년제90회재무위원회회의록 8호 p.21 참조. 한국은필자계산. 1인당 GDP는
SourceOECD 참조.

그러면다음으로실제로이러한소득공제혜택의규모가어느정도였는지, 그것이소득계

층별로 어떻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공제의 감면 효과를 파악

하기위해서는조세감면관련자료를활용하거나또는소득세한계세율과소득분포, 소득공

제규모, 가구의인적상황등을고려하여 ‘대표가계접근법’(Typical Household Approach)을

이용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Bird and De Wulf, 1973: 646-647; 한승수, 1982: 47).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나감면관련자료가불충분하여연도별과세베이스의변동

폭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배준호, 1997 360). 게다가 70년대의 소득분포에 관한 자료도 충분

치 않아 소득분포 자료를 활용한 소득공제의 감면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

한다(구인회 2006; 한승수 1982).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

시근로자가계의근로소득에국한하여소득공제의감세효과가어느정도였는지 ‘대표가계접

근’ 방법을응용하여구해보고자한다.9)

9) 대표가계접근법은 개발도상국의 조세귀착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소득분포나 소비패턴 등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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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결정
세액

실효
세율

명목
세액

명목
세율

세금
감면

소득
공제
율

1인당
연간
세금혜택

하위
1분위

55,937.0 52,567.0 0.0 0.0 4,526.3 8.1 4,526.3 8.1 10,863.1

2분위 88,397.0 83,751.0 0.0 0.0 7,746.8 8.8 7,746.8 8.8 18,592.3

3분위 108,327.0 100,056.0 0.0 0.0 9,667.3 8.9 9,667.3 8.9 23,201.5

4분위 127,035.0 115,392.0 0.0 0.0 11,778.5 9.3 11,778.5 9.3 28,268.4

5분위 146,534.0 134,702.0 376.2 0.3 14,110.8 9.6 13,734.6 9.4 32,963.1

6분위 165,821.0 148,955.0 1,516.4 0.9 16,223.9 9.8 14,707.5 8.9 35,298.0

7분위 191,232.0 171,962.0 3,357.0 1.8 19,835.9 10.4 16,478.9 8.6 39,549.5

8분위 221,747.0 195,923.0 5,592.3 2.5 23,954.4 10.8 18,362.1 8.3 44,069.0

9분위 268,624.0 236,268.0 9,752.2 3.6 31,616.7 11.8 21,864.6 8.1 52,474.9

10분위 413,458.0 357,445.0 27,440.1 6.6 60,611.5 14.7 33,171.4 8.0 79,611.2

평균 178,711.2 159,702.1 4,803.4 1.6 20,007.2 10.2 15,203.8 8.6 36,489.1

<표 3-3> 1979년도시가계의소득세부담및경감규모 단위: 원, %, 월소득기준

자료: 소득자료는도시가계조사참조. 세금감면규모는필자계산.

<표 3-3>은 1979년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의 규모를 소득분위별로

파악한 것이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가구단위로 계산한다. 한국의 근로

소득세제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한다. 반면 소득분포나 세제혜택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

로 가구를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구당 근로소득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실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규

모와 소득종류, 가족크기, 소비패턴 등을 기준으로 몇몇 대표가계를 설정하고, 이들에 소득세나 간

접세 등 조세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조세귀착(tax incidence)을 파악한다(Bird and De Wulf, 1973:

646). 한국의 경우는 도시가계조사나 농가경제조사 등 소득분포자료를 활용하여 10분위 소득계층

별 대표가계를 설정하여 조세귀착을 파악해 왔다(한승수, 1982: 45-49). 이 논문은 한승수(1982)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단, 이 논문은 한승수의 연구와 달리 도시근로자 가계의 근로소

득에 국한해서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의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구규모는 5인 가구로 가정

하였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경제활동인구수는 대체로 1.5명 전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가구당 경제활동인구를 2명으로 전제하고, 가구주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소득을 비가구주 1인의 근로소득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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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구주 근로소득과 비가구주 근로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 부담을 파악한 후 합산

을해야가구당전체근로소득세부담규모를파악할수있다. 그런데 <표 3-3>을통해알

수 있듯이 비가구주 평균 근로소득의 규모(가구근로소득-가구주근로소득)가 대체로 기초공

제와근로소득공제규모를넘지않는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실효세율을계

산할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가구주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효세율을 전

체 가구소득 대비 가구주 근로소득의 소득세 부담 비중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명목세율의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전체 가구소득에서 가구주

와비가구주가각각부담하는소득세를합한금액의비중으로계산하였다.

이표를보면근로소득세면세점의인상으로소득분위 4분위계층까지소득세를완전히

면제받으며, 세금감면의규모는 1분위계층의경우약 5천원, 4분위계층의경우는약 1만1

천원정도인것을알수있다. 또한소득세를부담하는 5분위와 6분위계층의경우에도부

담수준은 1%에도미치지못하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가구소득이증가함에따라세금

감면의규모도같이증가하여, 10분위 계층의경우세금감면혜택이약 3만3천원에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금감면의 규모는 당시 공적 이전지출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더

욱극적이다. 4장의 <표 4-5>를보면, 1979년 기준인구1인당연간사회보장비규모가약 1

만1천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표가계접근법으로 계산한 1인당 연간 세금혜택

규모는 평균이 약 3만6천 원으로 이것은 사회보장비 규모의 3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도 하위 1분위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세금감면 규모가 사회보장비 규

모를 능가하고 있으며, 10분위 계층의 경우는 그 규모가 거의 8배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도시가계에 국한된 것이라 직접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

은 당시 소득세 감면조치가 사실상 공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대체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그런데여기서더욱중요한사실은 1970년대내내소득공제혜택이증가한결과, 저소득

층보다는 중간층과 고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제시하지않았지만 1972년을기준으로동일한방식으로소득세감면규모를계산할경우, 최

하소득층은 72년과 79년 사이에 소득공제율이 1%도 채 증가하지 않은 반면, 최고소득층의

경우 동일 기간에 소득공제율이 4% 정도 증가한다. 이는 소득공제가 명목적으로는 저소득

층의 세부담 경감 등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취해진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매우 역설적이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소득공제의 특성상 소득세한계세율 구조가 누진적일수록 소득공제혜택은 더욱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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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소득공제로인한소득세감면의규모를도시근로자가계를기준으로살펴보았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가구나 농업종사자 가구의 경우 소득세 부담 수준이 도시

근로자가계의부담수준보다낮다는점을고려할때, 도시근로자가계를기준으로한소득

세 부담 수준 및 소득공제에 대한 연구는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과세

포착률은 대체로 근로자에 비해 낮으며, 또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격차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현진권·나성린, 1996). 또한

농업종사자 가구의 경우에는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비

과세조치가취해졌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한국조세연구원, 1997). 그러므로한국에서는

낮은 조세부담이라는 특징이 도시근로자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가구나 농업종사자 가구

에도확대적용될수있다고보아도무방하다.

정리해보면, 1970년대 소득공제제도의 변화와 공제혜택의 급증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조

세정책이 일종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70년대의

소득세 정책은 여전히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개발지원세제의 성격이 우위에 있었고,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형평부담의 이상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기때문에, 사실공제혜택의규모가충분했다고할수는없다(나성린, 1997). 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사회정책

의기능을매우적극적으로떠맡게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유신정권하에서정책결정과정은행정부그리고특히청와대에집중되어있었기때문에

야당은물론이고여당조차도정책결정과정에서배제되어있었다(한배호, 1994). 특히예산계

획에 대한 권한을 경제기획원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 사회지출의 확대 등 국가의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정당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축소되어 있었다(강신택, 2000). 하지

만 조세정책의측면에서는유신이라는권위주의 국가조차국회라는 심의의결기구를완전

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행정부의 과세행위에 대한

통제를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한국의 경우는 74년도의 대폭적인 소득세 감면조치가 이후 야당이 이를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활용할수있는선례를제공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정책결정과정에서철저히배제되어있던야당은공적사회보장정책의도입등

실현가능성이낮은정치적이슈들보다는국회라는 공간을활용하여 개입할 여지가 훨씬 많

은 소득세 공제규모의 확대 등을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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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야당의 법안 발의 등 적극적인 대응은 정부와의 타협과정을 거쳐

야만 했지만 결과적으로보면야당은소기의성과를거두어왔다. 반면, 공적 사회보장에대

한 요구는 제도권 밖의 운동정치에서만 언급되는 매우 주변적인 이슈가 되어 버린다(허은,

2010).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당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소득세 감면

에소극적일수만은없었으며, 물가인상에따른현상유지차원에서라도소득공제에대한인

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없었다.10) 그리고소득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매우중요하긴 했지

만, 소득세 감면조치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민간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저축 중심의 내자동원 극대화 전략 하에서 정책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

응할여지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거의 유일하게 사회정책적 기능을

떠맡게되고, 소득공제규모가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결과, 의도와는달리소득공제의혜

택은매우역진적으로배분되는결과가초래된다. 소득공제의증대조치는항상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

래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제도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 논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별다른 대안이 없고

정치과정 자체가 매우 축소되어있는 상황에서기댈것이라고는소득세감면조치밖에없었

다고평가할수있다.

3절 내자동원 극대화와 사회정책의 도입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유보

한국 사회정책 발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정책의 도입이 대부분

1960-70년대 권위주의시기에 관료주도로 이루어진 한편, 그것이 대부분 최소한의 재정지원

을바탕으로한매우형식적인수준에머물렀다는점일것이다.

우선 그 동안의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정책의 기본 틀은 모두 1960년대

초반에 형성된다.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공무원연금법(1960), 군사원호보상법(1961), 군

10) 당시에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추곡수매가 인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관심

사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세 감면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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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생활보호법(1961), 윤락행위금지법(1961), 아동복

리법(1961), 재해구호법(196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등 무려 12개

에이르는사회보장관련법률이제정된다(이혜경, 2006). 이러한 것들은대부분 5·16쿠데타

이후 ‘최고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들로서쿠데타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을확보하기 위해 취

한조치로평가받는다.

또한 1970년대는현대사회보장제도의핵심적인두축이라고할수있는연금제도와의

료보험제도가도입되었다는점에서각별한중요성을갖는다. 의료보장과소득보장은복지국

가를 구성하는가장핵심적인요소들이라고할수 있는데(조영재, 2008: 65), 소득보장을대

표하는 것이 공적 연금제도라면, 의료보장을 대표하는 것이 공적 의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제도들이 모두 유신체제 하에서, 그리고 별다른 사회적 투쟁

과요구가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 관료들의주도하에도입된다(김영범, 2002; Kwon, 1999;

정무권, 1993; 정무권, 1996; 양재진, 2007; 양재진, 2008).

반면, 사회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지출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

며,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조세감

면과소득공제제도등으로인해국가의재정규모자체가크지않았고, 대부분의예산이주

로 경제개발이나 국방비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공적 사회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재정자원이부족했기때문이다(연하청, 1987; 곽태원, 1991). 그러므로사회정책이정치

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대부분은 정치적 제스처 이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는 사회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재정지출보다는 정신개혁

을사회정책의중요한수단으로활용하는모습을보인다(허은, 2010).

그런데 1970년대의사회정책도입과관련하여특히주목해야하는사실은국민복지연금

제도의 경우 도입과 함께 그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연기방식에 있어서도

1973년국회에서법이통과된후, 1974년긴급조치 3호를통해행정명령형태로급작스럽게

취소된다. 그렇다면왜국민복지연금제도는도입과동시에시행이연기되었을까?

우선, 1973년에도입된국민복지연금제도는많은연구자들이지적한바와같이애초부터

내자동원이라는목표와매우밀접하게관련된것이었다(양재진, 2007).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의전망을체계적으로제시한 73년의 ‘장기전망’ 문서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도입 목적으로,

첫째, 노령, 장해및사망등장기적위험으로인한생활의불안과위협을제거함으로써복

지사회를 구현하고, 둘째, 이를 통해 국민연대의식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축적된 자금을

사회복지시설에 환원투자하거나 생산적 투자에 투입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국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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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과 투자재원의 조달이라는 경제

정책적성격이밀접하게연관된것이었다(경제기획원, 1973: 87).

하지만 ‘장기전망’ 문서의 목적 자체가 어디까지나 내자동원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조치들을밝히는것이었기때문에사회정책적목적은부차적인것에불과하였다. 즉

내자동원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사회보장적 목적도 충족시킬수 있다는정도에국한된것이

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정책관료들도 굳이 숨기려 들지 않았으며(양재진, 2008), 사실

국민복지연금제도가당시의사회적문제와밀접하게관련되었다고볼근거도별로없다. 국

민복지연금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김종인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제가 73년당시보건사회부에서 ... 복지연금을하겠다고해서깜짝놀랐습니다. 당시의보건사회

부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컸으면 현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보장제도

에서부터개입을해야지먼나라에서나볼수있는노령시대에관한내용을추진하느냐, 이것은순서

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사

람들이었습니다.”(기초자료 DB, 김종인 ‘국민복지연금제도입법과시행유보’ 녹취록)

그런데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이러한 내자동원의 목적으로 인해 그것이 사실상 강제저축

에불과한것아니냐는비판에직면하게된다. 국민복지연금제도는사회적차원에서는대체

로 연금료 갹출로 인해 7% 정도 세금이 인상되는 정도로만 인식되었을 뿐, 연금제도의 도

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전무했다(양재진, 2008: 116-9). 그러므

로 1974년긴급조치 3호를통해대폭적인소득세감면조치가취해지는상황에서, 단순히세

금인상으로 비춰지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김도균, 2012:

181). 또한앞에서도언급했듯이 74년에북한이소득세를폐지하고이를체제경쟁차원에서

활용하는데, 증세 혹은 강제저축으로 인식되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정치적으

로매우부담스러웠을것이다(양재진, 2007).

그러므로 국민복지연금제도는강제저축이라는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했기때문에시

행이 유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다른 수단

들에 비해 내자조달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고려도 제도 시행을 유보하는 중요한 근

거가 된다(김영범, 2002). 이 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당시에는 내자동원이 가장

핵심적인정책적관심사였으며, 만약에다른뚜렷한대안적인자금조달방법이없었다면국

민복지연금제도는 강제저축이라는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

만 연금을 통한 재원조달외에도당시에는 민간저축의 장려와 정책금융을 통한저축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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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중요한수단으로추진되고있었다. 이것은당시경제기획원에있었던이형구의증언을

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만약 연기금이 중화학공업의 재원마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기

업이나 여론의 반대에 상관없이 밀어 붙였을 것입니다. 기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우려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른 대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기초자료

DB, 이형구 ‘국민복지연금제도초기형성관련’ 녹취록(양재진, 2008: 118에서재인용))

사실 1974년국민복지연금제도의시행유보는한국사회정책역사에서중요한에피소드

로다루어져왔다. 하지만대부분의연구들은제도시행의유보를사회정책이라는고립된영

역에서만파악해왔다는점에서한계를지닌다. 반면, 자본동원의관점에서보면, 국민복지연

금제도의 무기한시행유보는 ‘긴급조치3호’를 매개로 해서 대폭적인 소득세 감면조치 및 가

계저축증대조치들과동시에취해졌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함의를지닌다. 이것은한국에

서사회정책이국가의자본동원전략, 즉저축동원및조세정책과같은내자동원전략과얼마

나긴밀하게엮여있었는가를보여주는매우중요한사례라고할수있다. 또한국민복지연

금제도의 시행유보는한국에서는강제저축조차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게 실행할 수없었

다는사실을보여준다(김도균, 2012: 181-182).

2)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국민복지연금제도가 급작스럽게 시행이 유보된 반면, 의료보험제도는 제도의 도입과 함

께곧바로시행에들어간다. 사실 70년대초중반까지만해도복지관료와경제관료들은모두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만을 준비해 왔을 뿐,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조영재, 2008; 77-78). 그런데 결과는 이러한 정책관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의료

보험제도는제도의도입과함께곧바로시행된반면, 국민복지연금제도는그시행이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제도는 어떠한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순조

롭게제도가시행될수있었을까?

한국의 공적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측면보다는 의료나 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

로큰비중을차지하여왔다. 그리고지금까지의연구들은이러한특징을대체로노동력재

생산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설명해왔다(Haggard and Kaufman, 2008; Holliday, 2000; D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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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즉수출주도산업화를추진하기위해서는가격경쟁력차원에서저임금정책이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교육받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교육과 의료

에대한국가지원은바로이러한양질의노동력을싼값에재생산하기위해요구되는정책

들이었다는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설명에 더해 내자동원 극대화 전략 및 가계저축 증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가계저축 목표를 실현하기위하여가계의가처분소득의증대와아울러인구

증가의 억제, 교육제도의 개선, 저렴한 보건의료제도의 확립 및 의료보험제의 실시 등으로

가계비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의 저축여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중요한

이유중의하나였다는것이다(내자동원실무계획반·재정실무계획반, 1976: 31).

1970년대 초반 한국의 가계저축은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기타 신흥공업국 등에 비

해서도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가계저축수준이

왜낮으며, 어떻게하면가계저축을증대시킬수있는가가상당히중요한관심사중의하나

였다(재무부, 1974: 재정금융30년사편찬위원회, 1978: 209-214;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4).

그런데 우리는 낮은가계저축율의 원인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이 1970년대 전반과후반에

걸쳐중요한변화를겪는다는것을정부문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

우선, 73년의 ‘장기전망’ 문서는가계저축이낮은이유를주로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인

한 인플레심리의 만연, 관혼상제비 등 비합리적 가계비지출이나 교육비 지출 과다, 소비재

중심의 산업구조 등을 언급하고 있다(경제기획원, 1973: 16).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는 증권

시장이나 보험·신탁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미발달, 농촌 금융기관의 부재 등도 가계저축이

낮은이유중의하나로지적된다(남덕우, 1973).11) 그러므로가계저축증대를위해, 첫째, 소

비합리화를 통해 과도한 교육비 및 관혼상제비 등을 절감하고, 둘째, 사치성소비재 수입을

규제하고 세제를 통해 소비를 억제하며, 셋째, 기업공개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 보험·신탁·

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근대화하고, 넷째,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소비재

중심산업구조를재편하며, 마지막으로경제안정정책을통해물가상승을억제함으로써저축

에대한가치를보전하는방안이제시된다(경제기획원, 1973: 92-93).

하지만 76년 ‘내자동원부문계획’ 문서에서는이러한요인외에도추가적으로높은인구

증가율로인한과도한부양인구가가계의잠재적저축여력을감소시켜왔으며, 높은교육비

와 의료비 부담 또한 가계의 저축여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내자동원실무계획

11) 낮은 가계저축률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재무행정5년사”에도 유사하게 지적된다. 여기에

서는 종합적인 국내저축 증대시책의 불충분, 장기적인 인플레심리의 지배, 비합리적인 가계지출

및 사치성 소비지출을 중요하게 지적한다(재무부, 197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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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정실무계획반, 1976: 4-12).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전 문서에서는 가계지출의 과다가

주로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지출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반면, 76년 문서에서는 소득의

계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가계의교육비·의료비·주거비등에해당하는가계비부담이소

득에비해과중했다는점을지적한다는점에서중요한차이가존재한다. 그러므로정책대응

의 차원에서도 이전과 달리 가계의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는데, 의료보험제도 도입도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내

자동원실무계획반·재정실무계획반, 1976: 31).

이러한 지적은 75년까지만 해도 보사부 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경제관료들의경우에도경제개발과내자동원의우선성을들어국민복지연금제도

의 도입은 찬성하지만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반대했다는 점, 하지만 이러한 관료사회내의

반대와 준비부족에도 불구하고 76년에 제도가 전격 도입 시행되었다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조영재, 2008: 77-78; 김정렴, 2006: 374-375). 즉 의료보험제도가 내자동원측면

에서 갖는 중요성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경제정책과의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이과연경제관료들의반대를극복하고도입되었을까하는질문을제기해볼수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경제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합방식으로 계획되었다

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이두호, 1992). 제도 도입과관련하여대통령이라는최고결정권

자와 보사부장관은 이러한 사회정책의 도입이 경제개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가

장중요한전제조건으로지적하는데, 이것은곧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해야한다는것을

의미했다. 따라서이전의의료보험법이사업비전액을국고부담으로할것을명시하였던반

면, 76년에 개정된 의료보험법은 사업비의 일부만을 국고부담으로 하는 것을 제도 시행의

중요한전제조건으로한다(1976년제96회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16호, pp. 10-11).12)

한국 사회정책 발달사에서 197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권위주의국가가추진한사회개발의목적과성격, 경제개발과사회개발의연관성등에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사회집단의 강력한 요구와 압박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관료들의주도로정책이도입되고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 관료들의정책의지와

정책목표가과연무엇이었는지충분히설명하지못한다.

이글은이와관련 1970년대국민복지연금제도와의료보험제도의도입과시행, 시행유보

12) 가령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그것이 영국의 NHS방식과는 다른 재정방식을 채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중립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사회보험의 시

행에 있어서 국고부담의 증대를 막는 게 일차적인 과제였음을 보여준다(이혜경, 199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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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모두내자동원극대화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을지적한다. 1970년대에는경제정책

과 사회정책 같은 공공정책이 모두 중화학공업화와 내자동원 극대화라는 맥락에서 규정된

다. 따라서 내자동원 극대화와 관련이 없거나 혹은 경제개발 이외의 분야에서 지출을 초래

하는정책들은실행되기가매우어려웠다.

하지만 이렇게 내자동원 극대화라는 맥락에서 도입된 사회정책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나불평등의 완화와 같은 사회정책본래의목적을 충족시키는데에는 어려움이존재한

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 저축증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혜대상 또한 대

체로경제적여력이되는중산층과고소득층에집중되기때문이다(이혜경, 1993: 75-76).

게다가제도를실행할경우에는재정지출의최소화를위해 ‘수익자부담원칙’과 ‘선별적

지원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우선 사회보험제도의 비용부담 방식에 있어서 한국은 국가

와 사용자, 피용자간의 3자 부담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피용자가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

하는 2자 부담 방식을 취한다. 서구 유럽과 같은 3자 부담 방식의 사회보험제도는 개인의

자조원칙과사회적연대, 그리고국가의책임이라는세가지차원을결합시킴으로써개인주

의와 집합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조화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과 같이 2자

부담방식을취할경우그것은국가의책임과사회적연대보다는개인적자조와수익자부

담원칙만을강조하게된다(이혜경 1993: 66-67).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시행 초기에 사무직근로자와 대

규모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먼저시작하고이후에 점차소규모사업장노동자, 농어민, 도

시자영업자 순으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서구의 사회보험제도가 대체로 빈곤층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여 점차 중간계급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송호근, 1999: 257). 이것은 국가가 사회보험을 내자동

원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고려함에 따라, 재정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경제계층부터 제도를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13) 그 결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제도에서 체

계적으로배제시키는매우강한역진성을지니게된다.

4절 저축동원과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

13)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비조직부문의 경우 소득파악과 적정보험료율 산정이 어렵고, 징수가 어렵

다는 행정편의적 요인도 중요한 이유로 제기된다(연하청 외, 199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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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억압과 저축동원의 딜레마

저축은 기본적으로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점에서 저축

의 증대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거나 소비지출을 줄일 때 가능하다. 가처분소득은 일차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의 조세부담 등 비소비지출을 줄임으로

써 증가시킬 수도 있다. 소비의 측면에서는 소비합리화나 소비억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지출을줄임으로써저축을증대시킬수있다. 그런데무엇보다도자발성에근거한민간저축

의 경우는 실질금리의 보장이나 저축보조금 등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경우사실상저축증대를기대하기어렵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국가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을 억압하고 자본축적을

장려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실질금리의 보장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실질적인 고금리의

보장은 민간의 유휴자금을 금융저축으로 끌어들이는데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금

리정책은 금융자산보유자를 이롭게 할 뿐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저하시키고 산업자본축적

에역기능을가져온다(한국경제연구원, 1985). 그러므로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는오히

려 금융을 억압하여 의도적으로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경제가 고도성

장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물가상승을 반

영하지못할경우실질금리는마이너스로떨어지게된다.

한국이 저축동원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기본적인 딜레마가 이러한 고금리

정책과 저금리정책간의 모순이다. 74년부터 78년까지 재무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70년대 내

내 경제관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김용환은 이러한 투자정책과 금리정책 사이의

딜레마가 당시경제관료들이 해결해야했던 가장 핵심적인난제중의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김용환 2006: 241-7).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고금리정책을 추진했던 시기

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희생해왔으며, 경제성장을 위

해금융을억압하고재벌들에게막대한금융적특혜를제공해왔다.

<그림 3-3>은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정기예금금리와 실질금리, 그리고 가계저

축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1965년 금

리현실화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5%에서 30%로 두 배 증가한 후, 1972년 8·3조치를

전후로하여지속적으로낮게유지되어왔음을보여준다. 또한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질금

리를기준으로할경우에, 80년대 이전에실질금리가양의값을갖는것은 1965년금리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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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치이후부터 1972년 8·3조치까지에국한되며, 그 나머지시기에는거의대부분마이너

스금리를유지해왔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3-3> 정기예금금리와가계저축율

출처: 정기예금금리는한국은행(각년도) “예금은행예금이율” 항목참조.
실질금리는 GNP Deflator를통해필자계산. 가계저축률은 <그림 3-5>와동일.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금융저축을 증대하기

위한방안으로실시된금리현실화조치는 1970년대 초반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 한국기업

의재무구조는대체로자기자본의비중이매우낮은반면, 금융기관융자와외국차관등타

인자본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았다. 게다가시중은행의단기성자금이나사채시장의고리

사채등을이용해장기시설자금에충당하는경우도비일비재하였다(김정렴, 2006: 310; 김상

조, 1991). 그러므로 1960년대중후반의고금리정책은기업들의금융비용을급격히증가시키

게 된다. 여기에 더해 1970년대 초반 세계적인 불황이 전개되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

의금융부담이급격히증가하고기업투자를심각하게위축시키게된다.

1972년의 8·3조치는 이러한 상황에서재무구조가취약한 기업들을 지원하고한국경제의

불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사채의 조정,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금리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8·3조치는 일반적으로 사채동결조치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

실 그것은 사채조정을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조정 외에도 기업재무구조 개선, 금리인하정책

으로의 전환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재무부, 1978).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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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70년대 초반의 경기불황과 기업도산이 구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와높은금융부담에있다고보았기때문에, 기업공개를통해자기자본비율을높이고금리인

하를통해금융부담을낮추고자한다(김용환, 2006: 81-110; 김정렴, 2006).

여하튼이러한 8·3조치로인해 65년금리현실화조치이후지속되어온고금리정책도저

금리정책으로전환하게된다. 하지만이러한저금리정책으로의전환은 70년대의저축동원전

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은 197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

화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본을 내자를 중심으로 조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내자

중에서도 정부저축보다는 가계저축 등의 민간저축을 핵심적인 조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그런데 금리정책이 저금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축증대에 필수적인 실질금리의

보장이란정책수단을활용할수없게된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저축증대를 위해 금리정책이 아닌 대안적인 저축유인

수단들과저축증대방안을모색해야했으며, 경제관료들도한국의경우저축증대는기본적으

로 금리유인보다 다른 유인들이 더 적합하고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용환, 2006:

241-245). 저축을촉진하는방법으로는금리정책외에도보조금지급이나세제혜택등의경

제적유인이있을수있다. 또한물가인상을억제하는것도실질금리를인상시키는것과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 72년 8·3조치 이후 저축증대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도 대부분 이러한

것들로서 특히 물가인상의 억제나 소비합리화,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제공 등이 중요한

방법으로제시된다.

하지만저축증대를위한이러한다양한조치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실질금리가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저축의 자발적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표

3-4>는 1970년대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저축율 추이를 민간저축율, 정부저축율, 해외저축율

로구분하여살펴본것이다. 이표는한국의경우일본이나대만에비해민간저축율이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해외저축율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 한국이 월등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저축율의 경우는 일본보다는 높지만 대만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던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저축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70년대에 민간저축을 활용한 내자동원을 매우 중요한 정부시책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은민간저축을활용한저축동원에그다지성공적이지못했다고평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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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민간저축률 정부저축률 해외저축률

한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대만

1972 12.1 31.2 25.7 3.6 6.4 6.4 5.2 -2.3 -6.3

1973 19.4 31.1 28.4 4.1 7.2 6.2 3.8 0 -5.3

1974 18.2 29.8 23.3 2.3 6.7 8.4 12.4 0.9 7.8

1975 14.6 28.9 19.8 4 3.7 7.1 10.4 0.1 3.9

1976 16.9 29.8 24.2 6.2 2.5 8.3 2.4 -0.7 -1.6

1977 19.5 29.6 25.4 5.6 2.8 7.6 0.6 -1.6 -4.6

1978 19.9 30.7 26.4 6.5 1.9 8.8 3.3 -1.8 -6.8

1979 19.4 29.1 24.8 7.2 3 9.8 7.6 0.8 -0.9

1980 16 28.3 25.7 5.6 3.4 7.6 9.8 0.9 1.5

<표 3-4> 한국·일본·대만의저축률비교

출처: 재무부(1982: 87) <표 2-18> 참조

하지만 <그림 3-3>을보면알수있듯이 72년이후실질금리가마이너스였음에도불구

하고가계저축은지속적으로증가한다. 이는실질금리가마이너스임에도불구하고정책당국

의 지속적인 저축증대노력으로 가계저축이 증가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관료들의

입장에서 일본과 대만은 저축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에성공한 사례로 인식되고있었기때문

에, 가계저축의 증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남덕우, 1973).

그러므로 1970년대 들어 금리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근로자재산형성

저축제도’를 도입하는등저축장려금지급을통한매우적극적인저축우대조치를취하게된

다. 이러한적극적인저축우대조치의실행은대만보다앞서고세계적으로도매우빠른것으

로서, 마이너스실질금리라는상황이역설적이게도가계저축을사회정책적차원에서접근하

게하는계기를마련하게된다.

2)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과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

유신정신은 곧 경제성장이고 경제성장은 내자동원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가계저축 증대

는유신정권의명운을좌우하는매우핵심적인정책과제로부상한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

하고 중화학공업화 실시 후 1975년까지 국내저축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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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본적으로 73년 석유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됨과 동시에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질금리가 72-75년간 연평균

-8%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저축성예금의 증가율도 28% 수준으로 둔화된다. 그 결과 73년

국내저축률이 22.1%까지 제고되고 투자재원조달의 자립도가 85% 수준까지 향상되었던 반

면, 73년석유위기이후 75년국내저축률은 18.0%로하락한다(내자동원실무계획반·재정실무

계획반, 1976).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76년 가계저축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다. 우선 1976년을 ‘총력저축의해’로 규정하고저축추진본부를설치하여저축장려운동을전

개한다. <그림 3-4>은 1976년을 맞아 대통령 박정희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 휘호를

쓴것으로서당시저축운동이국가적차원에서매우중요한사안이었음을보여준다.

<그림 3-4> ‘총력저축의해’를알리는 1976년박정희대통령의휘호

출처: 매일경제 1976년 2월 12일(김도균, 2012: 179에서재인용)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가계저축 증대를 위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저

축제도’가 도입되어 저축장려를 위해 저축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976년

에 도입된 재형저축 제도는 근로자의 저축에 대해 금융 및 세제 면에서 특별히 우대하고,

게다가 한국 저축운동 사상 최초로 법정저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

원하는실질적인조치들을취한다. 또한근로자재형제도에가입할수없는농어민을위해서

‘농어가목돈저축’ 제도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기했으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1978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월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금에 대해서도 실시

하는상여금재형저축제도를도입한다(한국응용통계연구소, 1976; 한국은행, 1978).



3장 중화학공업화 전략과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 103

년도 구좌수 계약고
수입부금
(A)

예금은행
저축성예금(B)

A/B
법정
장려금

1977 1,225 5,033 1,090 35,882 3.04

1978 1,798 7,045 2,278 51,320 4.44 4.4

1979 2,292 11,305 3,045 65,314 4.66 131.1

1980 2,231 14,811 4,432 85,770 5.17 167.9

1981 2,188 21,885 6,361 114,998 5.53 321.8

1982 2,548 36,708 11,075 136,597 8.11 568.7

1983 2,744 44,640 16,691 156,727 10.65 743.4

1984 2,713 47,520 20,282 173,066 11.72 1,185.7

1985 3,176 62,441 22,690 202,462 11.21 2,170.4

1986 3,545 76,456 29,812 245,911 12.12 1,983.8

1987 3,987 93,186 37,528 297,001 12.64 2,658.2

1988 3,870 98,812 38,610 365,150 10.57

1989 2,696 101,382 45,002 437,782 10.28

1990 3,330 97,385 47,797 524,337 9.12

1991 2,514 80,057 41,057 608,884 6.74

1992 1,906 65,283 34,743 707,273 4.91

아래 <표 3-5>는 재형저축이 실시 초기부터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후

가계저축 증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76년 말 제도 시행 1년이 채 안

되어서계약고 2,328억원, 수신부금 271억 원에가입인원도 802,000명에 달했으며(한국은행,

1978), 그 이후에도 급속히 증가하여 1980년대 초에는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상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정장려금의 지급 규모도 거의 매년

급격히증가한다.

<표 3-5>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제도의규모 단위: 천좌, 억 원

자료: 재무부재정금융통계(각호) “예금동향”, “근로자재산형성저축” 항목참조.
법정장려금은대한민국정부(1987: 136) 참조.

재형저축외에도정책당국은저축증대를위한저축세액공제제도나보험료공제제도, 그리

고 주택자금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상의

조치를마련한다(내자동원실무계획반·재정실무계획반, 1976: 11; 재무부, 1978: 286-287).

1974년에 도입된 저축세액공제는 국민저축조합 저축을 하는 경우 그 저축금액의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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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국민저축조합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공무원,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의 봉급적금에 대

해서는적금예금액의 5%를저축세액공제받을수있는조치가취해진다. 그리고주택자금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자기주택이 없는 근로소득자(연간 근로소득이 24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자기주택마련을 위해주택은행에주택금액을 불입할 경우불입금의 5%, 융자

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금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한국은행,

1975).

1976년에는 저축하는 근로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보험료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월정급

여액이 30만 원 이하인근로자가의료보험에가입하고지급하는의료보험료는전액을, 생명

보험·손해보험 등의 인보험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하는 보

험료는연 12만원으로하여급여액에서공제해준다. 그리고이러한보험료공제제도는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도 확대되고, 보험료 공제수준도 79년에는 연간

24만원까지증가하게된다(한국은행, 1978).

<표 3-6>은 그 동안 한국이 산업화시기에 주로 어떤 저축우대조치들을 이용해 저축증

대를추구해왔는지를보여준다. 저축증대조치들을금리, 세제, 융자, 장려금, 강제저축등으

로구분해서살펴볼때, 60년대까지의저축증대조치들은대체로강제저축이나복금부정기예

금 등 행정력을 이용하거나 사행심을 활용한 방식들이 중심을 이룬다(한국은행저축부,

1969). 반면 70년대에 오면 금리, 세제, 융자 등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이 매우 크게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재형저축이라는 저축보조금 방식이 도입되기에 이

른다. 이것은한국의저축우대조치들이점차실질적인경제적지원으로전환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저축우대조치의구체적인방법과목적은국가별로다양한차이를가진다. 특히선진국의

저축우대조치들이주로사회보장적견지에서이해되는반면, 후진국의저축우대조치들은내

자조달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저축장려의 목적을 주

택문제의해결이나 교육, 인구문제의해결, 또는노동자및 저소득층의재산형성 등소득재

분배혹은부의재분배를중심에두어왔다. 반면, 한국과 같은후발국가의경우는가계저

축의내자동원성격이압도적으로중요했던반면, 사회보장적성격은매우부차적이었다(한

국은행, 1978). 그러므로그수단도주로저축계몽이나저축교육, 소비절약운동등의저축캠

페인과강제저축이나조직화된저축운동의실행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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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50년대
까지

61-64년 65-72년 73-75년 76년 이후

금리
정책
및
우대
금리

특별저축
예금
국민저축
조합예금

금리현실화조치
(65)
적립식 생활저축
확대: 적금·적립식
정기예금·상호부
금·적금신탁 등
복지예금, 어린이
예금 등 신종예금
개발

금리인하 이후 우
대금리 예금상품개
발: 가계예금·불특
정만기정기예금·새
마을농민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을
위한 3차례의 임시
조치 실시(74-75
년)

우대금리 대상 확
대: 학생요일적금·
납세저축불특정만
기정기예금·특별정
기가계예금·어린이
예금·자유적립예
금·저축예금 등
수신금리 대폭적
인상조치(78년)

세제
혜택

예금이자
에 대한
세 제 상
우대조치

은행예금에
대한 전면
적 비과세
조치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세액
공제

전면적 비과세를
선택적 비과세 및
5% 저율과세(원천
분리과세)로 전환
(72)
저축세액공제(74)
보험료공제(76)

비과세 대상 범위
확대: 근로자재형
저축·농어가목돈저
축·특별정기가계예
금·저축예금·자유
적립예금 등

융자

혜택
장학적금

장학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새마을농어민적금

의료적금
중소기업적금
주택청약불특정만
기정기예금
공모주청약불특정
만기정기예금
재형저축융자

저축

장려

금지

급

근로자재산형성저
축(목돈마련저축/
증권투자저축)(76)
농어가목돈마련저
축(76)
상여금재형저축
(78)

강제

저축

국민저축조
합예금

자립저축·공무원적
금가입·해외(서독·
월남)취업자 저축
이행 의무화

해외(중동)취업자
저축이행방안

기타

복금부정
기예금
무기명정
기예금
국민저축
조합예금

은행예금의
비밀보장

복금부정기예금
보험·체신저축 확
대

관련
법규

예금적금
등의 비밀
보장에 관
한 법률(61)
국민저축조
합법
(62)

이자제한법개정(소
위 금리현실화조
치)(65)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70)

임시조치(1·23조치
이후 두 차례 연
장)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
한 법률
조세감면규제법 개
정

<표 3-6> 저축우대및저축증대조치의변천

출처: 한국은행(1972, 1975, 1978), 한국은행저축부(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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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에서 재형저축의 도입과 다양한 세제상의 저축지원은 정책당국이 내자동원

을 위해 역설적이게도 가계저축의 소득보장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저

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275). 특히 재형저축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재형저

축은 ‘국가가 보조금의 지급 또는 소득세의 면세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발적

인 저축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그러므로 재형저축제도는 국가재정의 일방적 이전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사회보장

제도와는 다르지만,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한국응용통계연구소,

1976).14)

더구나한국의재형저축제도는제도의성격에있어서서독형과일본형의혼합형태에가

깝다는점에서사회보장적성격을강하게지닌다. 서독의재형제도는국가재정을통한장려

금지급을 중요한 특징으로하며부의 편재 완화가 중요한정책목표라면일본의재형제도는

비과세혜택과같은세제혜택의제공이특징이다(한국은행저축부, 1977). 반면 한국의경우는

저축장려금을지급한다는점에서는서독형에가깝지만, 장려금이국가재정에서지원되는것

이 아니라 저축자출연금과 한은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재형기금을 통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서독과 다르다. 또한 저축자출연금이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조달된다는 점에서

는일본형에가깝다고할수있다(한국응용통계연구소, 1976). 이러한한국형재형제도의특

징은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한국적 특징이 동일하게반복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금을 마련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하

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재형제도는 서

독의재형제도에비해서는사회보장적성격이미흡하지만, 일본에비해서는매우강화된형

태라고평가할수있다.15)

이렇게 국가가 내자동원의 견지에서 다양한 저축우대조치들을 도입하게 되었다면,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저축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표 3-7>는 1976년 저축시장조사자료로서월평균 저축률에따른 가계의 저축목적을 보여

준다. 이표를통해우리는가계의저축목적이주로자녀교육비마련, 질병및재난대비, 부

14)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제도의 시초는 52년 서독이 전후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한 ‘주택건설할증금법’이라

고할수있으며, 서독은주택건설지원외에도장기저축에대한비과세할증금을확대지급하여왔다. 서독이재

형저축제도를도입한배경은전후고도성장으로금융저축과주택소유등의차원에서부의편중현상이심각해지

고이것이사회의불안요인이됨에따라, 장려금지급등적극적인방법으로노동자및저소득층의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부의편중현상을완화하기위한것이었다(한국응용통계연구소, 1976; 한국은행저축부, 1977).

15) 재형저축의 도입 시기에 있어서도 한국은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재형저축은 서독이 52년 도입

한 이후, 프랑스, 일본(71년) 등이 도입했는데(한국은행, 1978), 한국은 76년에 도입함으로써 세계

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재형저축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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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목적

저축
률구간

질병
및
재난
대비

자녀
교육
비

결혼
자금

운영
자금

노후
생활
안정

고가생
활용품
구입

이자
수입

차입
금상
환

부동산
구입
가옥신
설수리

전 체 59.5 70.0 12.4 26.0 23.4 21.0 2.9 5.9 27.1

5%미만 62.2 73.9 9.6 22.0 17.3 21.0 1.7 5.7 14.7

5-10% 60.9 72.7 11.0 25.9 24.3 20.5 2.6 6.3 24.6

10-15% 61.4 67.1 16.4 26.3 24.0 20.3 3.8 4.3 32.2

15-20% 60.1 67.9 13.8 28.8 27.8 21.2 3.6 7.6 33.3

20-25% 56.5 69.1 13.8 30.0 23.9 19.9 4.0 5.6 35.3

25-30% 50.3 65.9 13.5 30.3 22.5 25.1 2.8 5.4 39.4

30-50% 52.5 63.1 14.4 25.8 32.6 19.4 2.9 7.2 40.2

50%이
상

57.7 55.2 17.0 31.7 39.0 19.5 5.6 4.0 40.6

동산 구입및 가옥신축/수리, 운영자금 마련, 노후생활안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축률이 낮은 가구의 경우 저축목적이 주로 질병 및 재난대비나 자녀교육비

마련에집중되는반면, 저축률이높은가구의경우에는노후생활안정이나부동산구입등을

위해저축을하는비중도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계의 입장에서 저축은 주로 공적 복지가 포괄하지 못한 부분을

대체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고할수있으며, 그 목적이매우다양하고상황구속적이라는

점에서 ‘다목적적’ 소득보장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축의 목적이 주로

자녀교육이나주택마련, 노후대비등생애주기상의필요와밀접하게관련된다는점에서가

계저축은가족주의적인생존전략의중요한물질적토대였다는점을알수있다.

<표 3-7> 월평균저축률에따른저축목적(1976년저축시장조사) 단위: % (가구)

출처: 한국은행저축부(1976: 44) <표 3-7> 참조.

<표 3-8>는가계가어떤방식으로저축을하는지를 보여준다. 이표를보면 가계가 저

축을하는방법중에 ‘우선 저축 후소비’ 및 ‘소비절약 저축’이매우높으며, ‘월급공제분

만저축’하거나 ‘소비여분을저축’하는경우는크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소득수준

이높을경우 ‘우선저축후소비’하는경우가매우높은반면, 소득수준이낮을경우소비

절약을통해저축하는경우가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은가계가저축을위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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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방법

소득구간

월급공제분만

저축

우선 저축 후

소비

소비절약

저축

소비여분

저축

2만원 미만 0.0 26.4 62.1 11.5

2-3만원 1.3 26.3 67.7 4.8

3-4만원 4.0 29.2 60.1 6.6

4-5만원 4.5 36.9 52.9 5.7

5-6만원 8.9 42.9 41.2 7.0

6-7만원 9.4 48.0 37.9 4.7

7-8만원 13.7 43.9 38.0 4.5

8-9만원 9.5 51.2 33.8 5.5

9-10만원 8.9 52.7 32.7 5.7

10-15만원 14.4 57.2 23.8 4.7

15-20만원 11.9 56.9 26.3 5.0

20-25만원 11.9 61.9 26.2 0.0

25만원 이상 6.2 66.2 23.1 4.6

우적극적인노력을기울임과동시에소득수준에저축방식이다르다는것을보여준다.

<표 3-8> 가계의저축방법

출처: 한국은행저축부(1976: 104)

이러한맥락에서우리는 1970년대 들어한국의생활보장체계가저축을기반으로구성되

기시작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국가의복지지출수준이매우낮고복지부담을대부

분 가족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가계저축은 가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족주의 생존전략을

뒷받침하는매우중요한경제적수단중의하나였다. 당시대다수의사람들은저임금과열악

한노동환경에도불구하고어떻게해서든결혼을해서가족을꾸리고, 주거공간을마련하며,

아이를낳고기르고교육하기위해아끼고절약해서저축을해야했다. 그러므로국가의애

국주의적 저축장려운동과는 무관하게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저축은 사실상 강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신원철, 2006: 303; 서익진, 2003: 91-92).16)

16) 노동자들의 생활수기를 분석한 신원철의 연구는 1970년대 노동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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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저축률,

조세부담률, 공적보험 부담률의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이 그래프를보면 앞에서

살펴본바와같이가계의조세부담률이 1960년대 중반에상승하며, 1970년대 이후조세부담

률이 대폭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적 보험부담률은

1970년대까지 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축률의 경우는 1960년대 초반

가계의저축률이 마이너스인 것에서 알수 있듯이 가정경제에서가계저축이 차지하는비중

이 매우 미흡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오면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이것은 그 만큼 가계저축이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가계저축이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음을보여준다.

<그림 3-5> 한국도시가계의가계저축률·조세부담률·공적보험부담률

자료: 한국도시가계조사(통계청 DOSI system)(김도균, 2012: 180에서재인용)

하지만 1970년대의 가계저축은 내 집 마련과 같은 주거안정성 확보 차원으로까지 나아

가지는 못한다. 당시의 저축동원은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가계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제도권

의금융저축으로유도하는것이었기때문에, 가계의 금융자산이토지·주택등실물자산으로

조에 걸려가면서까지 저축을 한 사례를 보여준다(신원철 2006: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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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것에매우부정적이었다. 그러므로만성적인주택난이사회문제화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주택건설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

겨버림으로써 주택난을 더 심화시키게 된다(연하청 외, 1990: 231-234; 김중수, 1987:

201-205;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126-127). 그 결과 지속적인 부동산 인플레이션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내 집 마련 비용 등 주택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가

계의저축여력을약화시키는악순환구조가발생한다. 이것은당시의재형저축과같은저축

우대조치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내자동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275; 연하청 외,

1990: 185-187).

여하튼 1970년대 내자동원극대화차원에서취해진저축동원과저축우대조치들은세가

지점에서매우중요한함의를갖는다.

첫째, 민간저축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막대한 재정부담 문제와 조세징수 과정

에서발생할수있는사회적마찰을줄일수있게된다. 이것은국민복지연금제도가강제저

축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시행이 유보된 반면, 재형저축 제도는 자발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혜택을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상당한 호평을 받을 수있었다

는점에서도알수있다(동아 76년 1월19일 “‘일석이조’ 겨냥봉급생활자보호내자동원극대

화”, 매경 76년 2월19일 “납세표어 응모 줄어 씁쓸한 표정”). 이것은 민간저축의 동원이 국

민들을정치적으로탈동원하는매우유효한수단이었음을보여준다.

둘째, 재분배차원에서저축을중심으로한독특한재분배메커니즘이형성된다. 민간저

축을 활용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화학공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축에 대

한 수익의 형태로 직접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당시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용환은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기업공개, 주식출자 등을 통해 민간저축을 동원할

경우이를통해수익의상당부분을직접국민들에게배분할수있다는점에서저축동원이

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매우유효적절한방법이라고강조한다(김용환, 2006: 131-132). 이

것은 저축동원전략의 결과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재분배 메커니

즘과는매우다른재분배메커니즘이형성되기시작했음을의미한다.

셋째, 저축동원전략의결과저축기반생활보장체계가형성된다. 비록가계저축이공적연

금과같은공공복지수단에비해서는매우미흡하지만, 공적복지가부재한상황에서저축을

통한 생활설계와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이 생활의 안정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인 경제적 수

단으로 부상한다. 이것은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을 장기저축과 사회보장의 정책수단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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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육성하여 보험자금을 생산자금화하려는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재무부, 1978:

28:6-287). 더욱이 이러한 저축에 대한 의존성은 정책당국이 저축동원 차원에서 재형저축이

나보험료공제등다양한저축우대조치를제공함에따라더욱강화된다.

3) 역진적 조세부담과 1970년대의 분배갈등

앞에서지적한것처럼저축은가처분소득에서소비지출을제외한나머지금액으로정의

된다. 따라서가계의조세부담이증가할경우가처분소득이줄어자연스럽게가계저축에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70년대에 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

도민간저축중심의내자동원극대화전략하에서소득세감면이가계의가처분소득을증

가시켜결국민간저축률을증가시킬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1970년대저축기반생활

보장체계는낮은소득세부담이뒷받침한것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 1976년 부가가치세도입은이러한저축기반생활보장체계의형성에매우부정적

인영향을미친다. 특히부가가치세의역진성으로인해부가가치세도입은저소득층의생활

보장에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

<그림 3-6> 총조세부담의소득계층별귀착

출처: 한승수(1982: 87) <표> ‘조세부담분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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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우선부가가치세도입으로인해소득계층별세부담이어떻게변하는지살펴보도

록하자. 앞에서우리는소득공제제도의지속적인확대로인해소득세부담수준이지속적으

로낮아져왔다는것을확인했다. 그런데소득계층별총조세부담은소득세부담만으로파악

할수없으며, 소득세 이외에간접세부담등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특히 70년대에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서 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한 소

득계층별조세귀착이어떻게변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그림 3-6>은 소득10분위별 조세부담률의 변화를 70년, 76년, 78년, 80년 네 시기를기

준으로살펴본것이다(한승수, 1982: 87). 그런데위의그림을보면, 저소득층의경우조세부

담 수준이 70년대 내내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반면, 중고소득층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소득1분위 계층의 경우 총조세부담이 13%에서 28%로 70

년대동안 2배이상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비록증가폭이둔화되긴하지만이러한경향은

소득5분위계층에까지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6분위 계층 이상은

70년대동안조세부담수준이하락해온것을알수있다. 특히조세부담의누진도가지속적

으로낮아져 78년과 80년에는조세부담의역진성이뚜렷해지는것을알수있다. 78년과 80

년의 경우 소득6분위에서 소득9분위 계층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가장 낮은조세부담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소득10분위최고소득계층의경우에도조세부담은지속적으로하락해왔으며

78년과 80년의경우는조세부담이소득1분위계층에비해서도낮았다는것을알수있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조세부담의 소득계층별 분배와 조세체계의 누진성이 70년대 후

반으로 갈수록 점점 악화되었던 것과 반대로, 사회정책의 계층별 혜택 수준은 반대의 경향

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의 사회정책이나 저축우대조치들은 대체로 중간

층 및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었다. 의료, 교육, 주거 등의 혜택은 주로 이러한

서비스를활용할수있는중간층이상에게돌아가고, 저축장려를위한다양한저축유인제도

도한계저축성향이높은고소득층에게혜택이집중된다.

이러한제도상의역진성은결국 1970년대후반분배갈등의폭발로이어진다. 중화학공업

화의 추진과 함께 분배문제나 복지사회 구현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도

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 분배갈등이나 양극화문제는점점더 심각한 상황으로치닫고있었

으며, 그로 인해노동이나빈곤문제, 그리고 이의시정을요구하는사회운동도점점더격

화될수밖에없었다. 그 결과조세저항을피한세수확보수단으로도입되었던부가가치세가

역설적으로 조세저항과 사회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게 된다. 김종인은 부가가치세 도입의 정

치사회적결과를다음과같이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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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가가치세가 76년 말 국회를 통과해 77년 7월1일부터 10%의 단일세율로 시행이 되고 나서

서민들의조세부담이엄청나게늘었습니다. 공화당이 78년선거에서민주당한테의석으로는이겼지만

득표율면에서 1.2% 졌는데, 부가가치세 도입이 큰 역할을 했어요. 오죽하면 이만섭씨가 10대 국회에

나와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8년 선거 끝나자마

자 경제팀을 싹 갈아버리고 신현확 부총리 체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개편 작업을 했죠. 그러

다가 80년 신군부가 들어섰고, 이들이 79년 부마사태를 조사하니까 부가가치세가 근본 원인이었어요.

학생들의데모에상인들이대거가세하면서사태가커진거였죠. 그랬더니부가세를폐지하자는얘기

가나오고..”(김종인, 프레시안 2009 “정권은유한하나관료는영원하다”)..

위에서 김종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7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78년 국회의원 선거에

서 공화당의 패배와 79년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이만섭,

2009: 207-210). 78년 선거는 유신체제 등장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직접선거로서 유신체제에

대한신임투표의성격이매우강했다. 그런데이선거에서공화당은의석수에서는신민당에

앞섰지만, 득표율에서는 신민당에게 진다. 게다가 서울의 경우는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차

점자로 당선되는 결과가 벌어진다(서중석, 2008: 189-190). 이는 당시 공화당 및 유신 집권

세력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어떠했는가를잘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민심이반은 총선 이후 더욱 격화되어, 결국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

로 폭발하게된다. 부마민주항쟁은김영삼의의원직박탈과대학생들의민주화운동이직접

적인 계기가 된 것이었지만, 시위에 참여한 계층이 매우 광범위했고, 이들의 요구가 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크게 반발하는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부마민주항쟁이경제적요인이매우중요한계기였음을보여준다.

60년대부터 부마항쟁 이전까지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했던 대

부분의 민주화 운동들은 주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일반 시민들이 가세한 경

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민들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호응하지 않았다. 하

지만 부마민주항쟁의 경우는 영세상인,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노동자, 식당·접객업소·상점

의 종업원, 반룸펜층, 부랑자, 실업자 등 사회적으로 몹시 소외당했던 층이 많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원등 중간층 시민들도 참여한다(서중석, 2010: 325-340). 또한 부마민주항

쟁 당시에 시위대가 세무서를 습격했는데, 시위대가 세무서에 불을 놓은 것은 단순히 정부

시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 77년 시행된부가가치세에대한저항, 즉 조세저항의 표출이었

다(조세일보 2006년 7월 3일 “부가세가 10·26 사건낳았다(?)”).

이렇게 70년대말부산마산지역에서광범위한계층이참여한폭발적인투쟁이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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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데에는 표면적으로는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과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그 이

면에는경기침체및물가고와조세저항등경제적인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었다(서

중석, 2010: 315). 특히 부산지역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영세기업

인과상인이많이거주하고있었는데, 이들에게조세의형평성에어긋나는역진적인부가가

치세의도입은그야말로목줄을죄는것이었다. 그리고민주화운동이영세기업인과상인등

자영업자와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체 중간층의 심각한 이반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임현진, 2004: 300-308; 손호철,

2006). 당시 김재규는 1980년 1월 28일 ‘항소이유보충서’를 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에제출

하면서부마민주항쟁의성격과폭발이유를다음과같이지적한다.

“부마사태는그 진상이 일반국민에게잘 알려지지않았지만 굉장한것이었습니다...부산에는 본인

이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조사하여 본 바 있읍니다만 민란의 형태였습니다...순수한 일반시민에 의

한 민중봉기로서...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그것은 체

제에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불신, 물가고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민란이었습니다.”(김재

규항소이유보충서(1월28일), 김대곤(1985)에 수록).

이와 같이 70년대 말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제도의 도입 이후에 매우 격렬한 사회적 저

항과마찰을초래한다. 당시일본이나대만등아시아국가중에부가가치세를도입한국가

는한국이유일했다. 하지만사회보장제도가전무하고세제혜택등이주로중간층이상에게

돌아가는상황에서부가가치세도입은매우심각한문제를초래한다. 78년총선과부마항쟁

외에도, 77년 제도 시행 직후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평화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는 철시사

태가벌어지는등납세자들의저항이거세게일었다. 또한당시에세운상가에서백주대낮에

세무서직원이피습살해당하는사건이벌어지기도한다(김영호, 2002b).

유신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를 행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민들의 탈정치화를 추구하고,

국가권력의폭력적행사를통해사회운동의발언권를극도로억압해왔다.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권과 관련된 사회적 투쟁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국가의 정책

이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와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와 사

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

로적은것으로알려져있지만, 한국의경우처럼사회보장제도가전무한상황에서는부가가

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도입조차도 매우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유신정권은 생존권 투쟁이 민주화운동과 결부되는 것을 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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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해 민주화운동을 생존권 투쟁으로부터

고립화시키는전략은궁극적으로는실패한다.

5절 소결

이 장에서는 1970년대 지배엘리트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저축에 기반한 생활보장체계

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체로 한국의 경우 경제정책이

사회정책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사회정책의 발달이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

적으로지체되어왔다는점을중요한특징으로지적해왔다(Deyo, 1992). 1960-70년대 산업

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사실상 모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경제발전을 위해 총

동원하여왔으며, 그 결과 국가의공적 사회지출은최대한억제되어 왔다. 그러므로 경제발

전을 위해 사회정책이 억제되어 왔다는 기존의 주장들은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글은

중화학공업화의추진으로사회정책은형식적수준에머물게되지만, 이와반대로소득세감

면과 가계저축의 장려가 생활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매우 핵심적인 제도로 구축되는 과정을

새롭게지적하였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내자동원 극대화 전략을 취하는데,

이러한전략은내부적으로갈등과긴장을내포하고있었다.

첫째,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유신 권위주의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국가의과세역량을심각하게제약하는것이었다. 권위주의체제는일반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행정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과세행위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적 사

회지출도 최대한 억제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를 도입

하는 등 조세정책을 세수확보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역

설적인경향을보이게된다.

둘째,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제약됨에 따라 금융억압을 통한 민간저축 동원이 적극적

으로활용된다. 민간저축동원은내자동원극대화전략의매우핵심적인구성요소로서정권

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계저축을 가계의 생활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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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결과적으로 근로자 재형저축과 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저축우대조치를 도입하

게만들었다. 한국에서재형저축은 도입시기가다른국가들에비해매우 빨랐는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가 금융억압

하에서저축증대를위해매우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었다는점, 그리고권위주

의 국가가 사회를 총동원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재산형성 촉진이라는 독특한 재분배 정책

을실행하게되었다는점을보여준다.

셋째,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총동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는 분배문제가 점

점 더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게다가 70년대 유신이라는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은집권세력의정치적정당성을매우취약하게만드는것이었다. 그러므로국가는분배

요구를일정정도수용할수밖에없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서는사회개발이중요한정책과제로제기되고, 국민복지연금제도와의료보험제도등사회정

책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정책은 경제개발과 내자동원 극대화라는

맥락에서고려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한국의 경험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후발 산업화가 매우 독특한 생활보장체계를 형

성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전무하다시

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국가의 과세역량은 제약되었으며,

오히려 소득세 감면조치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조세정책이

사회정책적으로전용된결과, 이번에는조세·재정상의부담이금융으로전가되어, 금융이국

가의 재원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국가의 민간저축동원은 금융정책(특히

금리정책)상에매우큰부담을주는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금융및민간저축을통한동원

능력에도제약을가하는것이었다.

이렇게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금융통제 및 저축장려는 서로 부담

을 전가하면서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이러한 독특한 정책조

합을가장잘보여주는것이아마도 1974년의 ‘긴급조치3호’일 것이다. 긴급조치 3호는국민

복지연금제도라는공적사회정책의시행을무기한연기하는대신, 소득세면세점을대폭인

상하고, 저축장려를 위한 유인제도들을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에서사회정책이국가의자본동원전략, 즉저축동원및조세동원과같은내자동원전략과얼

마나긴밀하게엮여있었는가를보여주는매우중요한사례라고할수있다. 하지만지금까

지의 연구들은 긴급조치 3호와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유보를 단순히 사회정책이라는 고

립된영역에서만파악해왔다는점에서한계를지닌다(김도균, 2012: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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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부가가치세의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저축의 동원에 그렇게 성공적이

지못했다. 한국은일본과대만을제치고아시아에서는최초로부가가치세를도입한국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일본과 대만에비해 한국의가계저축률이상대적으로낮았다는 점과관련

이 있다. 그러므로 내자동원의 극대화가 필요했던 지배엘리트의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이 상

대적으로적은부가가치세의도입이불가피했을지도모른다. 하지만소득보장제도가전무하

고, 소득공제를 통한 생계비 보장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도입은심각한사회적마찰과저항을초래한다. 그리고결과적으로 70년대의권위주의체제

는부가가치세의도입과이것이촉발한사회적균열과긴장으로인해붕괴한다.

비록 한국의 경우 민간저축을 활용한 자본동원전략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많은 한계

와 문제점을 지니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초기의 제도적 경로 형성은 이후의 재분배 정치에

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우선 70년대 종합소득세의 도입과 소득세 면세점의 대폭적인 인상 이후 조세정치는 대

부분이 소득공제 규모의 인상 즉 감세프레임의 틀에 갇히게 된다.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보

장이 애초에 제도적 역진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치세력은 소득공제 인

상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증세정책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공적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들이 증세정책을

추진하기어려워짐에따라한국의공적사회보장제도의발달은더욱제약을받게된다.

둘째, 민간저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은 개별 가계의 차원에서는 저축을

중요한 생활보장수단으로 하는 생존전략을 형성시킨다.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국가가 적극적은 증세전략을 취했다면 국가는 그 반대급부로 불가피하게 공적 사회보장정

책을 시행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축동원 방식은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사회적 담론

과맞물려저축을중요한생활보장수단으로부상시킨다.

셋째, 조세동원이 아닌 저축동원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부재 혹은

미비를 지속시키는 조건이 된다. 사회의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감세 및 저축을 중심으로 형

성됨에 따라 집단적 해결방법으로서의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도권 밖의 운동세력과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

었지만, 이는사회·정치적으로고립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1970년대에 형성된 제도들이 민주화 이행기의 재분배 정치를 어

떻게규정하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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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권위주의 세력은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직면한다. 1980년대의민주화운동과노동자대투쟁은이러한정당성위기를반영한

다. 특히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여타의제3세계국가들과는달리 19세기유럽식의정치

변동을예견케할만큼폭발력있는노동운동의모습을보여준다(최장집, 1993: 135; 김동춘,

1995; 은수미, 2005). 이러한 정당성 위기에 권위주의 세력은 민주화 이행을 엘리트 협약의

범위로국한시키고분배갈등에는중산층육성으로대응한다.

4장에서는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 전략이 1970년대에 형성된 제도적 유산들과 결합

하여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를제도화시켜나가는과정을분석한다. 1절에서는한국민주화

이행의 성격과 지배엘리트의 통치전략을 중산층 육성 대책을 중심으로 살핀다. 2절에서는

1980년대의 분배갈등이 조세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을 살핀다. 특히

1970년대 도입된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가 공평과세의 원칙과 결합하여 조세부담의 하향

평준화로귀결되는과정을분석한다. 3절에서는국가의과세역량이제약되는상황에서정치

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정책이 시장순응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낮은 소득세부담과 낮은 사회보장지출과 달리, 재산형성의 촉진이 중

산층 육성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70년대의 ‘근로자재산형성

저축’제도가주택문제해결을위해내집마련촉진정책으로확장되는과정을살핀다.

1절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과 중산층 육성

1) 한국 민주화 이행의 성격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나 사회적 권리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존재한다. 첫째, 민주주의로인해정치적공간이개방되고선거경쟁을해야 하는상

황에서 정치세력들은 사회정책을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

향이강하기때문에, 민주주의는대체로복지국가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견해

이다. 플로라와 알버(Flora and Alber, 1981)를 비롯한 근대화론자들은 산업화와 함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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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같은 거시적 변수가 복지국가의 발전과 저발전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다.

제3세계 국가들의민주화 이행에관해서도 쉐보르스키와 같은 민주화이행론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일단제도화되면, 민주주의는경쟁의제도적효과로인해민주화이행의성격이

어떠하든간에민주주의는스스로공고화된다는점을강조한다(Przeworski, 1992; 최장집·박

상훈, 2010: 140).

둘째, 민주화이행경로의다양성을강조하는견해들은사회적민주화는민주화이행양

식의함수이지민주화의필연적인결과가아니라고주장한다. 이들은민주화이행의경로와

민주주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민주화 이행의 성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도

매우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다(O'Donnell and Schmitter, 1986). 그리고쉐보르스

키와 같은 민주화 이행론자들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다수표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쟁의

압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화 이후의 정치균열이 반드시 시민사

회의 계급균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민주화 이행이 어떤

경로와유형을따르는지, 그리고사회적균열이어떠한방식으로정치화되는지가민주화이

후민주주의발전에영향을미친다는경로의존성을강조한다(최장집·박상훈, 2010: 138-141).

실제로 근대화론에 기대어 민주화 이행 이후 복지국가가 성장했다고 보는 견해들과 달

리(Peng and Wong, 2008 ; 김태성·성경륭, 1993), 제3세계 민주화 이행은 정치민주화가 반

드시 사회민주화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정치민주화가 사회민주화를 촉

발하고 이것이 다시 정치민주화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순순환과정을 ‘이중전환’이라고 한다

면,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 대부분은 이러한 이중전환이 유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송호근, 1999: 119-120). 그러므로 민주화이행이복지국가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민주화이행의성격을분명히하고, 이것이민주

주의의공고화와복지국가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할필요가있다.

대체로 민주화 이행의 유형은 첫째, 기존의 권위주의 집권세력이 민주화 이행과정을 어

느 정도나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둘째, 엘리트간 협상의 동학과 사

회에서의압력의동학, 즉정치사회에서의정치엘리트간균열과시민사회에서의계급균열이

어떻게 결합하고 해소되는가의 문제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Valenzuela, 1992:

77; Mainwaring, 1992: 302-304, 317-326; O'Donnell, 1992; 송호근, 1999; 조효래, 1995; 윤

상철, 1997).

첫째,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민주화이행은 ‘구체제의패배와붕괴를통한이행’, ‘거래에의한이행’으로구분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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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의 중간형태로 ‘탈출을 통한 이행’을 추가할 수 있다(Mainwaring, 1992: 317-326;

조효래, 1995; 송호근, 1999: 108). ‘패배와 붕괴를 통한 이행’이 권위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

괴하면서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거래에 의한 이행’은 기존 권위주의 집권세력

이 초기 자유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민주

화 과정에 개입하거나 통제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탈출을 통한 이행’은 기

존 권위주의 세력이 매우 약화되어 민주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완전히패배하지도않은경우를지칭한다(조효래, 1995).

한국은이러한민주화이행유형에서브라질, 스페인등과함께 ‘거래에의한이행’의 전

형적인사례로평가된다(Valenzuela, 1992: 77). 보통거래에의한이행은소위 ‘성공의역설’

의 결과로, 즉권위주의체제가경제적성공으로인해정치개방을통해서잃을것이없으며,

오히려대내외적정당성을획득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판단할때발생하며, 이러한이행

의 핵심 요소는 이행 과정에 대한 엘리트의 통제, 특정 행위자의 배제, 사회경제적 변화의

배제, 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의 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조효래, 1995;

윤상철, 1997). 그런데한국의민주화이행은기본적으로권위주의정권의경제적실패가아

니라 성공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지배세력의 정치적 양보를 통해 이

루어졌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화 이행 과정 전체를

통제해왔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 ‘거래에의한민주화이행’으로구분할수있다(임현진·송

호근, 1995; 최장집, 1993; 송호근, 1999).

둘째, 정치균열과 사회균열의 결합방식에 따라 우리는 거래를 통한 민주화 이행을 다시

‘사회협약을통한민주화이행’과 ‘엘리트협약을통한민주화이행’으로세분할수있다(송호

근, 1999: 108). 메인워링(Mainwaring, 1992: 302-304)이 지적하는 것처럼 민주화 이행은 엘

리트간협상의동학과사회로부터의압력의동학이라는이중과정으로전개되기때문에, 정

치엘리트간의 균열이 시민사회의 계급균열을 전국적인 정치쟁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행은 권위주의 세력의 잔존 여부 외에도

사회적 균열이 정치화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구체제 세력이 잔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반드시민주주의의공고화에부정적이라고할수는없다(조효래, 1995).

한국의민주화이행은운동에의한민주화즉밑으로부터의민주화압력이매우거셌으

며 시민사회가 매우 저항적이었다는 점에서 남미나 대만의 민주화 이행과 뚜렷한 차이가

난다(최장집, 1993; 신광영, 1999). 하지만 한국의민주화이행은 ‘엘리트협약을 통한 민주화

이행’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엘리트협약을 통한 민주화 이행의 성격을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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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것이아마도 87년의 6·29선언과 90년의 3당합당일것이다. 87년의 6·29 선언은 직

선제 개헌이라는 제도권 야당과 중간계급의 요구를 수용하고 나아가서 야당과 중간계급을

급진적인 민주화세력과 분리시킴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압력을 정치엘리트간의 협상

문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권위주의 집권세력이 선택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윤상철, 1997:

161-175; 김원, 2009; 서중석, 2011).1) 90년의 3당합당의 경우도 구지배세력이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출신에게 주도권을 이양한 엘리트 협약이라고

평가할수있다(송호근, 1999: 32-35).

그런데한국에서엘리트협약을통한민주화이행이갖는더욱커다란문제는이것이지

역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계급균열이 전국적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

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점이다. 지역균열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지역정당체제는

계급균열과 같은 근대적 균열이 정치사회로 이전되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가로막

는역할을한다(최장집·박상훈, 2010: 133; 윤상철, 1997: 180). 쉐보르스키와같은민주화이

행론자들은 다수표를 획득하고자 하는 선거경쟁이 결과적으로 정당과 사회간의 연계를 확

대 심화시킨다고 상정하지만, 이것은 정당간의 경쟁이 반드시 계급균열과 같은 갈등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오히려 지역균열과 같은 하나의 갈등 축은

계급균열과 같은 또 다른 잠재적 갈등 축을 억압하고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최장집·박상

훈, 2010 138-141). 그러므로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의 지역정당체제는 정치적 대표체계와

사회적조건간의극심한불일치를보여주는전형적인변형주의적동원사례라고할수있

다(최장집, 1996: 205).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87년 6·29선언을 정점으로 급격한 단절을 이룬다. 한

국의민주화이행은운동에의한민주화, 즉민중의투쟁때문에가능한것이었지만, 6·29선

언 이후 정치엘리트들만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고 민주화 운동세력들은 완전히 배제된다.

또한 이러한 엘리트협약을 통한 민주화 이행과 함께 지역정당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민주

주의가오로지정치엘리트들간의정치게임으로변질되고만다.

1) 6·29선언은 집권세력 내 개방파가 권위주의 체제의 전면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보수파를 설득

한 정치적 협약이었다는 견해도 존재하며(임혁백, 1992; 송호근, 1999: 35), 이와 달리 개방파와 강

경파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했다는 것은 허구적인 대립구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윤상철, 1997).

하지만 저항연합 내의 제도권야당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체 내부의 협상을 통한 해결방식을

선호했다는 점에서, 6·29선언이 권위주의 집권세력과 저항연합 내의 온건파가 민주화 이행을 정치

적 거래의 문제로 전환시킨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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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 대책과 재원조달전략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정치엘리트들이 이행 과정에서 사회운동세력들을 철저히 배제하

는데성공한엘리트이행에해당한다. 이것은곧민주화과정에서시민사회의계급균열과분

배갈등이 정상적인 정치화 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

에의한민주화가급격하게엘리트협약을통한민주화로 전환될수 있었는가? 민주화 과정

에서 터져 나온 분배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 혹은 무마되었는가? 분배갈등은 지역갈등

으로 완전히대체된것인가? 아니면민주화이후분배갈등을해소하는독특한방식이 존재

했는가? 지배엘리트가정당성위기에대처한방법은무엇이었는가?

한국의민주화이행은축적위기보다는정당성위기에서촉발된것으로서정치민주화에

대한요구뿐만아니라경제민주화와사회민주화에대한요구또한강렬했다. 한국은산업화

시기 성장제일주의와 선성장·후분배 전략을 취한 결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 국민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소

득분배상태는 개선되고 있었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소유 등 자산 불평등 문제가 매우

악화되고 있었다(신동아편집실 편, 1988; 이정우, 1991; 연하청, 1987:, 47-48; 이계식, 1989).

지배엘리트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분배정의 문제가 ‘민중경제론’등과 같이 이데

올로기의 형태로 급진화하는 것을심각하게 고려하고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응의필요

성을절감하고있었다(연하청외, 1990).

한국에서 지배엘리트가 분배갈등과 정당성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중산층 육성 대책’

으로나타난다. 한국의도시중산층이정치적으로비판적일뿐만아니라분배문제에도민감했

다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층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의미한다.2)

지배엘리트들은 도시중산층을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잠재적

지지세력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도시중산층을 어떻게든 도전연합에서 분리시켜 자기편으로

끌어들일필요가있었다(윤상철, 1997: 161; 김호기, 1994: 41-44; 김호기·김영범, 1995). 그리

고 이것은 곧 지배엘리트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 도시중산층의 정치적 지향도

만족시켜야할뿐만아니라분배문제와성장전략도수정해야한다는것을의미했다. 87년 6

월항쟁직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한국의정치는중간층을잡기위한싸움의양상을

2)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역사적으로 여촌야도 현상을 주도할 정도로 야당 투표 성향이 매우 강했으

며, 중요한 선거 때마다 ‘중산층의 반란’을 통해 한국 정치변동의 중요한 계기들을 마련해왔다(최

장집, 1993: 249). 이는 도시중산층들이 대부분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가치 지

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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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고 내다봤는데(월간말, 1989 7월호 “노정권의 중간층 포섭전술” p.16), 이는 민주

화 이행과정에서 중간충을 둘러싼 경쟁, 즉 계급연합의 정치가 매우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다.3)

그런데 분배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분배문제를

지나치게 사회정책에만 국한시켜, 엘리트이행의 결과 복지국가가 지체되어 왔다는 점만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 동안 복지다원주의 연구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분배문제와 사회적

위험에대한대응수단은 사회정책외에도 조세정책이나 민간복지등 다양한 차원으로구성

된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행으로 분배이슈가 부각되고 유권자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더라

도사회정책만이정치적지지기반을확보하는유일한수단이라고할수는없다.

그렇다면 ‘중산층 육성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우선 정책의 목

표가되는중산층의표준을 “고졸이상의학력을가지고 11-30평정도의자기집이나전셋

집에 살며, 얼마간의 저축을 하면서 보통 가구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으로안정적인 계층”으로 규정한다(연하청 외, 1990: 30). 그리고

정책목표로서중산층육성은 주변집단내지 하위집단을 위에서 규정한중산층범주로편입

하는 중산층 확충 정책과 기존의 중산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산층 지

지정책을포함한다(연하청외, 1990: 145; 홍두승, 2005: 91).

정책과제로는첫째, 소득분배의개선과상대적빈곤감의해소가우선적이며, 둘째, 다량

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셋째, 저임금근로자의 지위향상

과중산층에의귀속비율을높이기위해재형저축과종업원지주제등의개선이필요하고, 마

지막으로 중산층의 누락을 방지하고 주변계층의 중산층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정비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연하청외, 1990).

구체적인정책수단으로는, 첫째, 소득안정과재산형성을위해최저임금제의도입, 근로소

득세 부담 완화, 재형저축제도의 확대개편이 제시된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생

활안정을 위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세부담을상대적으로완화함으로써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가 있도록 할필요가있었

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임금소득증대를 가급적 저축증대로 유도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재형

3) 지배엘리트 내부에서 중산층 육성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은 1985년 2·12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예상외의 패배를 당한 후부터이다. 특히 85년 2·12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는 도시

중산층들의 이탈로 인해 그 충격이 더 컸는데, 서울지역 투표에서 민정당은 거의 완패를 당했다.

이로 인해 경제기획원은 85년 3월 ‘중산층 육성대책’이라는 미간행보고서를 통해 중산층 지지확보

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후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나타나게 된다(윤상철, 1997; 홍두승,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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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수단을개발할필요가있으며, 종업원지주제를확산하여봉급생활자면누구나어느정

도의금융자산을보유할수있도록할것임을밝히고있다(경제기획원, 1986: 87-90).

둘째,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공급, 임대주택건설 확대, 주택

마련을위한근로자저축제도등주택금융제도개선을제시한다. 무주택저소득근로자의주

택구입 여력에 맞게 소형 평형의 국민주택을 공영개발을 통해 대량공급함으로써 주택보급

률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주택구입이 일시에 막대한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때문에주택금융제도를개선하여주택구입관련융자제도를확대하고,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근로자 주택저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주택자금 상환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도를도입할것을계획한다(경제기획원, 1986: 90-91).

셋째, 소득상실 시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확산됨에따라의료보험의대상확대와국민연금제도도입필요성을지적한다. 국민

연금제도는 노령에 의한 퇴직, 사고에 의한 장해퇴직,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원을 상실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급여수

준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급여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두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미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의료보험제도

를 농어민과 도시자영업 계층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시

한다(경제기획원, 1986: 109-116).

넷째, 영세민계층지원대책으로공공부조제도를개선하여심신장애나고령등으로자력

에 의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계층에 대해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이 가능한 계층

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시

한다. 그런데 공공부조제도는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확대해 나가되 적정 범위내로 한정함으로써 영세민의 자립의욕을 저해하지 않

도록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경제기획원, 1986: 101-108).

이외에도교육을통한인적개발투자와저소득층자립을위한교육기회개선, 그리고기

업복지를통한근로자주거안정문제해결등을중요한정책수단으로제시한다.

이러한 정책담론을 통해 우리는 중산층 육성대책이 소득개선과 고용안정, 재산형성지원,

주거생활안정, 그리고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확충으로 구성되

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민주화를계기로터져나온분배요구에대한지배엘리트의

정책대응이 단지 사회정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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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소득개선과재산형성, 내 집마련 등중산층육성에있으며, 사회보장제도는 중산층으로

부터의탈락을방지하기위한조치로서고려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 함께 중산층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증세와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방식

이 제시된다. 첫째, 정책당국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의 재정운용을 증세기조로 전환

한다. 복지재정의 증가가 반드시 조세부담증가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복지가 단

순히 국가적 시혜가 아니라 의무가 수반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복지재원의 조달을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으로조세의응능부담 원칙에부합하도록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

리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간접세 비중을 낮추어 조세구조를

소득에 보다 누진적이 되도록 할 것임을 제시한다(대한민국정부, 1986: 123; 대한민국정부,

1988: 18-2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1985).

둘째, 내집 마련지원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국민주택기금 등공공기

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중화학공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조달문제를국민투자기금제도와같은공공기금을활용해해결해왔다. 그런데 1980년

대에는 중화학공업화의 중단으로 내자동원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이와 함께 주택문제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자 주택공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제도

가활용된다(대한민국정부, 1986: 110-111; 대한민국정부, 1988: 58; 경제기획원, 1986: 32-35,

90-91; 한국주택은행, 1988; 연하청외, 1990: 231-234).

이러한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 대책과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법은 유신 권

위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생활보장수단과 자본동원수단들이 민주화 이행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재편된다는것을보여준다. 특히재산형성촉진정책이나국민주택기금제도는 1970년

대 제도들과 뚜렷한 연속성을 보여준다. 단, 70년대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내자동원을 목적

으로활용된반면, 민주화과정에서는분배갈등을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된다는점에

서차이가난다(연하청외, 1990: 185-187; 최광, 1989: 53). 이것은동일한제도들이다른맥

락에서다른목적으로활용되는 ‘정책전용’(policy conversion)의 사례를보여준다.

그렇다면 지배엘리트들이 민주화 시기의 분배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재산형성 촉진

정책이나국민주택기금같은 제도를채택한이유는무엇인가? 왜서구복지국가와같이사

회정책을 활용한 공적 복지의 확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재원조달 문

제와는어떤관련이있는가?

복지개혁은 곧 사회적 자원의 분배체계의 수정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개혁은

거의항상사회집단혹은계급간의이해갈등을초래한다. 특히복지개혁이국가의복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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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경우 이러한 비용부담을 어느 계층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둘러

싸고첨예한이해갈등이발생한다. 그러므로복지개혁은기득권세력의정치적저항과반발

을 초래하며, 이러한 복지개혁의 향방은 곧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러한 복지개혁

의 특징이 왜 그토록 유럽 복지정치가 계급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해 왔는가를 잘

설명해준다(송호근, 1999: 234-256; 송호근, 1997).

그러므로 우리는 80년의 분배갈등과 관련하여 이것이 어떠한 제도적 역사적 맥락에 위

치해있었으며, 각각의행위자들의이해관계와선호와어떻게얽혀있었는지살펴볼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비용부담의 분배 및 혜택의 분배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교차하면서 재

분배의정치를형성하게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2절 공평과세의 정치와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

1)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와 조세저항

군사쿠데타와광주민중항쟁의폭력적진압을통해집권한 5공집권세력은부가가치세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보안사 조사결과 부가가치세가 부마항쟁의 매우 중요한 사안

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12·12쿠데타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부가가치세를폐지

할것인가유지할것인가를두고논란을거듭한다. 5공출범직후에도다시한번부가가치

세폐지가논의된다. 하지만부가가치세가국가의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너무컸기

때문에폐지논의는흐지부지되고만다(강만수, 2005: 58-60).4)

반면, 세금을직접부담하는일반국민의입장에서는조세에대한부정적인식이지속적

으로 확대된다. 한국에서 세금은 식민지시기와 권위주의시기를 거치면서 수탈적 억압적 성

격을강하게지녀왔기때문에일반국민들은세금을권리와의무의문제로인식할기회를

가져본적이없다(최광, 1989: 50). 또한산업화 시기에는자본축적지원과자본동원의명목

으로금융자산과부동산자산등에엄청난세제상특혜가제공되어온반면, 소비과세에서는

4)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실무자였던 강만수는 1980년 부가가치세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나

라를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 군대, 경찰,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행정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조장한다고 해서 조장행정이라고 하지만 이 세 가지 행정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을 빼앗는다고 해서 수탈행정이라고 한다... 세금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할 의무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유지의 당위성을 지적한다(강만수, 200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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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적성격이강한부가가치세가도입되었기때문에조세의 불공평성에대한불만이팽배

할수밖에없었다. 게다가이러한역진적조세체계에도불구하고이를시정할수있는국가

의 사회보장적 이전지출은 전무했기 때문에 조세부담에서 국가의 이전지출을 제외한 순조

세부담은국제적인기준에서봐도매우큰것이었다(한승수, 1982; 이계식, 1989).

재정사회학연구에따르면조세에대한불만은일반적으로과중한조세부담보다는과세

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조세부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될 경우 조세정책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Campbell, 2009).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은 총 소득의 75% 정도가 과세당국에 포착되는 반면, 임대료

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는 과세포착률이 각각 11.8%, 40.2%, 51.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수준이 매우 낮고, 사업소득자들이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향도 소득종류별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악화시켜왔다(세제발전심의위원

회, 1985: 25).

그런데 민주화 이행 시기에 이러한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더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

던것은바로 ‘근로소득세초과징수’ 문제였다. 잘알다시피한국경제는 80년대 중반예기치

않은 ‘3저호황’으로 인해 매년 10% 이상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노동자 대투쟁과

맞물려 노동자 임금 또한 급속히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소득세

세수 규모가 예산 편성시의 추정치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86년 근로소득세 세입 규모가 예산목

표를 12.2% 초과한 후, 87년에는 14.4%, 88년에는 34.4%, 89년에는 무려 60%에 달하는 근

로소득세가예산목표보다초과징수된다(1989년제147회재무위원회회의록 5호).

한국의 조세체계는 이미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불공평성으로 인해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팽배해있었기때문에, 이러한 ‘근로소득세초과징수’ 문제를둘러싸고조세저항이폭발하게

된다. 게다가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초래되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무대가

되면서 이러한 조세저항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년 이후 ‘조세저항’에 관한 기사검색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세초과징수’ 문제와근로소득자의세부담불공평성에관한것들이었다. 특히 ‘독자

투고란’에 초과징수 문제를항의하는일반독자들의 글이많이등장하는데, 이것은 당시이

문제가정치적으로매우민감한사안이었음을보여준다.

1988년 6공화국 정부가 세제개혁을 서둘러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문제와 이에 따른 조세저항의 격화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6공화국은 출범 초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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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혁과제로 ‘민주발전을위한법제개혁’, ‘분배정의의실현을위한세제개혁’, ‘자율과책

임을 지는 행정개혁’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 세제개혁이 ‘중기세제 방향과 88세제개편

과제’라는 형태로 재무부에 의해 가장 먼저 제시된다(매경 88년 6월15일 “국민기대 못미치

는졸작”). 이는 6공화국정부가분배문제와관련세제개혁을매우중요하게인식하고있었

으며, 당시근로소득세초과징수와관련조세저항이매우거셌음을보여준다.5)

<그림 4-1> 조세저항에관한기사검색수추이6)

자료: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검색(동아·경향·매경 3개신문검색기사수).

1988년정부의세제개편안은인적공제의수준을대폭인상하고, 그 외에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특별공제금액의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

감시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구체적으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를각각

연42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소득공제를 88만원-170만원에서 120만원-210만원으로 인상하

며, 그 외에도 자녀교육비공제 및 장애자공제금액을 인상하고 경로우대공제를 새로 도입하

는것등을내용으로담고있다. 이를통해근로소득세면세점이 5인가족기준현행월 22

5) 13대 대선 직후 당선자 노태우는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와 관련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세제개편을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다(김영호, 2002c: 275).

6) <그림 4-1>은 ‘조세저항’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이다. 이 그림을 보면

국세청이 신설된 1960년대 중반 이후 ‘조세저항’에 관한 신문기사가 매우 급격히 증가하여 1971년

에 최고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 이래 정부

의 증세위주의 조세행정이 초래한 조세저항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또한 1981년의 높은 빈도는

1970년대 후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이 당시에는 언론통제로 기사화되지 못하다가 80

년대 초반에 이슈화된 결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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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000원(연 274만원)에서월 33만3,000원(연 400만 원)으로상향조정된다. 또한소득세세

율구조를최저세율 6%, 최고세율 55%에서최저세율 5%, 최고세율 50%로낮추고, 세율단계

도 16단계에서 8단계로 축소하여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세부담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1988년제144회재무위원회회의록 4호, pp. 3-11). 즉, 88년세제개편은근로소득세감세가

중심과제였으며, 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를통해근로소득자의소득을보장하고소득종류별

세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고자한다(최광, 1988: 59; 경향 88년 6월2일 “세제개편방향은옳

다”).

이것은집권세력이민주화이행과근로소득세초과징수를계기로터져나온조세불만을

완화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증세기조에서 감세기조로 전환했음을 보

여준다. 우선 ‘중기세제방향과 88세제개편과제’ 이전에제시된보고서들은모두증세가불

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 1985년도의 ‘세제발전연구보고서’는 복지재정의 증가를 전제할 때

증세정책은불가피하며, 우리의조세부담수준은 3-4% 포인트정도증가여력이있다고평가

한다. 또한 소득종류별 과세포착률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위해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에대한과세포착률을증가시켜야한다고지적한다(세제발전연구보고서, 1985; 대한

민국정부, 1986). 즉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세의 불공평성은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

의조세부담을감소시켜 해결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고소득자나자산소득자, 사업

소득자의조세부담을증가시킴으로써해결할수있다는점을명확히한다.

반면, ‘중기세제방향과 88세제개편과제’ 보고서에는자산소득과사업소득의과세포착률

을제고할수있는어떤구체적인방향이나정책수단도제시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 오히

려 조세개혁의가장기본적인조치라고할수있는금융실명제실시를 91년 이후로연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세개혁이 초래할 고소득자나 금리생활자 등 기득권세

력의조세저항과, 이로인해야기될지모르는금융질서의혼란을집권세력이두려워했기때

문이다(매경 88년 6월15일 “국민기대못미치는졸작”). 오히려근로소득세면세점의인상으

로 인해 초래되는 소득세 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이 거론되기까

지 한다. 물론 이 또한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로 추진되진 않지만 ‘중기세제 방향과 88세제

개편 과제’ 보고서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의 불가피성이 언급된다(매경 88년 6월3일 “세제개

편의허실). 이것은 민주화이행기의조세저항으로인해증세위주의조세개혁방향이감세위

주로전환되었으며, 이것이매우임기응변적인전환이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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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과세의 정치

1988년에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들은 여론을 의식해 세제개혁을 정치쟁점화한다. 국회 재무위원

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야당들은 정부안보다 더욱 큰 규모의 소득세 공제방안들을 제시한

다. 정부와 여당이 각종 공제액의 인상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400만 원으로 설정한

데 비해, 야3당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도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국회청원을통해소득공제규모의확대를요구하고나선다(1988년제144회재무위원회

회의록).

1988년의 세제개혁안은 결국 재무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논쟁 끝에 결국 근로소

득세면세점을 460만 원으로상향조정하는것으로결론이난다. 이 과정에서평민당의원들

이 재무위원회를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4당간의

합의안을마련하는데성공한다.

1989년에는근로소득세초과징수분의환급과관련한논의가매우격렬하게진행된다. 이

것은 88년도의 세제개편과 근로소득세의 부담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89년에 다시 근로소

득세가 예산목표치를 훨씬 상회하여 거두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는 88년도에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대폭 인상한 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고려하지않는다. 따라서조세부담의불공평성에대한비판과소득세환급을요

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거세게 일었으며, 이번에는 언론계와 경제계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다. 그 결과 89년 재무위원회는 더 이상의 세부담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사회

세력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이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정부와 사회세력들을

대변하는대리전의양상을띠게된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야3당은 소득세법개정안과 부

가가치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근로소득세감면임시조치법을 제출한다. 또한 한국노총은 88

년에이어 89년에도소득세법개정에관한청원을제출한다. 급속한임금상승에도불구하고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와 세부담 증가로 인해 임금상승분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어 오

히려실질가처분소득이하락했다는것이세법개정의주된근거로제시된다. 또한세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역진적인 조세인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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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점도지적된다. 그리고이러한정책목표를위해구체적으로근로소득세와관련소득

공제 규모를 더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하와 소액부징수제도의 확대를 요구한다.

특히,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조치로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제

도를부활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1989년 제147회재무위워회회의록 4호).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근로소득세 부담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무

겁다고할수없으며, 근로소득세초과징수는 3저호황에따른일시적인현상인데이를제도

화할경우경기둔화시에세수감소문제가발생한다는점을지적한다. 또한복지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오히려 적정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그리고 소득공제 규모를 더 인상할 경우 그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분배문제를 조세감면이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효과적이고바람직하다는점을강조한다.

“작년의 세법개정으로 90년에는 조세부담률이 17.6%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재정수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이제기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근로자들에대한세부담의경감은저소득층보다중산층이

상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반면사회복지지출 확대등 정부지출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큰 혜택

을 주게 되므로 세부담을 경감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를 적절히 관리 지출해서 이러한 저소득층의 복

지향상쪽으로쓰는것이오히려합리적이다...단편적인세부담경감조치보다는제2단계세제개편을통

해 소득종류간 계층간의 조세형평을 도모하면서 재정기능을 제고하여 근로소득자의 상대적인 세부담

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1989년 제147회 재무

위원회회의록 5호, ,정부답변, .pp.16-17).

하지만이에대해야당은다음과같이비판한다.

“세금많이내면많이낸만큼사회적인이전지출이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복지재정

또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낸 만큼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지금 국민들은한결같이조세정의를통해서경제민주화를실현해가지고화합의나라를만

들자하는것이과제로되어있습니다. 있는자가세금을더내고없는자가세금을널내게해서조

세정책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요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활

용해서 세출로 구조조정해서 쓰면 되겠다는 복지재정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철학의 문제입니다. 돈

벌어들인 것을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이 낫느냐 그것으로 정부가 복지재정

수요로쓰는것이낫느냐하는것은또논쟁의여지가있는거예요. 그것가지고한꺼번에그냥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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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맞다 해서 뒤집어씌우고 솥뚜껑으로 자라 덮는 식으로 항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

다”(1989년 제147회 재무위원회회의록 5호, 평민당김태식발언, pp.18-19).

“정부는국민들에대하여세금을징수하기만했지국민을위해무엇을해왔는지묻지않을수없

습니다...지금처럼근로소득자들의임금인상분을대부분세금으로흡수할뿐이라면일단정부가내세

우는 임금인상 10%선 억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이거니와 앞으로 임금인상문제를

둘러싼노사분규는더욱 심각해지지 않을 수없고 이정부또한중대한국민적조세저항에봉착하지

않을수없을것...”(1989년 제147회 재무위원회회의록 6호, 평민당임춘원발언, pp.8-9)

“이제 더 이상 납세의무만을 강조해서 무상적 희생적 요구를 강요하는 정부당국을 무작정 믿고

따를국민들은없다고봅니다...저소득층복지예산으로전환하여정부에서관리지출하는것이바람직

하다...그러나 납세자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 역시 그것도 납세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

다. 이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번 초과징수액 6,000억 역시 과연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서 지금복지비용으로 장관께서쓰겠다하는데과연그렇게쓰일것인지아니면 과거예처럼 재벌이

나기타계층을위해서쓰이지않는다고결코장관께서는장담할수가없을것입니다. 그래서확실성

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바로 초과징수분은 납세자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

입니다...애매하게 일반 근로소득층의 복지재정으로 쓰겠다...이것 솔직한 얘기가 장관께서 어떻게 책

임집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1989년 제147회 재무위원회 회

의록 7호, 평민당의원, pp.31-32).

근로소득세초과징수와세금환급에관한이슈는언론을통해서도집중적으로다루어진

다. 아래 <표 4-1>는 89년 8월부터 10월까지근로소득세초과징수문제가사회적으로뜨거

운논란이되었던시기에언론에서이문제를어떻게다루었는가를보여준다. 이표는우선

근로소득세 문제가 8월, 9월에는 간간히 보도되다가 국회 상임위 일정에 맞추어 10월 들어

보도기사가급증하였음을보여준다. 둘째, 기사 제목을통해서알수있듯이, 조세부담의불

공평성과과세형평성문제가집중부각되고있으며, 이를근거로초과징수분에대한환급이

불가피하다는점을 지적하고있다. 셋째, 이러한 기사를통해 우리는 야당뿐만아니라경총

이나 무역협회등 경제계, 한국노총이나경실련 같은사회단체, 그리고 심지어 노동부 같은

행정부처도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당시근소세환급이매우광범위한지지여론을갖고있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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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신 문 제 목

8월 24일 서울경제
근로소득세 과다징수
(올해 목표보다 6천억 원 더 걷힐 듯) (임금인상 따라 세금 급증)

동아일보
근로소득세 6천억 초과징수 될 듯
(임금인상 예측 잘못)(세율 인하해야 여론 일어)

8월 25일 세계일보 근소세 6천억더걷힐듯(임금인상따라작년보다 10%이상증가전망)

8월 29일 세계일보 근로소득세 부담 줄여야 한다

9월 8일 동아일보 근소세감면법 제정건의-경총 (임금 올라도 세금 뜯겨 실효 없다)

9월 9일 조선일보 근소세감면법 제정 건의(인상분만큼 감세주장-경총)

9월 10일 한국일보 근소세 임시감면법 제정을(애써 올린 임금 세금으로 다 나가-경총)

세계일보 근소세감면 입법 건의(올 목표보다 6천억 초과징수 예상-경총)

조선일보 근로소득세 낮춰라

한국일보 너무 많이 걷히는 세금(경총의 근소세 감면건의 일리 있다)

세계일보
근로소득 공제액 더 높혀야
말없는 납세자⦁근로소득자

동아일보 봉급자는 〈봉〉인가

9월 16일 중앙일보
근로소득세 너무 거둔다(올목표 67% 늘어 6천억 초과징수)
(세제대폭손질-국회청원 : 노총)

9월 19일 세계일보 근소세 7천억 초과징수-작년 (세계잉여금의 22%-재무부 국감자료)

9월 23일 경향신문
근소세 10%는 내릴 수 있다(해마다 예상된 초과징수)
봉급자는 세정의 봉인가

9월 28일 동아일보 알다가도 모를 일들(경제부차장)

10월 3일 세계일보 월급장이의 〈유리지갑〉(경제부부장)

동아일보
봉급자세금 너무 많이 뗀다(해마다 목표초과…올 75% 더 걷힐 듯)
(고소득 의사 변호사와 비슷한 수준)

10월 6일 조선일보 작년 근로세 30% 더 징수-국감

10월 9일 서울신문 근소세 70% 더 걷힐 듯(1조 4천억 징수 6천억 초과예상)

중앙일보 근로소득세 왜 안 내리나(경총전무)

10월 15일 한겨레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율 임금상승분의 3∼4배
(무역협회 상반기 분석-면세점 인상, 세액공제건의)

세계일보 근로소득세 왜 안 내리나

중앙일보 세율인하마땅(야)/올해조정불가(여)

10월 16일 동아일보
근소세 경감책 강력 촉구(국회)
봉급인상분 세금특별공제하라(무협)
(임금 18.7% 인상에 세부담은 62∼84% 늘어)

중앙일보 근소세 공제 확대해야(무협)

<표 4-1> 근로소득세초과징수논쟁(1989년 8월-10월) (괄호안은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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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한국일보
상반기 임금 18% 인상에 근소세 부담 62∼84% 늘어
(무협, 근로자세금 경감조치 건의)

조선일보 근로소득세 줄여야(단순경감 아닌 세제개혁을)

10월 18일 서울신문 월급쟁이 세금 떼도 너무 뗀다(5천억 초과징수 논란 안팍)

경향신문 봉급자과세 개선할 세제개편 서둘러라 : 담당기자

10월 21일 조선일보 월급장이는 봉 : 경제부차장

10월 23일 한국일보 근소세인하불가피할듯(경제단체건의이어야 3당도법개정등추진)

동아일보

근소세 내년 57% 더 거둔다-정부세입계상
(변호사, 의사, 자유업 7.6% 줄여)
3 야, 근소세 인하 추진(올 초과징수 6천억 환급법안 추진)
세금 불공평하다(간접세 55% 비중은 부익부만 조장)
(노력않고 거두기 쉬운 근소세 늘려)

중앙일보 근소세 감면 법안 제출-평민(초과징수액 환불규정)

10월 24일 조선일보
근소세 초과징수액-근로자복지사업 투입
(정부, 자녀진학학자금 증액/주택자금대출 지원도)

한국일보
내년 근소세 57% 늘리고, 의사 등 자유업은 7% 줄여
(봉급자만 부담가중 불만고조)
근로자는 <봉>인가

한겨레 근로소득세 감면법안 제출-평민

세계일보
근소세 대폭 경감 방침-내년 시행계획
(정부, 새 공제항목 추가-각종수당 비과세)
근소세 환급법안 제출(평민, 올 초과징수 6천억 대상)

동아일보
초과징수근소세환급않기로-정부(내년세제개편때세경감방안강구)
봉급자 세금을 낮추라(내년 임금인상억제전제 초과분 조치를)
부유층 봐주는 재산세제

중앙일보 근소세와 봉급자 주머니(세금의 형평 살릴 조정 필요하다)

10월 25일 조선일보 근로자세부담 과다, 정치쟁점화(상)

한국일보 근로소득세내년경감-정부검토(한시법제정, 세액의 10∼50%탕감)

세계일보
근소세 임시조치법 검토-정부(내년 1년만 세액경감)
근소세 환급의 정당성

조선일보
조세형평 무엇이 문제인가(하)
(탈루소득추적과세대상확대를)(초과징수는세수추계오판탓-재무장관)

동아일보 봉급생활자에 가혹한 소득세

10월 26일 조선일보
근소세 91년 가야 인하가능
(내년 세제개편 작업 때 반영)(초과징수 연말 환급없어)

서울신문
정부 근소세인하구상 없다
(내년 세제개편 통해 조세형평 도모)

한국일보

임금 15% 인상 때 세금 3.2배 늘어
소득세율체계 단순화-내년 세제개편 때
세수추계 잘못 인정했으면 시정을 : 담당기자
(근소세 초과징수 어떤 형태든 되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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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근소세 경감조치 고려 안해(내년 세제개편 할 때 검토)
근소세-정부-야 3 당 한판 예고

세계일보
근소세 연내 경감 어렵다-재무장관(내년 세제개편 때 검토)
세금 너무 많이 거둔다(올 목표보다 2조 4천억 초과전망)

중앙일보
노동부, 근소세 당장 내려야-재무부에요청(법개정시기싸고 이견)
내년개정 91년부터 경감 : 재무부
세금에 눈린 봉급생활자

10월 27일 조선일보
근로자 임금 20% 오를 때 인상분 5∼31% 세금 흡수
(월백만원이상계층만세부담증가)(재무부근소세여론진화나서)

한국일보 근소세 불만, 노동부도 가세(내년 노사분규 촉진요인 우려)

한겨레
야권, 근소세 경감 한 목소리(방법에 이견…단일안 마련에 기대)
노동부, 근로소득세 인하 요청(임금상승분 세금흡수 노사반발)

세계일보 조세제도 직접세 중심 개편을-경실련(재산세과표도 현실화해야)

중앙일보
야, 근소세경감 단일안 추진
근소세 깎자, 야 공동전선

경향신문
과징세금 환급은 순리-야 3 당 근소세경감안 주요 내용
세수오판, 근로자에 죄송-재무부장관

10월 28일 한국일보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 일

한겨레 최고세율 인하보다 면세점 올리도록

10월 29일 세계일보 과세 불공평…소득재분배 역행(손질 시급한 징세편의위주 조세)

10월 30일 경향신문

깨진 담세형평 재확인
(의사, 변호사 소득자료 분석 결과)(총수입의 87%까지 경비인정)
잘살면 세금 적은 까닭은(경제부부장)
의사⦁변호사 소득세 부담 너무 낮다(130∼140만원 봉급자 수준)

10월 31일 조선일보
의사⦁변호사 많이 벌고 세금 적게 낸다
(작년 신고소득 월 백35만원 선-세부담 20만원에 그쳐)

서울신문
고소득 의사⦁변호사 소득세 너무 적게 낸다
(1백 30∼1백 40만원 봉급자 수준)

한겨레
의사⦁변호사 신고소득 월 1백 40만원선
(세금 20만원대 불과 : 조세형평 큰 논란)

세계일보
의사⦁변호사 신고소득 한달 겨우 130∼140만원
(총수입의 13∼28%만 과세/근로자는 최소 41%선)
노⦁사⦁야당 경감 한목소리(근소세 인하 논쟁 어떻게 돼가나)

중앙일보 불공평한 자유업의 세부담)

출처: 김정탁(1989) 참조.

우리는 이러한 야당 및 언론들의 비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째, 국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세란 특별히 어떤 대가를 바라

지않고국가에현금이나현물을납부할의무로구성된다. 즉세금이란어떤서비스와직접

적으로 교환될 것을 전제로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에게 부과하는 그리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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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경우에는강제하는납부의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현대국가에서

조세란일반적으로공공재를위해사용될것이라는암묵적전제가깔려있으며, 이러한기대

가무너질때국가의조세정책은심각한저항에직면하게된다. 따라서국가가원활히조세

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Steinmo, 1993).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동안 조세정책이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위한 자본조달 목적으

로만 활용되어 왔을 뿐, 복지재원으로 활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조세수입의 상당 부분

이 납세자들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의 명목으로 재벌들에게 집중적

으로 할당되었다(이진순, 1990).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부가가치세와 같이 역진적인 조세제도

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한국과 같이 국가의 공적 이전지출이 거의 전무

한상황에서부가가치세를도입하는경우는매우예외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

러한경향은민주화과정에서도크게달라지지않는다. 민주화이후국가복지는어디까지나

‘수익자부담원칙’, ‘선별성 원칙’, ‘이전지출의최소화원칙’이라는틀을고수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복지기능을 확대한다고 표방해도 복지수혜의 범위와 수준은 결코 보편적이지도 가

시적이지도않았으며조세부담과복지수혜간의관계또한명확하지않았다.

둘째, 조세저항과소득세환급에대한요구가임금투쟁의양상을보여준다는점이다. 한

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배제의 저임금 정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해왔다(신광영,

1999). 반면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러한 저임금정책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명목임

금이급속히상승한다. 하지만누진적소득세체계하에서는임금이상승할때소득세부담

은더빠르게상승하게되고, 그 결과가처분소득의증가는미미한수준에머물게된다. 즉,

임금인상몫의상당부분이세금으로흡수되는결과가초래된다. 그러므로노동의입장에서

는 소득세 부담 경감조치와 세금환급에 대한 요구는 노사협상을 통해 획득한 시장임금을

보전하기위한임금투쟁의성격을띠게된다.

셋째,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국가의 복지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이다.

납세의무와 복지수혜가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더라도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된다면 조세

저항은최소화될것이다. 하지만금융실명제의실시와같이과세의형평성을개선하기위한

조치들이 하나도 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

다는정부의입장은정당성을획득하지못한다.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 논쟁의 결과 실제로 1989년에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치가

취해진다. 1988년에 개정되었던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규모의 확대는 그대로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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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988년에폐지되었던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가재도입되어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근

로소득세의 20%를 세액공제해주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월 급여 1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를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비과세조치가취해진다. 이로인해근로소득세

면세점은그대로유지되었지만, 세액공제및비과세조치를통해대략 1조원정도의근로소

득세가경감혹은환급된다(한국조세연구원, 1997; 1990년제151회 재무위원회회의록 7호)..

1989년도의세금환급을둘러싼조세저항과세법개정은조세의형평성이나분배차원, 그

리고실질임금의보전이라는관점에서일정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할수도있다. 하지

만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70년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었

던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나 세금감면이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해서 활용된 것에 불과하

다. 사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하지만한국의경우는경제적위기나정치적위기시에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소득보전 수단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있다.7) 게다가 민주화 이후 조세정책의 정치화로 ‘근

로소득세 면세점’ 제도가 관행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혁 자체가

더욱어려워지고만다.

3) 소득공제의 확대와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

1988년의세제개혁은사실 1990년의 2차세제개혁을전제로한부분적인세제개혁의성

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금융실명제와 같은 근본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로 우선 근로소득자에 대

한세부담경감조치들을취하고, 체계적인준비를통해금융실명제나금융소득에대한종합

과세를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 조세개혁의 장기플랜이었다. 하지만 90년 3당 합당으로 인한

개혁의후퇴와소득세 환급을 둘러싼 논쟁들로인해 90년의 세제개혁은 금융실명제 유보와

함께소득공제규모의확대조치로국한되고만다.

7) “75년도 소득세법의 개정의 경우와 8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경우를 환급과 다르다고 일축해 버렸는데...

특별공제특례를 인정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 돈

을 리턴해 주기위해서한 것입니다”(1989년 제147회 재무위원회회의록 6호, 김태식 발언,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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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공제혜택 1981년 1988년

납세

의무자

전체

기초공제 연30만원 연48만원

배우자공제 연42만원 연54만원

부양가족공제(3
인기준)

연72만원
(1인당24만원)

연144만원
(1인당48만원)

장해자공제 연30만원 연48만원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 노인 연 36만
원 추가공제

부녀자세대주공
제

맞벌이부부특별
공제

근로

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정액에서 정률공제로 전환.
연88만원 이하 100%, 88만원
-300만원 20%, 300만원 초과
10% 공제. 최고170만원.
상여금 특별공제 폐지

연140만원 이하 100%,
140-400만원이하 25%,
400만원 초과 15%.
최고 230만원까지.

보험료공제
전체 근로자로 대상 확대. 대
상보험 조정

의료비공제 연간 소득금액 5% 초과 의료
비 공제, 최고 24만원

교육비공제

월정급여 70만원 이하 근로
자 대상. 자녀 1인당 연12만
원(2인 이내)
교육비보조금 비과세 및 근
로학생공제 폐지

중고교자녀 공납금 전액
공제. 동거하는 형제자
매 교육비 공제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조정

기타 기부금특별공제 신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도입.
월급여 30만원 이하 20%, 30
만원-40만원 10%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면세점
근로소득면세
점8)

연268만원 연460만원

<표 4-2> 1980-90년대소득공제제도의변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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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2년 1994년

연60만원

기본공제로 통합. 1인당 100
만원. 자녀수 제한 폐지.

장애자·경로우대·부녀자세대
주 공제는 추가공제로 통합.
사유별 1인당 50만원 추가
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50
만원 추가공제

연48만원

연54만원

연54만원

연230만원 이하 100%,
230만원 초과 30%.
최고 490만원.

연250만원 이하 100%,
250만원 초과 30%.
최고 600만원

연400만원 이하 100%,
400만원 초과 30%.
최고 800만원

연5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
자금·기부금 공제를 특별공
제로 통합. 적용대상을 근로
자에서 모든 종합소득자로
확대.
표준공제제도 도입. 연60만
원 일괄 공제

연간 소득금액 3% 초과
의료비 공제. 연100만원.

노인의료비 및 장애인재활
의료비 전액공제 추가

자녀수 2인 제한 폐지(93
년)

89년부터 월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연180만원 한도)
93년 비과세 한도를 240만원으로 인상

연급여 12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무주택근로자공제
제도 신설. 연100만원 공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주택자
금공제로 전환
세금우대저축 정비

89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설. 전근로자 대상 산출세액의 20%(연30만원 한도)
90년 개정: 월급여300만원 이하 공제율 20%. 연 50만원 한도.
92년 개정:근로소득세액공제 전근로자로 확대 적용

연513만원 연550만원 연627만원

<표 4-2 계속> 1980-90년대소득공제제도의변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1987)

8) 1990년 이후부터는 4인 가족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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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총근로소득자 과세미달인원 비중 과세인원 비중

1976 6,125 4,432 72.4 1,693 27.6

1977 6,626 4,894 73.9 1,732 26.1

1978 7,118 5,239 73.6 1,879 26.4

1979 7,645 5,210 68.1 2,435 31.9

1980 7,258 4,926 67.9 2,332 32.1

1981 7,431 4,346 58.5 3,085 41.5

1982 7,659 4,495 58.7 3,164 41.3

1983 7,916 4,495 56.8 3,421 43.2

1984 8,294 4,574 55.1 3,720 44.9

1985 8,510 4,573 53.7 3,937 46.3

1986 9,094 4,810 52.9 4,284 47.1

1987 9,841 5,080 51.6 4,761 48.4

1988 10,259 5,042 49.1 5,217 50.9

1989 10,500 5,910 56.3 4,590 43.7

1990 10,950 5,910 54.0 5,040 46.0

1991 11,290 6,420 56.9 4,870 43.1

<표 4-2>에서보듯이, 1990년 세제개혁으로근로소득공제규모가증가하고, 경로우대공

제가 확대되었으며, 부녀자세대주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1992년에는 근로소득공제규모 확대

의 일환으로 기초공제도 증액되고 맞벌이부부특별공제가 신설된다. 1994년에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조치로 금융실명제가 행정조치의 형태로 전격 실시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존의소득공제규모를대폭인상하고, 특별공제의적용대상도근로자에서모든종합소득자

로확대적용한다.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의임금억제정책을실시하는상황에서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할 필요성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된다(한국조세연구

원, 1997).

<표 4-3> 근로소득세납세인원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1983: 102), 한국개발연구원(1991: 96), 윤세익(1995: 66)

<표 4-3>는 1970년대 종합소득세 도입 이후 근로소득세 납세인원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이 표를 보면 종합소득세가 도입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대폭 인상되었던 1975년



4장 중산층 육성 전략과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제도화 141

이후근로소득세납세인원이전체납세의무자의 27.6%로매우낮은수준이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이수준은 1980년까지 30%정도의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는것을알수있다. 하

지만 1981년 이후 근로소득세 납세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8년의 소득세법이 적용되

기 전인 1988년에 50%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1982년 이후 물가안정과 경제안정화 정책

기조들로 인해 소득세 면세점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8년과 1990

년 두 번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인상됨에 따라 납세인원의 비중이 다

시 40% 초반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소득공제 규모가 다시금

증가하였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림 4-2> 근로소득세면세점추이, 1980-19979)

자료: 배준호(1997: 358-359 <표 6-3>), 도시가계조사(각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8, 1994)

<그림 4-2>은 근로소득세 면세점의 크기를 가계소득 및 가계소비지출, 최저생계비, 최

저임금수준 등과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감면은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당화된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최저임금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4-2>을 보면 면세점 수준이 가계소비지출 수준에는 미달하

9) 그래프의 Y축은 로그스케일로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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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최저생계비와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월등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면세점 수준이 가계소비지출 수준보다도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세점 수준이 70년대에 비해 하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임금상승으로 인해 명목임금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면세점 수준이 가계

소비지출 대비 60-70%에 달하는 것이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소득세

면세점 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특별공제와 비과세,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

한혜택을고려할경우, 근로소득세경감조치를통한감세규모는더욱커지게된다.

마지막으로 <표 4-4>는 199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금혜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나되는지를 3장에서와같이 ‘대표가계접근법’을 통해계산한것이다. 단, 기준가구를그동

안의 가족구성원 수 변화에 맞게 4인 가구(자녀 2명 포함)로 하였다. 이 표를 보면, 하위 1

분위 계층의 경우 평균 가구근로소득이 33만8천 원 정도이며, 면세점의 인상으로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으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감면 액수가 월 1만6천 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감면 액수는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절대적인 규모에서나

상대적인 규모에서나 모두 상승하여, 월 가구근로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 혜택은

무려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명목세율에서 실효세율을 뺀 값인 소득공제

율도 9%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 감면 조치

들이혜택면에서보면매우역진적이며계층화경향이매우강하다는점을보여준다.

또한 1인당연간세금혜택규모를인구1인당사회보장비와비교해보면, 1991년기준인

구1인당 사회보장비지출이연간약 16만4,000원 정도였던데 비해, 1인당 연간세금혜택 규

모가평균적으로는약 25만4,000원으로사회보장비지출의 155%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이를 소득분위별로 파악해 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의 1인당 연간세금혜택 규모는 약 5

만원에불과해 1인당연간사회보장비지출에한참미달하는반면, 소득3분위계층이상부

터는사회보장비지출보다더큰규모의혜택을받는것을알수있다. 특히소득10분위계

층의경우세금혜택규모가무려 50만 원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세금혜택규모에대한

추정은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모집단도 도시근로자가구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체인구를모집단으로 하는인구1인당 사회보장비지출과직접 비교하는것에는무

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로 인한 혜

택의 규모가 전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혜택보다도 더 컸으며, 특히 중간층 이상 소득

계층의경우이러한근로소득세공제제도를통해받는세금혜택규모가커지는것을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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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위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결정
세액

실효
세율

명목
세액

명목
세율

세금
감면

소득
공제
율

1인당
연간
세금혜택

하위
1분위

337,939 313,257 0 0 16,897 5.00 16,897 5.00 50,691

2분위 544,275 500,951 2,661 0.49 46,018 8.45 43,358 7.97 130,073

3분위 651,426 596,334 6,238 0.96 61,868 9.50 55,631 8.54 166,892

4분위 745,383 661,337 8,675 1.16 73,716 9.89 65,041 8.73 195,123

5분위 827,260 717,092 10,766 1.30 83,943 10.15 73,177 8.85 219,532

6분위 929,131 788,915 15,845 1.71 96,937 10.43 81,092 8.73 243,277

7분위 1,057,228 887,224 27,642 2.61 120,451 11.39 92,809 8.78 278,426

8분위 1,222,069 1,003,868 42,322 3.46 154,354 12.63 112,033 9.17 336,098

9분위 1,465,301 1,186,889 66,542 4.54 206,781 14.11 140,239 9.57 420,716

10분위 2,080,59
0

1,639,460 182,997 8.80 349,335 16.79 166,338 7.99 499,015

평균 986,060 829,533 40,410 2.78 121,030 10.83 84,661 8.33 253,984

<표 4-4> 1991년도시가계의소득세부담및경감규모 단위: 원, %, 월소득기준

자료: 소득자료는도시가계조사참조. 세금감면규모는필자계산.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의 공평과세의 정치는 역설적이게도 조세부담의 하향

평준화로 귀결된다. 1970년대에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도입 활용되었던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는민주화이후에는 소득 보장적 측면뿐만아니라 경제민주화와 공평과세원칙의실현

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민주화라는 새로운 변수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이 재분배의 정치에 얼마나 강한 경로의존성을 부여하는지를 보여

준다. 소득공제규모의확대로인한혜택이매우역진적으로배분되는문제가지속적으로지

적되었지만, 소득종류별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매우 심각하고, 자산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등

기득권세력의세부담을 증가시킬가능성이 거의 전무해 보이는상황에서 공평과세와경제

민주화를실현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아마도면세점제도의활용밖에없었을지도모른

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첫째,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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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소득공제혜택을제공하는것은암묵적으로모든사업소득자, 모든자영업자가탈세를

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역설적이게도 탈세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전병

목·안종석 2005; 성명재 2011). 둘째, 조세부담이 지속적으로 하향평준화 됨으로써 국가의

복지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세 환급조

치로조세형평성이어느정도개선되었다고는하지만, 이러한조치들로인해고소득자의조

세부담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자나 자산소득자의 과세포착률이 개선된 것도 아니

다. 오히려조세부담이전반적으로하향평준화됨으로써조세를통한복지재원의확충이더

욱어렵게되고, 이것은다시사회정책에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선별적지원원칙’을

더욱강화시키는논리로작용하게된다. 그 결과분배갈등의해결이보편주의적사회정책의

길과는점점더멀어지게된다.

3절 재정제약과 시장순응형 사회정책

1) 사회정책 개혁과 재정제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는 1960-70년대 산업화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

인가의문제를둘러싸고정치가활성화된다. 특히부가가치세의도입이조세부담을매우역

진적인체계로바꾸어놓음으로써권위주의체제의붕괴를야기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한

국이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모델로 참고했던유럽의경우는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수정할

수 있는 국가복지가 매우 잘 제도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국가복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내자동원의 관점에서만 부가가치세 도입이 고려되었기 때문

에부가가치세의도입이분배갈등의폭발로이어진다.

1970년대 후반의 분배갈등이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따라 전개되었다면, 한국

에서도아마 1970년대후반에매우단절적인복지개혁을경험했을지도모른다. 하지만한국

의경험은이러한경로와는매우다른경로를거쳐왔다. 즉, 1979년의 부마항쟁이후곧이

어 10·26사태와 12·12군사쿠데타, 그리고 80년 서울의 봄을 거쳐 광주민주항쟁으로 이어지

는 한국 현대사의과정은 1970년대의 분배갈등이 매우폭압적이고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1970년대에 성장하기 시작한 분배연합이 복지문제를 정치화할

기회를박탈당했으며, 그기회가적어도 1980년대민주화이행시기로까지이연됨을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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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 대책이 보여주듯이 민주화 이행기에도 사회정책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국가복지의 최소주의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선별적 지원 원칙을

유지한다. 사실 한국에서 사회정책은 어떤 뚜렷한 정책적 지향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

이 아니라 항상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되어 왔다(Kwon, 1999). 그런데 국가복

지의 확대가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면, 반면에 이에 수반되

는 재정부담이나 조세개혁은 정치적 정당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므로 재원조달이 불확실한상황에서 정당성 확보를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은결과

적으로형식적이고명목적인 도입에 그치거나수익자부담과 잔여주의적성격이 강한시장

순응형사회정책에머물가능성이높다(이혜경, 1995; 송호근, 1999: 83-84).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재정적 제약 문제는 사회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곽태원, 1987). 첫째, 중산층 육성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는 1985년은 아직까지 ‘3저 호황’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힘든 때였고, 80년대 초반의 경

제안정화정책 기조도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던 때였다. 즉, 5공 초기에는 마이너스 성

장과 초인플레이션 문제,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GNP의

5%에달하는막대한금액이외채상환을위해매년지불돼야하는상황이었다. 또한당시에

는 한국경제의 위기설과 함께 선진국의 복지국가 비판론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이혜경,

1993: 82; 윤상우, 2002). 따라서 5공은 체제의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복지국가구현을 국

정목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에 있어서 점진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에만 머

물고 있었다(이혜경, 1993). 즉, 80년대 중반집권세력의정치적위기로인해 사회정책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차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

지해야한다는전제조건하에서만가능한것이었다.

둘째, 민주화 과정에서 분배욕구의 분출은 오히려 복지재정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조세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는 분배문제와관련하여 더많은국가복지가요구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축소하라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다(박유광, 1988; 최광, 1989). 이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분배문제가 지나치

게억눌려왔을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불공평성이 매우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유

야 어찌되었든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

해가능한해결책은복지지출을최대한억제하는방법밖에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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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일차적으로재정적문제에제약되어있었다는것은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에잘나타난다. 아래글은 ‘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수정계획’에서 인용한것이다.

“만약 증대되는 복지수요를 모두 정부재정기능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재정규모가 팽창되어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세부담증가 없는 재

정규모팽창은인플레를초래하게되고경제의안정성장을저해하는요인이될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의 합리화로 정당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은 징수하되 획일적인 고조세부담은 지양하면서 생활의

기본수요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부터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대한민국정부, 1988: 18).

이렇게 재정적 제약조건 하에서 사회정책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선별적 지원 원칙’은

생활보호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 같은 사회보험에

도강하게반영된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은 시행초기에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실업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부분적립 재정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

구하고이로인해당대의노인들이제도에서완전히배제되는문제를그대로방치하였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이혜경,

1993: 81-83).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회보험에 있어서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원칙

을유지하는것과관련된것들이며, 이로인해사회적취약계층이사회보험에서제도적으로

배제되는결과를초래한다.10)

둘째,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문제가 조합주의 대 통합주의간의 논쟁

형태로나타난다. 1970년대후반의료보험제도의시행이후의료보험은지속적으로적용대

상을 확대해 왔는데, 그 결과로 인해 80년대가 되면 소규모 의료보험조합의 재정불안 문제

와보험에있어서역선택문제가대두하게된다(이두호, 1992; 이혜경: 1992: 181-184). 따라

서 조합주의적의보운영의문제점이 보사부 내에서도논의가 되어 89년에는 의료보험통합

을 위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의보통합이 국고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

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조합주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은 의료보험

에 있어서도 사회적 연대와 재분배의 측면보다는 시장적 경쟁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하

게유지되었다는것을보여준다(조영재, 2008).

10) 1995년 국민연금의 농어민 확대적용과 같이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우르과이라운

드 타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확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연금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향

후 10년간 일인당 월2,200원으로 제한될 정도로 국가의 재정부담은 매우 인색하였다(이혜경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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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부조에있어서도복지에대한가족책임을강조하는잔여주의모형이지배적임

을알수있다.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보건사회부문계획’에서는 “가정, 지역사회의복

지기능을 최대한 조장시키고 이것이 제대로 발휘되지않을때 국가적 복지시책으로보충하

는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원칙을견지한다. 이에따라앞으로가정복지, 지역복지및재

가복지를 보다 강화해 간다”(김상균 1993, 136에서 재인용)고 함으로써 공공부조에 있어서

국가의책임을최소화할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2) 국가재정의 최소개입

시장순응형 사회정책의 재정중립 원칙은 사회보장지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5>는총사회보장지출의추이를 1970년대부터 1994년까지시계열적으로보여주

고 있다. 사회보장지출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

로 파악하는 방법,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지출규

모를 파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이혜경, 1995). <표 4-5>는 중앙정부 예

산으로포함되지않는사회보험등까지모두포괄하는총사회보장지출규모를보여준다.

이표를보면 1970년 이래로한국의사회보장지출이매우급격히증가해온것을알수

있다. 국내총생산대비총사회보장지출비중은 3%대로국제적인기준으로봤을때매우작

은 규모이지만,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알수있다. 인구1인당연간사회보장비규모는 1970년 870원에서 1994년 24만원으로

무려 220배가상승한것을알수있다.

그런데우리는이러한총사회보장지출의증가가국고부담보다는수익자부담을통해증

가해 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총사회보장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사회보험

의 증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의 사회보험은 3자 부담

방식이 아닌 2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기여금만으로 재원이 충당되어 왔다(이혜경, 1995). 그

러므로 공공부조나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에비해 사회보험의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

가해왔다는것은그만큼수익자부담에의한지출규모가증가해왔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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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합계(A) 국내총

생산(B)
A/B
(%)

인구1인당연간
사회보장비(원)

1970 146 126 8 280 27,639 1.01 870

1971 169 152 12 333 34,199 0.97 1,014

1972 214 167 13 394 42,179 0.93 1,179

1973 307 162 16 485 54,536 0.89 1,422

1974 297 368 30 695 77,777 0.89 2,003

1975 358 581 50 989 103,861 0.95 2,804

1976 642 546 53 1,241 143,045 0.87 3,462

1977 960 590 142 1,692 183,564 0.92 4,647

1978 1,417 807 80 2,304 247,447 0.93 6,235

1979 2,370 1,615 181 4,166 317,319 1.31 11,099

1980 4,036 1,987 229 6,252 387,749 1.61 16,400

1981 5,060 2,248 513 7,821 486,727 1.61 20,197

1982 7,204 2,873 621 10,698 557,217 1.92 27,203

1983 9,164 3,413 980 13,557 655,590 2.07 33,967

1984 10,606 3,216 895 14,717 751,263 1.96 36,424

1985 12,804 3,464 936 17,204 840,610 2.05 42,163

1986 14,120 3,877 1,215 19,212 981,102 1.96 46,614

1987 16,352 5,197 1,306 22,855 1,151,643 1.98 54,910

1988 22,041 6,918 1,465 30,424 1,371,115 2.22 72,383

1989 28,370 8,514 2,216 39,100 1,547,534 2.53 92,111

1990 39,954 10,816 3,993 54,763 1,866,909 2.93 127,744

1991 46,786 13,829 9,491 70,106 2,260,076 3.10 162,028

1992 58,774 14,616 8,840 82,230 2,575,254 3.19 188,330

1993 69,642 15,231 10,279 95,152 2,906,756 3.27 215,980

1994 81,878 17,221 11,449 110,548 3,402,083 3.25 240,534

<표 4-5> 총사회보장지출추이, 1970-1994 단위: 억원, %

출처: 노인철·김수봉(1996: 27) <표 3-4> 참조.

<표 4-6>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추이를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 및 총사회보

장지출규모와비교한것이다. 이표는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도그동안매우빠른속도로

증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총사회보장지출의 증가보다는 느리게 증가해 온 것을 보여준다.

총사회보장지출에서 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57.5%에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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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중앙정부
사회보험
지출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B)

중앙정부
사회지출
합계(A)

일반회계
총세출(C)

총사회
보장지출
(D)

A/C B/C A/D

1970 47 114 161 4,413 280 3.6 2.6 57.5

1971 61 138 199 5,463 333 3.6 2.5 59.8

1972 70 152 222 7,011 394 3.2 2.2 56.3

1973 74 146 220 6,554 485 3.4 2.2 45.4

1974 83 316 399 10,139 695 3.9 3.1 57.4

1975 147 456 603 15,353 989 3.9 3.0 61.0

1976 238 442 680 21,422 1,241 3.2 2.1 54.8

1977 344 567 911 27,399 1,692 3.3 2.1 53.8

1978 404 673 1,077 35,387 2,304 3.0 1.9 46.7

1979 662 1,229 1,891 50,532 4,166 3.7 2.4 45.4

1980 1,067 1,587 2,654 64,861 6,252 4.1 2.4 42.5

1981 1,507 1,779 3,286 79,078 7,821 4.2 2.2 42.0

1982 1,908 2,338 4,246 91,789 10,698 4.6 2.5 39.7

1983 2,258 2,723 4,981 101,808 13,557 4.9 2.7 36.7

1984 2,525 2,858 5,383 110,721 14,717 4.9 2.6 36.6

1985 2,709 3,269 5,978 124,064 17,204 4.8 2.6 34.7

1986 3,380 3,586 6,966 137,965 19,212 5.0 2.6 36.3

1987 3,799 4,805 8,604 157,945 22,855 5.4 3.0 37.6

1988 6,421 6,004 12,425 180,250 30,424 6.9 3.3 40.8

1989 7,390 7,745 15,135 216,531 39,100 7.0 3.6 38.7

32.2%로오히려하락한다.

반면, 일반회계 총세출 중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6%에서 1994

년 8.3%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재정을통한 사회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증가

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 사회보장지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

회보험지출은 대부분이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로서

일반국민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사회보험 항목을 제외하고, 공공

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항목만을고려할경우, 일반회계총세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비중이 1970년 2.6%에서 1994년 3.7%로 매우 미미한 증가에

머물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표 4-6> 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추이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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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885 9,472 19,357 274,367 54,763 7.1 3.5 35.3

1991 13,359 11,699 25,058 312,835 70,106 8.0 3.7 35.7

1992 15,294 13,170 28,464 333,625 82,230 8.5 3.9 34.6

1993 17,537 14,200 31,737 372,680 95,152 8.5 3.8 33.4

1994 19,953 15,667 35,620 427,947 110,548 8.3 3.7 32.2

출처: 노인철·김수봉(1996: 29) <표 3-6>.

한국개발연구원재정통계자료집(1983, 1991, 1994) 참조.

이것은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이 그 동안 주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통해증가해왔으며, 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의경우에도이전적지출의성격이강한공공부

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증가가 억제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회보

장제도는 수익자 부담에 기초한 지극히 시장순응적인 사회보험제도와 선별적 지원에 기초

한지극히잔여주의적인공공부조제도를주축으로발전한다(정무권, 2002: 이혜경, 1995). 그

리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복지재정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정중립원칙이

강하게작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 80년대의 사회정책은 내용면에서 70년대의 사회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력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사회보험이 실행된 반면,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들의 최저생계보장

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이혜경, 1993:

78-80). 이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정중립원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

우 일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확대되고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권위주의적 지배엘리트

가구축해놓은기본골격을유지·강화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평가할수있다.

4절 재산형성 촉진과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제도화

1) 주택문제와 공공기금의 주택금융화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에 대해 환급조치가 취해지고사회정책의수익자부담/선별적지원

원칙이강조됨에따라분배갈등에대한접근은궁극적으로재산형성및내집마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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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저축을활용한금융적방식으로집중된다. 특히주거문제가매우심각한사회문제로부

상하면서주택정책이재분배정치의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게된다(공보처, 1992: 237-238;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2007: 131-133).

1970년대의 저축장려정책들은 오로지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축적이나 자산

소득등에매우관대한금융·세제혜택을제공해왔다(이진순, 1990). 따라서재형저축과같

은저축지원정책의경우에도그혜택은주로저축여력이있는중상위소득계층에집중된다.

그 결과 급속한 자본축적과 부의 축적에 대한 재분배 메커니즘이 부재하게 되어 자산격차

가 점점 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이계식, 1989). 그리고 자산 격차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근로자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손정목, 2003: 104-120).

1980년대 중산층육성대책에서주택문제해결을위한정책은크게두가지로구성된다.

첫째, 근로자재산형성 제도가 저축증대나 자본시장육성과 같은 내자동원 목적이 아니라 근

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근

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빠른 기간에 최소한의 재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체계를 통합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상위소득

근로자보다는 하위소득 근로자가 재산형성을 위한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더

많이받을수있게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음이지적된다(연하청외, 1990: 34).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1987년 5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도입하는데, 이는 재형저축제도를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문제와 직접 연결시켰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11) 사실 근로자 재형저축은 대부분 주택마련

이주된동기였는데,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재형저축에주택마련에대한다양한지원수단들

을추가함으로써주택구입에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도록한다. 이로인해재형저축과주

택마련이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재산형성제도가 종합적 정책체계로서 틀을 갖추게 된

다(연하청외 1990: 177-180).

둘째, 주택정책의재원조달을위해국민주택기금제도가활용된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중화학공업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투자기금 제도와 같이 국가의 정상적

11)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제도는 월 소득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택마

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장기주택자금을 빌린 후 상환할 때에

는 상환액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액만큼을 근로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

한다. 또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고,

주택보조금을 지급받는 무주택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연하청 외, 1990:

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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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정활동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그런데 공공기금제도의 활용으로 인해

‘일반회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지출도 대부분이 인건비

나방위비, 지방재정교부금 등경직성예산이차지하게 됨에따라, 복지지출을 증가시킬여

력도줄어들게된다. 그러므로일반회계대신국민주택기금과같은공공기금을활용해복지

재원을조달하는방법이고려된다(박태규, 1989; 연하청·민재성, 1988; 곽태원, 1991).

이와 함께 1988년에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발생한 자본수입이나 국민연금 여유자금

등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제도(이하재특회계)를 도입한다.12) 특히국민연금제도가제도도입후 20년이 경과해야본

격적인 연금지출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립되는 연기금은 신규조성자금의 60% 이

상을 재정자금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둔다(재무부, 1989; 윤건영, 1991; 이혜경,

1995: 133-134).

아래 <표 4-7>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출에 정부관리기금 지출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상의 재정지출구조를 보여준다. 70년대 후반에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경제사업과 국방 두 가

지요소가차지하는비중이 60%정도에육박할정도로매우컸다면, 80년대 이후경제사업

과 국방이 차지하는비중은점차줄어들고 대신 ‘사회보장및 복지’와 ‘주택’의 비중이 증가

한다. 특히 주택의비중은 70년대에는 1%대에불과하다가 1990년에는 10%로까지상승한다.

이러한 1980년대 주택 부문의 지출 증가는 주택문제가 80년대 재분배의 정치에서 얼마나

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었는지를보여준다.

주택문제해결을위해재형저축과공공기금을활용하는것은재정운용에있어서연속과

단절을 잘 보여준다. 1970년대에는 재형저축과 국민투자기금, 그리고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모두 내자동원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라면, 80년대의 재형저축과 국민주택기금은 분배갈등

해소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사회정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과 ‘선별적지원원칙’을 강하게견지해왔고, 이를통해국가의복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공공기금의 활용은 일반회계상의 복지지출은 최소화하

면서도 주택건설이나 내 집 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정책수단으로활용된다.

12) 재특회계는 주로 첫째, 전력·교통·통신 등 산업기반을 강화·확충하는 기능, 둘째, 일반 국민의 생

활기반의 형성과 정비를 위해 교육·주택 등에 투융자하는 기능, 셋째, 민간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능 등을 위해 도입된다(재무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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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일반
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보
장 및
복지

주택
기타
지역
개발

경제
사업 기타

1971 23.5 27.2 18 1.8 4.9 0.6 1.4 20.3 2.3

1972 12 26 16.1 1.2 5 1 1.3 24.8 12.6

1973 11.9 28.1 16.6 1.3 5.9 1.9 1.1 20.1 13.1

1974 11 26.7 12.9 1.1 5.1 1.3 0.9 32.1 8.9

1975 13.1 26.4 12.7 0.9 4.8 1.1 0.8 31.1 9.1

1976 9.4 30.6 13.9 1 4.3 1.1 0.8 29.3 9.6

1977 9.1 30.8 14.4 1.5 4.4 1.4 0.8 26.9 10.7

1978 9.5 32.6 13.7 1.5 4.3 1.2 0.8 26.2 10.2

1979 9.1 26.7 14.4 0.9 4.7 1.8 0.6 31.8 10

1980 8.5 30.6 14.6 1 5.7 2.5 0.7 26 10.4

1981 8.9 28 14.4 1 4.9 7.5 0.6 24.7 10

1982 9.2 27.3 17 1.2 8.5 3.3 0.7 21.6 11.2

1983 10.1 27.9 17.9 1.5 4.7 4.8 0.8 19.9 12.4

1984 9 26.6 16.8 1.3 5 7.9 0.8 19.1 13.5

1985 9.4 26.6 16.6 1.3 5.2 4.8 1 21.9 13.2

1986 10 27.5 17 1.5 6.1 3.9 1.1 18.1 14.8

1987 9.4 25.5 17.1 2.2 6.2 3.6 2.2 17.7 16.1

1988 9 25.2 17.7 2.1 7.2 4.2 0.6 19.4 14.6

1989 8.9 23.1 17.1 1.9 8 8 0.7 18.9 13.4

1990 8.5 20 17 1.7 8.1 10.1 0.5 20.4 13.7

1991 8.8 19.6 13.9 1.8 8.5 9.2 0.5 20.7 17

1992 9.8 19.3 14.4 0.9 9.3 7.2 0.5 18.7 19.9

1993 9.8 18.4 15.4 0.9 9.3 6.2 0.6 19.9 19.5

1994 11.1 17.2 13.9 0.8 9.3 6.1 0.5 25.4 15.7

<표 4-7> 중앙정부통합재정수지기준재정지출구조 단위: %

출처: 노인철·김수봉(1996: 57), <표 4-4>에서인용.

2) 중산층 신화와 중간계급의 자산형성

중산층 육성 대책으로서 재산형성지원과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은 분배갈등을 탈

정치화하고중간층을보수화시키는효과적으로수단으로활용된다. 만약 80년대의분배갈등

을 사회정책을통해해결하려고했다면이는불가피하게 국가의복지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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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것은 다시 비용부담의 분배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갈등을 유발했을 것이다. 하

지만내집마련이나재산형성, 공공기금을활용한재원조달은사회구성원들의재산권을침

해하지 않으면서 분배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서구적인 맥락의 재분배 정치와는 거리

가먼것이었다.

이것은 실제로 지배엘리트가 중산층 육성 대책을 어떠한 정치적 맥락과 목적에서 활용

했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 대책은 1989년 공안정국

을 계기로 보다 본격화 되는데, 6공 정권은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중간층의 안보심리와 안

정희구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내 집 마련이나 국민주 발행 등을

통해중간층을보수화시키고자한다(정해구, 2011).

우선 지배엘리트들은 3저 호황을 계기로 증권시장이 성장하고 주식인구가 확대되는 것

에주목한다. 당시 주식인구가 7백 만정도로 증가하고, 이러한 주식인구의절반이상을중

간계층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증권시장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지배엘리트들은 이러한 주식보유자들의 심리를 활

용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주식인구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한다. 80년대 후반 포항제철,

한국전력,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 등을 잇달아 공개하고 이들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

각함으로써 중간계층을 주식보유자로서 포섭하고자 한다(월간말, 1989 7월호 “노정권의 중

간층포섭전술” pp.20; 윤상철, 1997).

80년대후반의주택정책도이와마찬가지였다. 6공의핵심공약이었던주택 200만호건

설은 영세민이나 중간층의 주거문제 해결보다는 사실상 중간층의 재산형성을 통한 중산층

신화 만들기의 성격이 강했다. 아파트 한 채가 중산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상황에서주택청약예금이나청약저축을통해아파트분양을기다리는인구가 1백 40

만 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그 만큼 내 집 마련을 통한 신분상승의 욕망이 매우 강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부동산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재테크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 혹은내집 넓히기는계층상승을 위한치열한생존경쟁의 장에다름아니었다(강준만,

2003: 202-215; 송호근, 1999: 235; 월간말, 1989 7월호 “노정권의 중간층 포섭전술” pp. 20;

홍두승·이동원, 1993).

지배엘리트의 주식 및 부동산을 통한 중간층 포섭전략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는지는 ‘월간말’ 지에 실린다음의인용문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주택은행 주택청약예금 창구에서 만난 한 화이트칼라는 “노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정치적으로

는 동조하지만, 솔직히 말해 내가 투자한 증권에서 이익을 남기고 작은 아파트 한 채라도 구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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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만이라도 커다란 격변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월간말, 1989 7월호 “노정권의

중산층포섭전술” pp.20)

“기업체사원, 공무원, 교사등샐러리맨은 ‘우리가언제월급으로살아왔습니까’라며본업은제쳐

둔 채 사무실에서도 증권과 아파트 이야기를 합니다.”(월간말, 1989 7월호 “노정권의 중산층 포섭전

술” pp.20)

<그림 4-3> 자가거주율의변화13)

출처: 통계청(KOSIS)

<그림 4-3>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가거주율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래프를보면알수있듯이, 한국의자가거주율은산업화와도시화가본격적으로진행되는

1970년대 이후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99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은 1970년대의경우모든가용한자본이일차적으로중화학공업

화에 투자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택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연하청 외, 1990: 231-234; 김중수, 1987). 하지만 80년대 분배갈등이 주거문제를 중심

으로 벌어짐에 따라 지배엘리트들은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연금 동원 등을 통해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매우 적극적인 주택공급정책을 펼치게 된다(한국주택은행, 1988; 박태규, 1989).

13) 이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후반 자가거주율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경우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셋방살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자기 집이 있

으면서도 셋방살이를 하는 가구를 포함한 자가소유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가소유율이 2005년에

는 60.3%, 2010년에는 61.3%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자가소유율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다(김수현, 20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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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가계
저축률

가계
저축

금융자산
실물
자산

부채
상환

합계 은행
예금 보험 곗돈 기타

1982 20.7 61,636 76.8 33.9 7.3 36.6 -1.1 2.8 13.3

1983 23.2 78,526 81.0 42.9 7.0 28.2 2.9 1.1 12.1

1984 24.2 89,883 75.8 38.2 7.4 26.7 3.6 2.9 14.1

1985 23.9 95,027 70.1 37.4 8.6 21.6 2.5 7.1 15.5

1986 25.2 111,651 72.7 44.7 6.5 20.0 1.6 6.2 14.6

1987 26.4 136,524 72.9 47.1 5.9 16.5 3.4 8.3 12.1

1988 25.8 154,188 66.5 40.8 9.6 12.5 3.5 15.4 11.6

1989 23.6 173,657 77.0 38.3 13.0 12.5 13.2 18.2 2.6

1990 25.3 220,237 76.5 37.4 12.8 11.0 15.3 27.8 -7.5

1991 27.8 299,645 76.7 44.3 11.1 8.0 13.4 14.6 4.2

1992 27.9 348,390 69.2 40.9 12.5 10.3 5.6 24.6 2.5

1993 27.4 372,320 67.3 34.7 12.5 11.1 8.9 20.9 6.5

1994 28.2 437,282 61.1 30.6 15.3 8.4 6.8 31.7 1.7

1995 29.0 501,953 71.4 39.9 15.6 8.1 7.8 17.1 7.6

1996 28.3 549,834 76.9 40.0 15.8 8.6 12.5 14.2 3.6

1997 29.6 610,455 68.7 40.3 15.8 6.6 6.0 19.4 9.4

1998 31.5 596,870 56.5 32.0 16.5 5.4 2.5 12.0 21.0

1999 25.1 494,228 57.6 27.0 22.4 3.7 4.5 23.4 14.7

2000 23.6 498,787 71.1 36.1 26.6 2.6 5.9 12.8 15.6

2001 24.5 567,608 75.1 41.9 24.1 4.5 4.6 21.4 2.4

2002 26.4 656,483 80.6 47.7 24.0 3.8 5.1 8.5 10.5

특히 내 집 마련 혹은 아파트 한 채가 중산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됨에

따라주택공급은중산층신화와정당성확보차원에서매우중요한사안이된다.

다음으로한국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활용하여한국가계의자산구성의시계열적변동

을살펴보고자한다. <표 4-8>는매년가계저축이각각의자산항목에어떻게배분되었는지

를보여준다. 이표는통계청 ‘DOSI’시스템을활용하여조사가구의자산구성의변동을금융

자산과실물자산, 부채부문으로나누고, 금융자산의경우는다시은행예금, 보험, 곗돈, 기타

(유가증권과개인적으로빌려준돈포함) 등으로세분화해서살펴본것이다.

<표 4-8> 가계자산의구성변화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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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5.4 659,353 80.5 29.5 28.7 2.8 0.1 2.8 16.4

자료: 통계청 DOSI시스템.

이표는가계금융자산의경우은행예금이차지하는비중이대략 30-40%에서변동해온

반면, 그 동안 곗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고, 대신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게증가해왔다는사실을보여준다. 또한가계저축중주택이나부동산등실물자산으로축

적되는 비중이 80년대 후반 이래로 증가하여 90년대 중반에는 30% 수준에 달한다. 부채상

환의 경우는 실물자산의 증감과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가령 실물자산

축적 비중이 높았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의 기간 동안 가계의 부채상환 비중

은 낮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우리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

반까지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가계저축의 상당부분이 보험과 실물자산

형태로축적되어왔음을확인할수있다.

1980년대의 재산형성 및 가정경제의 육성 정책은 가계의 생애주기상의 필요성, 부의 불

평등한 분배 문제, 중산층 육성을 위한 재산형성의 필요성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복지의 발달이 미비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자산의 증가는 가계저축의 복지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

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저축을 통한 내 집 마련 촉진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가계저축에서보험자산과실물자산의 비중이증가해왔다는사실은 이러한 특징을 잘보여

준다.

하지만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 및 포섭전략은 중간계급을 정치적으로는 지배엘리트

에 반대하면서도 경제적 풍요와이익을위해서는 지배엘리트를 지지하게하는이중적인 태

도를 만들어 낸다. 중간계급이 이렇게 재산형성과 신분상승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분배문제,

복지문제가 정치화될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수밖에없었다(최장집, 1993: 351). 실제로 민주

화 이후 의료보험 통합이나 국민연금 기금활용을 둘러싼 쟁점들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이슈들은 크게 정치화되지 못한다. 비록 중산층의 재산형성에는 투기적 욕구와

신분상승의 열망이 가세하는 것이었지만 가계저축 및 주택소유는 기본적으로 가계의 복지

수단이었으며, 가계가보유한자산에서투기적욕구와복지적욕구를구분해내기란사실상

불가능한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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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복지와 노동계급의 자산형성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계급이 복지이슈에 등을 돌리고 증권, 부동산 등을 통해 재산형성

에 몰두했다면, 노동계급은 기업복지를 통해 재산형성과 신분상승을 추구하게 된다. 지금까

지의 연구들은 한국의 경우 국가복지보다는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행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기업복지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지금까지의논의들은대체로기업복지의규모혹은기업간산업간기업복

지의격차에만주목해왔을뿐, 기업복지의내용및성격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에대해서

는크게주목하지않는다(최균, 1992; 송호근, 1995; 류진석, 1997; 홍경준, 1999; 김정한·박찬

임·오학수, 2004).14)

일반적으로 기업복지가 발달한 국가들로는 한국 외에도 일본이나 미국을 지적할 수 있

다. 하지만 일본,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기업복지는 그 내용과 성격

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다. 미국의경우기업복지는주로민간건강보험이나민간퇴직연금

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공적 사회보험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김종일, 1998; Hacker, 2002).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는 기업복지가 공적 사회보

험을대체하기보다는주거지원이나학비지원, 보험료지원등생활지원혹은임금보완적성

격을강하게띠어왔다.

<표 4-9>와 <표 4-10>은한국과일본의기업복지를구성요인들로분해하여정리한것

이다. 아래표는현금급여총액을기준으로그동안법정복리비와법정외복리비의비중이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기업복지를 대표하는 법정외복리비에서 그 구성내역들이 어떻

게변화해왔는지를보여준다.

우선일본의경우기업복지는 3종의신기라고하는연공서열과종신고용, 기업별노조주

의와 함께 일본의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Johnson, 1982:

26). 그 결과기업복지의규모및그구성비중이매우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법정

복리비의비중은 1973년복지국가원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왔지만, 법정외복리비의비

중은 5%대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구성내역에 있어서도 주거비용이

2.5%를 전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1% 미만의 낮은

14) 지금까지 연구들은 기업복지 규모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노사관계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주목

하여 이중노동시장론이나 효율성임금론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국가-자본-노동 간의 거시정치적

구조에 주목해 왔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맥락에서 기업복지의 성장을 설명한다(Woo,

2004).



4장 중산층 육성 전략과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제도화 159

년도
현금급여
총액

법정
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급식
통근

주거
비용

보건
의료

경조
공제
보험

문화
체육
레저

1973 152,413 5.93 5.82 1.06 2.88 0.64 0.35 0.56

1974 196,557 6.45 5.44 0.95 2.74 0.64 0.26 0.50

1975 218,877 6.81 5.57 0.98 2.86 0.60 0.31 0.49

1976 241,964 7.38 5.64 0.99 2.94 0.58 0.33 0.51

1977 262,601 7.77 5.29 0.97 2.60 0.55 0.35 0.50

1978 281,331 8.04 5.42 1.03 2.65 0.52 0.38 0.50

1979 297,512 7.89 5.27 0.99 2.62 0.51 0.33 0.51

1980 320,575 8.23 5.48 1.09 2.65 0.54 0.34 0.52

1981 340,045 8.71 5.30 1.00 2.58 0.52 0.35 0.52

1982 357,213 8.71 5.20 1.03 2.51 0.51 0.33 0.52

1983 371,493 8.69 5.23 1.01 2.54 0.49 0.38 0.52

1984 389,641 8.69 5.18 1.00 2.52 0.50 0.32 0.53

1985 398,630 9.14 5.11 0.94 2.54 0.46 0.33 0.52

1986 415,488 9.27 4.88 0.88 2.41 0.41 0.33 0.50

1987 422,568 9.21 4.92 0.89 2.42 0.39 0.36 0.50

1988 437,933 9.14 4.96 0.85 2.40 0.42 0.37 0.50

1989 466,769 9.37 5.04 0.86 2.47 0.37 0.38 0.48

1990 482,592 10.07 5.36 0.86 2.74 0.41 0.42 0.48

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일본 기업들의 노동자 주거지원은 일본 기업복지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지적되어 온 것

으로서 일본 기업복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의 경우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주거비가 매우 높아 노동자의 내 집 마련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이

사택이나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주택마련을 위한 저렴한 융

자 제공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지원은 노동력 정착과 노동

자의 중산층화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金子勝, 1991; Hirayama, 2010).

일본에서 소위 ‘1억총중류의식’이라는 것의 핵심에는 내 집 마련 등 재산형성이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복지는 내 집 마련과 같은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산층 확

대에기여해왔다고할수있다.

<표 4-9> 일본기업복지의혜택종류별분류 단위: 엔, %

자료: 日本経営者団体連盟事務局(1992: 24-25) <표11>, <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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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현금급여
총액

법정
복리
비

법정
외복
리비

급식 주거
비용

학비
보조

보건
의료

경조
보험

문화
체육
오락

사내
근로
복지
기금

1986 326,660 2.52 7.29 3.38 0.81 0.58 0.21 0.38 0.58

1987 353,110 2.64 7.29 3.34 0.80 0.65 0.23 0.47 0.61

1988 393,190 2.74 6.89 3.37 0.61 0.60 0.22 0.39 0.48

1989 458,120 4.09 5.74 2.32 0.57 0.68 0.19 0.42 0.57

1990 554,664 3.55 6.44 2.95 0.50 0.76 0.19 0.48 0.49

1991 667,268 3.59 7.35 3.03 1.08 0.88 0.17 0.44 0.46

1992 781,200 4.85 9.64 3.75 1.05 1.08 0.26 0.51 0.47 0.86

1993 891,000 5.71 11.19 3.56 1.59 1.19 0.33 0.47 0.53 1.17

1994 989,300 6.26 12.59 3.60 1.82 1.27 0.38 0.50 0.50 1.75

1995 1,132,300 4.87 11.16 3.30 2.01 1.06 0.37 0.57 0.42 1.22

1996 1,294,900 5.00 9.33 3.27 1.00 1.14 0.31 0.53 0.65 0.76

1997 1,456,000 5.56 9.58 2.79 0.87 1.27 0.31 0.89 0.51 0.65

1998 1,414,600 8.60 10.00 3.14 0.79 1.70 0.40 1.55 0.30 0.62

다음 <표 4-10>는 한국의 기업복지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법정복리비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정책의 도입과 포괄대상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법정외복리비의

경우현금급여 총액대비비중이 80년대 후반에는오히려하락하는경향을보이며 90년 이

후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에는 임금

투쟁의 결과 기업복지보다는 현금급여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90년 이후에는 임금가이드라인 등 국가의 임금통제정책으로 인해 억제된 임금인상분을 기

업복지로대체한결과법정외복리비가빨리증가한것으로보인다.

<표 4-10> 한국기업복지의혜택종류별분류 단위: 원, %

자료: 노동부(각년도).

여기서주목할것은 90년 이후법정외복리비의증가를주도한것들이주로주거비용지

원과 학비보조,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사 간의 합의

를 통해 조성되고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것이 주로 주거지원이나 학비지원에 사

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90년대 이후 기업복지는 주로 주거지원이나 학비지원과 같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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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지원의 성격을 강하게 갖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15) 국가의 공적 복지의 미발달로

노동자의 가계지출에서 주거비나 교육비 같은 사회적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기업복지가 노동자의 생활지원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정외복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식지원의 경

우도 이것이 사실상 저임금체계 하에서 생계보조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기업복지는임금보완적성격이매우강하다고할수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기업복지를 비교할 경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경우도 90년대

초반에기업복지에서주거지원의비중이 2%를상회할정도로급격히증가하며,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통한 지원까지 고려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300인미만중소기업의경우급식지원등 여전히생계보조형기업복지가 중심을 이루는반

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주거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최균, 2002).

이것은한국의경우에도기업복지에서주거지원이갖는중요성이매우커졌을뿐만아니라,

그것이기업규모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관행상 노동자들이 인사이동을 통해 전근배치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기업복지가 내 집 마련에 기여하는 비중은 일본에 못

지않다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와같이인사이동에따른주거지원은주로사택이나기숙

사의제공등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내집마련을통한재산형성과는직접적인관련이

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주거지원이 대체로 내 집 마련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

문에노동자의재산형성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또한학비지원의경우에는미국은물론일본의기업복지에서도발견할수없는매우한

국적인 특징으로서, 이러한 학비지원을 통한 생활비 절감 또한 노동자의 재산형성에 매우

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유형근, 2012).

한국의기업복지는종종그규모에비해성격이매우모호하고일관성이없다는지적을

받아왔다(송호근, 1994). 가령, 법정외복리비에서급식비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큰데, 이것

은 산업화 초기 저임금체제하에서 실시된 생계보조적 기업복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적어도 90년대 이후 한국의 기업복지는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

1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윤의 일부를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하며 기업내 복지후생을 확충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행

정권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금의 운영이 초기에는 주로 장려금 지원이나 융자 등

종업원의 생활지원 위주였으나, 법적인 강제와 정책적 지원으로 점차 주택자금 지원 및 자사주구

입 지원과 같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연하청 외, 1990;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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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유사한 생활지원형 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16) 90년대 초반에는 주거지원이 큰

비중을차지했으며, 90년대중반이후로는주거지원의하락을학비지원이대체해오고있는

것을알수있다(유형근, 2012). 그리고주거지원과학비지원을합칠경우그규모는일본의

주거지원규모와비슷한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 왜 87년 이후 한국의 기업복지는 주거지원과 학비지원 등에서 급격히 증가하

게 되었는가? 이것은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기업과 노동의

이해관계는이러한기업복지의증가와어떤관련이있는가?

첫째, 국가의경우중산층육성대책의일환으로기업복지를활용하고자했다는점을지

적할수있다. 앞에서도지적했듯이민주화이후지배엘리트의중산층육성대책의핵심에는

노동자의재산형성지원이포함되어있었으며, 재산형성의일차적인대상은내집마련에있

었다. 또한 당시의 주택부족난 등과도 결합되어 6공화국 정부에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사업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국가는 중산층 육성과 주택문제 해소의 차

원에서 기업을 동원하기 위해 주택 200만호 중 25만호를 1992년까지 근로자주택으로 건설

한다고계획하고, 기업이근로자를위해임대주택혹은사택을건설할경우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융자, 조세감면, 택지원가공급 등 각종 금융상, 세제상 지원을확대한다. 또한 87년

에 도입된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서는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신설하여, 사용자가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를 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는소득세를부과하지않도록한다(연하청외 1990: 177-180). 즉 80년대중반이

후 중산층 육성대책의 핵심이었던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제도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근로

자주택건설, 종업원지주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중심으로완성되었다고할수있으며(연하

청외, 1990), 기업복지는이러한재산형성제도의핵심적인축을구성하는것이었다.

둘째, 기업의경우에는노무관리차원에서기업복지의중요성이매우커지게된다. 87년

이후 노사분규의 급증,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숙련노동력의 부족현상, 급격한

임금인상 등은 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이직과전직이매우일반화된관행이었는데, 산업고도화를위해서는숙련노동의정착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송호근, 1994: 391). 그런데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내 집 마련 지원과 같은 기업복지 형태는 노동력 정착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식이나 교통비 지원과 같은 생계보조적 기업복지가 단기

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내 집 마련과 같은 재산형성 지원은 혜택의 제공이 장기적인 성격

16)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복지의 성격이 달라진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복지에

서 주거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한다(金子勝, 1991).



4장 중산층 육성 전략과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제도화 163

을 지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지원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회사와 매우 밀접한 이해관

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金子勝, 1991). 그러므로 87년 이후 기업 차원에서는 내 집 마련

지원과같은기업복지를통해노동자의충성심을확보하고자하는경향이커지게된다.

셋째, 노동계급의경우에는중간계급과의경제적심리적격차를완화하는수단으로기업

복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적어도 87년 이전까지는 억압적 배제적

노동정책의 결과, 그리고 서구유럽과같은장인전통의 결여로 인해, 독자적인 사회세력으

로 성장하기도 어려웠으며,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과 자신감을 갖지도 못하였다. 노동을 하

는것은천박한것, 천한것으로인식되었다(김동춘, 1995; 구해근, 2002). 그 결과 교육받은

사무관리직과 교육받지 못한 생산기능직간에는 사회적 차별대우가 매우 심했으며, 이러한

차별 메커니즘은 임금격차와 같은경제적 차원에서부터 인간적 대우와같은 심리적차원에

까지골고루스며들어있었다(김동춘, 1995). 이러한상황에서기업복지는경제적심리적차

원에서노동계급의정체성을형성하는매우핵심적인수단이된다. 특히주거지원과학비지

원은 노동계급이 중산층으로서의 지향성을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유형근,

2012).

4) 자산소유계층의 형성과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제도화

계급연대는 서구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중의 하나이다. 에스핑-안

데르센이 지적하듯이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은 복지정치 혹은 복지동맹의 형성에서 중간계

급의역할이매우핵심적이라는것을보여준다. 아무리노동계급의조직화정도가강하더라

도 노동계급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급동맹은 불가피하며, 게다가 중간

계급은 복지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재원이라는 점에서 복지국가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사회

계급이라고할수있다(Esping-Andersen, 1990; Baldwin, 1990).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간계급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계급이라는 범주가 어떤 고정된

실재가아니라가변적이고유동적으로형성 변형되는구성물이라는 점에주의할 필요가 있

다(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구해근, 2002; 신광영, 2004). 특히 루쉬마

이어와 스티븐스 부처는 남미의 민주화 이행에서 중간계급의 역할을 논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및중간계급의성장과민주주의간에는단선적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으며, 중간계급

이 지배엘리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민주

화이행의경로가달라질수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중간계급의정치적경제적정향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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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간의 물질적, 상징적, 정치적투쟁의 과정에서, 즉 지배블록의비타협성 여부, 노동계급의

조직력의크기, 노동계급의 이념적 급진성 등의 변수에 따라보수화할 수도 있고, 급진화할

수도있다는점을보여준다(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이러한관점에서보면 80년대 지배엘리트의중산층육성대책은지배엘리트가중간계급

을형성하고포섭하기위해추진한매우적극적인전략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사실중산

층은 경제적인 개념임과 동시에 사회심리적인 개념으로서 지배엘리트가 사회적 계층상승의

꿈을 주입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해온 측면이 강하다(강준만, 1991). 이것은 중산층이

라는 용어가학술적으로 엄밀하게정의되지 못한 채일상적으로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을

뿐만아니라, 권위주의정권이자신의정치적정당성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 ‘중산층신화’

를 확산시켜왔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산층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

정하는것자체가매우정치적인행위라고할수있으며, 중산층육성대책이라는것은지배

엘리트가 중간계층을 특정한 방식으로 주조해 내겠다는 중장기적인 플랜에 다름 아니라고

할수있다.

80년대의중산층육성의구체적인방향은재산형성지원을통해중간층을자산소유계층

으로 형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구 복지국

가들처럼보편주의적사회정책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우리의경우는조세정책

에대한광범위한불신, 그리고수익자부담·선별적 지원원칙을바탕으로하는사회정책의

형성으로인해서구와같은재분배정치는상당히제약될수밖에없었다. 반면가계의재산

형성 지원은 산업화시기 저축동원의 부산물로서 매우 강한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80

년대의 재분배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70년대의 근로자 재산형성정책이내자동

원의 맥락에서 임기응변적, 임시방편적으로 도입된 것이었다면, 80년대의 재산형성 정책은

민주화과정에서분출되는분배요구에대응하기위해매우전략적으로채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이 중간계급을 견인하면서 복지정치를 주도하기는 매

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노동배제적 산업화의 결과 사회적 차별이 노동계급에 집중된

결과 노동계급이 중간계급에 대해 갖는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최장집, 1993:

190). 아래 <표 4-11 >은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가 1987년에 실시한사회의식조사중중산

층에대한견해를조사한결과이다. 이것은도시중산층과생산직근로자가중산층에대해갖

는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중에서 도시중산층과 생산직근로자의

인식 차이가 20% 이상 크게 나는 항목들을 보면, 주로 세금이나 분배이슈에 대한 무관심

등주로경제적이슈에관한것임을알수있다. 반면정치적이슈와관련된문제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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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 대한 견해
찬성비율(%)17)

도시중산층 생산직근로자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85 72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82 65

점진적인 개혁을 바라지만 급진적인 개혁에는 반대한다 81 70

생활 정도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다 78 58

민주화의 중심세력이다 76 60

신문이나 TV에 대해 비판적이다 72 60

말로는 비판적이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72 68

특권층에 대해 하층보다 더 비판적이다 63 61

타산적이다 59 61

경제성장보다는 정치적 자유를 중시한다 52 57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많다 47 59

자기 가족만을 생각한다 47 55

생활 형편에 걸맞지 않게 지출을 많이 한다 39 50

못사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다 36 56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 21 46

는두집단간에차이가크지않으며, 대체로긍정적인인식을공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4-11> 중산층에대한사회의식조사(1987년) 단위: %

출처: 한완상·권태환·홍두승(1987)((홍두승, 2005: 121)에서재인용)..

이것은당시상황에서노동계급이분배이슈를둘러싸고중간계급과연대를모색하는것

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구나 국가복지나 조세부담 등 분

배이슈에서지배엘리트와자본가계급, 중간계급의이해관계가점차일치되어가는상황에서

노동계급이 독자생존을 위해 활용할 수있는수단이란 사실상 기업복지밖에는없었다고 볼

수있다. 즉, 국가복지가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집도장만하고, 자녀들교육도시키고, 몸

이아플때치료비도준비하고, 노후대책도마련하기위해서노동자들이기댈수있는것이

라곤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과 기업복지 밖에는 없는 것이었다(김동춘, 1995). 그리고 당시

주택문제가 다른 어떤 사회문제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90년대 초반 기

업복지가주로내집마련지원을중심으로증가하게된것은매우자연스러운것이었다.18)

17) 응답은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반대한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등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는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를 더하여 찬성률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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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조직력이 매우 크고, 정당체계가 시민사회의

계급균열을반영하는방식으로제도화되어있었다면, 그리고 중간계급이노동계급과의연대

를택했다면, 중산층을육성하는방식도소유권이아니라시민권을강화하는방식으로진행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엘리트협약에 의해 구체제의 기득권세력

이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중간계급도 노동계급도 이러한 방향을

전환시킬만한역량은지니고있지못했다. 87년의노동자대투쟁은후발국가로서는예외적

일 정도로 폭발적이었으며, 19세기 유럽식의 노동갈등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때늦은 성장을 보이다가 때이른 후퇴”를 경험하게 된다(은

수미, 2005; 임현진·김병국, 1991).

5절 소결 

이 장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중산층 육성 전략이 자산기

반생활보장체계를제도화시키는과정을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아래로부터의민주화이행

과 격렬한 노동자 투쟁에도불구하고 이러한집합행동이 대중적인복지정치로귀결되지 않

았으며, 민주화이행도실질적민주화와는거리가먼 ‘구조 내의개혁’으로 국한되고말았다

(임현진·김병국, 1991; 최장집, 1997). 오히려 기업복지의 증가(최균, 1992)와 회사인간의 등

장(신광영, 2011) 같은기업중심사회의고착, 그리고대기업의기업별노조주의강화(김동춘,

1995)가 이러한격렬한집합행동에뒤이어전개되었다. 이 장에서는한국민주화이행과정

에서의 재분배 정치의 독특성이 1970년대의 저축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유산과 매우 밀접하

게 관련되며,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80년대의 분배갈등과 집합행동을 제약함으로써 결과적

으로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제도화로귀결되었음을밝혔다.

우리는 3장에서한국이중화학공업화시기민간저축증대를통한자본동원을추구했으며,

그 결과근로소득세부담수준은낮게유지된반면, 가계저축증대를위해재형저축과같은

저축증대조치들이취해졌다는점을살펴보았다. 또한사회적이전지출을최대한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세수입에 바탕을 둔 일반재정의 증가는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재정

18) 한국의 경우 기업복지에서 주거비용 다음으로 학비보조가 증가하게 된 것은 노동시장의 연령구

조와 관련된다. 즉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령이 상승하면서 점차 가계부담이 내 집 마련에서 교육비

부담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기업복지의 비중도 점차 주거지원에서 학비지원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형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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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금이나 정책금융 등 민간자금을 재정자금화하는 경향이

매우강하게나타났다는점을살펴보았다.

그런데 70년대에 형성된 이러한 개발주의적 재정기구와 재정관행들은 80년대 공공복지

의성장에커다란제약을가하게된다. 우선불공평한조세체계로인해복지재원조달을위

한 증세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은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되고 만다. 둘째, 공공기금 등 일반회계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일반회계예산은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재정지출의 우선순

위를 조정해서복지재정을마련하는것도용이한일이아니었다. 셋째, 80년대 중산층 육성

대책에서도알수있듯이, 지배엘리트들은민주화과정에서도여전히분배문제에있어서재

산형성과 같은 금융적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 이전지출과 같은 재정적 방식은 소모

적이라고인식하는 경향이 매우강했다. 넷째, 그 결과 조세를 바탕으로사회적이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금을 활용해 중산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는 것이 유력한 대

안으로활용된다.

이렇게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와 80년대 민주화 시기는 제도적 정책적으로 뚜렷한

연속성과동형성을지닌다. 두시기모두국가는사회복지지출을최대한억제하고자하였으

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한다. 반면 대안적인 생활보장

수단으로 재산형성 촉진정책을 활용한다. 조세정책의 측면에서는 사회로부터의 조세저항이

심하여다양한소득공제제도를활용하여조세부담수준을지속적으로낮게유지한다.

하지만이러한공통점에도불구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는뚜렷한차이점도존재한다.

첫째, 1970년대의조세정책이나근로자재형저축제도가모두내자동원차원에서임기응변

적이고임시방편적으로취해진조치들이었다면, 80년대의그것들은모두분배갈등에직면하

여 지배엘리트들이 보다 정략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은동일한제도와정책이라고하더라도정책의목표는다를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가령

저축운동의 목적이산업자금 조달에서국민의복지향상 및장기저축 증대로 강조점이바뀌

게 된다. 또한 ‘노후생활연금신탁제도’ 등 사회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저축상품들이 개

발되기 시작한다(한국은행, 1988). 국민투자기금을 중심으로 하던 재정투융자 운용도 ‘국민

주택기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주택구입 지원 등 사회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윤건

영, 1991: 495-498; 윤상우, 2002). 이것은 중화학공업화의 수단이었던 저축장려정책이 분배

갈등 해소차원에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제도전용

(conversion)’ 사례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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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70년대에 비해 조세감면이나 재산형성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보다 광범

위해졌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소득계

층이 확대되고, 이것은 그 만큼 지배엘리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지배

엘리트와 중간계층의 결속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9)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중간계

급과노동계급의연대등복지동맹의형성과사회적연대의가능성은그만큼줄어들게되

었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기업의경우는노동자대투쟁이후에증세를통한공적복지의확대보다는새로운

노동통제전략으로서 기업 단위로 노조를 포섭하고 법정외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노동의 경우도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계급이 이탈하고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

는상황에서일차적으로민주노조운동과임금투쟁에집중하게된다. 또한민주화이후주택

마련 촉진 등 중간계급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복지 또한 노동계급의

자산형성을지원하는방식으로성장하게된다.

해거드와 카우프만(Haggard and Kaufman, 2008)은 민주화 이후 복지지출의 증가와 관

련하여, 권위주의시기동안복지지출이지속적으로억제되어온결과역설적이게도복지재

정 지출에 대한 국가의 여력은 더욱 커져서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국가복지의 지출

증가가가능했다고지적한다. 하지만이글은이와정반대로한국은그동안작은조세국가

를유지해왔기때문에오히려민주화이후에국가복지의확대가제약되었다고주장한다. 피

콕과 와이즈만은 영국의 재정자료를 분석하여 세계대전 시기에 증가한 국가재정규모가 전

후에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 결과 복지재원의 조달이 용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전위

효과혹은래칫효과로명명한바있다(Peacock and Wiseman, 1961). 그런데한국의경우는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민간저축동원을 중요한 자본동원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이러한

전위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세부담이 낮게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

담의불공평성이심하여민주화과정에서분배갈등이조세부담의하향평준화로귀결된다.

유럽의 복지국가 발달사는 복지국가의 성장이란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19) 박완서와 강준만은 1980년대 후반 중산층 육성으로 인해 나타난 정치적 현상을 다음과 같이 평

가한다. “없는 사람이 중산층에 대해서까지 적의를 갖는 건 요새 갑자기 중산층의 생활이 붕 떠올

라 그들이 차근차근 기어오를 수 있는 계단도 온데 간데 없어진 느낌 때문이지, 그들의 꿈도 결국

은 중산층이 되는 것일 것이다”(한겨레신문 89년 5월11일 “소심한 사람의 한 마디”(박완서), (강준

만, 2003: 226)에서 재인용).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자기 집 한 채 갖지 못한 사람도, 그런 현

실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자기도 언젠가는 부동산으로 축재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착실하게 자기 기반을 다져 가는 데에 일로매진하였다는 것...중산층이 되기 위한 투

쟁, 중산층 내에서도 상층에 속하고자 하는 투쟁, 이 모든 투쟁은 후일 5·6공 세력을 지켜주는 튼

튼한 안전판이 되었다”(강준만, 2003: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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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충분히민주화되어야 하고그 바탕에사회적연대의식이깔려 있어야만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사례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준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으며, 사회적 연대의식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

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개혁을 통해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있었다. 하지만조세개혁이기득권세력의조세저항을야기하는상황에서지배엘리트

가강도높은조세개혁을추진하는것은무리가있었으며, 이로인해국가복지의증대도상

당히제약될수밖에없었다.

그 결과한국사회는민주화이행이후시민사회의보수화혹은민주주의의보수화에직

면하게 된다. 즉, 80년대 민주화 이행이 지역균열, 엘리트균열을 통해 진행된 결과, 시민사

회의계급균열이정당정치에반영되지못하고, 결과적으로복지균열이납세자와수혜자간의

대립 구도 형태로 고착화되고, 분배이슈는 시민권이 아닌 소유권을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게다가 이러한 복지균열은 다시 지역주의 정치균열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변형주의적 동원 구조를 강화시키게 된다(최장집, 1996: 205). 즉, 민주화 이행

이후복지문제를둘러싼사회적연대의구축은매우어려운과제가되고있으며, 특히중간

층을 복지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경로의존성이외환위기이후한국의복지정치를좌우하는중요한변수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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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후반한국사회는외환위기에서비롯된심각한자본축적의위기를경험한다. 축

적위기에 대응하여 지배엘리트는 기업·금융·노동·공공 4대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하

게 추진한다. 또한 이러한 축적위기에 대한 대응이 정당성 위기를 촉발함으로써 사회적 안

전망의확충등공공복지의필요성이강하게대두한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에서는신자유

주의전략과복지확대전략이동시에추진된다. 하지만이러한신자유주의복지확대전략은

복지비용의부담을둘러싼재분배의정치를촉발하게된다.

5장에서는외환위기이후신자유주의복지확대전략이결과적으로자산기반생활보장체

계의금융화로귀결되는과정을분석한다. 1절에서는신자유주의와복지확대가동시에추진

되는독특한한국적상황을살펴보고, 이러한두가지경향이비용부담의분배차원에서충

돌하는 이유를 살핀다. 2절에서는 지배엘리트가 복지확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

기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제도적 유산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을 밝힌다. 3절에서는 국민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라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보험료 부담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복지확대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

기존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더욱 강한 규정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하지만

고성장-저실업 사회에서 저성장-고실업 사회로 전환된 상황에서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가계저축률 하락과가계부채의 급격한증가를초래하는 등심각한역기능에 빠지게되었음

을지적한다.

1절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복지확대

1)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복지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 적용, 의료보험통합, 고

용보험과산재보험의전사업장확대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입등매우가시적인

복지제도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이직과 조기퇴직이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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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고용조건이불안정해지는상황에서이러한복지제도의확충은정책당국이취할수있

는 최소한의 조치였을지도 모른다(손호철, 2005; 정무권, 2002; 조영훈, 2002; 신광영, 2002).

하지만 세계적으로복지국가의 축소 압력이 거세었던시기에 국가복지가축소되지 않고 오

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있을것이다(송호근·홍경준, 2006).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복지개혁은 그 이례성 만큼이나 그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둘러

싸고 첨예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이

논쟁을 대체로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혁신을 강조하는 입

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적용, 의료보험

통합 등을 통해 사회정책 분야에서 연대주의 원칙이 강화되어왔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의

복지개혁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이해한다. 둘째, 반면 최근의 개혁을 신자유주의

로규정하는견해들은외환위기이후불평등과빈곤문제는더욱심각해져왔으며, 민간보험

시장의규모가공공복지규모보다더크다는사실등을강조한다(김연명편 2002). 또는노

동시장유연화등경제정책분야에서는신자유주의적성격이매우분명했기때문에, 복지개

혁이란그저신자유주의적재편으로 인해 발생하는사회문제를 완화하기위한사회적안정

망의구축정도에불과한것이었다는견해도제기되었다(손호철 2005).

이글은외환위기이후공적복지의증대현상을신자유주의적복지확대로개념화하고자

한다. 1997년 한국사회는 외환보유고 고갈에서 촉발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1998년한해동안경제는심각한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했으며, 실업률또한외환위기이

전 2%대에서위기이후 8.6%로급증하게된다. 실업자 규모로보면, 1997년 10월기준으로

451,000명에 불과하던 실업자가 1999년 2월에는 1,781,000명으로 급증한다(신광영, 2002: 62).

이것은그 동안한국경제가거의경험해보지못하던상황으로서앞으로한국도고성장-저

실업사회에서 저성장-고실업사회로 전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양재진,

2002).

또한외환위기로인해한국경제는 IMF와World Bank등의국제금융기구가요구하는구

조조정프로그램을수용하지않을수없었다. 외환위기의원인을둘러싸고내인론과외인론

간에치열한논쟁이전개되었지만, 국제금융기구의처방은한국경제의내부구조를전면적으

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그 동안 국가주도의 발전주의 축적전략이 더 이

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국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축적전략을 수정하지

않을수없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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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축적전략으로의 방향 전환은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이라는 4대

부문구조조정으로표면화된다. 한국경제는그동안관치금융을바탕으로막대한자원을재

벌들에게몰아주기식으로배분해왔으며, 재벌은이러한국가의지원을바탕으로성장위주

의경영전략을구사해왔다(이병천, 2003; 조영철, 2003). 이렇게국가-재벌-관치금융이연계

된 발전지배연합이심각한사회적불평등과 부조리를초래한 것은사실이지만이를기반으

로 고용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개선과관치금융의폐지를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은이제 더이상

안정적인 고용의 유지도 불가능하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

가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 동안 수출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던

저임금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해왔다는점도노동시장 유연화의중요한근거가된다

(양재진, 2002).

하지만노동시장유연화는고용안정성과낮은실업률에의해뒷받침되던한국의생활보

장체계를근본부터뒤흔드는것으로서사회적안전망구축의필요성을강하게제기한다. 사

실 한국에서 낮은 소득세부담과 높은 가계저축률에 기반한 생활보장체계는 고도성장의 결

과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기

존의 이러한 생활보장수단들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공적 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해진 것이

다. 1990년대 중반 고용보험법의 도입이 정리해고제를 입법화하려는 사전조치였다는 점도

이러한 고용조건과 사회정책의 밀접한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송호근, 1999: 246). IMF나

World Bank같은국제금융기구도한국정부에실업에대한사회적보호기제가매우열악하

기 때문에 실업자와 빈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할 것을 권유할 정도였다(신광영, 2002:

62-63).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확대와 실업문제의 대두,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는 김대

중정권의지지기반과정치적정당성을위협하는문제로부각된다.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에는 당장의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재벌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자 빈곤

층의확대와중산층의붕괴, 그리고노동시장유연화와고용불안정성이중요한정치적문제

로 대두하게 된다(송호근, 1999: 246-248). 그러므로 김대중 정권은 정당성의 확보와 사회

붕괴를막기위한조치로사회적안전망의구축을핵심과제로제기하게된다.

1)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 경향은 1980년대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의 경제자유화나 금융자유화 경향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하게 심화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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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신자유주의적정책개혁은노동시장유연화로발생하는사회적문제와갈등을최소

화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손호철, 2005; 양재진, 2002; 신

광영, 2012). 이것은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이적정수준의사회적보호가없이는성공할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복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신광영, 2002:

72-3; 정무권, 2002: 400-401). IMF나 World Bank같은 국제금융기구도 사회통합의 실패로

한국의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가 반드

시 공공복지의 축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과 같이 복지제도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구축만으로도 복지확대와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현상이 나

타나게된다(송호근, 2001; 손호철,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공적 복지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

지배엘리트의 전략을 신자유주의 복지확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의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복지개혁은 구조조정

을원활히하기위해지배엘리트가택한전략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은집권세력이자본축

적과정치적정당성이라는두가지모순된요구를동시에충족시켜야한다는사실을잘보

여준다.

2) 복지확대와 증세의 정치?

복지란국가가사회와만나는핵심적인영역중의하나이다. 특히 20세기의복지국가경

험은사회정책이시민권을구성하는매우핵심적인요인이라는점을보여준다. 하지만우리

의경우는그동안국가복지의발달이상당히지체되어왔으며, 민주화이행과정에서도복

지가 비정치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리고 그것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란 무엇이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

지하게고민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즉우리는 21세기에들어서야비로소복지국가실험

이란것을경험하게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곧 복지정치의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국가

와사회가사회정책의영역에서처음으로진지하게대면하게되었다는점이며, 이것은국가

와 사회 두 측면에서 모두 매우 새로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복

지행정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2) 반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연대의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174

서 사회적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치를 국가와 사회가 처음으로 사회정책이라는 영역에서 조우하고

충돌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야기되고 그것이 어떻

게귀결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하지만지금까지연구들은지나치게집권세력의정치적

성향에주목하거나혹은신자유주의/사민주의등의거대담론으로외환위기이후의복지개혁

을평가하려는경향을보여왔다.

둘째, 21세기에들어서야비로소복지국가실험이시도되었다고하지만, 이것이곧복지

국가 실험이 빈 공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미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거치면서국가복지를대체하는다양한수단들이발전해왔으며, 이를둘러싼이해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후 국가복지의 확대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정

책적 경로의존성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집권

세력들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와 가계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복지에 대한 개인책

임 혹은 가족책임을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기존의 제도들은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복지

확대 전략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경로의존

성이복지개혁의정치과정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복지개혁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체계의 변경을 요구하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회집단간

이해갈등의 새로운 조정을 요구하게 된다(송호근, 1999: 234).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정책보다는 조세정책이나 주택정책, 재산형성 촉진 등이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와 더욱 밀접

한관련을맺어왔다. 그로인해사회정책이외의정책들이사람들의삶에미치는영향력이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복지의 확대가 기존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이해구

조를변경시킴으로써매우첨예한사회갈등을초래할수있음을시사한다. 특히복지비용의

증가를어떤사회집단이 부담할것인가를 둘러싸고첨예한이해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 매

우높다(송호근, 1999: 256).

지금까지의논의들은그것이제도적혁신을강조하든, 불평등의심화를강조하든대부분

사회정책의 분석에만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

복지개혁 과정에서전면적인 조세개혁플랜이부재했다는점과 민주화집권세력이 한번도

증세의정치에성공하지못했다는점이다(송호근, 1999: 253; 구인회, 2011: 236-240). 외환위

기이후복지개혁은사회보험의전국민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입등국가개입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국가의 재정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

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부처 중에서 보건사회부(혹은 보건복지부)가 관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

고, 영향력도 미미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송호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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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을 저소득계층에게까지 확대하면서도 이들을 실질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전무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에도실시과정에서엄격한자산규정과부양의무

규정을두어재정부담을최소화하고자한다(정무권, 2002: 407; 송호근·홍경준, 2006; 안병영,

2000; 김수정, 2003; 김영순, 2005). 이것은 김대중정권의복지개혁이 ‘패러다임적전환’이기

보다는 과거와의 연속성이 상당히 강한 제도개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정무권,

2002).

복지확대전략이 증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신자유주의 전략은 감세정책과 더 친화력이

있다. 더구나외환위기이후과세기반이무너져버린상황에서복지확대를위해조세부담률

을높이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다. 그러므로사회정책적측면에서는사회보험의포괄범위

를 확대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더라도, 실제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규제자에서 재정지원자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복지확대전략이 갖는

내적 긴장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화의 시대에 복지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복지 후발국

이직면하는딜레마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이글은외환위기이후복지개혁의정치과정

을 사회정책에 국한시키지 않고, 비용부담의 분배와 복지수혜의 분배, 그리고 재산형성을

포괄하는보다광의의재분배의정치라는차원에서분석하고자한다.

2절 경제위기와 소득공제의 확대

1990년대세제개혁의핵심과제는자본과부동산에대한과세를강화하는것이었다. 한국

의 조세제도는그 동안 자본축적을 지원하기위해 자본소득에 대해 광범위한비과세제도를

취해왔으며, 부동산을통한불로소득에대해서도사실상국가의과세의무를방기해왔다고

할수있다(이진순, 1990). 따라서조세제도를통해소득재분배를실현하고과세의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가 절실했다. 이러한 맥락에

서 1990년에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가 도입되었으며, 김영

삼 정부 하에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실시되고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도입되

는등재산과세가강화된다(김은경, 2006: 166).

하지만외환위기로인해과세기반이붕괴하고경기부양과소득분배개선의필요성이증

대함에 따라 중산층 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 감면제도가 활용되는 등 임시방편적인

조세정책들이채택된다. 우선경제전반의구조조정과경기활성화를위해 1998년에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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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9 2002 2004 2009

근로소득

공제

500이하: 전액

500-1,500: 40%

1,500-3,000: 10%

500이하: 전액

500-1,500: 45%

1,500-3,000: 10%

3,000-4,500: 10%

4,500초과: 5%

500이하: 전액

500-1,500: 50%

1,500-3,000: 15%

3,000-4,500: 10%

4,500초과: 5%

500이하: 80%

500-1,500: 50%

1,500-3,000: 15%

3,000-4,500: 10%

4,500초과: 5%

공제한도 1,200만원 한도폐지 - -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이하: 45%

50만원초과: 30%

50만원이하: 45%

50만원초과: 30%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 30%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 30%

공제한도 6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

종합과세 제도가 무기한 연기된다. 그리고 1999년에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

지로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가 광범위하게 취해진다(이형구·전승훈 편, 2003:

156; 송호근, 1999: 248-250; 오건호, 2010: 114-115).

<표 5-1>은외환위기이후근로소득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의공제율변화추이를보

여준다. 정책당국은 1999년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외환위기 이후 악화

되고 있는 소득분배문제를 해결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소득세 감면조치

를취한다. 1999년 이전에는연소득 500만원 이하의전액, 500만원 초과급여의 30%, 그리고

연간 9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던 근로소득공제를 변경하여, 500만원-1,500만원 사이 공

제율 40%, 1,500만원-3,000만원 사이 공제율 10%, 그리고 공제한도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

는등근로소득공제의범위를대폭확대한다. 이밖에도의료비공제한도를연간 100만원에

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공제한도를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특

별공제항목의공제한도를인상한다. 이러한소득세감면조치로인한조세감면규모는 1999년

에 약 1조4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근로소득세액 5조원의 약 28%에 달하는 규모였다(재

경부, 1999: 67-78).

<표 5-1> 2000년대소득공제제도의변화 단위: 만원

출처: 김은경(2006: 178) <표 6>, 성명재(2011: 120-121) <표 1>, <표 2>에서재구성

이러한 소득세 감면조치는 2000년대에도 계속 활용된다. 2000년에는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촉진대책’의 일환으로저소득·소외계층을위한비과세저축제도, 저율과세저축을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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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근로자우대저축및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시한연장등의조치

가 취해진다(재정경제부, 2000). 2001년에는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안

정방안’이 제시된다.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이 모든 과세구간에서 일률적으

로 10% 인하되고, 경로자와 장애자에 대한 추가인적공제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가 확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정경제부, 2001). <표 5-1>는이러한각종대책들을통해 2000년대에도지속적으로소득

세부담수준이경감되어왔음을보여준다.3)

<그림 5-1>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에서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납세한 인원의 비율이 외환위

기 이전인 1997년에 68%에서 1999년에는 58.8%, 2000년에는 53.5%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

을보여준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도 51%수준으로낮게유지되다가 200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다시근로소득세납세자비율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이렇게근로소득세납

세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실질소득이 급격히 하락한 것도 원인이

지만기본적으로는외환위기이후근로소득공제규모가대폭적으로확대되었기때문이다.

<그림 5-1> 외환위기이후근로소득세납세자비율변화4)

출처: 성명재(2011: 120), <그림 1>에서인용.

3) 대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소득공제 개편을 최대한 자제하여 다자녀추가공제가 신설되는

등 소폭개편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되었지

만,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가구규모가 클

수록 세금혜택을 우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성명재, 2011: 119-150).

4) 여기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로 파악한 것이다.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178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가 조세부담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 그

리고공평과세차원에서매우적극적으로활용되었음을보여준다. 김대중정부의중산층육

성 및 생산적 복지전략에 반영된 조세정책 기조를 요약하자면 첫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둘째, 저축제도 개선을 통한 재산형성 지원,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통한

공평과세의실현등이라고할수있는데, 이것은기존의조세정책기조와크게다르지않은

것이라고할수있다. 그 결과근로소득세과세자비율이미국이나영국, 일본, 캐나다등의

경우에는 80%를 넘는 반면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그 비율이 50%대 초반에 머무는 등

과세기반이매우좁은상태를유지하게된다(김은경, 2006: 180; 전병목, 2004: 14).

3절 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와 보험료 부담의 문제-연금개혁의 사례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정치과정을 연금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외

환위기 이후 복지개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보험의 통합,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포괄범위확대, 국민연금개혁 등매우 포괄적이고다방면에 걸쳐전개되었다. 하지

만이글은이중에서대표적으로국민연금개혁사례만을다루고자한다. 그 이유는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연금은 사회정책중에서가장지출 비중이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연임

금의대표적인형태이다. 게다가민간연금과공적연금은개별화된보장과연대를통한보장

간의 대립을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연대와 세대간 연대의 문제를

제기한다(김영순, 2011: 142; 주은선, 2009a: 71). 따라서 연금제도는 한 나라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받아 왔다(Esping-Andersen, 1990). 게다가 고령화

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한 사회의 복지정치의 단면을 가장 잘 대표할

수있는사례를제공해준다.

둘째, 연금제도는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맥락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지

금까지한국의국가는 국가복지의미비를 저축장려를통해가계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 것

으로 대신해 왔다. 반면 공적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가입과 보험료 기여를 강제하는 일종의 강제저축이

자 ‘정치적으로 구성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박종현 2007: 23; 김영순, 2011; Schw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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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그러므로 가계의 자발적 저축과 공적연금이라는 강제저축 간에는 매우 뚜렷한 연관

성과대체성이존재한다.

셋째,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은 내 집 마련을 통한 가계의 자산형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

련을 갖는다.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맥락에서 보자면, 공적 연금과 주택소유 사이에는

매우뚜렷한보완관계혹은상쇄관계가존재한다. 우선비용적측면에서내집마련이일반

적 규범인 사회에서는 젊은시절주택구입에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기때문에연금보험료

부담이나조세부담에더민감할수밖에없다. 반면, 소득보장의측면에서보자면, 자기집을

소유한경우노후에필요생계비를절약할수있을뿐만아니라, 역모기지제도등을이용할

경우 현금소득을 유발할 수도 있다(Kemeny, 2005; Castles, 1998). 이것은 한국사회와 같이

내 집 마련 규범이 아주 강한 사회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이 다른 복지개혁에 비해 매우 역

동적으로전개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넷째, 실제로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0여 년간의 복지개혁에서 가장 가시적인 변화를 겪

은 분야 중의 하나이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는연대주의적인일원형모델에서세계은행이 제시하는다층체계연금모델로 바뀌었다.

소득대체율도 1차 국민연금개혁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70%였던 것이 2차

국민연금개혁완료이후에는 40%로대폭축소된다. 뿐만아니라연금개혁이진행될때마다

‘국민연금파동’이나 ‘안티국민연금운동’ 등 사회적 차원의 정치화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그러므로 두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개혁은 한국의 복지정치를 정책결정과정이라는 협소

한영역에서벗어나보다포괄적인정치과정으로이해할수있는사례를제공해준다.

1) 1차 국민연금개혁과 국민연금파동

1차 연금개혁은김영삼정부하에서국민연금의도시지역자영자가입을대비해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구성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가입자확대는이미제도도입당시부터계획된것으로서, 일단보험료납부가가능한계층

부터 제도를 적용한 후, 점차 그 대상을 저소득층 및 자영자로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 있었

다(오건호, 2006). 그런데국민연금을도시지역자영자에게확대할경우신규가입자가거의

천만 명에 달하고, 그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었다(양재

진, 2008). 고급여-저기여구조를유지한채국민연금을도시지역자영자에게까지확대할경

우 기금고갈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도시지역 자영자의 경우 소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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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들을 직역통합방식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 제도로 묶을 경우

자칫 사업장근로자와 도시지역 자영자간에 왜곡된 방식으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이러한문제들에대해기획단이제시한대안의가장큰특징은기초연금을도입하여기

존의 일원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는 단일

제도안에균등부분과소득비례부분이통합되어있었는데, 균등부분은부과방식의기초연금

으로 전환시키고, 소득비례부분은 완전적립방식의 국민연금으로 유지하며, 이것도 장기적으

로는영국의 ‘적용제외’(contracting out) 방식을 도입해서민영화해나간다는것이었다(양재

진, 2008: 138-139). 그리고이렇게이원화할경우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합친총소득대체

율은현행 70%에서 40%로대폭낮추도록설계되었다(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그러므로 기획단안은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와 재정불안정 문제에 대응해서 구조개혁과

함께공적연금의비중을대폭축소한다는것을의미했다. 기존의국민연금제도에는연대주

의적요소와발전주의적요소가강하게결합되어있었다. 제도적으로는일원적형태를유지

하면서소득재분배기능도포괄하기때문에연대적성격이강하지만(김연명, 2002), 다른한

편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에서는 발전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정

무권, 2009). 그런데 이렇게 상충되는 두 가지 원칙은 오직 연금보험료 납부의 여력이 있는

계층에적용될때에만무리없이유지될수있다. 반면, 연금보험료납부의여력이없는저

소득계층이나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자 계층이 제도에 포괄될 경우에는 광범위한 사각지

대문제가발생하거나소득재분배의왜곡현상이발생할수있다. 기획단은국민연금에내재

되어 있는 이러한 갈등요인을 국민연금의 비중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해결하고자 한것이

라고평가할수있다.

기획단에 실제 참여했던 이혜경은 기획단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자영자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통합모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정을 분리할 것인가 문

제였다고 지적하며, 재정안정화라는 대원칙만이 기획단 내에서 대체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애초에 적자를 예상하고 설계된 것이었고 언젠가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세계은행의 다층체계 연금개

혁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고 지

적한다(기초자료 DB, 이혜경 “국민연금도입및확대관련” 녹취록).

그런데 이러한 이원화 방안은 기존의 국민연금제도가 지니고 있던 연대주의적 특징과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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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기획단안에 반대한다. 하지만 1997년 기획단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시민단체 중에서 당시 영향력이 가

장컸던 경실련의경우사회정책자체에큰관심이없었다(기초자료 DB, 이혜경 “국민연금

도입 및 확대 관련” 녹취록).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경우에도 보편적 복

지나사회적연대에큰관심이있었다고할수없다. 민주노총의경우는 1995년사회연대를

중요한 조직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연대투쟁을 전개하지만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사회연대

투쟁의 한계를 절감한 후 곧바로 임금투쟁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고 만다(기초자료 DB,

허영구 “국민연금도입및확대관련” 녹취록).

김영삼 정부 말기에 채택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은 정권이 김대중 정부로 이양되면서

폐기되고 대신 급여율과 기여율의 부분 조정에 국한된 모수적 개혁안이 채택된다(김연명,

2002). 우선 보건복지부는김대중정부인수위에구조개혁안의문제점을지적함으로써자신

의 기득권을 되찾아오고자 한다. 김연명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구조개혁안의 폐

기를위해보건복지부가가장적극적으로움직였다고밝히고있다. 그에따르면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것은 통합론자들이 조합주의자들에게 패배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보건복지

부의이해관계를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저항이심했다고지적한다(기초자료

DB, 김연명 “국민연금도입및확대관련” 녹취록). 김대중정권의입장에서도자신의정치

적 지지기반인참여연대 등시민단체와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상황에서 급격한소득대

체율하락등을이유로보건복지부의의견을수용하게된다(양재진, 2005: 139-140).

게다가당시는경제위기직후로경제관료들의비토권이상당히약화되어있었다는점도

중요하다(송호근·홍경준 2006). 우선 외환위기 이후 경제기획원이 나누어지면서 사회정책의

기획이라는것이경제부처에서는사라지게된다. 그 결과보건복지부와경제부처사이에부

처별 권역이 결정되면서 경제부처의 간섭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구조조정이나 안정화 문제 등에 압도당해 연금개혁과 같은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이관시킨 것도 보건복지부의 자율성을증가시키게된다(기초자료 DB, 이혜경

“국민연금 도입 및 확대 관련” 녹취록). 기획예산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관리의 입장

에서 정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이 대거 지출될 수밖에 없는 기초연금제 안에 반대

하는입장이었다(기초자료 DB, 김연명 “국민연금도입및확대관련” 녹취록). 즉경제위기

와 정권교체라는 상황에서 경제부처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구조개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사실이모수적개혁안을 지지하는보건복지부의입지를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금개혁이 철저히 보건복지부의 통제 하에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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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Yang, 2000).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연금개혁은 1998년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

지도 별다른 논쟁 없이 무관심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전개된다(권문일, 1999: 15).

정권교체 이후 연금개혁의 방향이 구조개혁에서 모수적 개혁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둘러싸고입장이나뉘어담론화되는과정은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무관심 하에서 진행되던 연금개혁은 1999년 초 소득파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권문일, 1999:

15). 도시지역 자영자의 소득파악 문제는 이미 제도 준비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사항으

로서기획단이구조개혁안을지지하는중요한근거이기도했다. 그런데김대중정부하에서

모수적 개혁을 지지하는 집단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담당기관들은

소득파악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일원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도시지역자영자확대를추진하게된다. 하지만소득파악문제로불거진국민연금파동은일

원화론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한편, 이원화론자들에게는 이를 빌미로 구조개혁안의

정당성을주장할수있는계기를제공하게된다.

그러면 우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와 소득파악 문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

도록하자. 1998년국민연금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후 1999년 2월부터도시지역자영자의

소득신고를받게된다. 그런데소득신고결과전체도시지역가입자약 884만명중 45.5%

인 402만 여명이 소득이있는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54.5%인 481만 여명은 소득이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평균신고소득도 약 84만 원으로 이는 기존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의 59%에불과한수준이었다(권문일, 1999: 16). 가령, 의사들의월평균신고소득은

280만 원, 변호사들의월평균신고소득은 260만 원이었는데이는택시기사들의월평균소득

과유사한수준이었다(Yang, 2000: 189).

이러한도시지역자영자들의소득과소신고경향은직장가입자들의격렬한저항을초래

하게 된다. 사실 도시지역자영자중 고소득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은 단지 24.4%에불

과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등이전체도시지

역 자영자 중 75.6%, 소득신고자 중 59%를 차지하고 있었다(권문일, 1999: 17; Yang, 2000:

189). 하지만이러한저소득층가입자를제외하더라도나머지 160만 명 정도가여전히과소

소득 신고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

능성이매우컸다.

우선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적 기능이 강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소득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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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수익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가령, 하위소득자의 경우 기여 대비 급여액

비중을의미하는수익비가 9배에달하는반면, 상위소득자의경우에는이러한수익비가 2배

에 불과하다(오건호, 2006: 63). 그러므로 고소득 자영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할 경우 매우

높은 수익비를적용받게된다. 또한, 신고소득이낮을 경우가입자전체의평균소득이낮아

져직장가입자들의연금급여수준이하락하는문제가발생한다(Yang, 2000: 187).

그런데 소득 과소신고가 초래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였다. 국민연금제도는강한소득재분배기능을지니고있기때문에보험료부담이불공평하

게 부과될 경우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 소득계층간이 아니라

소득유형별로 불공평하게 부과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보험료 부담이 저소득층보

다고소득층에더많이부과될경우에는소득재분배차원에서정당성을가질수있다. 하지

만 자영자의 소득 과소신고로 보험료 부담이 사업장 근로자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될 경우,

봉급자에서자영자에게로소득이이전되는상황이초래되고만다.

이러한소득이전의왜곡현상은단순히소득이전규모의문제를넘어선다. 이것은기본적

으로 조세저항이 조세부담의 과중보다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Campbell, 2009). 즉 정당한 이유없이 형평성 원칙이 위배될 경우 조세

부담이든 보험료부담이든 정치화될 소지가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 과소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소득이전이아무리적은규모라고 할지라도이것은형평성의 원칙을심각하

게 위반하기 때문에 격렬한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소득 과소신고가

직장가입자들의 엄청난 저항을 초래하게 된 것도 이러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위

배했기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로 불만을 갖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들 뿐만이

아니었다. 도시지역 자영자들의 불만 또한 매우 거셌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고할수있다. 왜냐하면도시지역자영자들은국민연금가입으로상당한혜택을받을것으

로 예상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매우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권문일,

1999: 15-16).

이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엄격한 기여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로 가입하게 된 신규가입자들의 대다수는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계층이었다. 그

런데 이들은당장에먹고살기도힘들정도로저축여력이매우낮은계층으로서국가가재

정지원을하지않는한, 노후소득보장을위해국가가저축을강요한다고해서저축을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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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층이 아니다. 게다가 제도가 확대 시행된 1999년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

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조건이 악화되던 시기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하락하던 시기였

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의 정당성만을 근거로 제도시

행을강행한다(시사저널, 1999 488호 “국민연금파동... 졸속이부른 ‘준비된실패’”).

또한도시지역자영자의소득파악이어렵다는이유로 ‘신고권장소득’이라는 방법을통

해추정된보험료를일방적으로고지한것도문제를악화시킨다. 이것은조세행정의관점에

서 보자면 1970년대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과세를 실시한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1960-70년대에 이러한 인정과세 위주의 조세행정이 심각한 조세마찰을 유발했었다

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신고 권장 소득’ 방식의 연금보험료 징수 행정도 이와 유사한 마

찰을초래한다. 즉, 무리한징수행정으로한푼도벌지못하는실업자나학생, 전업주부에게

까지 신고통지서가 발부되어 집단민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시사저널, 1999

488호 “국민연금파동... 졸속이부른 ‘준비된실패’”).

국민연금재정에대한불신도도시지역가입자들의불만을악화시키는중요한요인이었

다. ‘기금이 머지않아 고갈된다는데 뭘 믿고 가입하느냐’ ‘기금 적자를 보전하려고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들은 도시지역 자영자들의 소득 과소신고가 단순히 보험료

납부여력이안되기때문만은아니라는점을잘보여준다(시사저널, 1999 488호 “국민연금

확대 시행 시점 연기하라”). 이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강한 불신이 도시

지역가입자들의불안감을심화시켰다는것을보여준다.

이렇게직장가입자, 도시지역가입자모두로부터강한저항이일어나고, 집단민원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무관심하게 진행되던 연금개혁은 매우 빠르게 정치

화된다.

우선 그 동안 통합방식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를 찬성하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게 된다. 1999년 국민연금 파동이 일어나기 이전 시민단체와 노동단

체들은 대체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원화 방안보다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이 통합된

일원적 형태의 국민연금체계를 지지해왔다. 그러므로 1997년 ‘기획단’안이 제출되고, 1998년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까지는 핵심적인 논쟁구도가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유지할것인가아니면사적연금의비중을늘릴것인가의문제였다. 그런데도시지역

자영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논쟁구도는 직역분리형이냐 아니면 직역통합형

이냐는문제로전환하게된다(김연명 2002: 50).

한국노총과 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한나라당 등은 사회보험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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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선에서 직역분리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권문일, 1999: 28; 김연명, 2002: 51).

즉 공적연금의축소에는 반대하지만 자영자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않는 한직역통합모

델을 지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자영자기금과 근로자기금으로 분리

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시지역 자

영자확대를유보할것을주장한다.

반면, 민주노총과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그리고보건복지부등은직역통

합형모델을유지하고도시지역자영자확대를추진하되, 자영자소득파악을획기적으로강

화할것을주장한다(김연명, 2002: 46; 권문일, 1999: 28). 이들은노동자의경제적손실을근

거로 직역분리형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점을 강

조한다. 또한 자영자기금과 근로자기금을 분리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완화

될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자영자와농어민의 연금이 대폭줄게되어, 자영자와농어민의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김연명, 2002: 46-55).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이미 제도 시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시행유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시사저널, 1999 488호 “국민연금 확대

시행시점연기하라”).

마지막으로경총이나전경련, 보험업계등경제단체들은국민연금파동을계기로민영보

험이나 개인연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칠레식의 완전민영화안을 주장하고 나선

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의 쟁점화되지 못한다. 이미 논쟁구도가 직역통합형이냐 직역

분리형이냐의문제로구축되어있었고, 한나라당같은정치세력도완전민영화안을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경제단체들의 주장이 새로운 논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크지않았다고 할

수있다(Yang, 2000: 191).

어쨌든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경실련등은 1999년 7월부터 1천만인서명운동을전개해두달만에총 514만여명의서명

을받는성과를낸다. 그리고 이서명지를 2.5톤트럭 4대에담아여당과야당에각각전달

한다(Yang, 2000: 190). 이것은 당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를 둘러싸고 사회적

거부감이얼마나컸는지를잘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사회적저항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연금파동과 집단민원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지

않을수없도록만든다(시사저널, 1999 488호 “국민연금파동... 졸속이부른 ‘준비된실패’”).

이러한국민연금파동이초래한결과는막대하다. 우선도시지역자영자의소득파악미비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개혁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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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일원적 형태의 국민연금제도를 지지했던 반면, 자영자 소

득파악 문제가 불거진 후부터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직역통합모형을 지지하는 집단과 직

역분리모형을지지하는집단으로나뉘게된다. 또한한나라당이나경총등정치세력과경제

단체들이 일원적 형태의 국민연금제도가 지니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에

따라원래 ‘기획단’이제안했던기초연금도입에대한광범위한지지세력이형성된다(김연명

2002: 53-57). 이로 인해 일원적 형태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신뢰와 정당성을 심각하게

상실하게된다.

또한여러가지행정적문제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의전국민확대가시행되었지만절

반 가까운 도시지역 가입자들이 납부예외자로 남게 됨에 따라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심각

하게훼손된다. 전 국민의노후소득을국가가보장한다는명분으로국민연금의도시지역확

대가추진되었지만, 정작노후를대비할저축여력이낮은저소득계층대부분이납부예외자

로 남게 됨에 따라, ‘반쪽 국민연금’, ‘절반의 국민연금’, ‘허울에 불과한 명분’이라는 비난을

피할수없게되었다(시사저널, 1999 488호 “국민연금파동... 졸속이부른 ‘준비된실패’”).

2) 2차 국민연금개혁과 안티국민연금 운동

2차 국민연금개혁은 2003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2007년 법개정이 마

무리될 때까지를 말한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재정안정화’ 조항이 마련되어, 향후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2003년 하반기 국민연금법 개정

안을제출한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은 ‘저출산-고령화’가매우중요한사회적이슈로다루

어지던 때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된다. 또한출산율이 급격히하락하여 합계출산율이 1.08에 불과하

다는사실이기사화되던때였다. 따라서정부는인구고령화에따른국민연금재정불안정문

제를 부각시키며,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2008년까지 50%로 낮추고, 연금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15.9%로인상하는연금개혁이필요하다고제안한다(오건호, 2006).

하지만소득대체율인하와연금보험료율인상을중심으로하는정부의모수적연금개혁

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동계,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그리고 한나라당

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가입자 단체들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이미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인하된데 이어 또 다시 10%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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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비판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추계가 향후 70년까지를 포괄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재정재계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2004년 4

월에총선이예정되어있는상황에서굳이연금개혁을정치문제화할필요성이없었다. 또한

당시 국회는민주당분당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50석에도미치지못하는 소수당으로전

락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분점정부 상황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

다. 따라서 한나라당은정부의연금개혁안을국회 상임위에서심의조차 하지않고, 결국 정

부의연금개혁안은정기국회회기가마감됨과동시에자동폐기되고만다(김연명, 2005).

하지만국회차원에서소극적으로논의되던 2차연금개혁은 2004년총선이후인터넷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국민연금에 관한 논란을 촉발하고, 이것이 ‘안티국민연금운

동’으로전개되면서새로운국면을맞게된다. ‘국민연금 8대비밀’이라는글은국민연금제도

의제도상결함을지적한것이었는데, 이것이그동안잠재되어있던국민연금에대한불신

을증폭시키고첨예한사회적쟁점으로부각시키면서, 정치세력들을국민연금개혁에적극적

으로끌어들이게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8대비밀’이 촉발시킨쟁점은무엇이고그것은 2차국민연금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국민연금 8대비밀’은 그 동안누적되어 왔던 국민연금제도의제도

적 결함, 권위주의적 복지행정의 문제, 보험료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에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중 하나를 포기해

야하는 ‘중복급여금지조항’, 배우자가연 500만 원 이상소득이있을경우유족연금이지

급되지않는유족연금제한조항, 근로소득발생시국민연금이삭감되는연금삭감조항등

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지적된다.5)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

금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강제로 차압하거나, 미납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강요

하는등집행과정에서매우권위주의적인조치들을취해왔다는점이비판을받는다. 이것은

국민연금 보험료가세금이아님에도 불구하고마치세금인것처럼행정을 집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상한선을 두어 월소득 360만 원 이상의 소

득구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이 보험료부담 형평성

문제로비화된다(오건호, 2006).6)

5)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 제도

적 결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급조건이나 금지조항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

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오건호, 2006).

6) 국민연금제도가 보험료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제도 자체가 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중이 더 크게

설계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급여혜택도 더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

험료 상한선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공적연금이 심각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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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국민연금반대’ 촛불집회

출처: 월간말(2004년 7월호 pp. 99)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 차압 문제였다.

2004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 주최로 ‘국민연금 반대’ 촛불집회가 열리고 200여 명의 시민들

이 참석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연금보험료 부담 문제로 집회에 참석한 것이었다(<그림

5-2> 참조). “월간말”지가참석자들을인터뷰한것을보면, 집회참가자 중생계형참여자들

이많았다는것을알수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멋대로 납부액을 정하고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 먹고살기도 힘들어

얼마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더니 곧바로 압류 통지가 날아오더라. 신용불량 상태인지라 카드로

막을 수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인가”(월간말, 2004년 7월호, “그들이 미래를부정하는 두

가지이유” pp.104).

“국민연금초기에 2만원을냈으나현재는 10만 원 가량을내고있다. 그런데 그때나지금이나벌

어들이는 수익은 별로 차이가 없다. 두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국민연금이 너무 부담스럽

다”(월간말, 2004년 7월호, “그들이미래를부정하는두가지이유” pp.106).

이것은저소득층의경우국민연금보험료납부가얼마나부담스러운수준이었는지, 그리

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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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차압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강압적이고권위주의적인행정으로피해를본가입자들이국민연금을 ‘강압적인

국가의 수탈’ 기구로 규정하고, “국민연금 철폐하여 국민복지 이룩하자!”고 주장한 것은 분

명한근거가있다고할수있다(월간말, 2004년 7월호 “그들이미래를부정하는두가지이

유”, pp.105).

그런데이렇게국민연금관리공단이강압적인방식으로보험료징수에나섰던것은외환

위기 이후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도한 집행을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납부율 제고를 위

해 임시직 상담원까지 채용하면서 소득파악에 애썼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

동자가 보험료 징수 문제로 자살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1999년 국민연금파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신고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을 근거로 책정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을반복해왔다(오건호, 2006: 159).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복지행정은 여론을 악화시

키고국민연금에대한불신을증폭시킨다. 안티국민연금운동을계기로국가복지에반대하는

세력들이새롭게형성되어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가 결성되고, 한국납세자연맹이촛불집회

를개최하는등 2차국민연금개혁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게된다. 그리고국민연금을개

혁하자는것이아니라아예폐지하자는주장까지제기된다.

이러한공적연금에대한불신은서구의경험에비추어봤을때매우이례적이고독특한

현상이다.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공적연금은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강한 개혁의 압력

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대

중적 지지기반과 강력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있었기때문에 공적연금축소에대한저항이

매우 강하게 터져 나왔다(Myles and Pierson, 2001).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와 그에따른국민연금개혁을 둘러싸고국민연금을폐지하자는 운동과국민연금에 대한 불

신이극에달할정도였다.

그렇다면국민연금에대한이러한광범위한불신과저항은연금개혁과연금정치에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안티국민연금운동이 연금정치에 미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아마도 이를

계기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당정치가 매우 활성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

회에서는 복지문제나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정당이 정책대결을 펼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

며, 선거정치에서도복지정책은중요한이슈로부각된적이없다(Choi 2008). 이는 1차국민

연금개혁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국민연금 8대 비밀’과 안티국민연금운동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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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국민연금문제가과잉정치화되어, 일부에서는탈정치화를제안할정도로국민연금개

혁은 매우 첨예한 정치적쟁점으로 부상하게된다(오건호, 2006: 123). 2004년 국민연금파동

이후제출된국민연금개정안만도십수가지에달할정도였다(김영순, 2011: 152).

2차국민연금개혁당시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의연금개혁안을연금구조

의차원에서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한나라당안은기초연금도입을통해공적연금을

이원화하는 방안으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명확히 대체관계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반

면,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공적연금을 이원화한다는 점에서는 한나라당과 유사하지만, 소득

비례국민연금이 여전히 공적연금의 중심을 이루고 기초연금은 보완적 차원에서 설계되었다

는 점에서 한나라당안과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의 경우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도입하지만그 대상이 선별적이고 급여지급도정율방식이아닌

정액 방식으로 설정되었으며, 급여수준도 매우 낮다는 점,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세 가지 대안 중 가장 높다

는 점에서 여전히 일원적 형태에 가까운 안이라고 할 수 있다(오건호, 2007; 김수완, 2008:

164; 김영순, 2011: 152).

여하튼 2006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대안이 제출된 후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

에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차 국민연금

개혁은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손을 잡고 협력하다가,

중반에는한나라당과민주노동당이공동대응을펼치게되고, 마지막에는결국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타협과 절충 하에 법안 통과가 완료되는 등 매우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과정을

거치게된다(김영순, 2011; 오건호 2007).7)

마지막으로 최종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금보험료율이

현행대로 9%로 유지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급격하게 인하되

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 초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가 지급되고, 향후 그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70%(2028년까지), 급여수준을

10%(2028년까지)까지 인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군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인정, 재혼

시분할연금권인정등이추가되었다(김영순, 2011: 154).

그런데 이러한 연금개혁안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김수완 2008: 161), 전체 공적연금 체계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모호하

7) 마지막 국면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조한 것은 사학법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정략적으

로 교환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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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오건호 2007),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

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주은선 2009a).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정책당국

이 공개적으로향후국민연금 수급자가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대상을

줄이겠다고 밝히고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 축소를대체 혹은 보

완하기위해도입된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보여준다(오건호 2007: 197-198).

하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 최종연금개혁안은안티국민연금운동이후제기된국민연금

에대한여론을적극반영하되, 이를당장에실행가능한방식으로설계한것이었다고평가

할수 있다. 즉, 최종연금개혁안은재정불안정에도불구하고 제도에 대한불신으로 보험료

를 절대 인상할 수 없는 상황,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대안이었다는 점이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보험료 부담 증가 없이

재정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각지

대문제를최소한이나마해결하는조치였다고할수있다.

2차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복지동맹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진행과정에서

친복지연합이 형해화되었다는 점이다. 1차 국민연금개혁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정부 여

당이 친복지적인 시민단체및 노동계와강하게결합하여 연금개혁을 주도한 결과 국민연금

제도의연대주의적원칙을고수했다고할수있다. 하지만 2차국민연금개혁과정에서는개

혁과정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정부 여당은 고립을 자초하면서 어떠한 지지세력도 확보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같은 친복지세력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안

에 반대했다는 점일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파동과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을 바탕으로기초연금안을제시하며 매우 적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 주도권을행사할수 있

었다. 민주노동당이 친복지적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를 규합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열

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보다 한나라랑이 연금개혁을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영순

2011).

3) 한국 연금개혁의 특징

한국의연금개혁과연금정치는서구와달리매우광범위한불신을바탕으로진행되었다

는점, 그것이 조세저항의형태로표출되었다는점에서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것은국민연금의개혁과정이 매우 강한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구속되어있었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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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연금제도는 연대주의적 원칙과 발전주의적 원칙이 강하게

결합되어제도자체내에모순과갈등구조를포함하고있었다. 또한그동안산업화와민주

화를 거치면서 조세제도가 매우 왜곡된 형태로 발전한 결과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매우

심했으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 등 많은 행정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연

금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적 특징들이 폭발적으로 충돌하면서 행위자들의 행위를 규정

하게된다.

두차례에걸친국민연금개혁을통해우리는다음과같은함의를발견할수있다. 첫째,

국민연금개혁과정에서매우독특한특징은연금정치의활성화가모두국민연금파동, 즉일

종의 조세저항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서구의 연금정치는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공

적연금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파동은 공적연금을 둘러싼 지지기반

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거부감이 팽배했다는 사

실을 잘 보여준다. 자영자 소득파악 미비로 인한 보험료부담 형평성 문제는 직장 가입자들

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신고 권장 소득’을 통한 보험료 부과 및 강제징수는 자영자들에

게인정과세를통한조세징수에다름아닌것으로이해된다.

둘째, 이것은또한왜한국에서는복지정치가계급균열을따라형성되지않는가를잘보

여준다(안상훈, 2000). 국민연금개혁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자간의 갈등, 그리고 저소득층의 강제가입 반발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소

득자와자영자간의갈등은자영자소득파악문제와관련되며, 저소득층의반발은당장에생

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지정치가 반

드시계급적대립의양상을취하는것이아니며, 제도적특징에따라매우다른균열구조가

형성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셋째, 복지행정의 미숙함과 사회연대의 취약성이다. 국민연금파동은 복지행정의 미숙함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민주적이고권위주의적인보험료징수행정은상황을매우악화시켰다. 또한제도와현실

간의 괴리를지적할수 있다(문진영 2009). 국민연금제도의경우제도 자체는연대주의적이

고 소득재분배의 성격도 강하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회적 차원에서까지 실제로 연대주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는 가입

자들에게 실제로 연대주의 원칙의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국민연금파동은 이

러한연대주의원칙에대한강한거부감을보여주었다.8)

8) 국민연금파동을 계기로 한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제도

를 시행하는데 칭찬은커녕 왜 이리 질책 받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즉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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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층체계연금제도로의전환은집권세력의연금개혁이의도했던결과가아니라연

금정치의 ‘결과’라는 점이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신자유주의적이었느냐 아니냐를 둘

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대체로 집권세력의 연금개혁 플랜이 신자유주의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김연명 2002; 김영순 2009). 반면 국민연금파동과같은사건이발생했을때친복지세

력의 대응은 매우 미숙했던 반면, 반복지세력은 사회의 반복지정서, 담론적 기회구조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친복지적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중심의의사결정구조하에서정치적기회구조를잘활용했을지는몰라도(문진영 1999: 안병

영 2000), 사회적차원에서는고립되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개혁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복지정치 혹은 복지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서구복지국가의경험으로볼때노동계급이나이익단체가아닌시민단체와같은

공익집단이 복지개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매우 한국적인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연명 2002). 이것은 권위주의 시기 노동의 배제와 억압으로 노동계

급의 조직화가계속지체되어왔고, 또한 민주화의이행의한계로인해, 분배이슈를정치적

으로대변할수있는정당이나노조같은집단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시민단체가이러

한 역할을 대행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당이나 노조와 달리 시민단체는 분배문

제를정치화할수있는적합한수단들을지녔다고할수없다. 언론이나이슈정치를활용해

복지정치에 개입하는방법은 이슈를 정치화하는 데에는 성공할 수있을지 모르지만장기적

인 비전을 제시하고 복지동맹을 구축하는 제도적 자원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신광영,

2012; 송호근, 1999). 또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

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시민단체들은학자와전문가들을중심으로공익적관점에서복

지개혁에 참여했을 뿐, 여론을 주도하거나 여론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민주

화 이후시민사회가보수화된 결과 사회적 차원에서는 반복지정서가 폭넓게 존재하고있었

다는점이며(최장집·박상훈, 2010), 이러한상황에서국민연금의전국민확대적용, 의료보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사회보장제도의확충은모두대통령중심의의사결정구

조라는권위주의적권력구조의유산때문에가능했다는점이다.

가 ‘국민을 위해 큰 마음 먹고 하는 좋은 일’인데 뜻하지 않은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시사저널, 1999 488호 “국민연금 파동... 졸속이 부른 ‘준비된 실

패’”). 국민연금파동이 비록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저소득층 가입자의 보험료 강제징수 등의 문제

로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복지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

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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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금융화

1) 민간연금 상품의 다양화

두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정책당국은 이러한 축소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보완

하고자 한다. 이것은 1990년대 세계은행이 제시한 다층체계 노후소득보장방안과 거의 일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키는 방안은

2001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퇴직연금에대해논의하는것을시작으로 2005년에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송원근 2007: 100). 이와 함께 개

인연금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 2000년대 들어다양한개인연금상품이개발되고, 개인연금보

험료에대한소득공제등다양한세제혜택이제공된다(주은선 2009b).

그런데 정책당국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개인연금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던 데에는

축소된공적연금을민간연금제도를통해보완한다는목적외에도, 이를통해자본시장을육

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은 은행

중심의자금순환체계를주식시장중심으로전환시키는것이었고, 이것은재벌들의기업지배

구조 개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홍영기 2004: 321). 그런데 자본시장을 육성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형투자은행과 기관투자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는 바로 기관투자가 육성의 일환이었던 것이다(박종

현, 2008).9)

그런데 사실 민간연금시장을 육성하고 연기금을 주식시장의 주요 기관투자가로 활용하

는 방안은 한국만의독특한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매우 핵심적인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도 중상

층계급들이 자신의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어마어마한 돈

들이자본시장으로쏟아들어오기시작하는데, 이로인해자본시장은점차소득보장영역에

서 복지국가와 경쟁을 하게 된다(Blackburn 2003; Blackburn 2006; Clowes 2000; Langley

9) 주식시장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주식의 장기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직접투자보다는 간

접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기금은 속성상 장기투자와 신탁투자를 특징으로 하기 때

문에 주식시장을 육성하는데 매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이러한 연기금

의 육성과 함께 자산운용업 중심의 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을 제정한다(박종현, 2008: 97-105).



5장 신자유주의 복지확대전략과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금융화 195

2006; Minns 2001). 그 결과 사회적 재생산의 규칙이 수익성을 중시하는 금융의 논리에 좌

우되고, 사람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매우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Langley

2004; Dumenil and Levy 2004; Orlean, 1999).10)

하지만 민간연금시장의 성장과 금융화가 세계적인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

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축소 및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정책과제

까지 맞물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육성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

다.

첫째, 퇴직연금의 경우,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1.19%인 약 5만

8,000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7.31%인 약 132만 명이 퇴직연금제도에가입해 있었다(주은선 2009a: 89). 이것은 제도 도

입당시의예상치에훨씬밑도는것으로서, 제도도입당시에는퇴직연금규모가급격히증

가하여 2050년에는 기금 규모가 2,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송원근, 2007:

101). 하지만 2008년 현재 퇴직연금 규모는 약 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주은선, 2009a: 95).

이렇게퇴직연금의성장이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것은 법정퇴직금제도자체가포괄률이 낮

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노사자율에 맡겼으며,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가의료·교육·주택구입·투자등의목적으로퇴직금중간정산제를이용하는것을선호

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주은선, 2009a: 89).

둘째, 개인연금의경우, 1994년에적격개인연금이도입된이래로개인연금부문자산규

모가 2001년 19조 211억 원에서 2006년 30조 5,16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주은

선, 2009b: 162). 이러한 자산규모는 퇴직연금의 자산규모가 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조사가구의 개인연금 가입율은 2001년 19.9%에서 2006년 1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자산규모가 증가했던 것은 개인연

금 가입가구의 연금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김원섭·강성호, 2008: 268).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유지율이 매우 낮다는 점도(김연명

10) 피어슨은 1980년대 복지국가 축소의 압력이 매우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국가는 이러

한 축소압력에 상당히 잘 버텨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Pierson 1994).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민간

복지시장의 팽창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 해커는 기존의 복지국가가 절대적인 차

원에서 축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간복지부문의 팽창을 고려해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상대

적 비중을 고려하면, 공공복지의 비중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Hack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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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5), 개인연금의성장을가로막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보다일반적인차원에서민간생명보험이나간접투자부문의성장은어땠을까?

소득보장의 개인화나 금융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적 연금이 반드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

금으로대체될필요는없을수도있으며, 대체수단은생명보험이나적립식펀드같은금융상

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가구당 평균 소득 대비 12% 정도를 생

명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은선 2008). 하지만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

료비중은 90년대 이후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에 9%에서 2005년에 7.62%로지속적으

로하락해왔으며(김연명 2008: 66), 생명보험또한해지와해약등으로유지율이높지않다

는 한계가 있다. 간접투자의 경우도 적립식펀드 열풍과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의 개발(뮤추

얼 펀드, 랩어카운트, MBS·CBO 등의 자산담보부채권(ABS) 등)에도 불구하고 기금규모의

증가는그렇게인상적이지못했다(홍영기, 2004: 322).

2000년대 들어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성장이정체되어있었다는것은정책당국의다층

체계노후소득보장의제도적구축이큰한계를지니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주은선 2009a).

사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급격히축소(60%에서 40%)될수있었던이유중의하나는이

러한 공적 연금의 축소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

이다(김연명, 2008: 70). 그런데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민간연금시장의 성장이 전망치를 크

게 밑돌면서 다층체계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관대한급여체계를지니고있던국민연금 마저 대폭축소됨으로써 한국인들의노후

소득보장은매우불안정지게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김연명 2008; 김수완·김순옥 2007).11)

사실그동안한국에서민간복지시장의성장은국가의정책적지원하에서급속히성장

해 올 수 있었다. 1970년대의 근로자재형저축 제도와 같은 저축동원에서부터 생명보험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그리고 퇴직금 제도의 법적 강제에 이르기까지 한

국의 정책당국은 복지제공자로서가 아니라 복지규제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Kwon 1999), 공적 복지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민간복지시장을 활용해 왔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이러한정책패러다임이상당한한계에직면하고있음을보여준다.

11) 김수완·김순옥(2007)의 연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단순하게 가정한 후, 2030년에 60세 이상 인

구 중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15% 내외, 개인연금의 경우는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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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부동산 편향과 가계부채의 증가

지금까지두차례에걸친국민연금개혁의결과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급격히축소

되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의 성장도 애초 전망과 달리 매우 느리게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가계자산의 관점에서 생활보

장체계의변화를살펴보도록하겠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공적 복지의 미비를 가계

의 자산형성 지원과 주택구입 장려를 통해 대체해 왔다. 특히 국가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주택정책을 통해 자가소유율을 끌어올리고,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일반

가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게다가 주택건설은 경기부양과 고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촉진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하는유용한수단이었다(김수현, 2011).

그 결과한국은주택혹은부동산이생활보장수단으로서매우커다란정치적사회적영

향력을갖게된다. 내집마련은한국사람들의생애과정에서가장중요한이벤트가되었으

며, 젊은 시절 가정을 꾸리게되면 가장 먼저 내집 마련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

붙는다(김란우, 2010).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취급을 받

으며, 아파트를한채보유하고있는것은중산층의정체성을형성하는핵심적인요소가되

었다. 게다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녀의 학력, 평균 수명이 달라질

정도로부동산은사람들의계급과지위, 생활수준에도막강한영향력을미치게되었다(김수

현, 2011; 손낙구, 2008).

한국의 경우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부동산 편향성은 부동산의 높은 거래빈도와 투자수

익률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기도 하다. 사실 부동산은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소득보

장수단으로서역할을할수가없다. 하지만한국의경우부동산거래가매우활발해서 1987

년 기준 한국의 토지거래 빈도는 일본보다 3-7배가 높았다. 주택 역시 거래빈도가 매우 높

아서 2004년 기준 전체 주택의 9.6%가 거래되었다. 인구이동률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 한국의인구이동률은 18.9%였는데, 이는 일본의 5.4%, 대만의 8.1%에비하면 매우높

은수치라고할수있다(손낙구, 2008: 83-97). 또한 2000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투자수

익률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의 투자수익률은 71%로 주식 28%, 정기예금 37%, 회사채 47%

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강희돈, 2006(손낙구, 2008: 200에서 재인용)). 이것은

그만큼 부동산이 현금전환도 용이하고 투자수익률도 높은 투자대상으로서 현금소득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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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처했을때생활보장수단으로서매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생활보장수단인가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5-3>은 ‘대한상공회의소’(2006)가 조사한 것

으로서전체가계자산의 83%을거주주택이차지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15%가 채되지않으며, 그 중에서도 예금과 적금등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 보험

은 2%, 주식및채권은 1%등으로매우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지금까지한국복지국

가 논의들은 민간복지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이나 민간연금 등에만 주목해 왔다. 하지만 가계

의 자산구성을보면우리는실물자산이차지하는 비중이 생명보험이나민간연금에 비해 비

교도되지않을정도로규모가크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그림 5-3> 가계자산의구성

출처: 대한상공회의소(2006)

한국만큼 부동산 혹은 주택소유가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국가복지를 대체해온 경우도 드

물것이다. 자기집을소유하고있을경우, 주거안정성이높아지는것뿐만아니라, 환금성이

크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기도 하다. 또한 노후에는 든든한 안

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자식들의 효도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김수현

2011: 45, 333). 한국에서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부모세대로부터 “그때 아파트를 잘 사서 큰

어려움없이너희를키울수있었단다”(김재영, 2010)라는말을들을정도로, 부동산을통한

자산형성과가족의안전망확보는중산층의규범적가치로자리매김해왔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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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편향은 외환위기 이후 생활보장체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외환위기가한국사회에끼친가장큰파급력은아마도그동안유지되어왔던고용안정

성이심각하게훼손되었다는점일것이다. 외환위기이후정리해고와불안정노동의증가는

한국인들의삶의양식을급격하게변화시켰다. 특히중간계급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던관

리직과사무직에서실업과조기퇴직의급증은지금까지 한국사회가 겪어보지못했던것으

로서중산층들의미래에대한불안감이급격하게증가하게된다(신광영, 2004).

하지만 이러한 고용불안정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국가복지의 성장

은여전히답보상태에머물러있었다. 이것은일정정도국가의정책대응능력과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행정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

회적 문제의 등장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

이 외환위기 이후 국가복지의 지체를 단순히 국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복지국가에

대한 경험부족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아직까지 사회적 연대라는 것을 경험

해보지못한상황에서기존의제도가갖는경로의존성은매우강력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국가복지의 성장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상황에서 일반

가계가 기댈 수 있는 생존전략은 결국 부동산을 통한 자산형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직내집마련에성공하지못한중산층에게이것은매우절박한문제였을가능성이크다.

고용조건은 불안정해지고 기대수명은 느는데 50대에 이미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유일하게 안정된 대상이었던 것이다(김재영 2010:

67-68; 손낙구·신진욱·한귀영, 2010: 352-353). 그러므로노동시장에서퇴출되기전에그리고

아직경제적여력이있을때아파트한채라도확보하는것만이불안과위험에서탈출하는

방법이었던것이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붐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에 이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40-50대였다는점에서도잘나타난다. 2000년대부동산붐의특징은바로서울과수도권아

파트 가격 급등이 부동산 붐을 주도했다는 것이고, 이미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이들 계층이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주택구입에 나섰다는 것이

다. 이렇게무리하게대출을받아가면서까지주택구입에나서는것은아파트가격이계속상

승할 것이란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은일종의레버리지효과를이용한투자에가까운것이었다(김수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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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가계대출과주택담보대출의증가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그림 5-5> 소득계층별가계부채분포

자료: 2010년가계금융조사

<그림 5-4>는 2000년대 들어 ‘예금기관 가계대출’ 규모와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변화

추이를보여준다. 이 그림은예금기관가계대출의규모가 2003년 322조원에서 2011년 639조

원으로불과 10년도안되어서약 2배정도상승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런데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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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연령별
전

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35세
미만

35-
44세

45-
54세

55-
64세

65세
이상

총 부

채/총

자산

0.18 0.22 0.22 0.20 0.21 0.26 0.24 0.22 0.17 0.17 0.21

총 부

채/금

융자산

1.50 1.35 1.09 1.05 1.11 0.77 0.95 1.13 1.34 1.74 1.12

금 융

부채/

가 처

분소득

3.66 1.97 1.44 1.39 1.53 1.09 1.36 1.68 1.72 2.10 1.55

의 경우는 증가속도가 더 빨라서 2003년 153조원에서 2011년 389조원으로 약 2.6배 상승하

고, 예금기관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7.4%에서 2011년 60.8%로 증가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구입 목적과 관련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2000년대 가

계대출증가의상당부분이주택구입에활용되었음을보여준다.

<그림 5-5>는 2010년 가계금융조사자료를활용해서소득계층별가계부채의분포를살

펴본것이다. 이 그림은전체가계부채의절반정도를 5분위계층이그리고 72%정도를소

득 4분위와 5분위의 중고소득층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들

어가계부채의증가가주로중고소득층에의해주도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표 5-3> 소득분위별연령별가계부채규모

출처: 2010년가계금융조사. 이소영(2011: 7), <표 5>, <표 6>에서인용.

<표 5-3>는 2000년대 가계부채 증가의 성격을 보다 잘 보여준다. 가계의 부채규모 혹

은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는 가계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금융자산 대비 총

부채, 그리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총부채/총자산 비율을

보면전체평균값이 0.21배로 양호한편이며, 소득분위별로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높고, 연

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총부채/금융자산 비율은 평균값이

1.12배로 높아지며, 소득분위별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

아지는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금융부채/가처분소득비율을보면이러한경향이더욱

강해져서 전체 평균이 1.55배로 매우 높으며,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의 경우 그 값이 3.6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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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도 65세이상의경우 2.10배로매우높은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다.

종합해보면, <그림 5-5>와 <표 5-3>은가계자산의대부분이실물자산, 즉주로아파트

등의 부동산을중심으로 구성되어있고가계부채의상당부분이 이러한부동산구입을목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증가가주로 주택가격의 상

승을 기대하고중고소득층들이 고가주택구입을 위해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결과임을보여

준다. 특히이러한경향이연령이증가할수록뚜렷이나타난다는점에서주로 40-50대의 중

고소득층이주택구입목적으로막대한가계대출을했다는것을알수있다.

2010년 한국의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1.55배에 달했는데, 2009년말 기준 영국의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1.72배, 호주가 1.58배 수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한국은행, 2012). 그런데 한국의 경우 40-50대의 중고

소득층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렸다는데 한국의 독특성이 존

재한다. 이것은 한국의 중고령자 가구,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계

층들이 부동산을 주거안정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전략은 지금까지 부

동산의거래빈도가매우높아현금화가용이하고, 부동산을통한불로소득에대한과세체계

가 매우 미흡하며, 공적복지의 발달이 상당히 지체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수있다.

3) 역기능에 빠진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

최근인구고령화와신자유주의로인해국가복지의축소압력이증가해온반면, 가계의주

택소유율과 주택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 주택소유를 소득보

장차원에서 활용하는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가 주목을 받고 있다(Doling and

Ronald, 2010). 공적 복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주택소유는 시장의 파괴적인 힘을 완화시키는

효과가있는가하면(Conley and Gifford 2003), 주택연금을통해퇴직소득을확보하는등주

택자산을활용한복지욕구충족이자산기반복지의예라고할수있다. 이러한자산기반복지

는 국가복지를 축소하고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산

시장의역동성과자기책임이데올로기를결합시키는것이다(Ronald 2008).

자산기반복지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 중의 하나가 연금과 주택의 상쇄

관계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Kemeny, 2005). 공적 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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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가장 규모가 큰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계의

보험료부담도가장크다. 반면, 내집마련이일반적규범으로자리잡고있는경우, 주택은

구입비용의 측면과 자산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과 주택의 상쇄관계를 지적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제시한다.

첫째, 비용적측면에서, 내집마련이일반적규범으로존재하는사회의경우, 그렇지않

은 사회에 비해 공적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내 집 마련이 일반적 규범인

경우에는 젊은 시절 주택구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부담이나조세부담에더민감할수밖에없다. 반면, 국가의 주거복지가잘갖추어진 경우에

는 젊은 시절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보험료부담이

나조세부담에더관대할수있다. 주택과연금의이러한관계는주택소유율과공적복지의

관대성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역관계가성립한다는점을통해확인할수있다(Kemeny

2005; Castles 1998).

둘째,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료와 같은 주거비가 들

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요생계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즉, 노년기에는 불가피하게

현금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비 절약을 통해 소득수준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은 자산유동화를 통한 현금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최근 역모기지 제도 혹은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됨에 따라 주택의 소득보장 기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Castles,

1998).

하지만 자산기반복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분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있다(Doling and Ronald, 2010: 168-169; Ronald, 2008; Watson 2009).

주택구입은 일차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소득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이나 저소득

층 등 대체로 전체 인구 중 30-40% 정도는 주택구입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자산기반

복지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혹은 자산가격 상승)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택소유계층은 혜택을 보지만 무주택계층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없다. 반면무주택계층이자산기반복지에의지할수있도록주택구입을용이하게하

려면 주택가격의 안정 혹은하락이 필수적인데이 경우에는주택소유계층의 저항에직면하

게 된다. 즉, 자산기반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가격 상승이 필요하지만, 무주택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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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산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소유계층과 무주택계층 간에 첨예한 정치적 대립을 초래하게 된다

(Doling and Ronald 2010; Watson 2009).12)

한국사회에서 “내집을가진다는것은단순히주거를마련했다는것이상의의미를갖

는다”. 그것은중산층의지위로상승했다는것을뜻하며, 한국사회가제공하는다양한혜택

을누릴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무주택계층은 주택소유계층이누리는혜택에비례

에서 그 만큼 더 불평등과 격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

주택계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수가 1,500만 구좌에 달하는 현실은

부동산이갖는규정력을잘보여준다(김수현 2011: 87-88).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부동산 편향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매우

크다. 첫째, 가계의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내 집 마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집값이 급격

히상승하는국면에서는더욱내집마련을서두를수밖에없다. 그런데가뜩이나주택마련

부담으로 소비여력도 줄어들고 저축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확대에 따른 보험료와

조세부담의 증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

한 결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폭발력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개혁의 사례는

이러한점을잘보여준다. 2차국민연금개혁과 2000년대 중반의부동산붐이시기적으로정

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비용의 증가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할 수밖에

없는지를보다잘이해할수있다.13)

둘째, 부동산의 정치적 함의는 2000년대 선거정치 변화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까지만 해도 유권자들은 민주화세력을 지지함으로써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택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2006년 지자체

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까지 유권자는 지속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택한다. 2007

년 대선에서는 재벌 건설사 사장을 지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으며, 2008년 선거는 뉴

타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의존성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손낙

12)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러한 자산기반복지의 딜레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국 대처

행정부의 ‘자산소유 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하게, 2000년대 부시행정부는 ‘자산소유자 사

회’(Ownership Society)를 목표로 IDAs와 같이 저소득층의 저축장려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여러 가지 자산유동화 방법을 통해 저소득층

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늘림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주택구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대출상환이 불가능한 저소득층들이 대거 파산하게 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

게 된다(김수현 2011 ; Doling and Ronald 2010).

13) 2차 국민연금개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었고, 2000년대 부동산 붐은 2005년과 2006년

에 정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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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08: 76; 손낙구·신진욱·한귀영 2010: 359; Chang, 2011). 이것은 복지개혁의 실패와 국

가에대한불신, 민주화세력에대한절망이얼마나극적으로부동산에대한의존성을심화

시켰는지를보여준다.

셋째, 보통 생애과정상 주택구입이라는 이벤트는 40대 전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략 50

대 이상에서는주택소유계층이 많고, 30대 이하에서는무주택계층이많다고할 수있다. 그

런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됨에 따라 젊은 세대의 주택구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소유율은 상승해 왔지만, 그것의 상당

부분은 고령화로 50-60대 연령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주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

며, 사실상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율은 과거에 비해 더 하락해 왔다(김란우, 2010). 이것은

주택시장을매개로세대간갈등이매우심각할수있으며, 이러한갈등이해소되지않을경

우 공적 연금을 통한 세대간 연대, 즉 젊은 세대의 노년 세대 부양과 같은 연대적 가치의

실현또한매우어려울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하지만최근의가계부채부실화나하우스푸어문제는불평등이나이해갈등의심화를넘

어 과연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지속가능한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택이 생활보장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고용과 소득수준이 안정적이

야 하며, 자산가격의 안정적인 증가와 유동화 또한 용이해야 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고용은매우불안정해지고노동소득분배율또한지속적으로하락해왔다(신광영, 2004). 게다

가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현금화 자체가 어려우며, 이것은 다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을더욱더가중시키고있다.

<그림 5-6>는 1990년대후반이후한국의가계부채비율과가계저축률이정확하게반비

례하는 방식으로 변동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률 하락의 상

당부분이주택구입과관련된가계부채의증가로설명될수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 동안한국의정책당국은저축동원을위해가계저축을장려해왔으며이를위해다양

한재산형성지원정책들을실행해왔다. 하지만외환위기이후이러한저축장려정책은소비

자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동성제약 완화정책으로 바뀐다(유경원·조은아, 2006). 외환위

기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부채와 신용에 기반한 소비촉진정책이 취해지고, 이와

관련주택금융등주택관련대출이용이해진다. 특히 2004년에는중산층육성과재산형성지

원의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어장기주택대출이허용되고, 장기주택대출납입이자

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확대되는 등 부채를 통한 자산형성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 2012; 재경부, 2004). 위의 <그림 5-6>는 정책당국의 이러한 재산형성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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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화를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림 5-6> 가계부채율과가계저축률의비교

출처: 한국은행(2012: 93)에서재인용.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을 부채를 통해 구입할 경우 그것은 부채로서의 측면과 자산으로

서의 측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닌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가계의 금융부채가 증가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거나 부

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가계부채 증가는오히려저축의성격

을 강하게 지닌다.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

계부채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가계의파산을초래하는 등매우

심각한부작용을일으킨다.

그 동안 한국사람들은 노후대비를 위해서 공적연금보다는 민간보험이나 개인연금, 그리

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크게 의존해 왔다. 특히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 하우스푸어 문제나

깡통주택 문제는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매우 심각한 위

기에 빠졌으며, 그것이 과연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 문

제는 일차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결과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일

반 가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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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14) 게다가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의 부동산가격은 장기적으로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유지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점을보여준다.

5절 소결

이장에서는외환위기이후신자유주의복지확대전략이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금융

화로귀결되는과정을살펴보았다. 지금까지한국복지국가에관한논쟁은그것이복지제도

의혁신을강조하든, 불평등의심화를강조하든대부분분석대상이사회정책변화의성격에

국한되어왔다. 즉, 외환위기이후 10년 동안민주화세력이집권했다는사실로인해, 국가엘

리트가 어떤 개혁을 추진했는가, 그것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에만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

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정책보다는 조세정책이나 주택정

책, 재산형성촉진정책 등이사람들의 삶과복지에미치는영향력이 더욱컸다. 그러므로한

국사회에서는 사회정책이 아닌 다른 생활보장수단들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와 선호구조가 형

성되어왔다. 이 장에서는외환위기이후복지개혁의정치과정을기존의자산기반생활보장

체계와 지배엘리트의 복지확대 전략이 충돌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으며, 복지확대 전략이

성공적이지못한결과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가금융화되어왔다는점을밝혔다.

한국사회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국가 형성 이후 최초로 복지국가 실험과 이

를둘러싼복지정치가본격화된다. 산업화시기에는가용한모든자원을경제발전에동원하

는과정에서국가복지가최소화되었으며, 민주화시기에는분배갈등이조세부담의하향평준

화와복지의비정치화로귀결되었기때문에그동안복지가정치화될수있는기회는부재

하였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실업과 조기퇴직, 고용조건의 불안정화 등 노동시장 조건

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복지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집권세력도 역대 정

부 중 가장 친복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민단체 주도의 복지정치도 활성화된다.

이러한 구조적 정치적 조건의 변화가 외환위기 이후 복지의 정치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복지의정치화가복지국가의성장으로귀결되었다고할수는없다.

14) UN 정주회의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Price to Income Ratio)의 적정 비율을 3-4배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PIR 값이 최소 6배에서 10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주택구입의 부담이

매우 크다(손낙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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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위기로 과세기반이 심각하게 붕괴하고 축적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정책이 용이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활

성화의일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시행이연기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관

련 규제가 완화되는 등 90년대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조세개혁마저 후퇴하고 만다. 또한

중산층서민대책의일환으로다시금소득세감면조치가취해진다. 이것은권위주의시기에

형성된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가 강한 경로의존성을 지니면서 오랫동안 재생산되고 있음

을보여준다.

둘째, 연대주의 원칙과 발전주의 원칙이 강하게 결합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확장 과정

에서 도시지역 자영자, 특히 저소득층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다. 국민연금제도에는 엄격한

기여주의 원칙과 국가책임의 최소주의라는 발전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보험료납부가가능한소득계층에는커다란혜택을제공하지만, 그렇지못한소득계

층에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도 확장 과정에서 국가의 무기여

원칙이 고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무리하게 집행된다.

이는보험료납부의여력이없는저소득층의강한반발을초래하였고, 그 결과제도의확장

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사각지대문제가남게된다.

셋째, 국민연금제도 확장 과정에서 자영자 소득파악 미비라는 조세제도 상의 한계가 직

장가입자들의반발을초래한다.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한국은산업화과정에서는민간저축

을활용해내자동원문제를해결하려고했고, 민주화과정에서는분배갈등이조세부담의하

향평준화라는 방식으로 해소된 결과 조세제도가 매우 불공평하고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조세체계는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 과정에서 보험료부담의

불공평성이라는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촉발시키고 만다. 이것은 복지정치가 본격화하는 국면

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과 같은 조세행정상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넷째, 공적 연금의 소득보장기능 축소로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보험료부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결여 및 불공평성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로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됨에 따라, 대안적인 소득보장수단들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들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시장의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편향이 더욱 커지게 된

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건이 불안정해지고, 국가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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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민간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에대한의존성이더욱증가하게된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개혁은 실질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과정

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과 달리 한국의 복지개혁은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거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복지제도의 발전주의적

요소, 그리고 왜곡된 조세체계 등 기존의 제도적 정책적 경로의존성은 사회적 연대의 구축

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존재했으며, 여기에 복지행정의 미숙함이라는 요인까지 겹쳐

사회적 차원에서 강한 반복지정서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

지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는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에대한 의존성이더욱증가하게 된

다.

하지만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에 대한 의존성 강화는 역설적으로 더 이상 자산기반 생

활보장체계가실행가능한대안이아니라는점을보여준다. 2006년 ‘한국사회학회’가 실시한

‘중산층 관련 국민의식’ 조사는 한국인들의 중산층 귀속의식이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과 함

께 매우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중산층’으로 불리려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평균 월소득 500만 원이었다.

또한 “중산층은부동산이나주식, 저축등을모두합해서평균얼마정도의재산을갖고있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평균 자산 10억 원을 제시했다(조동기, 2008:

207-208). 이것은 국가복지가 사회적 위험을 적절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적으로

가계자산에 의존해야할 경우 중산층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필요한 가계자산의크기

를잘보여준다.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은 중산층의 복지욕구를 기

하급수적으로증가시켜왔다. 그런데국가복지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상황에서이를전적

으로 가계자산에 의존하게된 결과 중산층의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필요한자산규모 또

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그리고무리하게부동산을통해자산을축적하려는생

존전략은 오히려 가계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가계저축률을 낮추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현상들은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가 이미 더 이상

현실가능한대안으로서의의미를상실하게되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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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의 요약

본논문은생활보장체계개념을이용하여한국사회에서사회적위험에대한대응체계가

어떻게형성·변화되어왔는지살펴보고, 이러한 생활보장체계가 산업화초기 국가의 저축동원

과조세정치의산물임을밝혔다. 지금까지한국복지국가에관한논의들은연구대상을사회

정책이나 이와직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는 기업복지혹은 사적이전등으로 국한시켜온한계

가 있다. 반면 이 논문은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들에서는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던 가계저축

이나가계자산, 그리고 이를뒷받침하는제도/정책적조건으로서국가의재산형성촉진정책

과 근로소득세면세점 제도등이매우핵심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활용되어 왔음을지적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보장체계의 특징은 기존의 국가중심적 접근이나 사회중심적 접근,

혹은 생산체제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국가

의자본동원전략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첫째, 한국은산업화초기심각한자본부족문제에직면하여가계저축을통한자본동원전

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가가 시중은행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억제와

저축장려를 통해 유휴자본을 최대한 은행으로흡수하고 이를 국가가 신용할당을 통해선별

적으로 배분하는 자본동원전략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가계저축 증대를 위해 저축켐페인과

저축계몽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저축장려운동을 통해 국가는 합리적 소비생활과 근검·절

약·저축 등 자본주의적 생활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국가복지는 최대한 억제

하고 복지를 낭비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낙인찍음으로서 국민들에게 저축에 기반한 자

조적인생활보장체계를강제한다. 그러므로한국의높은가계저축률과자조적인생활태도는

유교적전통의산물이아니라지배엘리트의자본동원전략의산물이라고할수있다.

둘째, 1970년대 자본축적의 위기와 정당성 위기에 지배엘리트는 중화학공업화 전략으로

대응한다. 그런데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저축동원이 강조되고

이것이 1970년대 재분배의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용자원을 중화학공업화에 총동

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출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킬수는없었다. 오히려국가는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를통해조세정책을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한다. 조세동원이 제약됨에 따라 가계저축의 동원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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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와 같은 사회보

장적 성격이 강한 저축우대조치가 취해진다. 이것은 저축동원전략의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할수있다.

이렇게 중화학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저축동원전략을 활용한 결과 저축을 기반으로 한

생활보장체계가 형성된다.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의 도입으로 국가의 과세규모가 크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세입의 대부분이 경제적 지출과 국방비 등으로 할당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적지출을늘릴여지는없었다. 그러므로정치적정당성확보차원에서국민복지연금제

도나의료보험제도가도입되지만사회정책은형식적인수준에머물게된다. 반면가계의입

장에서는 낮은 소득세 부담과 가계저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가족주의적 생존전략을

지탱하는최소한의물질적기초를제공해준다. 그러므로 1970년대에는공적복지대신가계

저축을기반으로하는생활보장체계가형성된다. 하지만당시는소득수준도낮고사회적양

극화도심했기때문에소득세감면과저축장려의혜택을누릴수있는계층이매우한정되

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저축에 기반한 생활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데 실패

한다.

셋째, 1980년대 민주화 이행으로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지배엘리트는 중산층 육성 전략

을 통해 분배갈등에 대응한다. 1970년대에 도입된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와 재형저축, 그

리고 사회적지출의억제와 사회정책의 형식화는 1980년대 재분배의 정치에 중요한영향을

미친다. 불공평한 조세체계로 인해 조세저항이 심하고, 기금위주의 재정운용으로 인해 복지

재정의마련도용이하지않게된다. 반면재형저축과같은저축장려조치들은사회적차원에

서도 개별적 자조적 생활보장수단에 대한 선호구조를 낳게 된다. 중산층 육성 전략은 이러

한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선호구조를 반영한것으로서 국가재정의부담은 최소화하고대신

재산형성촉진과같은금융적방식을강조한다.

중산층 육성 전략은 1970년대에 도입된 제도/정책과 뚜렷한 연속성을 지니지만 70년대

에비해분배적측면이강조되었다는점에서뚜렷한차별성을갖는다. 1970년대의근로소득

세 면세점 제도나 재형저축제도가 모두 내자동원 차원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도입된 것들이

라면, 중산층 육성 전략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분배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

체계적으로활용된다. 특히당시에는주택문제가매우심각했기때문에주택문제해결을위

한 방안으로 재산형성 촉진정책이 적극 활용된다. 이것은 동일한 제도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전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소득세 감면이나 재산형성지원의 혜택을

받는정책수혜대상의범위도보다광범위해진다. 노동계급또한노동자대투쟁이후조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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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생활보장수단들을 확보하게 된다. 그 결과 민주화 이행을 거치면서

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가제도화된다.

넷째, 1990년대후반외환위기로촉발된자본축적의위기에대응해지배엘리트는신자유

주의적 구조조정과 함께 복지확대를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조기퇴직, 고용조건의

불안정화등노동시장조건이급격히변화되면서국가복지의필요성이크게증가한다. 실제

로한국사회는외환위기이후국민연금의전국민확대적용, 의료보험통합, 고용보험·산재보

험의전사업장확대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입등매우가시적인복지성장을경험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의 정치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과세기반이 붕괴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의 조세개혁마저 후퇴하고, 중

산층서민대책의일환으로다시금소득세감면조치가취해진다. 또한국민연금개혁사례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갈등

이 발생한다. 그 결과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결함이

상당수남게된다.

복지확대전략이 기존에 형성된 이해관계 및 선호구조와 충돌하면서 자산기반 생활보장

체계의규정력은더욱강화된다. 공적 복지의확대가실질적인효과를발휘하지 못하고, 더

구나 노동시장유연화나 고령화와같은사회구조적변동의속도를따라가지 못하는상황에

서중산층가계는여전히자산증식과재테크를중요한생존전략으로활용한다. 특히금융시

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민간연금과 같은 금융자산보다는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편향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금융화로귀결된다.

2절 연구의 함의 및 과제

①생활보장체계의유형화

복지국가유형화논쟁에서한국은일본이나대만등여타의동아시아국가들과함께유

형화가까다로운사례로평가된다. 본 논문은단일사례연구에해당하므로체계적인유형화

를시도하는데에는어려움이따른다. 하지만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생활보장체계접

근이유형론에대해갖는함의를검토해보고자한다.



6장 결론 213

첫째, 지금까지복지국가연구들은생활보장수단들을사회적권리차원에서만평가해왔

다. 탈상품화 개념이 대표적인예라고할수 있다. 하지만 생활보장체계의 관점에서보자면

생활보장수단은 공적 복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저축이나 주택소유 등 가계자산

에 이르기까지 포괄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생활보장체계 접근의 타당성은 최근의

복지국가변화에서도확인할수있다. 최근의변화들은새로운복지수단들이소유권차원에

서성장해왔다는것을보여준다. 미국의 401(k)플랜같은연금저축상품의등장이나세계은

행의 다층체계 연금개혁안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중간

층 이상의 소득계층은 금융상품이나 가계자산등을대안적인 소득보장수단으로점점더 광

범위하게이용하게되었다(Groves, Murie and Watson 2007). 그러므로우리는다양한생활

보장수단들을 사회권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소유권을 강화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재배치할 필

요가있다.

둘째, 생활보장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단위가 개인인가 가족인가에 따라 생활보장체계의

성격이달라질수 있다. 그 동안 젠더연구와가족연구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계급관계를 변

형시켰는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가 젠더관계(혹은 가족형태)를 어떻게 변형시켰

는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해왔다(Pierson 2006; O'Connor, Orloff and Shaver 1999). 여성들

의 정체성은 존재론적으로 노동자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

된다. 따라서 국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가, 여성의 모

성으로서의권리를우선적으로보장하는가(Orloff 1993; Lewis 1992)에 따라생활보장체계의

성격이달라질수있다. 또한본논문은한국의경우저축동원과정에서국가가가정주부를

합리적소비자이자가계의재무자로서동원해왔다는사실을강조했다. 이러한맥락에서개

인을 단위로하는가가족을단위로 하는가를기준으로 생활보장체계의성격을구분할필요

가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활보장체계를 유형화하면 다음 <그림 6-1>과 같다. 아래 그

림은개인과가족, 사회권과소유권을기준으로네가지유형화가가능하며, 이네가지유

형을 각각 시민적 개인주의, 소유적 개인주의, 시민적 가족주의, 소유적 가족주의로 명명할

수있음을보여준다.1) 첫째, 시민적개인주의는높은조세부담과보편적복지제도를바탕으

1) 복지국가 논쟁에서 젠더와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래로, 젠더 혹은 가족은 복지체제 유형화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에스핑-안데르센(1999)은 탈가족화 변수를 탈상품화 변수와 단순히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두 변수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 복

지체제 유형도 3분류 체계를 고수한다. 반면 두 변수를 2차원적으로 파악할 경우 네 가지 유형화

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新川敏光 2005). 이 글은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네 가지 유형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민적 개인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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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권리

개인 가족

여성노동권 강조 가족부양 강조

시민적 개인주의

사민주의

북유럽형

시민적 가족주의

보수주의

대륙유럽형

소유적 개인주의

자유주의

앵글로색슨형

소유적 가족주의

개발주의

후발국가형

로 하고 여성노동권과 사회적 권리가 잘 갖추어진 형태로서 사민주의 유형이 이에 해당한

다. 둘째, 소유적개인주의는여성노동권은인정되지만이것이민간연금이나재정복지, 가계

자산 등 소유권에 기반한 복지제도와 결합된 형태로서 자유주의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셋

째, 시민적 가족주의는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공적 복지제도가 발달했지만, 여성노동권보

다는 가족부양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서 보수주의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유

적 가족주의는 가계자산을 중심으로 한 생활보장수단의 발달이 가족부양책임 원칙과 결합

된형태로서개발주의유형이이에해당한다.

<그림 6-1> 생활보장체계의네가지유형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개발국가들과 관련이 있는 소유적 가족주의 형태는 아직까지 복

지국가 유형화 논쟁에서 합의된 바가 없는 유형이다. 그 동안 한국·일본·대만은 ‘포괄적 사

회보험’ 유형으로, 싱가폴·홍콩·중국은 ‘개인주의 소득보장’ 유형으로 분류되고, 이 둘을 구

분하는가장중요한잣대로강제저축 프로그램의 유무와 국가의과세역량이라는 변수가 지

적되어왔다(Peng and Wong, 2010). 하지만 국제적인 비교의 차원에서 봤을 때, 두 유형간

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제적으로 홍콩이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싱가폴이라고하지만, 홍콩·싱가폴의조세부담률이 15%전후인반면한국·대만의조

Orlean(1999), 소유적 개인주의 개념은 Macpherson(1964)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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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률은 20-25%로큰차이가없다. 반면스웨덴·독일 등 유럽복지국가의조세부담률은

50%를 넘어선다. 저축률의 경우에는 산업화시기 동아시아 개발국가들에서 모두 높게 유지

되어왔다.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개발국가의 자

본동원전략, 특히 민간저축자금을 재정자금화하는 독특한 자본동원전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폴은 아예 중앙적립기금과 같은 강제저축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저축자금을

재정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라고 한다면(Sherraden, 1995), 일본은 우편저축제도(柴垣和夫,

1985; Calder, 1990; Park, 2010), 그리고 한국은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저축자금을 재정자

금으로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Woo, 1991). 비록 제도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국가별로

모두달랐지만, 우리는이들국가별사례를통해민간저축자금의재정자금화라는일반적특

징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지제도와 정책의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내부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지만(김연명, 2009), 생활보장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국

가들은상당한공통점을공유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가계저축과낮은조세부담을중심으로하는한국혹은동아시아의생활보장체계유형은

80-90년대영국이나미국의복지개혁에대해서도매우중요한함의를갖는다. 80-90년대영

국의 복지국가논쟁에서 보수당은동아시아 국가들의낮은복지지출을경제성장의 핵심 요

인으로 강조해 온 반면, 노동당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가계저축률을 동아시아 모델의

핵심으로강조한바있다. 실제로제3의길혹은사회투자국가논의과정에서가계저축은매

우중요한정책수단으로강조되었으며, Saving’s Gateway나 Child Trust Fund와같은정책

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Goondman and White 1998).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조세개혁과 사

회보장민영화 논의도 사실상 조세감면 및 저축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감세와세출억제를강조하는것인데, 이것은사실전후경제부흥기의일본을참고한

것이다(Brownlee, 2009). 또한사회보장 민영화 논쟁의 핵심 쟁점은 사회보장제도가 저축율

을 하락시키는가 아닌가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저축과 조세를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모

델이독자적모델로서매우중요한함의를지닌다는것을보여준다.

②국가와사회의이분법을넘어서

근대국가의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

업사회가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둘째, 사회정책

실행에필요한관료적역량을어떻게조직하고동원할것인가? 셋째, 사회정책실행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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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 복지국가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

면, 두번째세번째질문은복지국가의수단적측면에관한것이라고할수있다. 마샬이

후 사회중심적 접근은 주로 복지국가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70년대 이후 국가중심적접근은 국가란 그것이 추구하는목표나기능이아니라

그것이 채택하는 독특한 수단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베버의 주장을 따라(Weber

1946), 복지국가의조직적관료적측면을강조해왔다. 하지만국가중심적접근도세번째질

문, 즉복지국가의재정수단이라는문제를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왔다고할수있다.

그런데사회중심적접근과국가중심적접근은모두복지국가의재정적수단이라는측면

에서 보면 매우 일면적이고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가중심적 접근이 비판해 온

것처럼 사회정책을 단순히 사회적 투쟁의 결과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국가를 단순히 사회

세력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제도라고만 할 수도 없다(Skocpol and

Amenta 1986). 사회정책을 실제로 입안하는 국가관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출을 늘리거

나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정책적 관건일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지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관료들의 역할에 대한 국가중심적 접근의 강조는 복지국가와 시민권에 관한

문제를이해하기어렵게한다. 왜냐하면국가관료가아무리자율성과역량을지니고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급이사회적지출증대를위해싸웠다고볼수없는것처럼국가관료가사

회적 권리를 위해 싸웠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회정책이 현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재정적비중을고려할때, 그리고최근복지국가개혁과정에서복지국가의재정적

측면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Prince 2001), 사회관료들은

재정조달을 위해 사회세력과 갈등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관료들은 사회관료들일지라도 국가가 어떤 국내적 국제적 조건에 처해 있으며,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 재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판단할 것이며, 사회적 문제

를국가운영의관점에서바라본다고가정하는것이훨씬타당할것이다.

그 동안 복지국가 연구들은 대부분 계급역량이나 관료의 역량, 정당, 국가구조 같은 변

수에만주목해왔을 뿐, 국가의 재정적 측면은 간과해왔다. 하지만 사실사회정책은 현대국

가의가장큰예산지출을차지한다는점에서 ‘사회적문제’일 뿐만아니라 ‘재정적문제’이기

도 하며, 따라서 복지정치는 ‘누가 사회정책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도

전개된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복지정치의핵심변수라고할수있는계급이나관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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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역할등은사회적차원뿐만아니라재정적차원에서도설명될필요가있다.

특히 재정사회학적 접근은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여

기서 우선 세계화를 영토권력과 경제권력의 관계 변동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

대국가와 근대자본주의는 모두 근대초 유럽의 독특한 지정학적 조건의 산물로서, 영토경쟁

에 따른군비지출의급격한증가로 인해정치세력들이 상인자본가들의자금력에 상당히 의

존하게 된 결과 출현한 것이다(Arrighi, 1994). 군비지출의 급증에 따른 부채조달의 필요성

으로 자본주의적 은행시스템과 근대적인 조세체계가 구축되고, 국가는 다시 부채조달과 조

세의 물적 토대가 되는 부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를 지원하게 된다(Ingham,

2008: 175-180). 이 과정에서조세행위는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발전하게 되

며, 영토권력과경제권력은불가분의관계를형성하게된다.

그런데 영토권력과 경제권력은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갈등적인 관

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 관계는 주기적으로 재편되어 왔다. 국가는 자본축적에 구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 국가역할의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항구

적으로반복되어왔다. 최근의세계화는두가지권력형태사이의갈등이최근다시격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금융(혹은경제권력)이 복지국가에 대해 우위를 점하

기위한시도로이해할수있다(Ingham, 2008: 175-180). 이러한 관점에서보면조세제도는

세계화와복지국가변동을연결짓는가장핵심적인매개변수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

므로 국가가 처한 국내적 국제적 조건이 어떻게 국가의 과세행위 및 금융시장 정책 등에

영향을미치고, 이것이복지정치의주요행위자들의기대와선호를어떻게형성하는지에주

목할필요가있다.

③자산기반생활보장체계의한계와한국의복지국가전략

가계자산과낮은조세부담을근간으로하는생활보장체계는분배적측면에서는매우역

진적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리를 탈정치화하는 등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우선 근

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와 같은 감세제도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상위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역진적인 고용연계

복지로서의성격이강하다. 또한소득공제로인한국가조세수입의감소는일반조세를통한

복지지출을 어렵게함으로써 시민권에토대를둔 복지제도의 성장을 가로막을뿐만아니라

복지를권리적차원에서제기하기어렵게만든다. 게다가가계저축에대한강조는재산증식

을 통한 자립이나 개인주의적·가족주의적 가치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연대의 토대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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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다.

최근 한국이 처한 상황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노인 빈곤율, 부동산격차의 심화, 불평등의 세대간 재생산과 세대갈등의 심화, 그리고 결혼

기피와 저출산 현상 등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보여준다. 여기에주택구입이나교육등가계지출에서사회서비스구입이차지하는비

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계저축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기존에삶의안전성을제공해주던가계저축이라는수단마저생활보장수단으로

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가계저축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가족

주의연대전략은뿌리째흔들리고있는반면이를대체할수있는공공복지의성장은지체

되어온결과, 가족이기능적과부하상태에빠지면서전방위적가족해체및탈가족화현상

이초래되고있다(장경섭 2009).

외환위기 이후 민주화 세력의 집권은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복지정치의 활성화 및 복지

국가의 이륙을 예견케 했다. 하지만 복지정치의 활성화, 사회보장제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 생활보장체계의 강한 경로의존성을 목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과

조세문제는사회보장제도의확장과심각한갈등을유발하는요인이다. 한국의경우는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무원칙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조세정책을 실행해 온 결과 공평

과세의원칙을심각하게위배해왔으며, 그 결과시민사회로부터의조세저항은매우심하고

국가의 과세역량은 상당히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경로의존성이 지

난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동안복지개혁을어렵게했던가장핵심적인원인이라고할수

있다.

이것은향후복지개혁이기존의생활보장체계와의경로단절에성공할수있으려면, 총체

적인 계획 하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가있음을보여준다. 지금까지복지개혁은다분히형식적이고도구적이며정치적정당성확

보 차원에서 무원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사회정책이란 여타의 공공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조세와 저축, 사회정책이 매우 긴밀히

엮여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복지개혁은 새로운 발전모델의 구상이라

는관점에서접근할때에만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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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Korea

Savings Mobilization and Tax Politics in a Developmental State

Kim, Dokyu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 the concept of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present study 
elucidates that, in South Korean society, the response system surrounding 
social risks has been formed and transformed with a focus on household 
savings and assets and that such an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a 
product of the savings mobilization and tax politic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t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To date, South Korean studies on the 
welfare state have focused mainly on the formal aspects of social policies, 
largely bypassing how people have actually responded to social risks and what 
kinds of alternative means besides social policies the state has employed in a 
swift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implemented in response to 
accumulation crises and legitimation crises has not been limited to the level of 
social policies but that, rather, while social policies have been treated formally, 
tax politics and asset-building promotion policies have occupied a central 
position. In addition, it points out that the uniqueness of such a politics of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is difficult to explain from existing state-centered 
approaches or society-centered approaches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capital mobilization strateg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from a fiscal 
sociological viewpoi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in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
     First, in South Korea, the 1960’s is a period when,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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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ist ideology, top-down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ere 
pursued in earnest. During this era, however, despite the broad consensus 
regarding economic development, the problem of insufficient capital was 
serious due to low domestic savings rates. In response, the ruling class 
actively pursued savings mobilization strategies through household savings 
increase. As the theory of the developmental state points out, in the case of 
South Korea, because the state was the de factor owner of commercial banks, 
as long as there were sufficient household savings, it was possible for the 
state to implement capital mobilization strategies, where it would absorb 
household savings through banks and selectively distribute them through credit 
allocation. Consequently, to increase household savings, the state initiated 
savings campaigns and campaigns to raise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savings and, through them, endeavored to establish capitalist norms of life 
such as rational consumption as well as diligence, frugality, and savings. On 
the contrary, to establish a self-help attitude toward life based on savings, it 
suppressed state welfare as much as possible and branded welfare as 
something wasteful and immoral.
     Second, in response to the accumulation crisis and the legitimation crisis 
of the 1970’s, the ruling class adopted strategies for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sought to procure the capital necessary for 
such industrialization by maximizing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capital.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public welfare expenditure was being suppressed 
for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 heavy chemical industry, the people’s tax 
burden could not be raised one-sidedly. Instead, the state took a measure to 
mitigate income tax burden through the earne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On the contrary, as the importance of savings mobilization rose once again 
due to the restrictions of tax mobilization, to increase household savings, 
measures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avings with a strong flavor of social 
security such as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plans were taken. In the case 
of social policies, national welfare pension policies and health insurance 
policies were introduced on the level of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but 
remained on formal levels due to financial restrictions. On the level of 
households, low income tax burden and diverse incentives to household savings 
provided the least material basis buttressing familistic survival strategies. Thus 
the 1970’s saw the formation of the savings-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as a result of strategies for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 heavy chemic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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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faced with a serious legitimation crisis in the 1980’s, the ruling 
class limite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o the scope of an elite pact and 
responded to the distribution conflict with middle class-fostering strategies. In a 
situation where regressive and unfair tax burden is serious, the existing earne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combined with the principle of equitable 
taxation, resulted in the downward leveling of tax burden.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state’s taxation capacity was limited, social policie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were institutionalized 
in a market-conforming way to reflect the principles of contributory entitlement 
and selectivity. On the contrary, combined with contemporary housing 
problems, th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plan system was actively used as 
a means of promoting asset-building for home ownership. The middle 
class-fostering strategies of the 1980’s thus sought to minimize the state’s 
financial burden by using existing systems such as the earne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and th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plan system and, 
instead, to resolve the distribution conflict through asset-building promotion. In 
particular, for th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plan system, which had been 
adopted as a makeshift on the level of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capital, to 
be actively used on the level of the resolution of distribution conflicts is an 
example of policy conversion, or of using the same institution for a different 
purpose. As a result, follow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became institutionalized, and the structure of a 
preference for individual and self-help-type means of livelihood security 
became solid.
     Fourth, in response to the accumulation crisis triggered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f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e ruling class simultaneously 
implemented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This was 
because neoliberal responses to the accumulation crisis gave rise to a 
legitimation crisis, causing employment instability, among other things. 
However, such neoliberal strategies of expanding welfare incited a politics of 
redistribution surrounding the burden of welfare costs. Although tax increase 
policies that could buttress the expansion of welfare were called for, in a 
situation where the tax base had collaps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was deferred, and, as a part of plans for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the earne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came to be employed once more. In the case of social policies, as can be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National Pension crisis, an acute confli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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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arose surrounding the problem of insurance premium burden. 
Consequently, institutional defects surfaced such as the widespread existence of 
blind spots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On the 
contrary, middle-class household economy continued to employ household 
assets as important means of livelihood security. In particular,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continued rise in housing prices, a 
bias toward real estate rather than financial assets increased even more. 
However, excessive dependence on real estate led to an increase in household 
debts, which in turn raised asset prices, thus resulting in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the end.
     The processes of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South Korea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governing strategies and capital mobilization strategies of the ruling class in 
response to accumulation crises and legitimation crises and of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politics of redistribution surrounding tax politics, social 
policies, and asset-building promotion policies. As the developmental state’s 
savings mobilization strategies at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came to 
form unintentionally low income tax burden and a structure of a preference for 
household assets, income tax reduction and asset-building promotion have 
served as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South Korea’s politics of redistribution. 
In particular, by being actively used as means of resolving legitimation crisis 
and distribution conflict in each period, the earne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and th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plan system have functioned as 
important institutional factors determining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However, the path dependence of the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a strong preference for real estate have served as factors restricting 
the expansion of public welfare in recent years. The fixation of low tax 
burden makes difficult tax increase, which can buttress the expansion of 
welfare. In addition, a preference for household assets has eroded the basis of 
social solidarity by intensifying self-reliance through asset increase or familistic 
values. Consequently,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have become serious, 
with real estate gaps worsening and young people avoiding marriage and 
childbirth. In addition, the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has come to undergo serious dysfunctions such as a drop in household 
savings and a drastic increase in household debts due to skyrocketing real 
estat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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