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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 塵業單命과 ￥R經i齊史 再論(1)

梁 東 4木

英國 옳業華命을 數量經i쩍史로 접근한 문헌들을 비판적드로 검토하였다. 성장률 

추계의 하향조정 및 성분분석， 생산성 추야의 재론은 공업화의 내용 및 요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技術進步와 資本形成에 대해서도 심층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勞動

供給의 양적 , 질적 증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공장제 산업조직의 정착을 설 

명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단기적인 生活水準의 변화， 귀결과 사회적 유산 등을 

살펴본다 

1. 머 리 말 

分析的 經濟理論과 數量的 資料를 이용하여 역사를 해석하려는 新經濟史(數量經濟史.

cliometrics)가 뿌리를 내렌 지 이제 50여 년이 지났다. 미국의 경제사학계에서 출발한 

이러한 방법론의 응용이 주로 미국사를 대상으로 축적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차츰 영국 

을 비롯한 유럽사쪽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수량적 자료의 신빙성의 문 

제 때문에 신경제사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근 · 현대사의 해석에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경제사적 접근이 경제사의 가장 핵심부문이라 

고 할 수 있는 英國 塵業單命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간의 

노력의 집적이 대학교재 [Floud and McCloskey (1981 , 1994) J 로 출간되었으며 , 이미 20년 

전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지의 영국 산업혁명 특집 (July， 1987)을 펼두로 기타 

각 학술지에서도 특별호를 발간하거나， 예를 들어 ， Economic History Review지는 거의 매 

호에 산업협명에 관한 신경제사적 분석논문， 혹은 이에 대한 반박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미 이 글과 같은 제목의 글이 두 편이나[Mokyr(1985 ， 1993)J 출판된 까닭에 이와 같 

은 세설을 시도하는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 그러나 필자 나름대로 학계의 현황을 비판 

적으로 검토， 정려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의 연구에 좌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양동휴(1996)를 수정. 확대，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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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定義의 問題

‘塵業單命’ 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18세기 말-19세기 초를 계기로 영국의 

경제가 혁명적인 변모를 겪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변에서 본 

질적인 단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모키르 

[Mokyr (1985 , 1993))의 분류가 비교적 명쾌하다. 토인비 [Toynbee (1 884) )에 의해 시작된 

“社會的 變化說”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중시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분배， 또한 생산 

요소들의 배분이 중세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에 의해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塵業組織說”은 구래의 기능공 중심 또는 선대제 생산으로부터 공장 

제 대량생산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이며， 유동자본보다 고정자본의 비중이 

커지고 산업노동자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이러한 과정의 특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학셜은 

마르크스[Marx (1 867)) , 망뚜(Mantoux(1928)) 등에 의해 대표된다. 란데스 [Landes 

(1969) )를 중심으로 하는 “技術進步說”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에서의 혁신， 각종 

기계의 발달， 합성원자재의 등장 그리고 공장생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잡한 기술진 

보를 산업혁명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혁명이란 技術的 創造性( technological 

creativity) 에 의해 추진된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 는 것이다[Mokyr (1993 , p. 

17)) . 한편 쿠즈네츠[Kuznets (1966)) , 로스토우[Rostow (1960) )류의 수량경제사가들은 국 

민소득， 자본형성， 노동공급의 양적성장이 급속히 가속된 것을 산업혁명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巨채없쪼i齊說”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편의상의 시도이며 거 

의 모든 학자들이 다른 학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아마도 가장 포괄적인 정의 

는 퍼킨 (Perkin (1 969 ， p.3))의 것일텐데 그는 산업혁명을 “인간의 생활수단에 대한 접근 

방법의 혁명”이요， 인간이 “생태적 환경을 통제하는 데에서， 자연의 독재와 인색함으로 

부터 도피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18세기 말엽의 “후命”의 존재를 회의하게 하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즉 산업혁명은 지역적， 그리고 부문별로 극히 제한된 점진적 현상이었으며 그 

효과도 작았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기간 동안， 특히 초기에는 제조업 생산확대의 대종을 

담당한 것은 선대제 농촌수공업의 확산이었으며 공장제생산의 기여는 미미하였다. 후술 

할 바와 같이 1인당 총생산성장률도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고 었던 수치를 훨씬 밑도는 것 

이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나 합성원자재 그리고 기계의 이용은 산업혁명기간이 훨씬 

지난 후까지도 그다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점차 널리 받아틀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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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Wrigley (1988) ) . 가장 빠른 생산성향상을 보인 면방직공업의 경우에도 증기기관의 

이용은 매우 느린 속도로 확산되었다. 또한 합리정신이나 부르조아 멘탈리티도 이 당시 

에 급속히 퍼진 것이 아니고 귀족문화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는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도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Clapham (1930) , Braudel (1984) ) . 

이와 같이 산업혁명을 극히 제한되고 점진적인 변화로 보는 견해들은 학설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成長指向的인 풍토와， 제3세계의 경제개발을 위해 

선진국의 “없tJi!짧段階”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원용하려는 고조된 관심이 1970년대 후반 이 

후 세계적 경기침체와 함께 후퇴하고， 이에 따라 “樂觀論”적 역사해석을 재검토하는 과 

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었다[Cannadine (1 984) J .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요즈음 

현안으로 떠오르는 ‘歷史에서의 連續과 斷總’ 논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편이 옳으리라 

생각한다 (2) 

어찌되었건 산업혁명의 “華命1生”은 변화의 속도보다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지역적， 미 

시적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속적이고 불가역적， 누적적이라는 사실이 대변하고 있다. 당 

시 영국의 언구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1760-1830년간 거의 두 배로 증가) 1인 

당성장률이 낮았던 것은 이해가 가며， 또한 농업에서 상공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다 

른 ‘童命’들과 성격이 판이하다 하더라도 이미 100년간 사용되어옹 개념을 포기한다면(3)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3. 成長率 및 生옳性推計와 그 含意

산업혁명기의 成長率 및 生塵↑生推移는 1962년에 발간된 딘과 코울(Deane and Cole)의 

추계가 20여년간 가장 믿을 만한 수치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1인당 총생산의 연평균성장 

률이 1700-1760년 0.45~ ， 1760-1780년 -0.04~ ， 1780-1801년 1.08~ ， 1801-1831년 

1.61%로서 산업혁명기간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가속성장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자 

주 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동계처리방법의 발달로 

그와 같은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점차 통념화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산업혁명의 단절성 

(2) 주변환경이 역사가의 연구주제선택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료해석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을 

수 없다. 또한 영국초기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Anderson 대 Barret Brown의 논란도 참조하 
라(Brown (l988) ， Ingham (l988) , Komlos(1989)). 

(3)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경제사의 극우파 근본주의 아야롤라”라고 혹평하는 학자도 있다 

(Cameron(1991 , p.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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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인하는 바는 전혀 아니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이하에서 다시 부연설명하도 

록 하자. 우선 주로 크라프츠(N.F.R. Crafts) 에 의해 재추계된 수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리글라와 스코필드(Wrigley and Schofield (1 981))의 

A口推計， 린더트와 윌리암슨(Lindert and Williamson (1982 , 1983a)) 의 職業構成資料

(Soci떠 Table) , 페인스턴 (Feinstein (1981 , 1988a))의 資本形成推計 퉁이다. 여기에 각 산 

업의 가중치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고 각 수치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 

격지수 채택문제 등을 고려하면 우선 산업생산지수자체가 훨씬 완만하게 성장하는 결과 

가 나온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생산 역시 인구추계와 자본형성추계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농업부문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농업생산성장률도 재추 

계할 펼요가 있었다(Crafts (1985a)). (表 1)은 Crafts (1 985a)의 表(2.1 1)에서 철강， 변화， 

건설가중치의 재수정 (Crafts and Harley (1992) )과 상업부문 계산착오의 정정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가장 믿을 만하다는 國民所得成長率을 표시한 것이다 (4)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신추계가 딘과 코울(Deane and Cole)의 추계에 비해 첫째，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따라서 소비수준의 증가나 생산성향상 정도도 낮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이후 생활수준논쟁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업생산증가가 

1760년 이전에 이미 상당했다는 것((表 1) 자체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 셋째， 성장률의 

가속이 비교적 완만했다는 것， 넷째 성장률이 연 2% 정도로 지속적이 된 것은 182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 등이다. 

〈表 1) 年平均成長率(%)

최신추계 Deane and Cole 

GDP 1인당 GDP l인당 

1깨0-1760 0.69 0.31 0.66 0.45 

England and Wales 1760-1780 0.64 0.01 0.65 -0 .04 

1780-1801 1.38 0.37 206 108 

Britain 1801-1831 1. 90 0.50 3.06 1. 61 

資料: Cr.따ìs (1985a) ， Crafts and Harley (1992) 및 본문 참조. 

(4) Clack(2oo1a)는 주로 Charity Commission Report를 이용， 재산소득을 상향조정한 결과 이들보 
다 더 낮은 성장률 추계를 얻었다. 인구증가로 지대가 일찍부터 상승했으며 산업혁명기 이전 

부터 재산소득이 높았으므로 성장률은 자연히 낮아진다는 것이다[Clark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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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추계가 산업혁명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로 혁명적인 요소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환. 공업화‘ 도시화， 국제경제 내에 

서의 역할 급변 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계는 단지 “跳짧段階”를 거친 後

發工業國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Crafts and Harley (1992)). 이런 의미에서 

제한적 · 접진적 성장추계는 가격지수문제， 가중치， 지역별특수성， 제한적인 모습이라도 

“象徵的”인 의미가 크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비판에도 큰 타격을 입을 만한 것 

은 못 된다고 할 수 있다[Hoppit (1990) , Jackson (1992) , Berg and Hudson (1992) 등) . 다 

만 면직물가격 하락속도가 기존 연구결과보다 훨씬 컸다는 주장은 생산성이 그만큼 더 

빨리 상승하였음을 시사하며 면직의 가중치를 생각할 때 총산업생산증가속도를 상향조정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아직 더 논의의 대상이 되리라고 판단된다[Cuenca Esteban 

(1994)). (5) 한편 칼만필터 (Kalman filter)를 이 용한 추세 성 장논의 는 지 나치 게 기 술적 인 듯 

이 보여 그야말로 “필자들끼리 e-mail로나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Greasley and 

Oxley (1994) , Crafts and Mills (1994a , 1994b) , Honeyman (1994)). 어찌되었든 새로운 추 

계 쪽을 버리고 이제는 딘과 코울(Deane and Cole)의 추계로 돌아가기는 힘든 것처럼 보 

인다. 

국민총생산 또는 국내총생산 추계가 어느정도 확립이 되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계산이 가능하면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산량을 각 요소로 나눈 요 

소생산성들의 가중기하평균을 總要素生塵性(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라 부르는데， 

이는 집계생산함수의 존재여부， 각 요소의 측정문제， 요소가중치의 결정문제， 규모의 경 

제여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Solow and Temin (1985) , Abramovitz (1993)) 

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가 Y=AKaJ)3라 하면 TFP=A = 
dY dA αiK κiL 

펌가 되고 생산함수의 성장률 표현은 τ=τ+τ+뚱이 되어 각 요소 및 

TFP의 변화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를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계산의 결과는 

〈表 2)와 같다. 

이것。l 크라프츠와 할리 [Crafts and Harley (1992 , p. 718))로 하여금 TFP의 중요성이 자 

(5) Harley와의 Economic History Review (1 995) 화답에서도 이 가설은 공고한 듯 보인다. 단지 추 

계 조정의 크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후 Harley (1998)는 공장도 가격과 물품세를 포함한 시장 
가격을 구분하여 더욱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며 1770--1815년간 면제품 명목가격이 불변이었음 

을 주장하였다 1999년 Cuenca Esteban과의 화답에서는 가격하락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불 
변대체탄력성 (CES) 수요함수를 가정하면 가격하락이 커도 소비자 영여의 변화분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암묵적으로 면직부분의 중요성을， 특히 수출의 중요성을 평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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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成長의 源뽕 (연융， %) 

dYIY dKlK에 의한 부분 dUL에 의한 부분 TFP성장 πP비중 

17αH760 0.7 0.5xO.7 0.5xO.3 0.2 29 

17θH801 1. 0 0.5x 1. 0 0.5xO.8 0.1 10 

1801-1831 I ‘ 9 0.5x 1. 7 0.5x 1. 4 0.35 18 

資料: Crafts (1994 , p. 51). 

〈表 3) lA當成長의 源뚫 (연율， %) 

연평균1인당성장율 자본장비율 TFP TFP가 차지하는 비중 

1760-1800 0.2 0.06 0.14 70 

18αH830 0.5 0.09 0.41 82 

資料: 본문 및 Mokyr(1993 , p , 25). 

본형성보다 덜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되었다 (6) 그러나 성장회계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노동단위당 또는 1인당성장률임이 분명하므로 1인당성장의 요언을 원천별로 나누어 

보면 〈表 3)과 같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전 기간 동안 1인당성장의 거의 모든 부분이 生

塵性向上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성장률이 이전에 믿어졌던 것보다는 낮았지만 그나마의 

성장은 거의 전부 TFP증가에 의한 것이다. 물론 TFP가 곧 技術進步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얀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해명되지 못하는 ‘residual’ 이 전부 TFP로 나 

타나므로 이것은 기술진보의 척도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부분(ign아ance)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기술진보를 포함하여 측정오차， 생산요소의 질적향상， 

규모의 경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퉁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공업 

국이나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성장패턴과 확연히 다르게 자본형성보다 πP의 역할이 컸 

음은 영국 공업화과정의 특수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7) 

塵業部門別로 生塵性增加에 대한 寄與度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추계가 계속 수정되고 

(6) price dua1을 이용한 TFP 계산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Antras and Voth(2003) 참조). 

(7) Berg and Hudson (1992)은 Crafts 등이 노동투입을 성인남성에 국한시켜 여성 빛 아동노동을 
간과하였으므로 이들의 TFP계산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추가노동투입을 감안하면 

TFP의 상대적 중요성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또한 內生的 成長模型(endogenous growth 
model)의 유용성이 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았으나 아직 이 모형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사해석에 응용함이 너무 이른 느낌이 았다(Crafts (1995 , 1996, 2004) , Rebelo 
(1991) , Solow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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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4> 各 盧業部門의 生~'I生向上에 대한 寄與度(1780-1860) (연율， %) 

McCloskey Harley 
가중치 

생산성 기여도 생산성 기여도 

면직 o 070 2.6 0.18 1. 9 0.13 

우스테드 0.035 1. 8 0.06 1.3 0.05 

모직 o 035 0.9 0.03 0.6 0.02 

철강 0.020 0.9 0.018 0.9 0.02 

운하및 철도 0.070 1. 3 0.09 1. 3 0.09 

해운 0.060 2.3 0.14 0.5 0.03 

근대부문합계 0.290 1. 8 0.52 1.2 0.34 

농업 o 270 0.45 0.12 0.7 o 19 

기타부문 0.850 0.65 0.55 0.02 0.02 

총계 1. 410 1.19 0.55 

資料 : McCloskey(1981. p.114) , Harley (1993 , p.200). 

았다. <表 4)는 1780-1860년 기간 동안 머클로스키 [McCloskey (1981) )의 추계와 최근 추 

계인 할리 [Harley (1993 ) )를 함께 보여 주고 있는데 총생산성 향상율이 하향조정되었으므 

로 독립적으로 추계한 것이 아니라 차액방식으로 얻은 ‘其他部門’의 기여도가 미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테민 [Temin (1 997) )은 같은 기간 직물이나 철강 이외에 기타제조 

업의 수출액이 상당하였다는 자료를 토대로 ‘기타부문’ 에도 국제적 비교우위가 존재하였 

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生塵性向上이 면직， 철강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졌다기 

보다 산업혁명기의 기술진보는 광범위한 부문에 널리 확산되었다는 고전적 해석이 옳다 

고 주장하였다. 기타부문의 기여도 추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테 

민 [Temin (1997 ， 표 2))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1794-1796년에서 1814-1816년 사이 

에 면직， 모직， 철강을 제외한 기타제조업의 총제조업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서 28%로 떨어진 점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8) 

(8) Harley and Crafts(2α)())는 계산가능한 -般均衝模型(CGE model)을 시율레이션하여 식품수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산품 수출이 불가피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선도부문 

무용론’ 에 대한 대응인지는 의심스럽다 Temin(2α)())의 화답을 참조하기 바란다. 어찌되었 

든 Harley는 Cuenca Esteban과의 논쟁에서는 면제품 수출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Temin과의 
논쟁에서는 강조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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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옳業훌命의 原因

J1f業車命의 原因을 구명하는 일은 난제 중의 난제이며 백과전서적 접근으로도 명쾌하 

게 해결되지 않는다[Hartwel1(1975)) . 산업혁명이 어떤 점에서 혁명적인가를 강조하는 측 

면에 따라 문제의 성격도 달라짐은 물론이다. 우선 ‘클레오파트라의 코’ 식의 필요조건논 

의는 역사해석에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그렇다고 條件附確率論-단순한 우연이 

아닌-과 일단 선두주자가 되면 선발자의 이점이 누적적으로 자기재생산된다는 이론으로 

영국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은[Crafts (1977) ) 사학자들의 오랜 연구관행을 벗어난다. 요 

즈음은 빛이 바랜 發展段階說이나 先行條件說， 또는 이의 변형인 거센크론 

(Gerschenkron)假說 등도 영국의 션발성， 산업혁명의 시기 등을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 

는 듯이 보인다. 복잡한 사건은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Landes 

(1993 , 1994)). 그렇다면 산업혁명의 원인이라는 문제는 왜 프랑스나 네델란드가 아니고 

영국인가라는 식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어 묻는 쪽이 가장 적절한 접근인 것 같다. 다 

시 말하여 18세기 영국이 여타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그것이다. 

불행히도 이는 因果의 誤꿇(post hoc ergo propter hoc)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나 별 대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자연자원 특히 석탄의 풍부， 섬나라의 이점， 전쟁에 의한 파괴로부터 제외됨， 타고난 

국민성 등등은 쉽게 차치하더라도 여러가지를 들 수 었다. 몇 가지 가설만 열거한다면 

우선 분할상속으로 토지경영규모가 계속 영세해 갔던 프랑스에 비해 長子相續制를 고수 

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에 의해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이 가능하였고 차남 이후는 새로운 

경영계층에 참여해야 했다는 점 [Landes (1969)) . 토지재산에 기반을 둔 “열린”貴族制가 

1660년 왕정복고 이후 정착하여 물질적 富와 정치적 권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Perkin (1969)) .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행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점， 물 

론 조세부담률을 보면 1788년 당시 프랑스가 GNP의 6.8% 정도임에 비해 12.4%로 월등 

높았으나 자의적인 부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명예혁명?) 규정에 의해 부과되었다는 것 

[Weir (1989). North and Weingast (1989)) 등이다. 重商主義의 성격만 하더라도 거의 자유 

방임에 가까운 것으로 무역규제 이외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였다는 점 등이다. 정부보조가 

없이도 도로， 운하 등의 정비로 일찍 국내시장이 통일되었다는 면도 강조되고 있다 

[Braudel (1984) ) . 이외에 영국봉건제의 역동성， 시민혁명. 17세기 위기의 이른 극복 

[Dobb (1946). Hobsbawm (1954))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영국의 특수성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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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으로 부각시키는 시도 이외에 소위 체너리와 서킨 [Chenery and Syrquin (1975)) 방식 

을 사용하여 영국산업혁명의 특정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다. 크라프츠 [Crafts ( 1984 . 

1989))는 19세기 유렵각국의 통계로부터 1언당 소득수준에 따른 平均的(normal) 構造變

化에 주목하였다. 그는 각 산업간 노동력 배분과 소득창출의 구성뿐 아니라 총지출에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 출생률， 사망률， 취학률 등의 변 

화까지를 관찰대상으로 삼았으며 영국의 사례를 19세기 유럽의 평균적 변화와 대비시킴 

으로써 영국 공업화 패턴의 특정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경우는 같은 소득 

수준에 달했던 유럽평균(norm)과 괴리가 지대하여 영국의 선례를 후발국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국 공업화가 매우 특이하고 유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가지 특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하나만 지적하자면 비 1차산업생산성과 1차산업 

생산성의 차이가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기간에 급속히 줄어들어 소멸하지만 유럽평균적으 

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산업간 자원의 이 

동성이 영국에서 한결 높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우선 농업생산성 자체도 상대적으로 높 

았을 뿐더러 농업노동력바중이 17세기 말에 이미 50-55%에 불과했고. 1811년에는 약 

35%. 1841년에는 약 20%로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영국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 꼭 영 

국의 우월성‘ 내지는 영국에서-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요즈음 柔軟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論者들은 공장제 대량 

생산이 아닌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공업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Sabel and Zeitlin (1 985). 0 ’Brien and Keyder (1978). Roehl (1976). 0 ’Brien 

(1996)) . 이러한 가설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원용될 수 있는지 또한 독과접대기업이 

자원배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는 어떨지 차후 구체적인 연구결과 

가 기대된다. 

왜 영국인가에 대한 설명 중에 시장의 크기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었다. 농업소득증대， 

인구증가， 해외시장 특히 植民地市場의 需要 등에 힘입어 공업화가 촉진되었다는 설이 

다. 하나씩 검토해보겠거니와 결온적으로 말하자면 수요측면은 그다지 중요성이 없다. 

우선 A口增加가 식량수요보다 공산품수요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농산물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면 오히려 탈공업화를 야기할 것이다. 

뽑業所得의 增大의 경우라면 공산품수요가 비교적 더 빨리 상승할 것이 예상되지만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증대는 외생적인 수요팽창으로 볼 수 없으므로 需要奉引成長이란 가설 

은 설득력이 없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볼 때 需要는 外生變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성 

장에 따른 소득효과로서의 수요는 공급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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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yr( 1977) J . 수요증대에 의한 생산 및 소득의 증가는 케인지안실엽이 존재할 경우에 

국한된다고 가정한다면 첫째， 그러한 유휴자원이 실재했는가가 의문이고， 둘째， 당시 수 

요증대의 대종은 미국독립전쟁과 나폴레옹전쟁에 의한 정부지출이었으므로 전쟁이 산업 

혁명을 촉진하였다는 우스광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수요구성의 변화가 공업화 

의 방향을 결정짓는 초점장치(“focusing device" )가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의류 수요 

패턴이 모직이나 린네르에서 기계화에 적합한 면직으로 변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유행을 타는 소비풍조의 팽창， 또는 “消費者單命”이 工業化

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인데 (9) 이것 역시 소비풍조의 외생성이 의심되는 만큼 산업혁명 

은 어디까지나 生塵과 分配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통설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Fine 

and Leopold (1990) J. 

광범한 海外市場이 영국산업혁명을 촉진하였다는 가설에 오면 帝國主義論과의 관련 때 

문에 논의가 한층 복잡해진다. 순전히 輸出市場의 성장이 공엽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설부 

터 살펴본다면 수출이 국민소득의 15% 정도나 되고 급속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두 차 

례에 걸친 전쟁 때문에 수출수요의 증가는 1760년 이전과 1780-1800년경에 제한되었다. 

여기서 공산품 중 수출비중(10) 특히 면직물이 컸다는 면은 주목할 만하다. 사탕이나 차 

등의 수입과 제조업제품수출로 대표되는 선진국형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있다(11) 그러나 

(9) 이 주장은 도시화와 중상류층을 위한 근대적인 실내안락 소비의 ‘발병’이 내구소비재의 표준 

화와 다양화를 통해 신제품 시장을 확대했다는 것으로， 공업화의 過程單新 (process

innovation)에 버금가는 製品후新(product innovation)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17-18세기의 신제 

품. 또는 같은 제품이라도 더욱 참신하고 편의와 효용. 기호와 스타일을 더한 것의 목록을 들 

면 엄청나다. 예를 들어， 안경， 시계， 날염사라사， 실크햇， 등나무의자， 유리병， 포켓현미경， 

납유리잔， 오지그릇， 베네치안 글라스， 융단커버의자， 자기 , 마호가니 , 니스칠한 장롱， 은제 

차주전자 등등이 었다(Styles(2000). 13erg(2002) 참조) . 한편， 하층 노동계급의 지출구성은 
오히려 전통적인 필수품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Horrell(1996) 참조l. 

(10) Cuenca Esteban (l997)의 새 추계에 의하면 공산품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아서 11년 이동평균치로 볼 때 1801년 불변가격으로는 1760년에 28%. 1780년에 33%. 
1801년에 40%에 달한다. 경상가격으로는 각각 31%. 28%. 39%이다. 

(11) 17세기 경부터 서인도제도의 사탕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 ‘歷史的 斷細’ 이었다는 

가셜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영국 및 프랑스 식민지인 카리브 연안 플란테이션 농업은 주 

로 아프리카에서 이주시킨 흑인 노예노동을 이용， 유럽시장을 겨냥한 사탕 단작 

(monoculture)을 수행했던 것이다. 사탕을 비롯하여 커피， 담배， 인디고 등 중남미의 노예 

생산품과 영국의 공산품 교환은 당사자국들 무역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1큰 비중이었고 

이들 열대산품은 영국의 홍차음용 관습의 확대와 함께 소비생활을 자극하고 노동의욕을 고 

취했다고까지 표현된다(Higman(2αlO). Eltis and Engerrnan(2αlO) 참조l. 제국주의와 산업혁 
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자본이동 등 고려할 점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조달항 

목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Ward (l99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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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대종은 유럽과， 또 미국독립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아 

시아， 아프리카지역과의 교역은 미미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Engerman (1994) J . 

여기서 ‘輸出主導型成長’같은 요즈음 開發途上國의 논리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수출시장이 없었어도 자원을 내수산업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開放經濟의 장점이라면 농업생산이 부족하더라도 식량수입에 의 

해 제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다는 정도였을 뿐이다[Mokyr(1993 , p. 74) J. 帝國主義의 

이점에 관한 논의에서는 인도와의 교역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도 안 되 

었고 공업화 당시에 가장 큰 식민지인 미국을 잃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 

국을 유지하는 비용이 경제적 이득보다 컸다는 등의 계산은 아직 공허한 수준에 머무는 

듯 보인다〔예를 들면， Davis and Huttenback (1986) J. (1 2) 한마디로 해외시장의 존재가 산 

업혁명을 주도했다는 가셜은 뒷받침하기 어렵다. 만일 영국산업혁명이 地主商業資本과 

궤를 같이했다는 주장이 맞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Daunton (1989) ,: Porter (1990) J. 

5. 技術章新

초중등 교육에서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개량된 방적기， 직포기라든 

가 새로 등장한 증기기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산업조직이나 사회적 변화， 거시지표의 

성장보다 만져지고 보이는 각종기계， 석탄 등 새로운 에너지， 합성원자재 등이 부각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른다[Landes (1969) J. 실제로 백만 관람객을 기록한 1851년 런던의 수정 

궁 박람회에 출품한 품목들은 기술진보가 체화된 (embodied) 소비재와 자본재들로서， 영 

국이 ‘세계의 작업장(workshop ofthe world) ’ 임을 과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앞서 인용한대로 “산업혁명이란 기술적 창조성에 의해 추진된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의미”하며， “산업혁명은 巨視發明 (macroinventions)의 동시다발적 군집 

(cluster)과 이의 개선과 조정을 위한 강렬한 노력， 이에 따르는 微視發明 또는 小發明

(rnicroinventions)의 보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소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미미한 부가적 개선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시발명은 과거와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껏 알려지지 않던 신기술을 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증기기 

관， 방적기， 자까르직포기， 가스조명， 염소표백 등이 여기 속한다. 거시발명의 군집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13) 영국의 경우 기능공들의 층이 두럽고 이들의 교류가 활발하 

(12) 주요 반론으로는 Hobson (1993) , Offer (1993) 등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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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발명에 비교우위가 있었으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Mokyr (1993 , pp. 18-22) , Mokyr (1994)). 

발명과 技術單新(innovation) 및 傳播(diffusion)의 구분， 기술진보의 요소바이어스， 과 

학과 기술의 관계 , 경로종속 등 개념 및 분석틀은 양동휴(2001)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 

서는 당시 여타 유렵에 비해 영국이 생산기술에서 우위를 누렸던 요인들에 대해 모키르 

[Mokyr (1990, ch. 10))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숙련공층이 두터운 원인으로 기술이 

전을 자극하는 徒弟制度와 現場訓練(OJT)을 들 수 았다. 종교전쟁 후 고급두뇌가 영국 

으로 이주한 사실도 이점이다. 정보의 전파를 담당한 상층부 집단인 Literary and 

Philosophical Society (Manchester) 와 Lunar Society (Birrningham) 등의 역 할도 컸 다. 통합 

된 시장과 정치적 응집력이 기술진보를 자극하였다. 사유재산보호 및 일찍 발명된 특허 

제도 또한 기술향상과 관련이 있다. 기업가들이 많아 발명을 상품화하는 경향 또한 높았 

다. 이라하여 일단 소발명들이 거시발명을 중심으로 군집하게 되면 模做效果， 補完效果

들이 따라 상승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저항세력이 얼마나 政治力을 가졌는지도 문제이다. 흔히 생각하는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여 실업을 양산하므로 미숙련노동자들의 저항이 심했다는 가설은 사실과 

맞지 않다. 산업혁명기 勞動資本比率은 거의 불변이었으며 기술변화의 요소바이어스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기존기업 및 숙련공들이 타격을 입어 저항이 컸다. 수직포공， 모직 

완성공， 인쇄업자， 마차제조， 대장간 등이 손해가 막심했는데 이들은 가격하락으로 이득 

을 보는 소비자들에 비해 소수이나 조직력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1750-1850년 영국의 정치력은 土地財塵에 았었으므로 저항운동은 거의 실패하였고 탄압 

받았다. 대륙유럽보다 장인길드의 힘이 약해 대규모시장을 상대로 대량생산을 사작할 유 

인이 컸다는 점도 지적된다(14) 

이와 같은 영국의 이점이 19세기 말에는 소진되고 저항세력이 커졌으며 2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과학기술교육을 등한시하여 1867년 파리 박람회 즈음에서는 이미 영국의 우위상실 

이 보인다. 소위 숨페터 가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철강 전기， 화학， 내연기관의 경 

우 두드러진다〔양동휴(1994 ， 제 6장)J. 그러나 이것은 이글에서 다루는 시기보다 훨씬 후 

(13) 발명의 cluster 설명으로는 critical mass model, positive feedback, virtuous circle 등이 었으나 
전부 적용하기에 난점이 었다(Mokyr (1994) ). 

(14) 장인길드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된 지대추구 집단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도 있다. 

숙련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혁신에 도움을 주었으며 기술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Epstein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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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다. 

6. 資本調達

산업혁명기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들의 初期資本， 또는 기존기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 

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외부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 친지의 도움이나 이윤 

재투자 등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통설이었다〔예를 들어， 

Pollard (1964) J. 기 껏해 야 지 방은행 (country bank) 에서 短期商業金廳을 얻어 유동성 을 충 

족시키고 유보이윤으로 고정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 나 1720년의 남해포말사건 (South Sea Bubble) 이 후 주식회사 설 립 을 엄격 히 제 한하 

여 자본시장발달을 저해했다는 전통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존 로(John Law) 체제 붕괴 

이후의 프랑스 자본시장의 정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금융제도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 

다(15) 영국의 “金願童命. 1688-1750?" [Neal (1990) )이 외부자본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 

던 산업혁명기 기업들의 성장과 과연 무관한 것이었을까. 자본시장이 더욱 취약했더라면 

공업화가 지연되었을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이었더라면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을지， 

그러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검증하기가 곤란한 가상적 가설이지만 盧業單命과 “金敵

華命”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을 부정하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리차드슨 

[Richardson ( 1989) )는 流動資本보다 固定資本의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진다는 전통 

설에서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정통”을 소개한 다음 이를 통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 

러나 전체 경제수준의 고정자본 비중의 상승은 개별기업마다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고정자본비율이 높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한 

다. 두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개별기업수준에서는 설립초기와 확장투자 시 특 

히 固定資本比率이 높고 이후 서서히 낮아점을 밝혀내었다. 산업이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 또는 설비확장 때문에 고정자본비율이 완만히 상승하거나 안정적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외부자본 필요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미 

했다는 고전적인 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방법론적 약점， 자료부족， 자료 

(15)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는 1711년 정부부채를 주식전환함으로써 설립되어 중남미무 

역 , 이후에는 노예무역을 독점하며 주식가격이 1720년 1월에서 7월말까지 öc 150에서 ￡ 
1 ，(뼈으로 오르는 등 거품을 형성했다. 1720년 7월 11일부터 1825년까지 말효하였던 Bubble 
Act는 따라서 남해회사 거품붕괴의 대응이 아니었고 오히려 남해회사의 주가 연착륙을 위한 

로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Bubble Act는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가했 
지만 commonlaw보다 그다지 더 심했던 것도 아니다(Harris (1994 , 199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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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英國의投資率 

연도 

투자율 

資料 : 본문 및 Crafts (1985a). Feinstein( 1988a). 

해석의 문제 등으로 연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바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 방향의 접근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당시 영국의 投資率이 후발공업국이나 요즈음 개발도상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 사 

실이다. 페인스틴 [Feinstein (1988a) J 의 자본형성액을 크라프츠[Crafts (l 985a) J의 국민소득 

으로 나눈 투자율은 〈表 5)와 같다. 이와 같이 투자율이 낮은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 

본형성의 미약함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초기 공장들의 진입소요자본이 얼마 안 된다는 投

資需要不足說과[Crafts (I 987) J 나폴레옹전쟁수행에 필요한 공채발행이 야기하였던 자본시 

장에서의 騙逢效果(crowding-out)논의 [Williamson (I984 , 1987) J 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들의 논쟁은 “두 뒤뚱거리는 갓난쟁이가 서로 비누방울을 불어대며 싸우는 것과 같 

아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 .. [Mokyr (1987 , p. 

308)J. 구축효과존재의 한 가지 검증방법은 利子率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임과 미로스키 

[Heim and Mirowski (I987) J 는 전쟁기간 중 실질이자율이 오히려 낮았음을 근거로 구축효 

과가설을 강력히 반발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낮다는 자료를 틀어 당시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지역별로도 통합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Clark 

(2001b)는 정부차입이 구축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인구증가 때문에 GDP 대비 지대수입을 

줄여 다른 자산소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이완시켜 자본수익률 상승 

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이러한 접근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영국이 18세기 중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본수입을 기록했다는 추론이 

브레지스[Brezis (1995) J 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임라[Irnlah (1958) J 의 방법을 원용하여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추계에서 資本移動量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18세기 후반 투자액의 

1/3이나 달하는 액수였다. 특히 네덜란드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외자유입이 

투자로 연결되는 매개항을 商A銀行(merchant banking)에 의한 운전자본조달로 “推測”하 

고 있다. 방법론상의 문제와 페인스틴 [Feinstein (1 988a) J 의 추계를 간과한 점 등의 문제 

가 있을 듯 하지만 상인은행의 역할에 주목한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산업혁명의 자 

본조달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해 본다. 

더 나아가서 라이트[Wright (l 997. 1999) J는 1815년 영국의 海外慣務가 7억 9 ， 200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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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에 달하여 국민소득의 2.5배 가량이 되었으며 i每外§수養이 전비부담에 도움을 준 만 

큼 구축효과를 완화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꾸엔까 에스테반[Cuenca 

Esteban(때01) J 의 새로운 국제수지 추계에서는 1772-1820년 기간 무역수지 적자를 하향 

조정하고 운송비 수입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역할을 반박하고 대신 인도로부 

터 자본 이전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납공’ 액수 이외에 인도와의 무역， 즉 

생사， 얀디고， 초석 등의 수업에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월등하게 낮게 책정됨으로써 얻 

은 이익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쟁비용 충당과 경상수지 흑자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영국산업혁명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제시된 셈이다. 

7. 勞動供給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되어야 공업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고전적얀 해석이었다. 이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제고， 해외이민의 유입，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가사노동에서 공장노동으로의 이동 등을 그 내용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혁명 당시 노동시 장은 地理的 · 階層別 · 職種別로 分劃되 어 있었고 

移動性과 供給彈力性도 그다지 높지 않았드므로 이러한 가셜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지 

적되어왔다〔예를 들어. Pollard (1978) J.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차례로 검토하여 

보자. 

영국언구사의 경우 캠브리지그룹이 20여년간에 걸쳐 404개 교구의 기록을 수집 · 분석 

함으로써 거의 새로운 언구추계(1541-1871 ) 및 이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Wrigley and Schofield (1981) , Wrigley (1983) J . 그 결과 1540-1640년 기 간에 는 이 전에 생 

각했었던 것보다 A口成長이 더 빨랐고 1656-1686년 기간에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또 

18세기 중에는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즉 18세기 동안 계속하여 19세기 초까지 1815년을 

정점으로 出生率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새로운 인구동태를 밝혀내었다. 또한 결흔출산율 

보다 초흔연령의 저하와 미흔율의 감소가 출산율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成

分分析(component study)을 통해 확인되었다. 리글라 외 [Wrigley et al. (1997) J의 결과는 

결흔출산율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산모의 영양상태 향상에 따른 유산 및 

사산의 감소에 주로 기인했다고 한다[Wrigley (1998) J .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프랑스의 경우 공업화기간 중에도 인구는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스웨댄 같은 나라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공업화보다 선행하였 

는데 영국은 공업화와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는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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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口增加가 經濟成長에서 기인하였는가 혹은 인구증가가 공업화를 촉진하였는가 하는 논 

의가 시작되었다〔예를 들면， Habakkuk (1963 ) J. 이러한 논의는 곧 인구증가의 원인이 出

生率의 증가언가 死亡率의 감소인가 하는 방향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게 하였는데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얀구증가는 출생률급증에 보다 크게 기인했다는 것이 거의 밝혀 

진 것이다(16) 물론 19세기 후반의 인구증가는 사망률 감소에 의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 

가 없다[Goldstone (1986)) . 원래 출생률이냐 사망률이냐의 논란은 인구증가의 外生性 여 

부를 따져서 공업화와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당시 사망률 감소 

에 기여한 것은 결핵， 콜레라 등 영양결핍질병의 쇠퇴였으므로， 즉 출산뿐 아니라 사망 

도 경제적 요인， 즉 영양상태의 호전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McKeown (1 976) , 

Fogel (1986)) , 출생률인가 사망률얀가로의 질문전환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결국 

당시 인구와 경제의 움직임은 相互作用關係라 해야 할 것이다(17) 그러나 인구증가가 외 

생적이 아니더라도 공업화기간 인구의 연령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격도 바 

뀌어 갔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勞動市場의 分劃과 移動性缺如는 이 장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임금격차가 크 

더라도 장거리이주는 전통적 관습에 의해， 또는 구빈법이나 이주금지법의 유산에서 오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꺼려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메운 것이 특히 1830년대 이후에 

유입된 대규모 아일랜드 이주민이었다[Pollard (1978)) .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미숙련노 

동자들이었고 공장보다는 농촌지역에 정착하였다. 광산이나 토건업에 취업한 아일랜드 

이주민들도 있었지만 1841년까지도 그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되어 영국의 총노동자수요와 

비교할 때 최대한으로 잡아도 9% 정도이므로， 물론 이만해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대 

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Wi11iamson ( 1986) ) . 다만 相對的 過剩A口를 증대시킴으로써 

값싼 노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면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의 勞動力移動은 소위 “農業單命”과 밀 

접한 관련이 았다. 흔히 17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농업혁명(18)의 내용 

으로 지적되는 것은 클로버와 순무를 도입하여 새로운 윤작체계를 확립하고 곡물 및 가 

(16) 당시 출생률자료의 신빙성을 의섬하는 학자틀도 다수있다〔예를 들면， Lindert (1983) ). 
(17) 영양결핍질병이라 볼 수 없는 천연두， 페스트， 장티푸스 등이 창궐하던 시기에는 결론이 달 

라진다. 

(18) 농업혁명의 시기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 산업학병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직천을 지칭하는 

것이 전통적 설명이라면 최근의 연구들은 훨씬 이전의 시기， 즉 1600-1750년을 농업생산성 

의 빠른 증가기간으로 본다(Clark (1993) , Allen (1999) J . 심지어 ‘농업혁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다(Clark (1993)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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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비료 및 농기계를 도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량했다는 등이다 

[Mingay(ed.) (1977)).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증대하여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할 만몸 식 

량공급이 증가하였고 농업부문에서 잉여노동력을 배출하여 산업노동자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19) 이러한 農業生뚫性 向上이 영농규모의 확대에 따른 TFP의 상승에서 온 것인 

지， 질소화합작물 형태로서의 자본형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계속되 

고 있으나 일견 양자가 상호배타적인 가셜인지 분명치 않다[Clark (199 1). Allen (1991) J. 

개방경지를 사유화하는 인클로저가 신농법 도업을 촉진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전통적 설명도 효과적으로 반박되고 있다[Clark (1998 ， 1999) J. 

농업혁명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음도 지적되었다. 즉 농산물자급도 추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여보변 인클로져 및 신농법 도업의 선도지역인 잉글랜드의 경우 웨일 

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지로부터의 食橫輸入이 계속 상당한 비중(추계에 따라 산업 

혁명기간 식량소요량의 50% 가까이)을 유지했다는 것이며 오히려 영국농업의 황금기는 

19세기 후반으로 늦추어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760년대부터 아일랜드에서 육류를， 나 

중에는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1795-1815년 전쟁 중에는 곡가가 급상승하고 수입 이 더욱 

급증하였고 특히 납부 잉글랜드쪽에 타격이 심했다. 1815-1846년간에는 觀物輸入制限法

(ComLaw)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 중 브리튼섬 음식물 생산의 1/3 가량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잉글랜드 

만 따지면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수입농산물때문에 남부잉글랜드 농업이 극히 

피폐하였음은 당연하다〔πlOmas (1982) J. 

〈表 6) 브리튼: 農옳物價題에 對比한 欲食物輸入(年平均 經常價格)

농림수산업소득 음식물수입 수입액비중 재수출을 제외한 

(.f: 1(00) (DOOO) (%) 순수입액 비중(%) 

1814-1816 91 700 31 127 34.0 23.2 

1824-1826 77.500 25.758 33.2 27 3 

1834-1836 89.700 28.465 31. 7 27.2 

1844-1846 103200 34.657 33.7 29 9 

1854-1856 112 700 52769 46.7 417 

資料: 까lonnas(1982 ， p.148). 

(19) 이에 더하여 농업소득의 증대가 공산품수요를 확대시키고 농기구제조를 위해 철강산업이 발 
달하기도 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자본， 경영방법， 기술 등을 공업부문드로 이전하였다는 주 

장까지 있다(Bairoch (l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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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법폐지에 의해 영농구성이 목축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오히려 가축의 분뇨라는 풍 

부한 비료덕택에 곡물수확량도 늘고 새로운 농업경영방법이 확산되어 1847-70년간의 소 

위 “黃金期”를 맞게 되는 것이다(Hueckel (1 981)) . 또한 농업혁명기가 인클로져운동과 관 

련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추계된 인클로져 진행의 시계열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20) 여타 

국과의 농업생산성의 비교에 있어서도 당시 관찰자들의 기록과는 반대로 18세기 영국의 

농업생산성은 프랑스나 아일랜드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었다는 통계가 등장하고 있다. 물 

론 이러한 결론은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는 하다(Allen and 0 ’ 

Grada (1988) , Schmitt (1990)). (2 1) 오히려 최근의 1300-1800년간 유럽 각국 農業勞動生盧

性 재검토에 의하면 영국， 네럴란드의 우위가 확연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오스트 

리아는 정체하였으며 프랑스， 벨기에 등은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AlIen(21어lO)) . 

수입어l 상당히 의존하기는 하였어도 급증하는 인구의 식량수요를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충당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터인데 위와 같이 영국의 농업생산성의 우월성이 자료로 

서 입 증이 안 된다는 현상은 “不可思議’ (food puzzle) 라고까지 지 칭 되 고 있다. 농산물이 

아닌 식품수요의 증가， 식품수요소득탄력성의 급감， 도시화와 공업화가 식품수요를 억제 

하였다는 등등의 설명이 시도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미시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 

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Clark， Huberman, and Lindert (1995)). 영국의 

농업생산성 추계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Tranter (1 990)). (22) 

A口增加와 農業철도命은 다같이 勞動供給과 연관이 있게 되어 산업혁명기 노동공급의 

원천이 인클로져인가 인구증가인가를 따지는 것이 고전적인 논쟁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논쟁은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당시 노동력의 지역별(특히 장거리) 및 

부문별 이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인구가 공급과잉인 남부농업지대에서 북부공업지대 

로 노동력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격차도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인구증가도， 농업부문에서의 노동력배출도 산업노동자공급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 

(20) Leicestershire의 사례를 보면 1550년까지 총경작지의 45.0%. 1599년까지 2.0% , 1699년까지 

24.0% , 1799년까지 13.0% , 1914년까지 11.6% , 그 이후 4.6%가 인클로져되었다(Wordie 

(1983) ). 이것은 Leicestershire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Clark(1998)에 따르면 

1600-1720년간에는 인클로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760년경 이후 급신장하고 있다. 

Clark and Clark(2ool)는 공동지의 잔존율을 1600년 26.6% , 1700년 21.5%, 1750년 19.5% , 
1800년 7.5%로 보고하고 있다. 

(21) Brunt(2oo3)는 Arthur Y oung의 기록을 경작지 규모， 경작가능 면적률 등에 따라 조정하면 

휠씬 믿을 만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 식량수요를 과다추정한 면이 있다. 새로운 소득， 임금자료(Feinstein (1998) 1가 ‘불가사의’ 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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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인클로져의 경우 공동지의 사유화와 관습소작권의 박탈(23) 등으로 농민들 

을 농토에서 축출하였다는 면이(물론 임노동자의 창출， 토지소유권의 근대화 등의 의미 

가 더 큰 측면이겠지만) 주로 동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노팅검셔 (N ottinghamshire )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인클로져지역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챔버스[Chambers 

(1953) J 의 연구는 인클로져로 신농법도입이 가능하여 휴한지가 없어지므로 노동력이 더 

필요했다는 점， 인클로져샤엽 자체가 노동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점 동S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산업혁명기 의회인클로져는 산업노동자형성과 무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 

여러 지역을 고려하고 시기도 확장했을 경우 인클로져가 이주를 초래했다는 회귀분석이 

나오고 있다[Crafts (1 978) J . 다만 이 시기의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농촌인구의 절대적 증 

감보다 상대적 감소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업노동자의 비중이 

1688년에 56% , 1759년 48% , 1801년 36% , 1841년 21%로 하락한 것을 인클로져를 통해 

서건 아니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과연 농업생산성향상으로 잉여노동력이 도시산업부문 

으로 배출되었을 것인가. 인구증가와 농산물수요의 소득탄력성에서 수요량을 계산하고 

적절한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농산물수급의 상태에 따라 I業化 또는 脫工業化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크라프츠[Crafts(1980) J는 소득탄력성을 0.73 , 생산함수에서 농업노동의 

가중치를 0.4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롭을 내렸다. 즉 17빠1760년 기간에는 농업과영 

노동이 배출되었으나 1760-1800년 기간에는 무리한 공업화로 농업노동을 흡인， 농업부문 

에 압력을 가하여 식 량부족과 농산물가격상승을 초래하였으며 1820-1840년 기간에는 대규 

모 식량수입에 의하여서만 농업노동력의 배출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4) 

산업혁명기간에 勞動時間이 늘었다는 것이 통설인데，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최 

근까지 어림짐작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Bienfeld (1 972) J . 포쓰[Voth (1 998 ， 2001))는 재판 

기록을 이용하여 1750-1800년의 런던， 1760-1830년의 잉글랜드의 연간 성인 남성 노동시 

간을 추정하였다. 범죄는 아무 때나 일어나므로 범죄발생일과 그 전날 증인들의 기상， 

출근， 식사， 퇴근， 취침 등 행적을 추적하면 노동시간을 유추해 낼 수 았다는 것이다. 

결과만 기록한다면 1750년(1749-1763년) 런던 연간 2， 631시간에서 1800년(1799-1803년) 

(23) 공동지 이용권과 관습소작권이 하층농민에게 원래 그다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 
에 인클로저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 별로 없었고 하층 농민의 노동자화(prolet뼈anization)는 

의회 인클로저 아전에 이미 거의 완성되었다는 최근 연구가 있다(Shaw-Taylor(2QOl)) . 또한 
인클로저 이후에도 소규모 채마밭을 가구마다 할당하여 여성이나 아동들이 감자 및 야채 등 

을 재배할 수 있게 한 경우도 논의되고 있다(Moselle(1995)) . 
(24) Feinstein(1998) , Clark (1999) , Clark and Clark(200l), Allen (1999) 등의 새로운 추계 때문에 

이 결론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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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 ， 538시간으로， 잉글랜드의 경우 1760년 2 ， 576시간， 1800년 3 ， 328시간， 1830년 3 , 356 

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노동생산성과 TFP 추계를 하향 

조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여가를 고려할 때 生活水準이 그만큼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부가적으로 勞動力 參與率이나 就業率에 관한 정보도 부문별， 계절별， 지역별로 얻 

을 수 있었는데 양자 모두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산업노동자의 공급은 量的인 문제라기보다는 質的인 문제라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누 

차 강조되고 있다. 노동의 본질적 변화， 즉 작업장노동， 선대제노동에서 시간관념과 규 

율이 강제되는 近代的 工場勞動으로의 변화를 고찰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과정은 절 

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른 각도로 고찰하기로 하자. 

8. I場制와 家政經濟의 變鏡

이 글의 2장에서 “塵業組織說“이라 명명한 견해를 따른다면 기계나 새로운 기술만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기존 생산양식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자 생산수단과 

함께 생산조직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이용 

하여 원료 및 도구를 대여하고 일정기간 후 생산된 제품을 회수하던 선대제공업으로서는 

대량생산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노동자를 한 곳에 모아 과업별 감독을 시행하고 

규율을 강제하는 工場生塵制度가 성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공장제의 본질은 기계화 

자체라기보다 규율이요， 노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조직인 것이다〔예를 들면， Marglin 

(1974 , 1975) , Berg (1985) J. 선대제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통제의 취약성에 있었으며 18 

세기 후반 농촌의 가내수공업자들이 일터를 공장으로 옮기는 데에 극력 저항하였음을 보 

더라도 산업조직설의 주창자들의 견해를 가늠할 수 았다. 

이러한 생산조직의 혁명적 변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산업 

혁명기의 가장 천재적인 경영자들에게도 근로자로 하여금 시간을 엄수하고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케 하는 데에는 수십 년에 걸친 회유와 강제를 필요로 하였다 [Pollard 

(1963)) . 이는 산업헥명 전까지 인류가 자연과 조화된 불규칙한 생활의 리틈에 오래 익 

숙해 있었던 데 기인한다. 농업， 목축， 어로 등 계절에 따라 일의 강도가 바뀌는 생업에 

(25) 한편 일당을 성과급으로 나누어 1일 노동시간을 추정하고 연간 임금을 일당으로 나누어 연 

간 노동일을 구하는 방식으로 농촌노통의 노동투입을 추계한 결과는 1450-1500년 이후 1850 
년 정도까지 농촌노동시간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lark and van der 
Werf(1998) 참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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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물론이거니와 공업에서도 일의 불규칙한 리듬은 장기간 잔존하였다. 선대제하의 가 

내 수공업자들이 누렸던 소위 성월요일 (St. Monday)의 관습이 19세기 후반까지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대개 제품 회수와 다음 주에 필요한 원 

료의 보급이 토요일 저녁에 행해졌으므로 가내수공업자들은 목요일， 금요일까지 미친듯 

이 일하고 주말에는 지나친 음주 및 향락으로 탈진하여 월요일에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쉬었다. 기계화된 공장에서는 과업위주의 노동보다 동일한 시간에 상호조정된 規則

的언 勞動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러한 불규칙한 리듬을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본 

가 계급 특히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에게 時間觀念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감리교와 복음 

주의 동 종교적 계몽， 교화와 공장에서의 각종 금전적， 신체적 강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노동자 계급은 기계파괴 운동， 태업 등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세대가 

교체되면서 勞動運動도 규칙적인 노동리듬의 한계 내에서 勞動時間을 短縮하려는 운동으 

로 변모하게 된다. 즉 토요일 오전근무， 하루 10시간 노동 등이 주창되면서 성월요일은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Thompson (1967) , Reid (1976 , 1996) J, (26) 이와 

같이 아마도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본능인 인류로부터 정확하고 능률적인 산업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는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노풍자들이 공 

장취업을 군대나 감옥에 가는 것처럼 여겼다는 가록도 허다하다(Mantoux (1 928 , p , 

409) ). 그러나 공장제의 궁극적 성패는 技術進步를 동반하였느냐에 달려있고 

(Mokyr (1993 , p. 11 1) J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취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규율에 동참하였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Clark (1994) J . (27) 공장제성립에 관 

한 또 하나의 설명은 去來費用節減說인데 。l는 코우즈[Coase (1 937) )의 관점을 이어받은 

듯이 보인다[Williamson ( 1991 ) ) . 미국에 비해 영국 노동자들이 공장규율에 늦게 적응한 

것은 영국농업노동의 계절성이 더 심했다는 데 그 이유가 었다는 지적도 었다(Sokoloff 

andD이lar (1991)) . 

공장생산에 적합한 塵業勞動者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성， 아동， 부랑자， 해외이민 

등 한계적 노동에 크게 의존함이 불가피하였다. 여성 및 아동노동의 동원은 이를 가능케 

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과 교육， 가족제도 등 사회적， 제도적 요인뿐 아니라 새로 

(26) Reid (1976)는 1766-1876년 기간 당시 B피ningham 사람들의 기록에 의거하여 성월요일 관습 

。1 19세기 후반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최근 B띠ningham ， Bristol , 
Blackbum , Manchester의 결혼기록을 분석하여 월요일에 오전 일을 하지 않고 결흔식에 참 
여하는 비율이 20세기 초까지 높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추가하였다(Reid(1996) 참조). 

(27) Clark (1994 )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있드나 글은 설득력을 잃고 았다. 그림과 표를 잘 보면 
오류가 분명하며， 글 자체도 허수아비를 찌르는 식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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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7) 英國 各 옳業에서의 兒童흩體狀況( 1833-1834) 

최소고용연령 
연소자의 일일평균 총노동자수에 

산업 
(세) 

연령분포 노동시간 대한 16세미만 

(세) (시간) 아동의 비율(%) 

면직 8 8-18 13 35 

레이스 4 4-14 12-13 40 

모직 6 6-18 12-13 40 

견직 6 6-18 12-14 46 

아마 6 7-14 12-13 40 

탄광 4 4-12 8-18 22 

금속광산·지하 7 7-12 8 

·노변 5 5-12 10-12 

굴뚝소제 4 4-8 12 

資料: 양동휴(1994 ， p. 298). 

운 생산기술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제니와 수력방적기 시대의 방적기술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었으며 (28) 또한 강한 체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쉽게 예 

상할 수 있듯이 연소노동의 이점은 더욱 중요한 곳에 있었다. 약한 체력의 근로 어린이 

들은 유순하였고， 성년노동자보다 수동적인 복종의 상대로 통제하기 용이하였으며 임금 

부담도 극미하였던 것이다. 

〈表 7)은 산업혁명 말기에도 兒童勞動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통 

일된 아동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므로 곳에 따라서는 부랑아들이 특허 농촌지 

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Cunningharn (1990) J 취업아동들은 공장도시에 밀집 

하여 가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 공장규율과 정확성에 단련된 새로운 근 

대적 산업노동자세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N ardinelli ( 1990) J . 

〈表 7)에서 나타난 最小展個年敵은 최근 미시자료(household budget data)를 。l용한 호 

렐과 험프라즈[Horrell and Humphries (1995b) J의 연구결과를 밑돌고 있다. 세섬한 분석을 

통한 그들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공업화초기에 아동노동과 아동의 

공장노동이 증가하였으며 최소고용연령이 낮아졌다. 노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 

은 家計構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소자들이 일찍 경제적으 

로 독립을 하고 동생들로 하여금 가계소득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공업화가 아동노동 

(28) 1833년의 자료에 의하면 상당기간의 직업훈련 (OJT)이 필요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었고 성 

취되었다는 연구가 있다[Boot (1995)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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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아동노동이 감소추세로 반전하였 

다. 그랴나 여아와 남아에 따라 노동시장변화의 효과가 달랐던 까닭으로 이후 노동의 • 

別分業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이와 같은 결론은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으나 미시적 

자료의 뒷받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자극할 것엄에 틀렴없다. 이들이 사용하 

고 있는 가계연보자료는 다방면에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 

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뚫業單命과 家族關係의 變親와의 관계는 최근 여성사학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각 

도로 재조명되고 있다. 앨리스 클라크(Clark (1919) ) 아이비 핀치벡 (Pinchbeck (1930) ) 등 

고전을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고 우선 시장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두드러진 核家族의 대 

두를 살펴보자. 이전에는 가족구성원이 여가생활을 함께 하지 않고 남성은 선술집， 여성 

은 뜨게질이나 잡담 등 성별로 구분된 집단행위로 저녁시간을 보내었으며 출산(세례) , 

결혼， 장례 등 집안행사도 온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共同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전 

통적 패턴이었다. 가정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이웃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샤리 바라 (charivari) 등이 이 러 한 전통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 19세기 초 중산층으로부터 이 러 한 관습이 사라지고 共同體보다는 親

族에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졌다 (29) 이것은 또 여성의 임노동자화와도 관련이 있다. 면 

공장의 경우 성인이나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노동력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었던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물론 직물엽의 경우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 보면 기계화되지 

않은 전통부문에의 취업이 훨씬 많았다. 1851년 통계를 보더라도 여성 노동인구의 40% 

가 가내하녀나 가정부였다. 이는 都市의 性格에 따라 展健形態가 달랐음을 의마하는 것 

으로 프레스톤(Preston)이나 스톡포트(Stockport) 등 직물공업도시에서는 14세 소녀의 

76%가 공장노동자였고 30세 미만 공장노동자의 40%가 여성이었으나， 요크(York)같은 

상업도사에는 여성노동의 60%가 가내하녀였으며 30% 정도는 수공업이나 소상업에 종사 

하였고 린네르 등 근대적 부문에는 1% 정도가 고용되는 데 머물렀다. 광업도시 등에서 

는 여성의 광산노동참여율이 매우 낮았고 반 이상의 여성은 소상업이나 의류제조 등에 

고용되었다. 공장여성노동 중 연소자나 미흔녀， 독신녀의 비중이 컸던 것은 따로 지적할 

(29) 이는 지방주의 “도덕경제 .. (Thompson (1971)의 용어를 원용한다면)가 쇠퇴하고 시장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하였으며 가족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성의 모성본능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졌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자치의 약화 및 촌락원로나 사제의 도덕적 권위 하락 등도 이 

러한 家族中心主義(domesticity) 강화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었다(Shorter (1975 ， chs.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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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많婚女性의 勞動參與率 推移 (단위: %) 

고임금 저엄금 
광업 

outwork 

농업 농업 
공장 

(옥외노동 
상업 임시직 계 

1787-1815 54_8 84_9 40_0 36.8 45.5 62_5 100 0 65_7 

(42) (99) (5) (19) (22) (8) (1) (196) 

1816-1820 34.2 27.8 4_2 41. 9 30.0 66_7 49 .4 

(38) (54) (24) (198) (30) (3) (347) 

1821-1840 22.2 84_6 33_3 85_7 54 3 62_5 66_7 6L7 

(45) (136) (6) (28) (94) (8) (12) (329) 

1841-1845 40.0 55_6 9.4 100_0 72_ 7 100_0 0.0 57.5 

(5) (9) (32) (2) (44) (1) (1) (94) 

1846-1865 47_8 63_0 00 100 0 69_1 42_9 45_3 

(46) (81 ) (1) (5) (55) (7) (195) 
__L__ L 

註. 가계연보자료에서 추계한 것이므로 관측치의 수가 서로 달라 소그룹끼리의 비교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었다. 괄호안은 관측치의 수. 

資料: Horrell and Humphries (1995a , p.98) 에서 계산. 

필요가 없다[Ti11y and Scott (1978 , ch, 4, 특히 p, 87 , 표 4-5)). 그러나 〈表 8)에서 보듯 

이 기혼녀의 노동참여율도 상당히 높아서 공업화가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였다는 가 

설도 기각할 수가 없다[Horrell and Humphries (1995a)) , 

가장 큰 변화라면 남성과 여성의 일터가 분리되었다는 것과 임금노동이 늘어났다는 것 

이다. 틸리와 스콧[Tilly and Scott (1978))의 개념을 쓴다면 “家計生塵樣式”에서 “家族貨

金經i齊”로 이행한 것이다. 농경이나 선대제가내공업시기에는 가족의 일터가 가정 내에 

국한되었는데 都市化와 工場뽑IJ生盧의 확대로 가족구성원의 일하는 장소가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일터의 분리는 핵가족의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를 소원하게 한 경향도 있었고 

이에 따라 가부장의 권위가 하락하는 면이 있기도 하였다. 

반면 산업혁명과 자본제의 도래가 가부장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여성학적 입 

장도 만만치 않다.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勞動市場의 性的差別을 공고히 하였으며 가정으로부터 일을 분리시켜 男女依存

關係를 변모시켰다는 것이다[Hartman (1976)) . 노동과정에서의 숙련도는 근육의 힘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성별로 구분하여 貨金隔差를 lE當化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Rose (1986)). (30) 

당시 技術進步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즉 기계나 생산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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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이 값싸고 유순한 여성 빛 아동노동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Marglin (1974)) . 전통적인 숙련공들의 관습이나 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노동공급 

의 원천이 신기술에 융합될 수 있다는 이접(기술적 및 이윤동기를 포함하여)을 발명가나 

제조업자들이 포착하였다는 것이다. 국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 

공하고자 하는 구빈당국자들의 이해와 위와 같은 요인이 결합하여 기술진보의 방향을 결 

정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가설까지 등장하고 있다[Berg (1993)) . 이 역시 수 

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될 때까지 평가를 유보하는 수밖에 없다. 

家政經濟의 변모 논의는 자연스럽게 프로토工業化論(proto-industrialization)과 연결된 

다. 멘델스[Mendels ( 1972) )에 의해 주창되어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에 의해 확산된 

이 견해는 선대제가 16세기 이후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전왼 형태인 農村手工業이 공업 

화의 첫단계 (proto-industry )이며， 그 두 번째 단계인 盧業童命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되었 

다고 한다. 농민들이 유휴노동력을 이용， 상인자본의 지배하에 원격지시장을 상대로 제 

조업제품을 생산하는 이 형태는 자본이 노동조건에 신축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 

결과로 농촌부문의 봉건질서가 해체되고 농업지역별로 생산이 특화되었으며，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가족내 분업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Kriedte ， Medick, and 

Schlumbohm (1981 , 1993)). 이 학셜은 많은 이론적， 실증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빈곤한 지역인 목초지나 산간지역에 값싼 유휴노동력이 

많아 농촌수공업이 번성했다는 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토공업’지역 

이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고 부유한 농촌인 경우가 많았다. 농촌수공업지역의 인구증가율 

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가족규모도 증가하지 않았다. 농촌수공업의 도래 이전과 그 

이후의 결혼관습이나 출산행위에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족공동체적 멘탈리티 

는 농촌수공업이 확산되기 오래전에 쇠퇴하였고 개인주의는 훨씬 일찍 도래하기 시작하 

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적인 사실이 부인되는 것 외에 프로토공업이 산업혁명을 불러 

일으켰다는 추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따른다. 즉 농촌수공업이 자본축적에 의해 공 

장건설을 가능케 하였고， 인구를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촉진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자본 

형성의 원천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노동공급도 프로토공업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았다는 

(3이 특히 율방적기의 작동을 남성이 독접한 것은 기술적으로 하등 이유가 없으며 10시간 노동운 

동 등도 여성의 노통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다(Valverde 

(1988) J . 또한 18세기에 농업에 있어서도 성별분업이 확산되었다는 논의가 Sharpe(1995. 특 
히 p.357)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은 다방면의 세심한 사례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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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Coleman (1983) , Houston and Snell (1984) , Clarkson (1985)). 오히려 농촌수공업지 

역의 노동자들이 공장노동에 배타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노동공급량에 

서도 문제이나 산업노동자계층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농촌수공업에서 공장제공업으로 전 

환하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러웠을 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 공장밀집지역이 선대제수공업 

번성지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공업화론은 인구， 가족관계， 사 

회구조， 농촌수공업， 공장제의 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새로 

운 연구들을 자극하였고 아직도 논리적 정합성과 실증적 근거를 추구하고 있는 듯이 보 

인다[Engerman (1992) , Mager(1993) , Rudolph (1992)). 농촌수공업 이 나 노동공급， 또 가 

족관계의 변모는 救質옮IJ度 (Poor Relief)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방면의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나[Landau (199 1) , Snell (1991 , 1992) , Brundage, Eastwood, and Mandler 

(1990) )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만을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자. 영국 구빈제도의 특 

성은 교구마다 거의 동질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조달되었 

고 구흉심사가 상대적으로 정규적이었고 비교적 인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빈제도가 

교구민들에게 일종의 보험형태로 기능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률은 낮았고 노후보장 등을 

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출생률을 저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으며 해고의 위험이 따르는 

임노동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인클로져와 경영규모확대를 촉진시켰다. 자연히 생산성도 

증가하고 적어도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농촌인구의 연령구성이 변하기 전까지는 영국경 

제발전에 일조하였다는 것이다[Solar (1995)) . 

9. 生活水準 論爭

산업혁명기 하층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는가 하락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이데올로기 

적 측면이 개업되어 첨예의 관심사일 뿐더러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주의자들은 “樂觀論”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悲觀論”은 주로 사회주의 또는 좌익편향 

학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下層民”을 노동자， 공장노동자， 실업자， 극빈 

층 어느 계층으로 규정할 것인가， 생활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준 기근， 전쟁， 도시화 등 

의 효과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난점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生活水準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표는 實質貨金이었다. 실업자추계， 직업구성변화， 가 

계소비행태의 변화， 경기변동， 적절한 표본추출의 문제， 디플레이터의 선정， 자료의 제 

약 등으로 난항을 거듭한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약 20년 전까지는 1820년경까지 실질임 

금의 하락 내지 정체， 1850년까지 임금상승정도 미약[Taylor (1975) , Deane (1969))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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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되었으나 그 이후의 실질임금추계는 훨씬 낙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즉 1760-1820년 

기간 실질임금은 거의 불변이었으나 1850년경까지는 가속적으로 상승하여 1819-1851년간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은 80%(연율 1.9%) . 모든 노동자의 임금은 116%나 올랐다는 것이 

다[Lindeπand Williamson (1983b)). 그러나 이들의 디플레이터선정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 

고 부가적인 자료가 이용되어 1750-1813년간 실질임금은 거의 불변이었고 1813-1913년간 

은 연융 1. 2%로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수정추계가 제시되었다[Crafts (1985b) , Crafts and 

Mills (1994) ) . 런던의 자료를 이용한 스워츠[Schwarz (1985) )의 연구결과는 1750-1800년 

간 실질임금이 40%나 하락하여 이를 회복하는 데 다시 50년이 걸렸다는 강력한 비관론 

을 제기하였는데 지리적인 임금분포를 감안한 비판에 봉착하였다. 즉 런던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북부공업지대의 임금이(농업임금까지도) 높았을 뿐더러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 

으로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노스 스태포드셔 (North Staffordshire)의 

일반노동자， 목수， 벽돌공， 도자기공들 임금자료로 뒷받침되었다[Hunt and Botham 

(1987) , Hunt (1986)). (3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부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여성 및 아동의 임금을 고려해야만 “家族”의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表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소득의 상승속도는 낙관론적인 실질임금추계보다 상당히 낮아 

서 임금이나 소득자료의 평가에 더욱 조심성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Horrell 

and Humphries ( 1992) ) . 

임금지표의 문제접을 감안할 때 직접 消費水準을 관찰하는 것도 生活水準 판단의 기준 

이 될 수 있다. 단편적인 기술사료에 의하면 식생활의 경우 일인당 소비가 증가한 품목 

은 감자， 차， 셜탕， 진과 위스키 등이며 밀빵， 육류， 맥주 등의 섭취는 감소하였다. 면 

〈表 9) 男性의 實質홉金과 家族所得 上乘速度 (단위: 연율， %) 

Horrell & Humphries Lindert& 

남성임금 가족소득 Williamson Crafts 

디플레이터 L&W Crafts L&W Cr;따ts 생산직 

1791/95-1846/50 L23 112 0.99 0.88 102 o 80 

1791/95-1816/20 --{)41 --{) 36 0.02 006 0.32 0.71 

1816/20-1846/50 2 61 2.37 L81 L57 L87 0.94 

資料: Horrell and Humphries (1992 , p. 87 1)에서 계산， Lindert and Williamson (1983b) , Crafts 

(1985a) . 

(31) 더욱 더 비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Feinstein (1998). Clark(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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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류나 비누， 양초 등의 소비가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주거의 경우 주택 

자체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상하수도의 불비， 밀집지역 공중위생의 열악함과 

전염병에의 노출 등 때문에 주생활 자체가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hompson (1963 , ch, 10) J. 消費水準을 더 體系的으로 이용하여 所得水準을 

推定한 시도도 있다. 설탕， 차， 담배 등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일인당 소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상대가격효과 소비구성의 변화， 소득탄력성의 문제 등 

이 없다고 가정하면 消費핍數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과 가격을 요소로 하는 소 

비함수를 Q=J(Y， P)라 하고 자료가 가용한 1855-1900년 기간에서 파라메타를 추정하면 

Q와 P의 자료를 이용하여 1791-1850년간 Y의 예측치 Y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결과 Y가 1840년대 말까지- 거의 불변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산업혁명기간 동안 

생활수준이 전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Mokyr (1988) J . 물론 소비함수가 해 

당기간 통안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소득이나 소비 이외에 산업혁명기간 동안의 생활이 어떤 A口學的 結果를 낳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생활수준을 추론하는 방법이 었다. ‘勞動者衛生條件調효委員 

會’ (1842) 위원장이었던 채드워 (Chadwick)의 추계에 따르면 18세기 말 이후 계속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지역노동자의 경우 위생조건이 극악했던 이유로 

평균수명이 20세를 못 미쳤다((表 10) 참조) . 티프스， 콜레라， 결핵， 천연두 등의 만연 

으로 1840년경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노동자계층의 자녀들은 60% 정도가 5세 이전에 목 

숨을 잃었다고 한다[Chadwick(1 843 , ch. 4) J. 최근 인구사의 발달로 영국의 산업혁명기 

간 동안 평균수명이 약 35세에서 약 40세로 늘어났고 출생률도 급히 상승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지역별， 계층별 추계에서는 채드워 (Chadwick)의 자료를 대신할 것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32) 

생활수준 논쟁에 새로 자리를 잡은 생물학적 자료는 신체적 척도， 특히 年敵別 平均身

長이다.A體成長學(aux이ogy)의 진보에 따라 영양상태와 연령별 신장의 관계가 더욱 공 

고히 밝혀지자 하층민 또는 공장근로자의 복지의 지표로서 역사적 신장기록이 분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년이 되기까지의 신체발달은 노동의 강도에 따른 소모분을 제외한 순 

영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발육기의 순영양의 부족은 일차적으로는 키가 크는 시기를 지 

연시키며 심하면 성년이 되어도 단신으로 머물게 한다. 따라서 연령별 신장의 절대적， 

상대적 관찰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유추할 수 았다는 것이다 [Fogel et al. (1 983) , 

(32) Szreter and Mooney (1998)가 도시의 성격에 따른 사망율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영국의 

인구사에 관한 시사를 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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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0) 平均死t年嚴( 1842) 

젠트리 상인 노동자 

트루로 40 33 28 

더비 49 38 21 
맨체스터 38 20 17 
러트란드셔 52 41 38 
볼튼유니온 34 23 18 
베 E날그런 45 26 16 
리즈 44 27 19 
리버풀 35 22 15 

資料 Chadwick (1843 , ch, 4) , 

Fogel (l994) , Tanner(1978)). 생활수준 논쟁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는 플렷， 

와터와 그레고리 [F1oud, Wachter, and Gregory (1990 , ch. 4))로서 이들은 신장지표로 판단 

한 純營養狀態는 1760-1820년간 향상되었으며 그 이후 약 반 세기 가량 악화되었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820년 이후 실질임금이 향상되었다면 이는 신 

체적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금자료가 지속적인 복지향상을 시사하는 

기간에 신장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임금자료는 하층노동자에 국한하여 추계 

하였고 신장은 더 포괄적인 대상에서 측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소득수준은 높아 

지되 도시생활의 비위생과 불건전 때문에 신체발달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 

다. 코블로스[Komlos (1993))의 비판대로 身長뼈IJ定技法(anthropometrics)에 아직 개선가 

능성이 많은지도 모른다 (33) 1820년 이전의 결과에 대해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호주로 

유형된 범죄자들의 신장은 1770-1815년간 계속 하락하였으며 [Nicholas and Steckel (1991)) 

런던경시청과 지방경찰기록에 나타난 범죄자들도 1812-1857년 기간 동안 신장하락을 보 

이고 았다[Johnson 뻐dNich이as (1995) ). 여성과 아동의 신장기록도 산업혁명기간 중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1795-1820년간 잉글랜드 여성들의 신장하락은 남성이나 아일랜드여 

성에 비해서도 속도가 빨랐으며 [Nicholas and Oxley (1993) J 18세기 말까지 출생한 런던머 

린소사이어티 소년들의 평균키는 지극히 작아서 고금을 막론하고 뉴기니아의 루미족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이다[F1oud and Wachter (1982) J. (34) 

(33) 이것이 신체적 희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장관련 자료가 계속 분석되면서 영 
국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시기의 생활수준( ?)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Komlos (1998 , 1999) 참조). 특히 Komlos (1998)는 인구와 소득분배에 관한 논쟁적 가설을 
내어 놓았는데 차후 논란이 기대된다. 

(34) 14세를 기준으로 135.5cm이다. 참고로 한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14세)의 평균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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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산업혁명기의 생활수준 논쟁의 결과는 寶質貨金水準， 消費水準， 健康狀態 어느 

척도로 보더라도 낙관론쪽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논쟁의 또 하나의 차원은 산업혁명이 없었더라면 생활수준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하락 

(또는 상승7)하였을 것인가， 또한 하층민의 상대적 희생을 줄이면서도 같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다. 다분히 沒歷史的인 接近이지만 전자 

에 관해서는 모키르[Mokyr (1993 , p , 120)) 를， 후자의 경우는 폰 툰젤만[von Tunzelman 

(1985) )을 참조하도록 미루어 둔다. 

하층민의 절대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所得分配가 악화되었다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변화가 생활수준 논쟁의 일 

부로 자리잡아왔다. 쿠즈네츠[Kuznets (1 955))의 고전적 가설대로 공업화 초기의 영국에 

서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지니계수가 1760년에 0 ， 49에서 1800년에 

0.52 , 1870년에 0.55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1759년에 45.1%에서 1801-1803년 

에 48.8% , 1867년에 53.7%로 늘어갔다[Lindert and W i11iamson (1983b ) ) .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相對的 過했iJA口論， 밸서스의 總對的 過剩A口論， 1.S, 밀의 熟練度 差

異論 등이 검증되었으나[Wi11iamson ( 1985 , 1987) ) 결과는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 

[Feinstein ( 1988b ) 참조J. 오히려 수직적 온정주의적 지방주의 유대사회에서 수평적 계급 

사회로 나아감에 따른 하층민의 소외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Thompson (1 991 , chs, 4-5) , 

Perkin(1969)) . 

10 , 맺 음 말 

新經i齊史的 방법은 역사연구에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형태를 조정해야 한다는 난점이 었다. 질문을 바꿈으로써 논의의 초점 

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질문을 바꿀 수도 없는 문제는 접근하기 곤란 

하다는 한계가 았다. 영국의 산업혁명 연구에 있어서도 문제의 제기에 따라 전통적 관념 

을 타파하고 새롭고 더욱 진실된 역사해석을 낳는 결과가 많지만 오히려 논점을 오도한 

경우도 없지 않다. 가장 큰 난점은 쉽게 원용할 수 있는 경제이론이 주로 靜態的 이론이 

므로 효율이나 생산성 변화를 限界的으로만(at the margin)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계 

적 변화란 불과 몇 분의 1, 몇 십분의 1의 분수형태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변 

1960년에 149. 6cm , 2003년에 167.7cm이다〔교육부(20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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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다각도로 일어났을 때 각각의 한계적 변화의 곱은 더욱 작은 분수를 낳고 이런 식 

으로는(McClos에의 표현을 따르자면 Harberger의 법칙에 따라) 대규모의 動態的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근대적 경제성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일종의 과학상의 스캔들이다"[Landes (1993 ， p. 151)). 그러나 정태적 분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靜態分析은 무엇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 

는지를 알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비용과 수익의 정태적 모형은 가격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McClosky (1994 , p. 270)). 그러나 정태모형이건 동태적 분석틀이건을 막론하고 역사해 

석에 있어서는 경제현상이라 하더라도 경제학적 이론 이외의 접근이 부가적으로 동원되 

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었다. 질문의 형태를 바꾸기도 곤란한 문제들， 예를 들어 하층민 

의 의식구조， 농민운동， 노동계급의 형성， 노동운동， 낭만주의 같은 산업혁명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컨대， 社會史·文化史 學界와의 끊임없는 交流를 통 

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나가 英國 盧業單命의 實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되 

리라는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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