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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성공적

이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산업화 과

정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

자가 늘어나고 이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제 성장 과정을 

따랐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드디어 맬서스 트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며 

감속하는 사회에서 가속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다른 나라들

에 비해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어왔고, 후기 산업사회에 다다른 지금에도 과도

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는 가속하는 사회에서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맬서스 트랩을 벗어난 지 불과 20여 년 만

에 성장의 정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 그리고 경제 성장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산업화 과정

에서는 효 규범으로 대표되는 전통사회형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사회적 측면

의 수평주의적 조건, 그리고 기술과 가치창출을 우대하는 사회적 배경이 서로 

촉매 작용을 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인적 자본 수요 증가에 보다 민감하

게 반응하여 인적 자본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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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어져 압축적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이에 반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연줄사회형 사회적 자본의 높은 사적 신

뢰와 낮은 공적 신뢰, 그리고 수평주의 심리 속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 인적 자본에 대한 과잉 투자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

고, 여기에 가치이전 영역에 대한 선호 증가가 더해져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성장 정체와 사회적 비효율, 그리고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에 대

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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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 혁명으로 촉발된 산업화 과정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왔던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산업화를 통

해 인류는 드디어 맬서스 트랩(Malthusian trap)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감

속하는 사회(decelerating society)에서 가속하는 사회(accelerating society)

로 접어들 수 있었다(Kim, Heshmati, & Park, 2014; Kim & Heshmati, 

2014; Kim, Kim, & Lee, 2014a; 김태유 & 장문석, 2012).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업화 기간 동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과 인구 변동의 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은 경제학의 오랜 연구 주

제 중 하나가 되었고,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quantity-quality trade-

off)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론의 전개 초기에는 이러한 양질 전환 

현상을 소득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G. S. Becker & Lewis, 1973, 

1974; G. S. Becker, 1960, 1994), 최근에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수

요 증가를 양질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적 자본의 수요 증가에 가계가 반응한 결과, 

자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자녀의 수를 줄인다는 것

이다(Galor & Weil, 2000; Galor, 2011). 

한국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산업

화를 일구어 냈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지금까지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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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되어 왔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수식어는 한국

의 경제 성장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대변해 준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

장 과정의 특별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특별함을 가능하게 해 준 동

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지만, 한국이 1990년 대 후반 커다란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 여파가 지금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의 경제를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경제 성장을 이끈 동력들이 왜 90년 대부터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함께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 성장의 요인과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적절히 제시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각종 경제적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

재 한국 사회는 고학력 청년 실업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

는 상황에서도 입시 과열 문제가 수많은 교육 정책들을 무력화 시키며 그 힘

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약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 사회의 성장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질 전환이 한국에서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이 가능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산업화가 끝나고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지금에도 여전히 양질 전환

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한국의 양질 전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졌을까? 왜 한국의 교육열과 입시 문제는 그 자체가 사회 문제

가 될 정도로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곤두

박질 쳤는가? 본 연구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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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pital)이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찾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 의식의 해결 과정을 담고 

있다. 첫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수와 질에 대한 

양질 전환이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지 경험적 자료

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

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인적 자본의 수요 증가에 의해 촉발된 출산율 하

락이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밝혀야 그 양질 전환의 메

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재혁(2005)의 이론적 논의들을 Kim, 

Heshmati, & Park (2014), Kim, Kim, & Lee (2014a, 2014b), Kim & Kim 

(2014), Galor (2011), 김태유와 장문석(2012), 김태유(2013)의 논의에 비

추어 이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한국에서 양질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 원

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경제 성장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Fukuyama (1995)는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을 저신뢰 사회(low trust 

society)로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는 한 사회의 모습을 

분석하는 틀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Pagden (1988)이 구분한 ‘사

적(私的) 신뢰(la fede privata)’와 ‘공적(公的) 신뢰(la fede pubblica)’라는 

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재혁(1998)은 Pagden의 구분에 기초하여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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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공적 신뢰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네 개의 사회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 구분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사적 신뢰와 낮은 공적 신뢰를 가진 연줄사회

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급격한 인적 자본 증가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빠른 경제 성장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밝힌다 하더라도, 산업화 이후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한국에서 왜 여전히 교육 투자는 과잉 되고 출산

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셋째,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과도한 양질 전환 문제와 이로 

인해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적 신뢰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과의 연결망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비교의 준거가 많음을 의미한다. 

비교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감이 결정되면서 사람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

다는 식으로 교육 투자에 끊임없이 열중한다.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교

육 투자를 위하여 자녀의 수를 줄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높은 사적 신뢰와 낮은 공적 신뢰의 괴리가 더 큰 이유를 차지한다. 공적 신

뢰가 낮아 자녀를 낳아도 사회의 도움을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자녀 양육과 

성장이 모조리 각 부모와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공동

체 사회도 낮은 공적 신뢰와 높은 사적 신뢰의 수준을 보이는 점에서는 연줄

사회와 비슷하지만,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높은 사적 신뢰

를 동원할 수 있는 데 반해 현대의 연줄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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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경제 성장과 인구 변천의 관계를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 적용하면서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왜 필요한 지를 

역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이 감속하는 사회에서 가속하는 사회로 나아간 

이유와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공통된 논리 

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 경제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경제 성장과 출산율의 관계를 밝

히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출산율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출산율의 관계

를 경제 성장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 한

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1990년 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짐을 밝히고, 한국의 경

제 성장 과정을 1970~1990년과 1990~2010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1970~20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다

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인적 자본과 출산율의 대체(trade-off) 관

계가 나타났는지 실증 모형을 통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4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이어서 한국 경제가 1970~1990년의 산업화 시

기와 1990~2010년의 후기 산업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화해 왔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우선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환이 일어난 시

기를 논하고,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경제 사회적 요인들을 추출함으로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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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한다. 두 시기를 병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

적 신뢰와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 경제적 평등도와 

교육 기회의 평등도 차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차이, 정부의 출산 장

려 정책 등을 비교 준거로 삼아 두 시기의 사회적 배경을 비교·분석한다. 이

러한 비교 분석은 한국이 매우 성공적으로 맬서스 트랩을 탈출하게 된 이유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신(新)맬서스 트랩에 빠지게 된 원인을 고찰하기 위한 

주요 논거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며 한국 

경제가 정체를 벗어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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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2.1 경제의 구조 변화 

 

김태유(Kim & Heshmati, 2014; 김태유 & 장문석, 2012)는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출현한 역사적 경제사회(economic society)의 유형을 농업사

회, 상업사회, 산업사회로 구분하고, 각 경제사회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경

제성장 모형을 수립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사회 유형을 농업사회, 상

업사회, 산업사회로 구분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서 농업·상업

·산업 부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총생산 중 농업·상업·산업 부문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활용되나,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또 예측하기 위해

서는 그와 같은 ‘양적’ 기준 보다는 ‘질적’ 기준, 즉 특정 경제사회가 존속하

고 재생산되며 확대 재생산(expansive reproduction)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 창출 방식과 나아가 그 성과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할 필

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Kim & Heshmati, 2014; 김태유 & 장문석, 

2012). 

김태유(Kim, Heshmati, et al., 2014; Kim & Heshmati, 2014; 김태유 & 

장문석, 2012)에 따르면, 농업사회는 생물자원을 경작하거나 사육하는 방식으

로 가치를 창출하되 생산이 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단순 재생산 사회로써 

이 사회에는 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제한적이며, 풍작 

등의 우연한 요인으로 증산되더라도 잉여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투입되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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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할 경제구조가 없다. 따라서 투입 대비 산출량의 비율은 체감하는 특

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 ‘감속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감속하는 사회와 가속하는 사회의 경제 발달 경로 

 

자료 출처: Kim, Kim, & Lee, 2014b 

 

 

그 반면에 상업사회는 거래되는 산물이 주로 농업 생산물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상업 이윤을 목표로 확대 재투자

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의 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고 교환을 확대하

며 이윤 동기를 확산시키는 등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자본주의적’ 성격의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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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존재한 사회로 보고 있다(Kim & Heshmati, 

2014; 김태유 & 장문석, 2012). 

한편, 산업사회는 공장이나 기업 등의 인위적인 공간에서 자본, 노동, 기

술, 원자재, 에너지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회

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확보된 이윤이 자본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다시 확대 

재투자되어 더 많은 공급과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확대 재생산

이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사회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체감할 수 있으나 

자본투자와 기술혁신에 의해 장기적으로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 ‘가속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Kim & Heshmati, 

2014; Kim, Kim, et al., 2014a; 김태유 & 장문석, 2012). [그림 1]은 감속하

는 사회와 가속하는 사회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경제사회의 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경제성장 모

형을 이론적인 전제로 하여 실제로 특정 경제사회가 처한 다양한 경제외적

(extra-economic) 혹은 비경제적(non-economic) 힘들과 그 힘들이 특정 

조건들 속에서 어우러진 구체적인 역사적 동학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김태유(Kim, Heshmati, et al., 2014; Kim & Heshmati, 2014; Kim, 

Kim, et al., 2014a; Kim, Kim, & Lee, 2014b; Kim & Kim, 2014; 김태유 & 

장문석, 2012)의 학문적 성과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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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한 경제의 생산 과정에서 산출되는 생산량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의 양뿐만 아니라 투입된 노동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노동의 질

을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 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이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간

의 몸 속에 축적시킨 지식·기술·창의력 등이 마치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같

은 역할을 하므로, 물적 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에 비추어 인간의 몸에 갖

추어진 생산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세움, 2012; 백일우, 2007).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인적 자본 이론이란, “인적 자본의 개념을 이용하여 

교육 훈련과 소득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논리적 체계” 즉, “교육 

훈련을 받으면 인간의 몸 속에 지식·기술·창의력 등과 같은 인적 자본이 축

적되고, 이러한 인적 자본이 가져다 주는 생산성의 증가 때문에 기업가는 높

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결국 교육 훈련 투자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경

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론을 말한다(G. S. Becker, 

1994; 백일우, 2007). 

G. S. Becker (1994)는 인적 자본을 “개인이 받는 교육과 훈련도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니며 개인의 생산 능력은 교육 투자의 결

과로 얻어 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론은 노동 시장의 많은 현

상 및 인적 자본에 근거한 경제 성장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김선재, 

이영화, & 임광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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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총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콥-더글러스 생산함수(Cobb-

Douglas production function) 형태로 나타내 보면, Y 는 GDP, A는 총요소

생산성, K 는 물적 자본의 양, L 은 근로자 수, h 는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의 양을, 그리고  는 GDP 중 투입 자본에 분배되는 몫의 비중을 나타낸다

(김세움, 2012). 두 번째 식에서 한 국가의 장기 1인당 GDP 수준(정상 상태

에서의 1인당 GDP) 𝑦𝑠𝑠는 그 국가의 인적 자본 수준과 정비례하게 됨을 볼 

수 있다(김세움, 2012). 참고로 s 는 저축률, n 은 인구 증가율, 그리고  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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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본이 반영된 총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인적 자본의 국가별 차이가 

1인당 GDP 수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에 따

른 인적 자본의 차이로 국가별 생활 수준의 차이 중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il, 2012). 따라서 생산투입요소로서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은 장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김세

움, 2012). 한 국가의 총생산함수에서 인적 자본 h는 직접적인 생산투입요소

로서의 역할 외에도, 기술혁신 과정에 투입되어 총요소생산성 A를 높이는 역

할도 더불어 수행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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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본 수준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생산요소로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술 

진보에도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Romer, 1990; 김세움, 

201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학

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Putnam (2000)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들 사이

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Putnam, 2000; 이동원, 박준, 강민형, 채승병, & 최홍, 2009; 이병기, 2009).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모두가 합의하는 명확한 기준

이나 정확한 측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적으로 신뢰와 규범 등

이 사회적 자본의 필수 구성 요소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 외에 시민 의식이나 

네트워크 수준, 그리고 구성원의 자발성이나 소득 균형 등도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동원 et al., 2009). 

이 중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데

(이병기, 2009), 그 이유는 하나의 조직이 서로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결속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이

동원 et al., 2009). Fukuyama는 자신의 저서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

서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어려

운데, 그 이유는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고 정직, 책임감, 

의무 이행 등 사회 협력을 위해 필요한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Fukuyama, 1996; 이동원 et al., 2009). 경제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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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야기할 때도 신뢰 개념에 바탕으로 두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Coleman, 1988; Geertz, 1978; 이병기, 2009),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신뢰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의 결핍이 곧 경제적 후진성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Arrow, 1972; 이병기, 2009). 

사회적 자본을 신뢰 개념에 한정 지어 논의할 때,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 

혹은 신뢰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병기, 2009). 이를 간

단히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Putnam (2000)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계 또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

로 구분하고 있고, Uslaner & Conley (2003), Uslaner (1998), Yamagishi 

& Yamagishi (1994), 김현수(2012) 등은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로 구분하고 있으며, Pagden 

(1988)과 이재혁(1998)은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 

가지 구분 각각의 전자는 전자끼리, 후자는 후자끼리 서로 유사한 상황을 묘

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agden, 1988; Putnam, 2000; E. M. Uslaner & 

Conley, 2003; E. Uslaner, 1998; Yamagishi & Yamagishi, 1994; 김현수, 

2012; 이병기, 2009; 이재혁, 1998). 

이 중 이재혁(1998)은 Pagden (1988)의 논의를 이어받아 신뢰를 사회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자 시도했으며, 그 결과로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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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른 서로 다른 사회의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1. 

두 종류의 신뢰 모두가 결핍된 상황인 첫 번째 유형과 사적 신뢰의 축적은 낮

으면서 공적 신뢰는 높은 사회인 두 번째 유형 모두에서 각각 서로 상반되는 

자원 배분 형태를 가진 두 사회들이 오히려 신뢰의 유형에서는 동일하게 분류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재혁, 1998). 

 

 

[표 1] 신뢰와 사회 유형 

 낮은 공적 신뢰 높은 공적 신뢰 

낮은 사적 신뢰 
Hobbes적 자연 상태, 혹은 

전제적 감시 사회 

자유방임적 경쟁 사회, 혹은 

복지형 전체주의 사회 

높은 사적 신뢰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 혹은 

연줄 사회 
신뢰 사회(Fukuyama식) 

자료 출처: 이재혁(1998)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반대로 사적 신뢰는 높은 반면 공적 신뢰

가 낮은 사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제도적 기능이 아직 미분화되고 

대면적 관계가 중요한 사적 거래의 원칙으로 유지되는 근대 이전의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의 기능적 분화가 충분함에도 지대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사적 신뢰, 그리고 그것이 낳은 파당적 연결망의 파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재혁(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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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로 인해 공적 신뢰가 결핍되게 되는 경우로써 산업 시대의 연줄 사회”

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이재혁, 1998). 마지막으로 사적, 공적 신뢰 모두 높

은 사회는 “제도적 규준의 투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개인 간의 사적 신뢰가 

연고의 범주를 넘어서 확대되며, 일반적으로 약한 연결망을 축으로 하는 ‘다

원적 분절화’의 특징을 보이는 사회”를 가리킨다(이재혁, 1998). 

2000년 대 중반부터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고찰하

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김성권, 2004, 2007; 김세움, 2012, 2013; 

김태종, 2007; 백다미, 2011; 우천식 & 김태종, 2007; 이동원 et al., 2009; 

이병기, 2009; 이병욱, 2012; 이재혁, 2005, 2006, 2008; 황준성, 2005), 한

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재혁(2005, 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재혁(2005)은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며 출산

력과 인적 자본의 관계를 검토했는데 한국의 전통적 효 규범과 수평주의적 조

건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과잉 투자와 저출산,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연결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연결망(연줄망)의 승수효과가 인적 자본에의 사적인 

투자회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을 하면서 보다 높은 인적 자본 축적을 유도

하는, 매우 극단적인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했다(이재혁, 

2008). 그러나 이재혁의 연구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인적 자본과 사

회적 자본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이론적 서술에 그치고 있을 뿐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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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양질 전환을 Becker의 관점에서만 바라

봄으로써 Galor가 강조한 기술 혁신에 의한 유인을 전혀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에의 과잉 투자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3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적 자본과 출산율의 관계 

 

인적 자본의 중요성, 그리고 인적 자본과 출산율의 관계는 Becker에 의

해 본격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Becker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행동하며 부모들의 자녀 수 선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G. S. Becker & Lewis, 1973; G. S. Becker, 1960). 산업화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 또한 증가했고, 자녀의 질(quality)

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자녀의 수(quantity)에 대한 소득 탄력성보다 크기 때

문에 사람들은 자녀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alor (2011)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 소득에 차이가 있

는 상황에서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출산율의 감소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산업화 시기에 발생한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quantity-quality 

trade-off)은 소득 수준과 무관한 현상임을 강조했다. 또한 Becker의 이론이 

자녀의 수와 질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에 대해서

도 비판했다(Galor, 2011; Ju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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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제 성장과 출산율의 관계 

 

자료 출처: 김태유(2013) 

 

 

Galor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기술 진보의 가속화가 바로 양질 전환

을 가져온 핵심 원인임을 밝혀 냈다(Galor & Moav, 2000, 2002; Galor & 

Weil, 1999, 2000; Galor, 2011). 19세기 중엽 이후 산업화의 성숙과 이에 

따른 기술 혁신 속도의 가속화는 우선 부모의 소득을 증가시켰고, 소득 증가

에 따라 가계의 예산 제약이 완화되면서 자녀의 수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모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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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는 것으로부터 자녀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자원이 재분배되었는데, 이것

은 산업화와 기술 혁신의 증가로 인해 사회의 인적 자본 수요가 증가한 것에 

부모들이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계의 반응으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 예산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수를 줄였다는 이러한 주장은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Basso & Cuberes, 2013; S. O. 

Becker, Cinnirella, & Woessmann, 2010; Fernihough, 2011; Klemp & 

Weisdorf, 2011; Murphy, 2010). 

 

 

[그림 3] 경제 성장과 인적 자본, 출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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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 현상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시킨 연구 중 이

론적 연구는 이재혁(2005, 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경험적 자료를 근거

로 한 실증적 분석 결과도 최근 들어 조금씩 나오고 있다(Jun, 2013; 강창희 

& 현보훈, 2012; 전현배 & 정유선, 2009). 

이 중 전현배와 정유선(2009)은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수와 자녀의 교육 수준의 대체 관계 여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OLS 

추정 결과,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질, 즉 교육 수준이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나 자녀의 수와 질의 대체 관계 모형에 부합하였으나, 자녀 수의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첫째 자녀의 성별을 도구 변수로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는 

자녀 수의 증가가 자녀의 교육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현배와 정유선(2009)은 자녀 1인당 교육 투자

액의 감소에 따른 교육 수준의 저하가 자녀 수 증가로 인한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강창희와 현보훈(2012)은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내 자

녀 수가 개별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 수

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시 첫째 자녀의 성별을 도구 변수로 사용

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수가 개별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자녀 수는 둘째 자녀 

딸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둘째 자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확정적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자녀의 수와 질 

간의 대체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암시한다고 해석하였다(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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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 현보훈, 2012). 

 

 

[그림 4] 한국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1970~2010년) 

 

자료 출처: Jun (2013) 

 

 

Jun (2013)은 인구주택총조사와 교육 통계를 이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

축하였는데,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각 시도별 ‘고등학교 등록률’과 

‘조출생률(CBR: crude birth rate)’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산업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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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양질 전환이 발생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그림 4]참조). 조출생

률 뿐만 아니라 모아비(CWR: child-woman ration)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한국에서 양질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Jun, 2013). 

그러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들이 모두 도구 변수를 사용한 데 반해

(Basso & Cuberes, 2013; S. O. Becker et al., 2010; Fernihough, 2011; 

Klemp & Weisdorf, 2011; Murphy, 2010), Jun (2013)의 연구는 도구 변수

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변수 간 내생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중 Jun (201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

조사와 교육 통계를 이용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Jun의 연구가 

교육률에 대한 지표로서 고등학교 교육률만을 사용한 데 반해, 본 연구는 한

국의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학 진학 희망률을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Jun의 연구가 1차 차분 모형(first 

difference model)을 사용한 데 반해 본 연구는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Jun

의 연구에서 지적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본 연구는 지식재산

권 출원 건수로 측정한 기술 환경 변화를 교육률에 대한 도구 변수

(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하여 고정 효과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FE2SLS: fixed effect 2 SLS)을 통해 모형을 분석한 후 이를 원 모형에 대

한 고정 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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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 현

상이 한국의 경제 성장 단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

고, 그 분석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적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변수를 사용함

으로써 연구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질 전환 현상은 그 출발이 인적 자본 수요의 증가에 있다는 점

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급격한 발전이 기술 혁신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함의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인적 자본의 질을 나타내는 교육률 변수를 특허

와 실용신안으로 측정되는 기술 환경 변화로 대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성장

에 기술 혁신이 기여한 바를 실질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서구식 발전 경로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변종으로 치부하거나, 아예 Krugman (1994)처럼 자본과 노

동 등에 대한 높은 요소투입(factor input)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절하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을 경제 성장 분석에 직접적

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급격한 압축 성장을 경험한 덕분에 한국의 지난 40여 년 속에는 산

업화 과정과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가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이한 경제사회의 단계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한국의 전후(戰後) 경제를 하

나의 틀에서 바라보는 오류를 저질러 왔다. 본 연구는 각각의 경제사회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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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상이한 메커니즘을 한국 경제에 정확히 적용하지 못할 경우, 현상에 

대한 분석과 문제의 진단뿐만 아니라 대안의 제시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한국의 경제사회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경제 성장을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의 한 측면에서

만 바라봤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 그리고 경제 성장의 

상호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통합적 분석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 정체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

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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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경제 성장의 경험적 분석 

 

3.1 연구 설계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한 

Galor의 가계 효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Galor, 2011). 가계가 소비 c , 생존

한 자녀의 수 n ,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인적 자본 h 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 선형 효용 함수를 통해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단,  와  는 0 1  , 0 1  인 상수고,  는 교육에 대한 선호

를 뜻한다.)2. 

 

   1 ln ln lnu c n h       

 

q 를 (질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가계의 단위 시간 비용

(unit-time endowment)이라 하고, e 를 자녀 한 명에게 한 단위의 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가계의 단위 시간 비용이라고 하면, 교육 수준 e 까지 자녀 

한 명을 교육시키는 데 드는 시간 비용은 q ee  가 된다. 

가계가 자신이 가진 시간을 모두 노동에 투여할 때 y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가계의 잠재 소득(potential income)은 y 가 되고, 이 y 는 

                                            

 

 
2
 Galor의 가계 효용 함수에 대한 이하의 논의는 Galor (201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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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자녀의 수와 질 모두)과 소비에 사용된다. 따라서 가계의 예산제약

은 다음과 같고, 자녀 한 명을 양육할 때의 기회비용은  q ey e  가 된다. 

 

 q eyn e c y     

 

개인의 인적 자본이 각 개인의 질(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에 의해서

도 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기술 진보(technological progress)는 기존의 인

적 자본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을 낮춘

다. 반면에 교육은 이러한 기술 진보의 역효과를 완화해준다. 교육 수준이 증

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감소하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각 자녀의 인적 자본 수준 h는 자녀의 교육 수준 

e와 기술 진보율 g 로부터 서로 상이한 영향을 받는데, e에 대해서는 강오목

(strictly concave) 증가 함수로 표현되고, g 에 대해서는 강볼록(strictly 

convex) 감소 함수로 표현된다.  

 

 ,h h e g  

   , , / / 0egh e g h e g e g         

 

이 때,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적 자본이 진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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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한

계 생산성은 기술 환경이 더 빠르게 변화할수록 커진다. 

가계의 최적화 조건을 통해 자녀의 수 n 과 질(교육) e 의 최적 수준을 

계산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q en e     

    , ,e q e

eh e g h e g e      

 

이 식에서 g ,  , e , q 의 값들이 주어지게 되면 최적의 자녀 수 n 과 

최적의 질(교육) e 의 값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 사이에 서로 역(逆)의 관계(quantity-quality trade-off)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 ,e qe e g     

 / , , ,q e e qn e g       
 

 

 

결국,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의 최적 수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가한

다. 

a. 기술 환경이 더 빠르게 변화할 때, 즉  , , , / 0e qe g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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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녀의 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때, 즉  , , , / 0e qe g g     ; 

c. (자녀의 질에 상관없이) 자녀 양육 비용이 증가할 때, 즉 

 , , , / 0e q qe g       ; 

d. 자녀 교육 비용이 감소할 때, 즉  , , , / 0e q ee g       . 

 

마찬가지로 최적의 자녀 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소한다. 

a. 기술 환경이 더 빠르게 변화할 때, 즉 / 0n g   ; 

b. 자녀의 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때, 즉 / 0n    ; 

c. (자녀의 질에 상관없이) 자녀 양육 비용이 증가할 때, 즉 / 0qn    ; 

d. 자녀 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자녀 질의 비용에 대한 자녀 질의 탄력성

이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즉 / 0en     if / / 1e ee e           .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기술 환경의 변화가 빠를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통해 자녀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부모의 선호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하게 된다(Galor, 2011). 

 

 

3.2 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출산율을 나타내는 종속 변수로서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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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기본 지표인 조출생률(組出生率, CBR: crude birth rate)을 사용

한다. 조출생률은 1년 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 수로 나눈 수

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써,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한다. 조출

생률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1925년부터 시작되어 1970년부터는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및 영유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주

택총조사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주기로 총 9회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출생률뿐만 아니라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들도 모두 5년 단위로 총 9개 시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자료를 시도별로 조사하여 11개 지역, 9

개 시점으로 이루어진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출산율 감

소는 중앙 정부가 1961년부터 실시한 가족 계획 사업에 의한 부분도 크지만 

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자료

를 1960년의 자료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구분을 1960년 당시의 행정구

역 그대로 사용하였다. 2010년 현재 광역시로 분리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대

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분리 이전 행정구역이었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각각 통합하여 자료를 구

성하였다.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독립 변수는 시도별 시기별 고등학교 등록률

을 사용하였다. 한국은 1950년 의무교육을 실시한 이래 1998년의 『교육기

본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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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무교육을 법제화 하였다. 1999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 초

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에 달한다(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개혁심의회, 1987). 따라서 중학교 이하의 취학률을 독립 변수로 

삼는 데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통계를 사용하여 15~19세 인구 중 시도별 고등학교 등록률을 계산하여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다. 15~19세 인구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인구도 포함되

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실질 고등학교 등록률은 조사된 자료보다 높을 것이지

만 후에 강건성 확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여성 혼인율,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도시화율을 사용하였

다. 여성 혼인율은 15~44세 여성의 혼인율을 말하는 것으로써, 각 시도별 시

기별 15~44세 여성 인구 중 혼인 여성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1차 산업 종사

자 비율은 마찬가지로 시도별 시기별 전체 근로자 수 중에서 농업, 임업, 수

산업 등의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구한 것이고, 도시화율은 각 시도별 시

기별 인구 중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두 측면 모두에서 모형의 강건성

(rubustness)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종속 변수는 조출생률 대신 모아비

(母兒比, CWR: child-woman ratio)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모아

비는 가임연령(15~49세) 여성 한 명에 대한 0~4세의 영유아 수의 비를 말

한다. 자료는 조출생률과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한국의 각종 교육 문제가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각 시도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희망률’을 새로운 독립 변수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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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 진학 희망률은 교육부에서 매년 발간

되는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매 5년 단위로 시도별 진학희망자 

수를 일반계와 전문계(실업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를 각 시도별 졸업자 수

로 나눠 진학 희망률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변수는 ‘시도별 진학 희망

률(일반계)’와 일반계와 전문계를 합한 전체 학생의 ‘시도별 진학 희망률(전

체)’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술 환경 변화를 고등학교 등록률에 대한 도구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기술 환경 변화를 나타내기 위

한 지표로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였는데 지식재산은 고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적 자

본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부모의 선택과는 별개로 주어지는 외

생적(exogenous) 변수라는 점에서 도구 변수의 조건을 만족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특허가 교육 수준에 대한 적절한 도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Dakhli & Clercq, 2003; Danguy, de Rassenfosse, 

&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2009; de Rassenfosse &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2009; Faggian & McCann, 2004; Furman, 

Porter, & Stern, 2002; Mariani & Romanelli, 2006; Varsakelis, 2006). 

Dakhli & Clercq (2003)는 인적 자본이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강한 긍

정적 영향을 밝혀 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평균 교육 연한이나 식자율(識

字率, literacy rate)과 같은 교육적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뿐만 아니

라 평균 소득이나 평균 수명 같은 삶의 질 또한 한 국가의 인적 자본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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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Danguy et al. (2009)은 고등 교육 영역에서의 

전체 R&D가 지역 특허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 냈는데, 이 

결과는 학문적 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장래의 혁신을 위한 장기

적 안목의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e Rassenfosse and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2009)는 교육의 질이 연구자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식자율과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 등

록률로부터 추출해 낸 인적 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가 높을수록 특

허 생산성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Faggian and McCann (2004)은 특허 출원 수로 계산한 각 지역의 혁신 

성과가, 대학 졸업 후 그 대학의 소재지에서 고용된 졸업생 수로 계산된 각 

지역의 인적 자본과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Furman et al. 

(2002)은 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로 측정된 교육 투자가 증가할수록 새

로운 특허가 더 많이 만들어짐을 밝혀냈다. Mariani and Romanelli (2006)은 

연구자의 교육 수준을 중등 학교 졸업에서 박사 학위까지 총 네 단계로 구분

하였는데, 각 연구자의 교육 수준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특허 수가 정(正)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Varsakelis (2006)는 교육의 질이 혁신 생

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는데, 각 국가들의 표준화된 국제 

과학 시험 점수(TIMSS)가 높을수록 특허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도별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를 

통해 교육률을 대리할 기술 환경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지식재산권 출원율과 등록률 자료는 상공부의 상공통계연보, 특허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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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 연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매 

5년 단위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를 시도별로 조사하였다. 

이상의 주요 변수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수와 질의 양

질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변수들과 비교할 수 있다(S. O. 

Becker, Cinnirella, & Woessmann, 2012; Fernihough, 2011; Jun, 2013; 

Klemp & Weisdorf, 2011; Murphy, 2010).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적 통계량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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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의 변수 비교 

변수 Becker et al. (2012) Fernihough (2011) Murphy (2010) Klemp and Weisdorf (2011) 본 연구 

주요 변수 
양(Quantity) 모아비(CWR) 혈연 크기 출산율 혈연 크기 조출산율(CBR), 모아비 

질(Quality) 학교 등록률 학교 입학 학교 등록률 문해율 학교 등록률 

경제적 

통제 변수 

소득 

  

✓ 

  저축 

  

✓ 

  산업 ✓ 

 

✓ ✓ 

 농업 ✓ 

   

✓ 

도시화 ✓ 

 

✓ 

 

✓ 

소매 

   

✓ 

 사회 계층 ✓ 

  

✓ 

 

인구학적 

통제 변수 

인구 밀도 ✓ 

    유아 사망률 

 

✓ ✓ 

  순이민 

  

✓ 

  외국인 ✓ ✓ ✓ 

  기혼 여성 ✓ 

   

✓ 

혼인 기간 

 

✓ 

 

✓ 

 부모 나이 

 

✓ 

 

✓ 

 기대 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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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ecker et al. (2012) Fernihough (2011) Murphy (2010) Klemp and Weisdorf (2011) 본 연구 

교육·문화 

통제 변수 

부모 문해율 

 

✓ ✓ ✓ 

 종교 ✓ ✓ ✓ ✓ 

 정치 집단 

  

✓ 

  

자료 

자료 수준 국가 개인 도(Département) 가족 시도 

자료 형태 횡단 자료 횡단 자료 패널 데이터 횡단 자료 패널 데이터 

내생성 통제 도구 변수 도구 변수 도구 변수 도구 변수 도구 변수 

도구 변수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토지 소유 불평등도 

쌍둥이 및 다자녀 여부 기후 가임성 특허 및 실용신안 

자료 출처: Ju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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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출생률 인구 천 명당 연간 출생아 수 15.7564 6.7014 6.7 34.55 

모아비 15~44세 가임 여성 1인당 0~4세 영유아의 수 0.3766 0.1704 0.1558 0.8585 

교육률 15~19세 인구 1인당 고등학교 등록자 수 0.4636 0.1390 0.1505 0.6079 

대학 진학 희망률 고등학교 졸업자 1인당 대학 진학 희망자 수 0.6562 0.1816 0.2909 0.9519 

여성 혼인율 15~44세 여성 1인당 혼인한 여성 수 0.5681 0.0584 0.3819 0.7014 

1차 산업 종사율 전체 근로자 1인당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수 0.3264 0.2352 0.0020 0.7406 

도시화율 인구 1인당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 0.0775 0.0448 0.0229 0.2078 

기술 환경 변화 매년 새로 출원된 특허와 실용신안 건수 6134.101 13737.45 4 64006 

자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교육 통계, 교육통계연보, 상공통계연보, 특허청 연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Jun (2013)



 

36 

3.3 실증 모형 

 

출산율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패널 선형회귀모형 추정식

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Jun, 2013). 여기에서 X 는 위에서 설명한 

통제 변수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 0 1 , , ,i t i t i t i tFertility Education BX       

 

위 모형은 가계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교

육적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수준에서 교육과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항 𝜐𝑖,𝑡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𝜂𝑖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𝑒𝑖,𝑡로 구성

되어 있다. 

 

, ,i t i i te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는 오차항 𝜂𝑖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볼 것인

지, 확률효과(random effect)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민인

식 & 최필선, 2012b; 이종원, 2007).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패널의 개체

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특정 모집단 그 자체이기 때문

에 오차항이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민인식 & 최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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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b). 따라서 우리는 오차항 𝜂𝑖을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

다. 보다 정확한 추정 모형 선택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이

용하여 가설검정을 할 수 있는데 귀무가설 𝐻0 = 𝜂1 = 𝜂2 = ⋯ = 𝜂𝑖에 대한 하

우스만 검정 결과, p값이 0.0092로 0.01보다 작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민

인식 & 최필선, 2012b) 

[표 4]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

음에도 조출산율 및 모아비와 교육률 간의 역(逆)의 관계도 각각 -0.9219, 

-0.9092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12a; 이종원, 2007).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한 결과, [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변

수들의 VIF가 모두 10보다 작고, 평균(Mean VIF)이 1보다 작으므로 본 연

구의 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민인식 & 최필선,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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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조출생률 모아비 교육률 대학 진학 희망률 여성 혼인율 1차 산업 종사율 도시화율 기술 수준 

조출생률 1 
       

모아비 0.9316 1 
      

교육률 -0.9219 -0.9092 1 
     

대학 진학 희망률 -0.8708 -0.8437 0.8231 1 
    

여성 혼인율 0.6484 0.6813 -0.5216 -0.6588 1 
   

1차 산업 종사율 0.6005 0.7529 -0.5431 -0.6379 0.5127 1 
  

도시화율 -0.7372 -0.7206 0.6099 0.8528 -0.7402 -0.6462 1 
 

기술 환경 변화 -0.2690 -0.3477 0.2670 0.3374 -0.3020 -0.4895 0.4541 1 

자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교육 통계, 교육통계연보, 상공통계연보, 특허청 연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Ju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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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들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변수 VIF 1/VIF 

교육률 1.72 0.581551 

여성 혼인율 2.25 0.443701 

1차 산업 종사율 1.83 0.546424 

도시화율 3.02 0.330973 

Mean VIF 2.21 
 

자료 출처: Jun (2013) 

 

 

3.4 분석 결과 

 

출산율과 교육에 대한 패널 선형회귀분석 모형은 조출생률을 종속 변수로 

하고 교육률(고등학교 등록률)을 주요 독립 변수로, 여성 혼인율, 1차 산업 종

사율, 도시화율을 통제 변수로 하되 통제 변수의 투입 여부에 따라 다섯 개의 

모형을 설정하여 고정 효과 모형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

하기 위해 종속 변수와 주요 독립 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대체하여 원 모형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 변수를 

이용한 고정 효과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3.4.1 고정 효과 모형 

 

고정 효과 모형을 이용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교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패널 선형회귀모형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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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등록률로 측정된 교육률은 조출생률로 측정된 출산율과 강한 역(逆)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률만 독립 변수로 투입했을 때(모형 (1))뿐만 아

니라, 다른 통제 변수들을 함께 투입했을 때(모형 (2)~(5))도 결과는 마찬가

지였다. 이 결과를 통해 인적 자본의 수요 증가(교육률 상승)가 출산율의 하

락을 가져온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 즉, 여성 혼인율, 1차 산업 종사율, 도시화율 또한 출산율

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 혼인율은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출산율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여성 혼인율이 높아질수

록 출산율이 높아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1차 산업 종사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1차에서 2차, 3차 산

업으로 갈수록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도 증가하기 때문에 1차 산업 종사율이 높을수록(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

는(낮아지는) 것도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율도 1차 산업 종사율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

시화율이 높을수록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인적 자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1차 산업 종사율과 도시화율을 

각각 따로 투입한 모형 (3)과 (4)에서는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수로 나타난 데 반해,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 (5)에서는 1차 산업 종

사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방

향만 다르고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다 보니 두 변수가 가지는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 1차 산업 종사율의 효과가 도시화율의 효과의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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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 

 

 

[표 6] 1970~2010년 교육과 출산율의 관계 (고정 효과 모형)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출생률 

(1) (2) (3) (4) (5) 

교육률 
-45.2108

*** 
-38.2065

***
 -33.4247

***
 -35.3759

***
 -34.9042

***
 

(1.8029) (1.7351) (2.4795) (1.7142) (2.3929) 

여성 혼인율 
  32.7286

***
 30.6066

***
 17.9534

***
 18.4090

***
 

 
(4.5625) (4.4881) (5.3999) (5.6612) 

1차 산업 

종사율 

    5.3036
***

   0.6775 

  
(2.0238) 

 
(2.3845) 

도시화율 
      -30.4238

***
 -28.9276

***
 

   
(7.0881) (8.8613) 

within 0.8785 0.9240 0.9296 0.9375 0.9376 

between 0.0122 0.0974 0.1153 0.0866 0.0938 

overall 0.8499 0.8869 0.8796 0.9032 0.9031 

F-statistic 628.87 522.52 374.41 425.07 315.37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F (10, 85) 2.24 4.24 4.79 4.76 4.69 

P-value 0.0222 0.0001 0.0000 0.0000 0.0000 

관측수 99 99 99 99 99 

주) 
***

: P≤0.01, 
**
: P≤0.05,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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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강건성 확인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robustness check)하기 위해 종속 변수와 주요 독

립 변수를 다른 변수로 대체하여 패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원 모형의 종속 변수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이었는데,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모아비

(child-woman ration)를 새로운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S. O. Becker et al., 

2010). 모아비는 15~44세 가임 여성 1인당 0~4세 영유아의 수를 말한다. 

주요 독립 변수인 교육률에 대해서는 Jun (2013)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등록률만을 사용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 희망률을 교육률에 대

한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5~19

세 인구 중 고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조사한 고등학교 등록률은 그 

연령의 학생들 중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점, 이미 고등학

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이

미 1990년 대에 고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에 도달했기 때문에 변수로서

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 희망률을 새로운 독립 변수로 사용하

였다.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모든 것

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정도가 한국의 교육률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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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아비와 대학 진학 희망률을 이용한 강건성 확인(고정 효과 모형) 

종속 변수 조출생률 모아비 조출생률 모아비 

독립 변수 고등학교 등록률 고등학교 등록률 대학 진학 희망률 대학 진학 희망률 

교육률 
-33.4247

***
 -0.7914

***
 -19.3417

***
 -0.2367

**
 

(2.4795) (0.0449) (4.1977) (0.1002) 

여성 혼인율 
30.6066

***
 0.6908

***
 28.1786

***
 0.8286

***
 

(4.4881) (0.0812) (7.8318) (0.1870) 

1차 산업 

종사율 

5.3036
***

 0.2084
***

 9.9511
**

 0.4949
***

 

(2.0238) (0.0366) (3.9909) (0.0953) 

within 0.9296 0.9629 0.8234 0.8377 

between 0.1153 0.7216 0.1126 0.8937 

overall 0.8796 0.9436 0.7186 0.7539 

F (3, 85) 374.41 734.95 132.07 146.21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F (10, 85) 4.79 4.87 2.77 2.34 

P-value 0.0000 0.0000 0.0052 0.0173 

관측수 99 99 99 99 

주) 
***

: P≤0.01, 
**
: P≤0.05, 

*
: P≤0.1 

 

 

[표 7]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아비와 고등학교 등록률을 각각 종속 변수

와 독립 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도 교육률과 여성 혼인율, 1차 산업 종사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조출생률과 대학 진학 희망률을 

사용한 모형에서도 1차 산업 종사율의 유의 확률이 조금 달라졌을 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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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아비와 대학 진학 희망률을 사용한 

마지막 모형에서도 교육률의 유의 확률이 약간 달라진 점을 제외하면 역시 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져, 출산율을 나타내는 종속 변수

로 조출생률과 모아비를 사용하고 교육률에 대한 독립 변수로 고등학교 등록

률과 대학 진학 희망률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3.4.3 도구 변수 추정: 2SLS 

 

회귀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내생적이면 최소자승법 즉, OLS (ordinary 

least square)는 체계적으로 편의를 발생시킨다(한치록 & 홍민기, 2013). 내

생성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X 와 Y 가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동

시성)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 자녀를 얼마나 낳을 지의 문제(출산율)와 자

녀를 얼마나 교육시킬 지 여부(교육률)가 모두 부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동시성에 의한 내생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도구 변수

(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하는 것이다(민인식 & 최필선, 2012a, 2012b; 

이종원, 2007; 정진호 & 정종범, 2006; 한치록 & 홍민기, 2013). 도구 변수

는 외생적(exogenous)이어야 하며 독립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치록 & 홍민기, 2013). 

방정식 측면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단일방정식 모형에 최소자승법(OLS)

을 적용하는 경우, 독립 변수( X )와 종속 변수( Y ) 간에는 일방적인 인과관

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가정이 들어있으나, 이러한 가정이 명확히 성립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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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OLS를 적용하게 되면 편의가 발생하고 불일치추정량이 야기된다

(정진호 & 정종범, 2006).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X 와 Y 가 동시에 내생

변수로 표시되는 여러 개의 방정식들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형 체계를 연립방정식 체계라고 한다. 도구 변수를 사용하여 이들의 

동시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 2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을 사용할 수 있는데, 2SLS방법은 종속 변수와 오

차항간의 관계를 저하 또는 제거시켜 OLS를 연립방정식에 단계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치추정량을 얻는 방법이다(민인식 & 최필선, 2012a; 

정진호 & 정종범, 2006). 

본 연구에서는 교육률과 출산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을 제거하

기 위해 외생변수로서 기술 환경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교육과 출산은 

부모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기술 환경의 변화는 개별 가계가 선택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변수다. 그리고 기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수요에 개별 가계가 반응하여 교

육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교육률과는 서로 상

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구 변수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

다. 기술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바로 지식

재산권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중 인적 자본 축적의 결과물인 특허와 

실용신안을 사용하였고,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를 합하여 도구 변수를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등록률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원 모형뿐만 아니라 강건

성 확인을 위해 대학 진학 희망률을 사용한 모형에 대해서도 도구 변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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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고정 효과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FE2SLS: fixed effect 2 SLS)을 사

용하였다. 

 

 

[표 8] 도구 변수를 이용한 추정 

종속 변수: 조출생률 

독립 변수 고등학교 등록률 대학 진학 희망률 

  고정효과 모형 FE2SLS 고정효과 모형 FE2SLS 

교육률 
-33.4247

***
 -36.1185

***
 -19.3417

***
 -25.4616

**
 

(2.4795) (9.2228) (4.1977) (10.3585) 

여성 혼인율 
30.6066

***
 29.4266

***
 28.1786

***
 22.7777

**
 

(4.4881) (5.9622) (7.8317) (11.5053) 

1차 산업 종사율 
5.3036

***
 3.6855 9.9511

**
 5.0690 

(3.1973) (5.7091) (3.9909) (8.5507) 

within 0.9296 0.9287 0.8234 0.8189 

between 0.1153 0.1159 0.1126 0.1383 

overall 0.8796 0.8883 0.7186 0.7600 

2단계 F-statistic   4.27   2.13 

2단계 p-value   0.0001   0.0304 

관측수 99 99 99 99 

주) 
***

: P≤0.01, 
**
: P≤0.05, 

*
: P≤0.1 

 

 

고등학교 등록률과 대학 진학 희망률에 대한 도구 변수로서 특허와 실용

신안의 출원 건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두 FE2SLS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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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두에서 교육률과 여성 혼인률은 출산율(조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 변수로서의 교육률

이 갖고 있던 내생성 문제가 기술 환경 변화라는 도구 변수를 통해 해소된 것

이며,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출산율과 교육, 즉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에 대한 양질 전환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5 소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녀 수와 질의 양질 전환 현상을 한국 경

제에 적용해 본 결과,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질 전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건성 확인

을 위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유사한 변수를 투입하여도 같은 결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인적 자본 증대를 위해 자녀 교

육 수준을 높이면서 자녀의 질을 추구한 결과가 출산율 하락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보편적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독립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교육률에 대한 도구 변수로서 기술 환경 변화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양질 전환이 경제 성장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가계가 반응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기술 환경의 변화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 또한 밝혀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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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양질 전환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

의 배경 속에서 발생했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교육을 통한 자녀 

질의 증대와 출산 억제 혹은 기피로 인한 자녀 수의 감소라는 표면적으로 동

일한 현상이 어떻게 다른 역사적·사회적 메커니즘 속에서 발생하였는지를 밝

히고, 이러한 현상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화 시기의 급격한 양질 전환을 촉진한 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가 맬서스 트랩을 탈출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었

는지 먼저 살펴보고, 산업화 시기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각종 사회적 여건

이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한국 사회의 과잉 교육 투자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었는지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신(新)맬서스 트랩에 빠진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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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경제 성장의 이론적 해석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 

현상은 한국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그것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이지만, 실제 그 현상이 일어난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구체적인 메커니

즘은 상당 부분 한국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

적인 전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의 성장 경험 내에서도 산업화 시기와 산업

화 이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양질 전환의 양상이 매우 상이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의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한국의 양질 전환을 견인하였는지 이론적으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환이 일어난 시기와 구조 변환이 가

져온 변화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인 1970년부터 2010

년까지의 기간을 1990년을 기점으로 산업화 시기와 후기 산업사회로 구분하

는 데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4.1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 대부터 추진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때 1960년 대의 한국은 여전히 농업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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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1970년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10년까지를 연구 기

간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4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선발 산업국들이 약 2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것들의 대부분을 이루어냈다. 

즉, 한국은 이 40여 년 동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내

지는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었다. 한 세대 안에서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 경제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질적으로 매우 상이한 사회가 압축

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태유(Kim & Heshmati, 2014; 김태유 & 장문석, 2012)의 지적대로 경

제사회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면, 한국의 이 40

여 년의 기간도 분명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로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1970년 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기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산업별 취업

자의 구성 비율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1970년까지만 해도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과반을 넘었으나 

그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에 가서는 1·2·3차 산업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1960년 대에 시작된 한국의 산업화는 1970년 

대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냈고, 1980년 대에 한국은 이미 완연한 산업사회

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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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1970~2010년) 

 

자료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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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효과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 채 1990년 

대부터 선진국형 경제 정체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의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 6]을 보면, 비록 한국은 여전히 높은 경

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략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추세가 전

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1990년 대부터는 아예 1980년 대의 

10%를 넘는 고성장을 전혀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외환위기를 탈출하기 시

작한 1999년의 예외적인 10.7% 성장을 제외하면 1988년의 11.7% 성장률

이 한국 경제가 경험한 마지막 고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9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8년의 -5.7% 성장률의 극심한 경기 침체

에 대한 반등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성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1990년 초부터 그 추세가 꺾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한국은 후기 산업사회

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의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산업사회를 

넘어 후기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선발 산업국

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산업화의 결실을 누려온 것과 비교하면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너무 일찍 산업사회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

한 문제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70~2010년의 기간을 

1970~1990년과 1990~2010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간을 ‘산업

화 시기’와 ‘후기 산업사회’로 구분하여 두 기간을 서로 다른 경제사회로 상정

한다. 그리고 두 경제사회가 처한 다양한 경제외적 혹은 비경제적 힘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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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이 특정 조건들 속에서 어우러진 구체적인 역사적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림 6] 한국의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이(1971~2010년) 

 

*
:          는 잠재성장률의 구간 평균치로서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김동

열, 이부형, 조호정, 정민, 2012) 

자료 출처: 한국은행, 김동열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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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업화 시기: 1970~1990년 

 

4.2.1 전통사회형 사회적 자본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의 수준에 따라 사회의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구분

한 이재혁(199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사적 신뢰는 높고, 공적 신뢰는 

낮은 사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이거나 연줄사

회에 해당한다. 1970년 대의 한국 사회도 분명 연줄이 존재하는 사회였고, 이

재혁(1998)은 이러한 연줄이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의도적인 식민지 지배 방

식에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990년 대 이후 강한 연줄

망에 의해 한국 사회 전체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후기 산업사회 시기와의 

상대적 비교 속에서 이 시기를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1970~1980년 대의 

한국을, 한국전쟁 후 새롭게 형성된 산업 사회의 연줄망이 아직 공고화되지 

않은 시기로 판단한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되어 온 연줄 문화가 전후(戰後)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화 시기의 한국은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의 특

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였다. 이는 선발 산업국들의 산업화가 정치적

·사회적 근대화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인데 반해, 한국의 산업화는 오직 경제 

성장에만 집중되어 왔고, 또 강한 가족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사회 전반을 지배해온 결과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전

통적 공동체 사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55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970년 대 한국 사회는 아직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농업 사회에 가까웠다. 1차 산업, 그 중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산업 구조 및 도시화율에서도 농업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산업화 시기의 한국을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로 규정한다. 특히 당시 한국의 높은 

사적 신뢰의 실체를 한국 역사에 뿌리깊게 박힌 효 규범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4.2.1.1 높은 사적 신뢰: 효 규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오랫동안 유교 사상을 자신들

의 사회 규범이자 통치 이념으로 삼아 왔다. 그런데 유교 사상의 발원지인 중

국에서는 공자, 맹자 등에서 시작된 유교 사상이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

증학 등으로 변화되어 온 반면에, 한국에서는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된 이후 

조선 시대를 거치며 성리학적 유교 사상만이 유일한 정론(正論)으로 인정되었

다. 조선 시대의 성리학은 주자학(朱子學)이라 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

(朱熹)의 학통을 계승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일반인들

의 일상 생활 규범과 공동체의 사회 규범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 규범과 왕실 규범, 그리고 군신(君臣) 관계에 까지 적용하는 등 조선 사

회의 모든 영역을 성리학적 유교 질서로 재편하였다. 그런데 성리학에서 강조

하는 여러 이념 중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 받던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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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였다.  

조선 시대의 효는 단순한 사상이나 규범을 넘어서서 절대불변의 원칙이자 

그 자체가 바로 법이었다. 심지어 이 효는 실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개인적 관

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넘어서서, 군신 관계, 그리고 국왕과 백성의 관계까

지도 모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치환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효에 의해 결속되

는 하나의 가정으로 묶는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의 교육은 

『사자소학(四字小學)』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3  이 『사자소학

(四字小學)』도 첫 문장부터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 시대 가

장 큰 죄는 불효(不孝)와 불충(不忠)이었으며, 임금을 어버이로 섬긴다는 측

면에서 보면 결국 불충도 불효의 큰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사부일체(君師

父一體)라는 말도 그러한 측면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 중시 

사회가 500년 이상 비교적 폐쇄적인 형태로 지속돼 오면서 효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다. 

수많은 역사적 배경 속에 형성된 효 중시 사상은 단지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된다고 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고 서

양 문물이 많이 유입되었음에도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효는 여전히 강한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과거 조선시대에 비해 효의 법적, 정치적 의미는 

                                            

 

 
3
 물론 한자를 알아야 『사자소학』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은 『천자문

(千字文)』이지만, 『천자문』은 말 그대로 한자라는 문자를 익히기 위한 기능을 가질 뿐이므

로 가치와 태도를 전수한다는 뜻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사자소학』으로부터 시작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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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

치로 남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효가 가지는 

실질적 영향력을 ‘효 규범’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효 규범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강한 효 규범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투자는 곧 본인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직결될 수 있었다. 투자를 많이 받아, 즉 교육을 많이 받아 성공

한 자녀는 자신의 성공을 부모의 공으로 돌리고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

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부

양할 것이라는 기대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자식을 모두 교육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재정적으로) 불가능한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큰 아들 한 명에

게 가계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성공한 장남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가계 

내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의 한계수익률이 현재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나 다

른 방식의 투자에 대한 한계수익률보다 컸으므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성공한 자녀가 부모

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의 기대만큼 부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투자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투자의 위험성이 높을

수록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재혁, 2005).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위험성을 거의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통제 장치로서 효 규범이 있었다. 즉, 성공한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규범이 모두에게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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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늘리려는 부모에게, ‘혹시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

는 걱정이나 불안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자녀 교육

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현재 

소비를 최대한 낮추면서 까지도 자녀 교육에 가계의 자원을 쏟아 부을 수 있

었다. 당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말이 바로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논 팔아서 대학 보낸다.”는 말이었다. 소는 농업 사회에서 가계의 생계를 위

한 재산 목록 1호였다. 논은 농업 사회의 경제 기반 그 자체다. 이런 소와 논

을 팔아 자식 교육에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 교육에 부모들이 가계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했던 열망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리고 소와 논

으로 대표되는 농업 사회가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이 중요시 되는 산업화 사

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4.2.1.2 낮은 공적 신뢰 

 

지금도 한국 사회는 낮은 공적 신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산업화 초기

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36년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

가가 개인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 한

국은 전세계에서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가난했다. 그러나 1963년 수

립된 박정희 정부 체제 하에서 낮은 공적 신뢰에 대한 저항은 겉으로 표출되

기 힘들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온 

국민이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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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국민의 관심이 집

중되었다. 무엇보다 가난을 탈출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컸고, 국

가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여기에 기울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관련된 영역을 

제외한 다른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낮았고, 따라서 낮은 

공적 신뢰가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아이러니컬한 시기였다. 

 

 

4.2.2 수평주의적 조건 

 

효 규범으로 대표되는 높은 사적 신뢰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효 규범이 당시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에서 기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기

회의 평등에 관한 사회적 의식이었다. 아무리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을 교

육 시킨다 한들 그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성공, 그리고 가계의 성공으로 이어

지지 못한다면 누구도 교육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였고, 사회 전체가 이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

문에 그렇게 자녀의 교육에 많은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의 평등 의식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당시 한국 사회에

서 효 규범이 인적 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촉매적 역할을 한 수

평주의적 조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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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토지 개혁 

 

한국의 효 규범이 유럽, 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

들에 비해서도 유달리 강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속도와 규모는 놀라울 

정도였다. 특히나 교육을 통한 성공에의 갈망은 가족의 제1 목표를 자녀 교육

에 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왜 한국은 교육을 통해 성공하려고 그렇

게 노력한 것일까?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한국이 처하게 된 수평주의적 조건

이 큰 역할을 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유사이래로 신분제에 기반한 불평등 

사회였다. 불평등은 혈연으로 유지되는 신분제와 경제적 특권을 유지할 수 있

는 지주제의 결합으로 유지되었다. 조선 시대 대다수의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서 매우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다. 광복 후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서 헌법에 농지 개혁 실시를 명시한 후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국회

에서 통과되었으나, 법 공포 직후 다시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지루하게 이

어져 1950년 3월 10일 공포되면서 농지 개혁 실시를 위한 입법조처가 완전

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김육훈, 2007; 장상환, 1984, 1985; 한국학중앙연구

원, 개정증보c, 개정증보e). 

 토지 개혁(농지 개혁)의 효과는 토지 분배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배계급(여기서는 지주)의 몰락을 통해 국가가 높은 

상대적 자율성(state autonomy)을 획득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펼

칠 기반이 마련된다는 데 있다(You, 2011, 2014; 김일영, 1993, 2000).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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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개혁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토지개혁과 농지개혁만으로 지주 계급이 

일순간에 완전히 몰락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의 농지개혁이 유상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땅값을 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재등장할 가

능성이 높았다고 한다(박태균, 2005).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박태균(2005)은 1946년에 실시된 토지개혁뿐만 

아니라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결국 한국의 지주들이 몰락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지주들이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 몰락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김

태균은, 농지 몰수의 대가로 받은 지가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대부분의 지주들

이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인민재판에서도 많은 지주들이 학살

되었으며, 학살을 피하기 위해 피난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

기 때문으로 서술하고 있다(박태균, 2005). 

이러한 토지 개혁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로 인한 지주제의 소멸로 한국의 

토지 불균등도를 크게 낮추었고(김육훈, 2007; 장상환, 1984, 1985; 한국학중

앙연구원, 개정증보c, 개정증보e), 이는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똑같은 지

점에서 경쟁을 시작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안겨 주었다. 즉,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너 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가난과의 처절한 싸움을 해 

온 상태에서,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을 통해 성공을 이루는 

길이었고, 지주제가 혁파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

나 이 성공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수평주의

적 조건 하에서 위에서 살펴본 효 규범의 효과는 더 탄력 받아서 교육에의 투

자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그 결과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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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교육 기회의 확대와 평준화 교육 정책 

 

교육 기회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통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1969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970년에는 부산 등 10대시에서, 그리고 1971

년에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68년에 55.9%에 그쳤던 중학교 진학률

은 1969년도에 61.8%, 1970년에 66.1%로 상승하였고, 1971년에 69.6%, 

그리고 1972년에는 71.0%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개혁심의회, 1987;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정증보d). 그런데 이러한 

중학교의 취학생 증가는 고등학교의 진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고교 입시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

책을 실시하였는데 1974년에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인천, 광

주, 대구까지 실시되었으나,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잠시 주춤하다

가 1979년부터 수원 등 7개 도시까지 확대 실시되었다(두산백과, c; 한국학

중앙연구원, 개정증보b).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 및 고교 평준화 정책 이전에도 이미 한국의 교

육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두 정책은 본 연구와 관련하

여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두 정책을 통해 중등교육의 양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다. 교육열이 높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에서 실패하여 상급학교로 진학

을 못하게 되면 결국 인적 자본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진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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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자신의 의지대로 고등학교까지든 대학교까지든 원하는 바까지 인적 자본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된 두 제도는 중학

교, 고등학교 입시는 해결하였을지 몰라도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의 궁

극적 귀결점인 대학교 입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교 입시의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정책 시행 이전에는 중학교, 고

등학교, 대학교 입시로 단계적 선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오히려 경쟁률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명문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힘

들었고,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매우 이른 시기부터 불가피하게 서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중학교 입시와 고등학교 입시가 사라지면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일회적 입시 체제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학 교육

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학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까지도 모두 대학 

입시에 매달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적절한 선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잠재적 대학 입시 수험생이 되었고, 심지어 직업 교육을 목표로 설

립된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도 자의 반 타의 반 대학 진

학을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실업 교육(기술 교육)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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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가치창출형 직업의 선호와 기술 추격형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이 극히 부족했던 한국은 해외 원조 및 값

싼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 제품 수출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였으며,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 파병과 광부 및 간호 인력 파견을 통한 외화 벌이까지 해야만 했

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기술 추격형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한국

의 수출 산업을 중화학 공업 위주로 전환하면서 한국은 기술 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해 가며 끊임없는 기술 추격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

켰다. 따라서 한국에게 있어 기술은 경제 성장을 통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요소였고,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그것을 개량하기 위한 국가

적 노력이 있었다.  

1966년 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을 시작으로 1966년과 1967년에 한국과학

기술연구소(KIST)와 과학기술처가 잇달아 설립되었고, 1972년과 1973년 두 

해 동안 기술개발촉진법, 기술용역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국가기술자격

법 등 과학기술 관련 입법이 쏟아져 나왔으며, 선진 기술의 도입과 모방에 그

쳤던 초기 단계를 넘어 1970년 대 후반부터는 도입 기술을 자체 기술로 소화

하고 개량하여 독자 기술 개발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덕연구단지와 정

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세계를 선도할 첨단 산업 기술 개발에도 뛰어들기 

시작했다(두산백과, d, e, f). 특히, 고급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국가적 중·

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 과학기술의 첨단화를 위하여 설립된 이공계 대학기관

인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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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병역 혜택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공계 우수 인력을 흡수하였으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보호한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

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두산백과, a).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공계 인력 양성에 국가가 온 힘

을 쏟은 덕분에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희망에서 과학자는 항상 수위를 차

지하였다. 일반인들이 과학과 기술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시 학생들이 품었던 과학자라는 꿈은 정확히는 과학기술자였

을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계 직업에 대한 선호는 대학 입시에도 여실히 반

영되었다.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대학 입학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학생들이 지원한 학과는 거의 

대부분 이공계, 그것도 비의료계 이공계 학과였다. 

김태유(김태유, 2013)는 경제 활동을 크게 ‘가치창출’과 ‘가치이전’ 활동

으로 나눌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구분은 국민총생산이 궁극적으로 가

치창출 활동의 크기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치창출’이란 새로

운 상품과 용역을 만들어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하

는 활동을 뜻하는데, ‘가치창출’ 영역에 해당되는 산업의 예로는 유형(有形)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무형(無形)의 지식과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기반 서

비스업을 들고 있다(김태유, 2013). 

이에 반해 ‘가치이전’이란 가치창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으로서 ‘가치이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가치창출 활동이 더 많이 가능하도록 돕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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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창출 부문에서 만들어진 가치의 일부를 이전해 가져가기 때문이다(김태유, 

2013). 가치이전 활동은 주로 생산지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또는 공공서

비스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유통, 숙박, 식당, 운전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 그

리고 컨설팅, 법률, 금융, 회계 등 생산지원 서비스 업종이나 행정, 복지, 교육 

등 공공 서비스도 새로운 가치를 직접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이전’ 

영역에 속한다(김태유, 2013).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의 한국은 명백히 ‘가치창출’ 직업이 

선호되고 우대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치창출’ 직업으로서 과학

기술자보다 ‘가치이전’ 직업으로서의 컨설팅, 법률, 금융, 회계 업종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보수를 받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지만 

경제적 보수의 많고 적음과 별개로 사회적 우대와 존경, 그리고 뚜렷한 선호

가 존재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가치창출형 직업이 선호된 것은 위에

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기술 인력을 우대했던 정부의 정책 덕

분이었다. 

 

 

4.2.4 가족 계획 사업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서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가족 계획 사업

을 빼놓을 수는 없다. 한국은 전후(戰後)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던 1950년 

대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 계획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

하였는데, 1962년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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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45%에 이르던 1950년 대의 조출생률은 

1960년 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0년에 이르러서는 23.4%까지 하락하

였고, 1980년 대 중반부터 이러한 출생률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어 1990년

에 이르러서는 산업화를 일찍 달성한 선진국의 출생률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

다(두산백과, b;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정증보a). 

이러한 가족 계획 사업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인위적인 출생

률 감소를 통해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을 상쇄해 버리는 맬서스 트랩을 탈출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출산

율이 높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두산백과, b;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정증보a). 

 

 

4.2.5 맬서스 트랩 탈출: 감속하는 사회에서 가속하는 사회로 

 

유사이래로 1960년 대까지 한국의 경제사회는 단 한번도 맬서스 트랩을 

빠져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농업사회로 남아 있

던 한반도는 항상 기아와 기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약간의 농업 생산

량 증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에 의해 그 효과가 금세 상쇄되어 버

리기 때문에 결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농업사회의 특징인 감속하

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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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산업화 시기 한국의 맬서스 트랩 탈출 메커니즘 

 

 

 

그랬던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경제가 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나타났는데 그 

과정이 이미 산업화를 겪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일

어났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지하자원도 자본도 극히 부족했던 한국에서 급

격한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 초기에 발생한 인적 자본 

수요의 증가에 가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전통적인 효 규범이 우연히 형성된 수평주의적 조건,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기술 중시 정책 속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되었기 때문으로 본 연구는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드디어 맬서스 트랩을 벗어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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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하는 사회에서 가속하는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4.3 후기 산업 사회: 1990~2010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어 낸 한국이 산업화를 일

군 지 불과 20여 년 만에 성장 정체의 늪에 빠져 버렸다. 1960년 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맬서스 트랩에 갇힌 감속하는 사회에서 태어나 산업화를 통

해 가속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신(新)맬서스 트랩에 빠져있는 한국

을 살아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인 한국의 성장을 이렇게 저해하고 있는 것일

까? 단순히 국제 경제의 침체나 중국 등과 같은 신흥 개도국의 추격으로 돌리

기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분명 변화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효 규범, 수평주의적 조건, 

가치창출형 직업 선호, 가족 계획 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지난 산업화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 원인으로 지금까

지 분석한 인적 자본과 출산율의 대체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교육 투자는 

이제 과잉 투자가 되어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양질 

전환으로 발생했던, 그래서 결국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던 출산율 하락은 이

제 저출산이라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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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산업화 시기와 후기 산업사회 시기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 

 

 

 

산업화 시기에 교육 투자와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던 각종 사회적 요인들

이 바뀌었는데도 왜 한국의 양질 전환은 적정선을 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앞 장에서 언급한 사회적 요인들을 후기 산업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봄으로

써 두 시기의 경제사회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4.3.1 연줄사회형 사회적 자본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재혁(1998)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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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신뢰와 낮은 공적 신뢰를 가진 ‘연줄사회’이다. 그리고 이재혁(1998)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연줄사회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전략과 산업화 시기 

정부의 정책에 의해 형성되고 더 심화되었다. 높은 사적 신뢰라는 개념적 구

분에서는 전통적 공동체 사회와 연줄사회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어떻

게 보면 두 사회의 사적 신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4.3.1.1 높은 사적 신뢰: 연줄망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와 연줄망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사회가 가진 

사회적 자본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전통적인 공동

체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사적 신뢰)을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사용한다. 대표적인 농업 사회에서 모내기, 추수, 관개수로 공사 등의 대규모 

농사일은 혼자 또는 한 가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업 

자체가 협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농업의 특성상 자연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흉년이나 춘궁기에는 서로 돕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

회였다. 따라서 자연스레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사회적 자본 속

에서 농업을 통한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같은 일상 생활

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속한 공동

체 사회와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 사회가 서로 갈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어디까지나 공동체 내에서만 유의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즉 사적 신뢰를 동원한다는 것은 곧 협동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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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했다. 

그러나 연줄망 사회는 다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연줄망을 형성하

고 그 연줄망을 강하게 유지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자신의 연줄망 밖

에 있는 타(他) 집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이다. 즉, 연줄망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자기가 속한 연줄망 내에서가 아니라, 그 연줄망 밖

에서 행사하기 위함이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그 

연줄망 내에서는 내세울 거리가 못 된다. 모두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 그 지역 출신

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따라서 연줄망 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즉 

사적 신뢰를 동원한다는 것은 곧 경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줄망 사회에서 후천적으로 배타적 독점력을 취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교육이다. 출신 지역과 혈연 등은 쉽게 바꿀 수 없고, 한 번 정

해지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반면에 교육은 노력과 투자에 따라 그 가

치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연줄망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

없이 교육에 투자할 유인이 발생한다. 

게다가 연줄망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서로 비교하는 데 관심이 많다

는 것이다. 한국은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주의, 집단주의가 오랫동안 발달해 온 

까닭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데, 이는 자녀 교육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공부를 따라가거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학업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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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라기 보다는 ‘남들이 다 하니까 불안해서’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사교육 

열풍이 단순히 교육열을 넘어서서 비교와 평가에 대한 반작용임을 잘 드러내

준다. 

한국 사회에서 큰 유행어가 되었고,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상적으

로 쓰는 단어인 엄친아, 엄친딸(엄마 친구의 아들 또는 딸)이라는 말은 자녀 

교육에 비교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를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과 비교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비교와 상대평가의 시스템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경쟁에서 이겨 

승자가 되었다고 하는 순간 자신보다 더 앞서가는 존재를 반드시 발견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강력한 연줄사회로서의 특성 속에서 자녀 교육은 자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가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끊임없

는 경쟁 속에서 실제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도까지 과잉 교육을 받는 사

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고등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학 정원이 전체 

고등학생 수를 넘어서게 되었고, 불필요한 교육을 위해 투자되는 자본은 엄청

난 사교육비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모두가 대졸자로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대졸자는 대졸자대로 구직난을, 단순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스 매치(mismatch) 상황은 한국 사회의 비

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과잉 투자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이 첫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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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히고 있고, 양육비 부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교육비

다. 결국 한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기 위해 둘째 출산을 포기하고, 

한 자녀조차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없는 부부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4.3.1.2 낮은 공적 신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에 다다랐다. 출산율 자체도 

세계 최저지만, 출산율의 하락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고 한다. 대표적인 고령

사회인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사회를 넘

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유, 

2013). 이는 위에서 살펴본 연줄사회로서의 한국 사회가 교육에 과잉 투자를 

지속하는 데 주된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낮은 공적 신뢰 또한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 7,300여 명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수찬(2003)

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친근한 내부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

뢰도(69.6%)를 보여준 데 반해, 낯선 외부집단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의 

신뢰도(5.9%)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신뢰구조가 아직도 전근

대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장수찬, 2003). 여기에서 

말하는 전근대적인 상태란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줄로 형성된 관계에 대해

서는 지나치게 높은 신뢰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이나 타 집단에 대해서는 심

한 배타성을 드러내는 상태를 말한다(장수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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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가치관과 태도, 의식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해 온 세계 가치

관 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 신뢰도는 매우 낮

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동원 et al., 2009). 그리고 한국처럼 사적 신뢰는 높되 

공적 신뢰는 낮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바로 출산율 하락

이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을 들 수 있는데, 스페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낮은 공적 신뢰는 왜 출산율 하락을 가져올까? 과거 감속하는 

사회에서는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보다 그 자녀를 노동력으로 사용하

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컸다. 왜냐하면 양육이라는 것이 의식주 해결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축적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거의 없는 단순 

노동이 일상적이었고, 이러한 단순 노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부모에 의해 

노동 현장에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교육 비용이 추가로 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인적 자본이 중시되는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가 개인에게도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정부에서

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교육을 관장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오

로지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즉, 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

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적 신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방

향으로 나타난다. 

첫째, 공적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와 사회가 교육에 개입하는 비중

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비로 인한 출산의 부담이 더 적다. 반면 공적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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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가에서는 자녀 교육의 부담이 개별 가계에 크게 지워지기 때문에 한 

자녀의 교육에 가계의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자녀의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가계의 교육 투자가 부족하거나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공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크다. 그것

은 사회 안전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재도전의 기회로 나타날 수도 있

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가계가 양

육에 실패하더라도 사회에서 자녀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투자 부족이나 투자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귀결지어지게 된다. 개인의 실패는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사회적 도움을 받기 힘들게 된다. 

이 효과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공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는 노령기의 국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비교적 잘 갖춰진 경우가 많다. 물

론 그 만큼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하지만 노후 걱정이 줄어든 만큼 세금을 빼

고 남은 자본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이 적다. 그러나 

공적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후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가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자신의 노후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다. 특히 이는 전통적 공동

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효 규범이 후기 산업사회로 올수록 점점 약

화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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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수평주의 심리 속 불평등 심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의 60대 이상은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산

업사회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를 살고 있다. 물질적 요소나 제도적 요소는 비

교적 쉽게 바뀌어도 문화·가치·태도 등의 정신적·감정적 요소는 쉽게 바뀌

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을 둘러싼 현실은 후기 산업사회지만 여전히 

정신적·감정적으로는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세대가 현재 한국의 중장년층을 이루고 있

다. 이들 또한 산업화 시기를 직접 겪었고,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농업사회의 

삶과 한국의 발전 과정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며 자란 세대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중장년층에게도 우리가 위에서 이미 살펴본 산업화 시기의 수평주의적 

조건이 매우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

다. 이를 산업화 시기의 수평주의적 조건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3.2.1 빈부 격차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에 이루어진 토지 개혁으로 한국 사회는 토지 소유 

측면에서 비교적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미 언급했다. 

토지가 곧 생산 요소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던 농업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의 불

평등도가 곧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 개혁

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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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토지 소유의 평등은 한국의 효 규범에 촉매 

작용을 해 인적 자본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출산율을 빠르게 하락시킨 주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주의적 조건 덕분에 더 빠르게 가능했던 산업

화는 역설적이게도 수평주의적 조건을 붕괴시켰다. 

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은 경제 성장에서 보

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시기의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 목표는 소위 말하는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되었다. 경제 개발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다 보니 경제력이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정부 또한 이를 정책적

으로 추구하였고 결국 한국의 불평등도는 산업화의 속도와 함께 급격히 높아

지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빈부격차의 심화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가난이 출산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자녀 한 명이 곧 생계를 

위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기 산업사회에서 고소득층에게

도 출산이 선호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아무리 고소득층이라도 

누릴 수 있는 교육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

스의 질 자체가 균질적이었기 때문이다. 양육을 위해 들이는 비용도 마찬가지

다. 자녀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도 그렇게 비

싼 옷과 음식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는 고소득층이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



 

79 

비스의 한계를 무너뜨려 버렸다. 얼마든지 더 비싸고 희소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로 하여금 더 고가의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수 있

게 되었다. 따라서 고소득층에게 있어서도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는 존재하기 

힘들다. 

 

 

4.3.2.2 사교육 심화와 경쟁형 교육 정책 

 

정부가 고집해 왔던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80년 대 후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3년 경기도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고, 1987년부터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를 받으

면서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인

기는 1990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인가는 1992년부터)되기 시작하면

서 급격히 팽창하여 2013년 현재 138개교가 운영 중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개정증보f). 

평준화 교육의 틈새 속에서 이러한 특목고는 가히 열풍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의 공존이라는 매우 이상한 형태의 

교육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된다. 특목고는 그 자체로서 뛰어난 교육 환

경을 제공한다는 장점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더 나아가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합격률

에서도 최상위를 달리며 고교 평준화 이전의 소위 명문고들이 누리던 지위를 

속속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중학교 교육의 왜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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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고,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대형 학원이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기에 이

른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산업화 시기에 고교 평준화가 교육 투자를 증대시

켰으니 오히려 이러한 경쟁형 교육 체제는 교육 투자를 선별적인 것으로 되돌

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그 사이에 교육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관계

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산업화 시기와 그 이전에도 본 연구의 주제처럼 교육

은 매우 중요한 가계의 투자처였고 교육열 또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교육률 

자체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급 학교를 나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던 시절이지 지금처럼 모두가 

대학을 나와야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산업화 시기에 일

자리가 급속히 늘어난 덕분에 적당히 교육을 받으면 취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다. 즉,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는 

적은 임금을 받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장과 임금을 

기대할 수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

성의 사회 참여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도 

드물어서 고학력자들 간의 경쟁은 결코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점점 학력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대학 졸업은 

기본이고 대학원 진학도 매우 흔한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대학원의 규모 자

체가 커진 탓도 있겠지만 대학원 진학을 취업의 유예 기간으로 생각하거나 조

금이라도 자신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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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특목

고 입학은 대학 입시의 전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격화되었다. 여기에 더하

여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확

대되었고, 특수목적중학교까지 생기면서 대학 입시 경쟁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인적 자본 수요 증가

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가 정점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 통로를 다시 줄이

다 보니 그 경쟁이 더 심화된 것이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와 고교 평준

화 정책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문호를 넓힘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의 인적 자본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현재의 상황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교육 시장에 심각한 중복 투자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비효율을 초래

하고 있다. 

게다가 1989년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습과 초중고생의 방학 중 학원

수강이 허용되고 1991년부터 과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녀의 교육적 성공이 곧 부

모의 재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요소들이 사교육 경

쟁에 집중되게 되었다. 특히 연줄사회의 대표적 특징인 상호 비교는 사교육 

경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교육의 전개과정과 양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이종재, 김민조, 

& 고영준, 2010), 사교육의 참여 동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성적 향

상’(실력 보충)이나 ‘진학 준비’를 사교육 참여의 주된 동기로 설명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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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결국 사교육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한, 즉 대학 입

학과 직장 취업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지

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첫째 실제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사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이종재 et al., 2010에서 재인용; 최상

근, 김양분, 류한구, 김현진, & 이희숙, 2003), 둘째 만약 학업 보충이 사교육

을 시키는 본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업 보충의 필요성이 가장 큰 성적 하위

자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아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성

적 우수자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종재 et al., 

20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교육 경쟁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대학 

입시 경쟁은 가계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4.3.3 가치이전형 직업 추구 현상의 심화 

 

김태유(2013)가 구분한 ‘가치창출’ 영역과 ‘가치이전’ 영역에서 개인적인 

선호의 차이는 있겠지만 1990년 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가치

창출’ 영역이 사회적으로 더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가치 중심은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급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직업 영역에서는 전문직의 인기가 급상승했

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적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고수익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계와 법조계로 인재가 몰리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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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으로 사용하는 수능 점수 배치표에서 중간 정도에 머물던 지방 의대들이 

최상위로 치고 올라왔고,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됨에 따

라 이러한 전문대학원 진학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생명공학과에 학

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생명공학과의 교수들은 학생들이 전공 

공부에는 학문적 관심이 없고 의대 준비에만 빠져있다고 한탄하는 사태가 벌

어지기도 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첨병이었던 과학고 졸업생들의 상당수

가 의대에 진학하면서 과학고 폐지 여론도 일었으나 오히려 장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과학고의 인기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문과 계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무원 시험이 이러한 현상을 대표했

다.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되던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률가 양성으로 전환되면서 역시 대졸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

해 또 한 번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선택하게 되었다. 소위 공시족으로 불리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대학

생들이 몰리게 되었다. 이미 이공계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도 변호

사만큼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믿음 때문에 변리사 시험 응시가 유행처럼 번

진 적도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의료계, 법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을 제

공하는 직업군이다. 그런데 이 두 분야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김태유(2013)

의 구분에 따르면 이 두 분야는 전형적인 ‘가치이전’ 영역이다. 꼭 필요한 영

역이긴 하나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적정 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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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적절히 존재해야 하나 현재 우리 사회의 의대 진학 열풍은 이미 사회문

제가 된지 오래다. 특히 의대 진학 열풍이 이공계 기피로 인식되면서 이공계 

연구자의 직업적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둘째, 이 두 

영역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를 통해 높은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누려온 직업군이라는 점이다. 즉, 두 직업군에

서 보장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높은 수익은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에서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얻어진 수익

이라는 점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가치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국 경제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전형적인 기술 추격형(catch-up) 경제 성장 전략

을 따랐다(이근, 2007).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한국은 주문자생산방식(OEM), 기술 라이센싱, 역엔지니어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격 국가

(catching-up country)로서의 혁신체제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

어 기업들의 경우 기술 창출이 아니라 기술 습득, 변형, 생산 적용에 특화된 

조직과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조기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식 주

거래 은행 제도에 의한 자본 집중 투하의 양식을 배태하게 되었으며, 공공연

구소 역시 선진 기술의 학습과 전수기능을 위주로 했고, 대학의 연구 역량은 

미미했다(이정동, 2011).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공정 혁신 위주의 점진적 기

술 개발 전략은 수출 주도 전략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양적 팽창을 뒷받

침 해왔다(이정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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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술 추격형 성장 전략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 한계를 비교적 빨리 마주하고 있다. 추격에 일정 정도 성공하고 나면 필연

적으로 선도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 경우 고도의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전

략을 새롭게 구사해야 하고, 과거와 다른 조직 구성과 혁신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이정동, 2011).  

그렇다면 어떻게 추격에서 선도로 성공적으로 전이(transition)할 수 있

을까?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이 있겠지만(이정동, 2011),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가치창출’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3.4 출산 장려 정책 

 

한국의 2013년 합계 출산율은 1.19명을 기록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

했다. 1960년대까지 출산율이 6.0명이었다가 1983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현

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로 약 2.1명) 이하인 2.06명으로 떨어

졌고, 1997년 1.45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이 됐는데, 2001년 1.297명으

로 내려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조선일보, 

2014.02.28.).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 사태를 일찍이 감지하고 

여러 저출산 대책을 세웠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이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정부는 8년 간 약 53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

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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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계 주요국의 2014년 조출생률 추정치 순위 

순위 국가명 조출생률 

1 니제르(Niger) 46.12 

2 말리(Mali) 45.53 

3 우간다(Uganda) 44.17 

4 잠비아(Zambia) 42.46 

8 소말리아(Somalia) 40.87 

10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38.84 

11 모잠비크(Mozambique) 38.83 

12 나이지리아(Nigeria) 38.03 

14 에티오피아(Ethiopia) 37.66 

34 짐바브웨(Zimbabwe) 32.47 

38 가나(Ghana) 31.4 

86 인도(India) 19.89 

91 멕시코(Mexico)
* 

19.02 

101 이스라엘(Israel) 18.44 

108 인도네시아(Indonesia) 17.04 

114 터키(Turkey) 16.86 

132 아일랜드(Ireland) 15.18 

134 브라질(Brazil) 14.72 

138 북한(Korea, North) 14.51 

140 칠레(Chile) 13.97 

150 미국(United States) 13.42 

151 뉴질랜드(New Zealand) 13.4 

153 아이슬란드(Iceland) 13.09 

159 프랑스(France) 12.49 

160 영국(United Kingdom) 12.22 

162 호주(Australia) 12.19 

163 중국(China) 12.17 

165 노르웨이(Norway)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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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스웨덴(Sweden) 11.92 

168 러시아(Russia) 11.87 

169 룩셈부르크(Luxembourg) 11.75 

175 태국(Thailand) 11.26 

181 네덜란드(Netherlands) 10.83 

185 스위스(Switzerland) 10.48 

186 핀란드(Finland) 10.35 

187 에스토니아(Estonia) 10.29 

188 캐나다(Canada) 10.29 

190 덴마크(Denmark) 10.22 

192 슬로바키아(Slovakia) 10.01 

193 벨기에(Belgium) 9.99 

197 스페인(Spain) 9.88 

199 체코(Czech Republic) 9.79 

200 폴란드(Poland) 9.77 

202 포르투갈(Portugal) 9.42 

204 홍콩(Hong Kong) 9.38 

207 헝가리(Hungary) 9.26 

212 이탈리아(Italy) 8.84 

213 그리스(Greece) 8.8 

214 오스트리아(Austria) 8.76 

216 대만(Taiwan) 8.55 

217 슬로베니아(Slovenia) 8.54 

219 독일(Germany) 8.42 

220 대한민국(Korea, South) 8.26 

221 싱가포르(Singapore) 8.1 

222 일본(Japan) 8.07 

223 생피에르 미클롱(Saint Pierre and Miquelon) 7.7 

224 모나코(Monaco) 6.72 

*
: 굵은 글씨는 OECD 34개 회원국 

자료 출처: 미국 CIA의 The World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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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2013)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 및 양육 개념의 변화, 출

산의 경제적 비용 증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풍조, 만혼 증가 등을 들고, 이러

한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면적·근시안적으로 양산되는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저출

산 정책이 거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과 별개로 저출산 정책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데(김태유, 2013)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에는 효율

성과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4.3.5 신(新)맬서스 트랩에 빠진 한국 경제: 가속의 둔화 

 

인적 자본 투자의 증대와 이로 인한 출산율 하락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

루어진 만큼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매우 빨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체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출산과 교육의 양질 전환이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 적정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사회가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을 이미 오래 전에 넘어버린 고등교육 진학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 심화와 

자원의 낭비, 그리고 출산에 아무런 유인이 되지 못하는 공적 영역이 교육 투

자는 과잉으로,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이끄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렇다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출산율 하락이 맬서스 트랩 탈출의 필수 요소였던 것과 정반대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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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산업사회의 한국에서 출산율 하락은 한국을 신(新)맬서스 트랩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그림 9] 후기 산업사회 한국의 신(新)맬서스 트랩 메커니즘 

 

 

 

김태유(2013)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과 

이로 인한 성장정체 위기를, 과거의 성장정체와 현재의 성장정체 모두 인구문

제로 인한 ‘닮은꼴’ 위기라는 뜻에서 ‘신(新)맬서스 트랩’으로 정의한다. 구체

적으로 최근의 저출산 경향은 머지않은 장래에 젊은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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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국가경제 전반에서 생산의 정체 또는 위축을 초래할 것이고, 고령화는 개

개인의 평생 소비량을 증가시켜 결국 사회 전체적 재화 소비량 증가를 유발함

으로써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대상인 고령층은 

늘어나면서 심각한 인구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다(김태유, 

2013).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그리고 이에 따

른 잉여 감소와 재투자 위축이 나타나면서, 산업사회 이후 계속 발전해오던 

확대 재생산 체제가 선순환 궤도를 이탈하고 정체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김태유, 2013). 

그렇다면 이러한 신(新)맬서스 트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까? 김태유(2013)는 이에 대해 고령자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어 생애

기간 중의 생산을 늘리는 ‘인생 이모작’을 통해 한국이 재(再)산업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고령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지만 정

부의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국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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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한국 경제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성공 요인의 분석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나 한국인의 근면과 성실 등 일원적인 요인으로 환

원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한국인 특유의 성

품은 분명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정책을 벤치마킹 해 간 나라가 한국만큼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없으며, 경제 성장을 이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어느 개발도상국 

국민에게서나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만 가득한 예외 현상이

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

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의 보편성은 산업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수와 

질의 양질 전환 현상을 실증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질 전환

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서 기술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만

큼,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또한 기술 환경의 변화에 의한 인적 자본 수요의 

증대, 그리고 이 수요에 반응한 가계의 인적 자본 투자 확대와 그로 인한 출

산율의 감소라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일관되게 작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

요하다 하겠다.  

보편성이 확보되었으면 이제 그 안에서 특수성을 찾음으로써 한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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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 개

인의 경제 행위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성장까지도 결코 진공 속에서 일

어나지는 않는다. 그 현상이 발생한 시대적·공간적 매트릭스 안에서 이해되

지 않는 경제 현상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자본, 평등 조건, 기술 인력 정책, 정부 정책 

등의 영역에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연결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농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급

격히 넘어온 까닭에 간과하기 쉬웠던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찰함으로써, 경제 구조 변화와 그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배태

성(embeddedness)에 주목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감속하는 사회에서 가속하는 사회로 

넘어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이러한 속도의 변화가 한국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밝히고, 현재 그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 원인을 고찰하였다. 한국 경제가 가속

하는 사회에서 점점 더 가속하는 사회인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기 산업사회의 문턱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정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둔화 내지는 정체의 원인, 또는 미래

의 위기에 대한 포괄적 진단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 순수한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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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국가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정체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부

터 쌓여온 결과들의 축적이며, 여기에는 인구 문제가 반드시 결부된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장기적으로 예

측하고 모든 인구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

기적인 처방 수준의 정책은 현재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므로 산업화 시기의 한국 사회와 재산업화가 필요한 현재의 한

국 사회를 잘 비교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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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economic growth process has been evaluated as rapid and 

successful, unparalleled in the world's history.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from the agricultural society to the industrial society, 

Korean economy showed a typical path of economic growth that the 

demand for human capital increase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rapidly, 

which led to a drop in birth rate. Through this process, Korea has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Malthusian trap finally and proceed from 

decelerating society towards accelerating society. 

But in Korea, the increase in investment for human capital and the 

decrease in birth rate have been more rapidly than in other countries. 

Besides, this phenomenon is still ongoing and even intensifying although 

excessive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he low birth rate are causing 

social problems in the current post-industrial society. Because of this, 

the Korean economy couldn’t advance from accelerating society towards 

faster accelerating society, and the stagnation in growth is concerned in 

only 20 years after escaping from the Malthusian trap. 

These phenomena can be explained by the relationship among 

Korea’s social capital, its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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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from the agricultural society to the 

industrial society, three aspects in Korea catalyzed mutually: the 

traditional type of social capital represented by Hyo (filial piety) norm, 

egalitarian condition in economic and social aspects, and social 

background giving preference to technology and value creating. As a 

result, people increased th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dramatically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human capital. Increasing th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led to rapid fertility decline which has 

contributed compressed economic growth in Korea. 

In contrast,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other aspects have 

affected complexly over-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the serious 

problem of low fertility: the connections type of social capital as high 

private trust and low public trust, an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deepened in egalitarianism. In addition to these factors, increasing 

preference to value transferring jobs was also analyzed in causing 

stagnation in growth of Korean Economy. Through these analyses, some 

ideas for solving problems, which Korea is experiencing, such as 

stagnant growth, social inefficiency, aging, and low fertility can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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