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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는 동양과 서양의 결합의 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은 19세기 프 

랑스의 대표적인 생시몽주의자들 중의 하나였던 슈발리에(M. Chevalier) 

가 “지중해의 체계”라는 글에서 한 말이다1) 슈발리에는 19세기 초반 유 

럽의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서 대륙에서의 철도 대양에서의 증기선이 산 

업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거대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 

였다. 그는 라인강에서 리옹을 거쳐 툴루즈까지， 그리고 영국에서 오를레 

앙， 보르도를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길을 그렸다. 슈발리에는 근대 산업 

발달의 추진력을 보면서 일종의 ‘지중해 국가연합’이라는 구상을 통해 현 

재 유럽에서 실현되고 있는 통합의 모습을 예상하였다. 19세기 생산력주 

의라는 문제설정을 공유했던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산업의 힘 

이 - 국제주의 혹은 제국주의라는 틀을 통해 - 국경이라는 경계를 무너 

뜨리면서 코스모폴리탄적 세계질서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다. 물론 현 

시점에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철도나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그 

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 네트워크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들 

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힘이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은 과거 국민국가를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4-044-AOOOOll 
1) ].-B. Duroselle, “Michel Chevalier, Saint-Simonien", Revue hístorique, Avril-Juin. 195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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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행위자로 상정히면서 이루어졌던 국제적 관계와는 다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특징적 측면 중의 하 

나이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형성된 근대국가들의 체제는 영토국가의 

주권 확립을 통해 형성되었다. 세계화는 이러한 영토국가체제에 근본적 

인 문제제기를 한다 세계화에 의해 노동력， 점보， 상품， 문화 둥이 국경 

을 초펄하여 넘나들게 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불분명하게 된다 

는 것이다. 즉 지리적 내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와 상관없이 동일 

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근대성이 추구한 진보는 공간의 정복， 모든 

공간적 장벽의 철폐， 궁극적으로 ‘시간을 통한 공간의 절멸’을 수반한다. 

‘시공간의 압축’이다.2) 20세기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장과 

그에 따른 세계화 현상은 시간과 공간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근대 국 

민국가 틀 속에서 형성된 국민문화라는 상정공간은 이제 보편적인 세계 

적 소비공간으로 변형된다.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보다는 새로운 

세계적 소비공간의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WTO,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위상과 역할 

이 강화되고， 우루과이 라운드(무역)， 그린라운드(환경)， 블루라운드(노동) 

등과 같이 영역별로 세계규범을 설정하려는 제도적 연합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기업이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 

은 더 이상 영토국가의 경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적 생산과 관 

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윤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안보의 추 

구라는 ‘국기-적’ 목표까지도 가지고서 행위하고 있다.3) 또한 NAFTA, 

APEC, ASEAN 등과 같은 국가간 협 력체의 등장 나아가 공동의 정치 적， 
경제적 정책들을 결정하고 국가의 역할까지도 제한하려는 유럽연합의 탄 

생은 국제관계가 더 이상 국가들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계화의 정치학이 국민국가적인 정치학 나아가 19세기 말 국민국가의 

2) D. Haπey， 구동회， 박영민 역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서울- 한울， 1989), p. 2μ. 

3) 구갑우，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p. 55. 



세계화 속에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략 177 

완성 속에서 출현했던 제반의 사회과학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4) 19 

세기가 성취했던 국민국가는 최근의 세계화사대， 정보화사회라는 담론 

속에서 그 종언이 선언될 만큼 그 위 상을 도전받고 있다，5) 

국민국가 종언의 예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럽통합 

이다.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함께 경제통화동맹을 형성하고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창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과거 국민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체가 등장한 젓이다，6) 유럽연합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유럽 국가들의 이중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 

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계화는 유럽의 국가와 자본의 

시각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노 

력을 통해 그것에 적응하면서 고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는 점 

이다. 

따라서 유럽 개별국가들은 자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양면적 

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이러한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1980년대 초반부터 가속되었다는 

4) I. Wallerstein, 성백용 옮김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A. 
Giddens, 김현옥 옮김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서울， 한울， 1994). 

5) K. Ohmae, 박길부 옮김국가의 종말J(서울 한언， 1995), 
6) 유럽단일시장을 풍한 성장과 고용의 효과를 예견하고 있는 체치니 보고서에 따르면， 단 

일 유럽의 건설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의 절감，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통한 효 

율의 향상， 비교우위 에 입각한 산업 간 조정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P. Cecchini 
avec la collaboration de M. Catinat 하 A. Jacquemin, 1992 le d댐， noωelles données 
économiques de ’'Europe sans fronti강'Tes (P때S‘ FI때lffiarion， 1992). 이 러 한 기 능들은 
사실상 국민국가의 기능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세계화에 의해 형성된 공간 속에서 
국민국가가 그 기능， 이른바 축적전략의 기능을 유럽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이전시키려는 

시 도이 다 B. Jessop, “The regulation approach, govemance and post • Fordism: 외ter 
native perspectives on economic and po!itical change?" , Economy and Socieη， Vo!. 24, 
NO.3 유럽연합은 이제 국가를 대신하여 ‘유럽적 일반이익’ 개념을 도출해 낸다. 2때0년 
9월 유럽상임이사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공동체는 일반이익과 공공서비스의 
임무라는 목적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이제 일반이익과 공공서비스가 일국적 차원이 

아닌 유럽적 차원에서 실현되고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P 뻐alfa， "Services 
publics: un dé뼈rissement progessif?", Fondation Copemic, Un social 뻐하alisme à la 
f따1Ç\1ise?(Paris: La découverte, 2001), p. 147에서 재인용. 나아가 “대부분의 경우 시장 
이 경제적 일반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메카니즘”이라고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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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한다면， 프랑스는 그 출발에서 역방향으로 진행을 시작했던 나 

라이다. 1980년에 출범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과 좌파정권은 사회주 

의적 조치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여타의 다른 나라들과는 상이한 출발을 

하였다. 또한 1995년에 출범한 우파 시라크 대통령에 의한 핵실험의 강 

행， 이라크전에 대한 시라크의 입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특 

히 드골 이후，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미 

견제전략을 취해 왔다. 정권의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프랑스의 독특한 위치를 감안하면서， 1980년대 이후 

프랑스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화가 유 

럽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의 측면을 강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복지국가 변화의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이다. 복지국가 개혁이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민국가 내부의 변화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국민국가의 외부 

적 측면으로서 WTO 출범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문화전략을 보면서 세계 
화에 대한 국민국가의 대외적 적응방식을 살펴볼 것이다.1) 물론 대내외 

적인 측면을 서술상 분리하여 다루지만 이 문제들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일국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II. 쟁차유후외에의 척용 

1990년대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수상과 독일 사민당의 슈레더 수상은 

7) 프랑스는 ‘프랑스적 예외주의’ ‘프랑스의 정체성’이라는 말들을 통해 한펀으로는 18세기 
이후 영국의 세계지배 그리고 20세기 미국의 세계 지배에 순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 
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일국의 세계적 지배에 
전적으로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내의 개혁과 통합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 글이 20세기 
말의 프랑스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18세기 프랑스의 모습은 김경근 “영국 

의 세계지배와 18세기 프랑스" w미국학』 이번호 참조. 또한 프랑스와 유사하게 세계적 

패권국이 아님에도 그와 경쟁하려는 나라 중의 하나가 일본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말 일본의 세계화에 대한 ‘편숭과 저항’의 모습에 대해서는 김봉진， “세계화의 편승과 저 
항" w미국학」 이번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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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변신을 통해 집권하면서 1980년대 아래 지속되 

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과 독일은 보수당과 기민당이라는 우파 정권을 통해 선자 

유주의적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진행 

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항하여 이후 집권한 두 

나라의 좌파 정당들은 광범한 중간계층을 포섭하기 위해 기존휘 좌파 노 

선에 과감한 수정을 가하였고， 그것이 통상 ‘제3의 길’로 일컬어친다. 영 

국의 블레어 정부와 독일 슈뢰더 정부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채3의 길’ 

의 경우 신자유주의와의 친밀성은 확연하게 드러난다，8) 

반면에 프랑스에서 추구된 사회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응의 

과정은 영국 및 독일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 준다. 프랑스에서는 1981 

년 이래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권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 중 우파 

가 집권한 것은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 하에서 1986년부터 1988년과 1993 

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기， 1995년 우파 시라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 

파 내각 - 2년간 쥐페수상 - 이 이루어졌던 시기， 그려고 지난 2002년 

선거를 통해 시라크가 대통령에 재선되고 총선 역시 승리로 이끌변서 라 

파엘 총리와 이후 빌팽 총리가 우파 내각을 형성한 시기이다. 따라서 프 

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 독일과 달려 우파 정권에 의한 복지국가 

개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로 화파정권에 의해 신자 

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과 적응이라는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방 

식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당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완충적으로 받 

아들이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다. 사회당 주도하에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에 대응함으로써 급격한 단절을 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은 우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19801건대 

이후 좌파는 상당 기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8) 김수행， 안삼환， 정병기， 홍태영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2) 특 
히 2005년 독얼 총선 이후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은 좌/우파의 정책적 친밀성을 드러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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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복지국가 개혁은 상당부분 

1984년 이래 사회당이 추진해 온 복지국가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미테랑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2년여 기간 동안 사회주의 

적 조치를 취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를 강화함으로써 이전의 우파정권뿐 

만 아니라 여타 유럽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 

였다. 하지만 1983년 띠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사회주의의 전환을 모색한 

다. 사회팅의 초기 정책이 프랑스의 경쟁력을 후퇴시키고 19깨년대 이후 

지속적인 문제였던 실업률의 상승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당 정부는 1982년 7월 임금과 가격의 동결이 

려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반적 사회주의적 기획에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인다 1983년 1월 미테랑 대통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주의를 비판하 

면서 그 정책의 전환을 시작한다. ‘국유화’를 사회주의의 목표로서 설정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의 도구적 수단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새로 

수상에 임명된 파비우스는 ‘국가란 무엇보다도 우선 게임의 규칙을 정하 

는 것이며，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임무를 갖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한다.9) 이에 따라 

경제구조의 근대화라는 목표가 모든 부문을 장악하게 되고 국유화된 기 

업 역시 채산성의 원칙에 종속된다.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기 시작하고， 노 

동에 대한 권리는 고용주와의 타협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보호 역시 관 

리의 측면에서 재편되기 시작한다 10) 공공부문에 주어졌던 믿음의 상실 

에 의해 사회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자신의 행위 수단을 스스로 박탈하기 

시작한다. 1983년 1월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전체의 조화를 복원하기 위 

해” “중간적 길(voie médiane)" 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을 

9) E. Cohen, “Les socialistes et I’économie: de I'âge des mythes au déminage", E 
Dupoirier et G. Grunberg, La drðle de défaite de la gauche (Paris ’ Puf, 1986) 

10) 특히 1985년 이후 미테랑 대통령이 유럽 단일의정서 (Acte unique euro뼈en)에 참여함으 
로써 이러한 선택들은 더욱 가속화된다 1985년의 유럽 단일의정서는 유럽 단일시장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역내 국경이 없는 공간”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명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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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는 생산을 재건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공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 1)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영역을 축소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디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이 갖는 자원과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 즉 공공서비스의 측면의 축소를 

의미하였다 12) 또한 프랑스의 경우 1981년 사회당 01 터1랑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집권 초반기에 국유화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기획을 실행했던 경 

험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문제는 각 정치세력들 간의 핵심적인 쟁점이 

라고할수있다.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 하에서 첫 번째 동거정부， 즉 우파 내각이 들어 

선 것은 1986년 의회선거에서 우파의 승리에 따른 시라크 수상의 취임과 

함께이다. 시라크는 자신의 경제고문이었던 기술관료 발라뒤르를 재무장 

관에 임명하고 그를 통해 민영화 계획을 실행한다. 1986년 7월 ‘정부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과 

8월 ‘민영화 적용양식에 관한 법’을 통해 5년간 65개 기업 - 약 80만명의 

종업원이 이들 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에 대한 민영화 계획과 그것을 

추진할 민영화위원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법들에 따르면， 외국 

인 투자자들에 한해서 그들의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하여 이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전체 주식량은 민영화 대상기업 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벼율은 국가이익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향 조정 될 수 있다고 명시 한다，13) 또한 자국 내 투자자들의 주식 

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핵심주주군(Noyaux durs: 민영화되는 기업의 지 

11) Le Monde, 4 janvier 1983. 당시의 사회당 지도부가 제시한 표현은 “팔호(parenthèse)" 

라는 것 이 었다 A. Bergouniom‘ et G. Grunberg, Le long remords du pouvoir. Le 
Parti socia!iste fran따’s 1905 -1992 (Paris: Fayard, 1992), p. 438‘ 그것은 현재의 상황 
을 부정할 수 없지만， 집권 이후 추진해 온 정책을 언젠가는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펼 
요의 의미에서였다. 

12) J Lenoble, “Penser l'identité et la démαcratie en Euro많"， Lenoble, J et Dewandre, 
N., dir., L’Europe au soir du si떠e (P뻐s: Ed. Esprit, 1992). 

13) 박재정， 심창학，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역할국제정치논총』 제40집 2호. 

2000,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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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소수의 대주주 집단)은 전체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고된다. 핵심주주군의 대상에 대해서 민영화되 

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로부터 특정한 선호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기는 했 

지만 실질적인 최종권한은 정부가 지님으로써 정부개입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14) 

하지만 우파에 의한 민영화의 추진은 198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 

랑이 좌파세력의 재결집에 성공하여 재선되고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일시 

중단된다. 의회 해산 후 치뤄진 총선에서 사회당은 의회에서 48%의 의 

석을 점하게 된다. 새로운 수상으로 사회당내 우파를 형성하고 있던 로 

카르(M. Rocard)가 임명되었고， 1984년 사회당의 전환 이후의 정책은 지 

속된다. 그려고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도 ‘ni-ni(neither-neither)’ 정책을 

취하면서 민영화와 국유화 모두를 중단하는 현상유지를 선언한다. 그러 

나 프랑스 자본주의는 이 시기 동안에도 공기업 간， 그리고 공기업과 민 

간기업 간 주식매매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보유 체제를 형성하면서 금융 

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독일식 모델과 유사한 면모를 갖추게 된 

다.15) 그리고 좌파 정부 후반기에 베레고부아 수상은 독점부문에서는 공 

기업 구조를 유지시키되 경쟁부문은 과감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는 

‘et-et(and-and)’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 전략은 제2차 동거내각 

의 발라뒤르 수상 하에서 본격화되면서 민영화를 가속시킨다. 

1993년 사회당의 총선 패배 이후 두 번째 동거정부를 형성하면서 취임 

한 발라뒤르 수상은 7월 민영화 관련법을 통해 1986년 민영화 대상기업 

중 실행하지 못한 12개 기엽 외에 9개의 새로운 기업을 추가하여 민영화 

를 단행한다. 특히 이 조치에서는 비유럽연합국 외국인들의 주식매입에 

의 참여를 20%까지 보장하고 그들 역시 핵심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책결정자들이 민영화 과정 중 국가이익 보호와 

14) 위의 글， p. 엉3. 

15) 이재승， “프랑스의 금융자유화. 개입주의 경제정책의 변환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 
회의 발표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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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모순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6) 우파정부에 의해 실시된 지속적인 민영화 조치들은 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 민영화 방식의 구성， 민영화 속도 및 폭이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국가 지시형 민영화(State-며rected 

privatization)’라고 지칭된다 17) 

1995년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의 14년 임기가 끝냐고， 우피 시라크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시라크에 의해 새롭게 임명된 쥐페 수상은 1995년 5 

월 ‘사회보장제 개혁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 

혁을 시도한다.18) 1996년 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2500억 프랑의 

정부적자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고용 증대의 효과를 노리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곧 출범을 앞둔 유럽통화동맹의 요구사항 즉 해당국의 공공재정적자가 

GDP의 3%라는 규정을 위한 준비로서 쥐페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적자 

를 감소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쥐페 정부로 하여금 개혁안을 내 

놓게 한 요인들이다 19) 하지만 쥐페 수상의 이러한 개혁의 시도는 ‘최초 

의 반세 계 화 운동’이 라는 1995년 12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 이 파 

업은 70%에 가까운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에 의 

16) 박재정， 심창학，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역할" r국제정치논총~， 제 40집 2호. 

2000, p. 254 
17) M. Bauer, “The politics of State-Directe Privatization: the Case of France", West 

Europ따1 Politi않， VOJ. 11, W 4. (19잃). 

18) 쥐페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해소에 대한 기여금(Con→ 

tribution au remboursement des dettes socia1es - CSG)’으로 0.5%를 추가 부담시 키 고 

그 적용범위를 일부 퇴직자와 실업수당의 수혜자들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13년 간이라 
는 한시적 적용을 갖는다‘ 둘째，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노인， 기업으로 확대하며 특히 
천백만 퇴직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 셋째， 퇴직 수당을 위한 공무원의 공제기간을 
기존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 당시 사기업의 경우 이미 40년으로 연장된 상태였 

다 넷째， 이전에는 깨세 이상에만 적용되었던 의료수첩을 일반화함으로서 의료비용의 

환불에 있어서 엄격성 강화한다， 홍태영，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투쟁" r현장에서 미래 
를J，월호， 1996; Idem., “자본질서의 선자유주의적 재편과 96년 프랑스 노동자 운동 
『현장에서 미래를J ， 2월호， 1997 

19) 1995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 했던 3.3%를 밑도는 2.5 -2.7%가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적자 역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1995년의 소비률은 -4.4%라는 역사 

적 추락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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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좌절된다. 

1997년 우파 시라크 대통령의 의회 해산 후 사회당 죠스팽 정부가 들 

어선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 독일에서 좌파내각이 성립되었고， 특히 영 

국의 블레어 수상이 내건 ‘제3의 길’과 독일의 슈레더 수상이 내건 ‘신중 

도’ 노선의 출현은 프랑스 죠스팽 정부에게도 프랑스 사회주의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유럽 좌파 정권들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좌파의 쇄신 내지는 복지국가의 개혁이라는 담론을 화두로 제기한다. 

죠스팽의 사회당 정권 시기 동안 프광스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성장 

을 이루고 실업률 역시 감소 국면에 들어선다. 1990-1997년 연평균 

1.2%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은 1997-2001년 사이에 2.9%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1997년 12.6%에서 2001년 6월 8.7%로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수준에서 성공적인 정권의 시기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20) 하 

지만 이러한 경제의 호조는 프랑스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유럽 

에 나타난 전반적 인 현상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죠스팽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한 전반적인 거시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 사이에서 움직였다. 물론 이것은 사회당 내의 분파들의 영향 및 좌 

파연합이라는 정권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첫째는 

선동적인 좌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가， 노동수업 

에 대한 사회적 부담금의 감소 그리고 자본 수입에 대한 사회적 부담금 

의 증가를 통해 수입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정정책， 둘째는 사 

20) H. Sterdyniak, “Une stratégie macroéconomique timide", Fondation Copernic, Un 
social libéralisme à la fran Ç12ise? (P때s: La découverte, 2001). 

21) 1971년 에피네 전당대회에서 사회당이 재창당하면서 다양한 분파들이 결함한다 대략적 
으로 보았을 때 사회당 내에는 4개 정도의 분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좌측에 맑스주의 연구집단을 이끌고 있는 슈벤느망(M. Chevènement) 그룹， 중도 성향 
으로는 미 테 랑-파비우스 분파， 전통적 인 당료집 단을 이끄는 모루아(M. Moroy) 그룹， 우 
측에는 이전의 급진공화당의 전통에 있는 로카르 그룹이다. A. Bergounioux et G. 
Grunberg, Le long remord능 du pouvoir. Le Parti socíaliste franÇ12is 1905 -1992 
(Paris: Fayard, 1992); Ch. Prochasson, Les intellectuels et le socialisme (P뼈s: Plon, 
1997); M. Sadoun, De la démocratie franÇ12ise. Essai sur le soc따lisme (Paris 
Gallimar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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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유주의적 조치로서， 실업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노동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와 오염산업에 대한 세금부과 등이 그것이며， 셋째는 자유주의 

적 전략으로서， 기업와 사회적 부담금을 낮추는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죠스팽 정부는 각각의 정치적 성격이 뚜렷한 이러한 정책 

방향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죠스팽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위해 실시한 주요한 정책들 

중 우파의 선자유주의적 개혁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 

보겠다. 

첫째， 간정서|롤 통한 샤효|적 부팝불의 대체，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적인 재원이 고용주와 임노동자의 기여에 근거하고 있기 때 

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22) 그래서 죠스팽 정부 

는 1997년 9월 이전의 쥐페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것， 즉 간접세를 통해 

일정부분의 사회적 부담금의 충당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즉 모든 수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일반사회기여기금(CSG)’을 통해 특히 의료보험의 부 

담금을 충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1990년 로카르 정부에 의해 시 

작되었을 때 CSG의 적용이 공무원의 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자본 수입 

에 대해서도 확대 - 일정수입에 대해서는 최고 10%까지 부과 - 함으로 

써， 170억 프랑의 수입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임금노동자의 기여금의 부 

담을 덜고자 한 것이다.잃) 이 정책은 0.85%의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효과 

를 가져 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의 상승효과와 연 

결됨으로서 전체 경제에 대해 일정하게 기여함과 동시에 고용주의 부담 

을 약화시킴으로써 일정한 고용창출 효과까지 가져온 것이다. 

22) 프랑스의 복지국가 제도는 삼자주의(띠p따디sme) 원칙에 근거한다. 사회보장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국가가 부담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륙형 조합주의 모델로 분류되지만， 프랑스는 전후 영국의 보편주 

의적 원칙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지속해 왔다. B. Palier et G. Bonoli, “Entre Bismarck 
et Beverifge. ‘Crises’ de la sécurité sociale et politique(s)",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45, No. 4, 1995 

23) L. Hoang-Ng∞， “Politique de 1’emploi: baisse du coût du travail et réforme du 
financement de la protection“. Fondation Copemic, Un soc띠l 뻐하'alisme à la 
française? (Paris: La découverte, 2oo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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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 장려룹의 신설. 2000년 죠스팽 정부는 실엽의 원인이 상당 

부분 취업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즉 실업자들 

이 최소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보다는 실업수당이나 ‘사회적웅수당(RMD’ 

을 받고 생활하면서 일자려를 갖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업의 주요한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보다는 설업자들의 노 

동의지의 결여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 

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한하여 주 

민세와 소득세를 일정 정도 감변하는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주택수당의 

계산 방식의 변경을 통한 추가지급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던 ‘일반사회기여기금’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한 

하여 환불해주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고용에 대한 장려금 형태로 최저임 

금에 대해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최저임금은 전반적으로 평균 

8%- 실제 그 적용에서 가족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들어감으로써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의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갱) 

셋째， 사회보장제도에서 선택성의 강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중에 

서 선택성에 의한 정책이라고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가족수당이다. 전반 

적으로 1946년 가족수당이 체계화된 이후 그와 관련한 지출은 지속적으 

로 감소해 왔다. 정부의 정책이 퇴직연금 부문에 집중된 반면에， 사회보 

장 지출에 대한 가족수당의 비율은 1946년 40%, 1960년 31%, 1990년 

13%로 감소하였다.엉) 이러한 가족수당은 형식적으로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직적 불평등화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그것은 가족수당이 두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평 

균적으로 중산층이 받는 육아수당(AGED-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이 하층 

이 받는 자녀 교육수당(APE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보다 크다 

24) Ch. Ramaux, “Refondation sociale et 'risque’ quels e띠eux， quelle altemative?". 
Fondation Copernic, Un 뻐하alísme à la française? (Paris: La découverte, 2001). 

25) B. Majnoni d’Intignano, La protection soα'ale (P;앙is: Fallois, 1993),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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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전자는 정규직 내지는 숙련된 여성노동자가 받는 것으로 엄 

금의 80% 이상을 보전받게 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정 

규직 내지는 비숙련 여성노동자들이 받는 것으로 정부가 규정한 최저엠 

금의 65%를 보상받게 된다. 또한 전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용을 보 

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26) 이러한 제도적 

불균등으로 인해 AGED를 받는 여성과 APE를 받는 여성 간의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게 된다. 

넷째， 민영화의 지속. 우파정부들에 의해 가속화되고 사회당 정부들 

역시 커다란 거부감 없이 지속시컸던 민영화 작업은 죠스팽 정부에 들어 

서도 계속된다. 외국은행들을 인수하면서 유럽 내 최대은행으로 부상하 

였으나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지원을 받으면서 금융개혁의 장애물로 여 

겨졌던 크레디 리요네(Crédit Lyonn벼s)는 1999년 결국 민영화된다. 그 

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들- Hervet. G뾰~. CNP 둥- 이 민영화된다. 이 

결과 상업은행의 민영화는 거의 완료된다. 그리고 대형보험회사들에 대 

해서도 외국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통신공사(France τelecom) 및 

항공회사(Air France)에 대한 자본개방 역시 이루어진다. 1986년 우파 정 

권에 의해 시작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그와 동반한 주식시장의 성장과 

도 연결된다. 1990년대 초반 프랑스 증권거래소 현대화 계획을 통해 프 

랑스 증권시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자본 조달기능을 확장 

시켰고， 2000년 11월 파리 증권거래소는 암스테르담， 브뤼셀 증권거래소 

와 함께 Euronext라는 통합 증권시장을 발족시키면서 런던 증권거래소 

에 이어 제 2위의 위치에서 유럽차원에서의 시장확대를 주도하고 있 

다.27) 

이상의 조치들은 벼록 약간의 차별성은 보인다 하더라도 1980-90년대 

26) P. Concia1di, “Pauvreté et protection socia1e: la lente d떠ve vers le Iibéra1isme", 
Fondation Copemic, Un soαaI lib따lisme à la française? (P때s: La découverte, 
2001), pp. 118-119. 

27) 이재승， “프랑스의 금융자유화· 개입주의 경제정책의 변환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 
회 의 발표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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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파를 막론하고 유지 · 보완되면서 실시되었던 것들이다. 짧은 집권기 

간파 급격한 시도 때문에 우파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자 및 시민의 

저항에 부딪혔다면 사회당 정권들은 장기간의 집권 속에서 완충적 작용 

을 통해 저항을 피할 수 있었다. 우파에 의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개 

혁은 항상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1983년 사회당의 전환 이후 취해진 좌파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우파의 정책은 질적인 비약을 가져오거나 일정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 

루어낸 정책을 폐기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았다. 즉 민영화， 기업의 사회 

적 부담금의 약화시키면서 간접세를 통한 재원의 조달， 그리고 정부 재 

정적자 감소를 위한 긴축 정책 등은 좌파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미 보이 

기 시 작했던 것이 다. 사실상 파비우스-시라크-로카르로 이 어지는 좌-우

좌의 정부 정책은 일정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잃)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자 행동규범에 대한 명확하고 형식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일관 

된 하나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지구적인 참고기준(référentiel globaD’으로 

이해되면서 불가피한 실천적 처방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29) 따라서 몇 개의 정 책을 통해 좌우파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아래로부터의 대응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서 각개 정부 

의 노선에 대해 판단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28) 1984년 전환 이후 좌우를 막론하고 일정한 정책의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은 상 

당히 존재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정책이 입안 · 실행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엘 
리트 집단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집단이 전 
후 풍요의 시대에 성장하여 1970년대 국립행정학교(ENA)을 출업한 집단이라는 동질성 
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B. Théret, “Néo-libéra\isme, inéga\ités socia\es et politiques 
fisca\es de droite et de gauche dans la France des années 1980",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41, N O 3 (1991); B. Jobert et B. Théret, “France: La 
consécration républicaine du néo-libéra\isme", B. Jobert, (clir.) , Le toumant néo-뻐하ul 

en Europe (Paris: L'Hanmattan, 1994). 
29) B. Jobert et P. Muller, L'Etat en action (Paris: Puf, 1987), pp. 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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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 뽑자국차왜 재혁팍 콩훨￡홈의쩍 앤때 

1997년 들어선 사회당 죠스팽 정부는 일부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장기 

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는 군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부유층에게 돌 

아가는 가족수당을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한다. 그리고 질병보험 분담금과 관련하여 노통자와 고령자들에게는 분 

담액을 줄이는 대선 자유직업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 금리소득자에게는 

분담금을 늘이는 방향g로 개혁을 단행한다. 1983년 전환 이후 사회당은 

지속적으로 두가지 축을 통해 정책을 실행한다. 하나는 우파 정권이 추 

진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다소 완화된 방식이긴 하나 지속하려는 움 

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좌파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다. 이미 

1971년 사회당은 기존의 좌파 정당들을 통합하면서 정권획득을 위한 정 

책적 변환을 통해 점점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 

데서 사회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의 강조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유지 속 

에서 사회당의 정체성이 국유화 등 사회주의적 조치， 즉 민주주의적 평 

등의 강화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면， 이제 복지국가의 개혁 속에서 사회 

당의 정체성은 ‘공화주의적 연대’의 강조로 변화되고 있다.3이 요컨대 사 

회당의 복지국가 개혁은 앞에서 본 선자유주의적 개혁과 함께 ‘공화주의 

적 연대’를 통한 개혁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고 있다. 

사회당의 일련의 개혁은 그들이 사고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에 근거 

하고 있다. 전통적 복지 국가는 ‘수동적 복지 국가(Etat passif-providence)’ 

로서， 실업과 배제(exclusion)의 증가라는 현 상황에서는， 질병이나 단기 

실업의 보상적 권리 -사후적인 처방의 의미만을 지닌 권리 -로서의 사 

회적 권리에 대한 관념은 불충분하다고 간주된다. 사회당은 국가의 적극 

적 활동을 요구하는 이 른바 ‘능동적 복지 국가(Etat actif-providence)’라는 

30) 홍태영， “‘사회적인 것’의 탄생과 뒤르카임의 신자유주의 .. r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 

2002 



190 美 國 學 第二十八輯(2005)

개념을 제시한다，31) 능동척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표준화된 절차를 넘 

어서 장기실업과 배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각각의 수단을 

개별화시키는 복지국가 모델로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편입과 고용， 사 

회적 권리에 대한 확대된 이해를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국가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는 공화국의 적극적 방어자로서 나서야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연대는 다시 한번 강조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복지국가 개혁의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선택적인 사회적 

급여’에 대해서 이들은 비판적이다. ‘선택적 급여’가 현재의 복지국가 재 

정 위기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보편주의 원칙은 사회 

보장제도의 핵심이며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연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32) 기존의 수동적 복지국가 

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단절에 근거한 것이 

었다. 즉 경제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실업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통해 

그것을 보상해주는 것에 그쳤을 뿐 경제적 활동에의 재투입을 위한 적 

극적인 조치가 부재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결합이다. 즉 개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적극적인 시민으 

로서 간주해야 한다，33) 이것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사회적 권리의 내 

용이며， ‘연대’와 ‘고용’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의 강조는 세계화 및 유럽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과도 결부된다. 분명 세계화는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 

고，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빈곤을 증가시키 

31) P. Rosanv외lon， La nouvelle questíon socíale (Paris: Se띠1， 1995). 
32) Ibíd. 
33)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재분배의 정치와 생산의 정치를 

결합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세훈， 깨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대안과 선택" ~경제와 사 

회~， 42호， 1999. 이것은 동일하게 복지국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적인 것’과 ‘경 
제적인 것’의 결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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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하며， 그러 

한 측면에서 세계화에의 적응의 펼요성이 요구된다. 유럽통합은 이라한 

세계화에의 적응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시민들의 관계， 복지국가의 위기 극복의 문제는 유렵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 프랑스는 유 

럽통합과 국내정치적 관계의 재건이라는 두 개의 다리를 통해 새롭게 일 

어나야 한다.34) 유럽통합의 가속화를 통한 세계화에의 적응과 국가의 적 

극적인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의 개혁이 프량스가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의제인 것이다.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최하층의 범주로 분류된 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뼈세 

기 말부터 개별 수익자들에 의한 사회보험의 발달과 함께，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보조 

의 원칙이 보편주의의 원리에 근거하여 존재해 왔다. 최소수입에 대한 

보장은 단일한 법을 통해 최소생활을 보징하는 것이 아니라 1930년 장애 

인을 위한 최소수입 보장에 관한 법률이래 1988년에 제정한 ‘최소적응수 

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으로 보장책을 마련해 왔다，35) 현재 프량스에 

서는 최하층을 위한 최소수입 보장을 위한 8개 정도의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36) 최소수입보장을 위한 안정망들에 의해 혜택을 받는 인구수 

는 1970년대 말 230만에서 1995년 330만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들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인구 5，500만명의 9%인 

약 600만명이 그 혜택을 입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입보장은 

항상 ‘국민적 연대’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안전망은 1945 

년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자리 잡은 이후 새롭게 드러나는 사 

34) J.-P. Fitoussi et P. Rosanvallon, Le nouvel dge des in깅1]alistés (Paris: Seuil, 1995). 
35) S. Paugam, “L’ambition française de renforcer la cohésion sociale", S. Paugam, (dir.) 

Faæ à la pauvreté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9), pp. 54-55 
36) 고령노동자를 위한 노령수당， 장애인 수당， 편부모들을 위한 수당， 다양한 형태의 실업 

수당들이 그것이다. 



192 美 國 學 第二十八輯(2005)

회적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안전망을 설치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복지국가의 개혁을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진행하 

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적 연대’의 이름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 했 

던 모습은 프랑스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최소적응수당(따따)’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평가되는 것으로 

서 1988년 사회당 로카르 수상 시기에 확립된 제도이다. 최소적응수당은 

단순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 즉 배 

제에서 통합으로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1988년 12월 

‘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소적응수당(RM]: Revenue 때띠mum d’Insertion)’ 

을 위한 볍률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이 법률은 대통령 

선거 시기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국민적 통합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기존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전제하 

는 것은 남성고용 노동자이다. 하지만 실업자와 취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비- 사회적 배제 계층은 그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국가 개혁의 화두로 등장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배제의 문제는 영국， 독일에 비해 훨씬 더 큰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업 보험은 최소 5년의 고용과 그 동안의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 

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는 이는 실업자의 

45%에 한정된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취업 자체의 경험이 없는 상황 

이고， 파트 타임 노동의 경우 역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 

다. 고용시장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 등 

의 혜택으로부터도 역시 배제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최소 

적응수당은 단순하게 사회적 부조의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 

(insérer)’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적응’의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빈자 특히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틀(]es exclus)’이 참여하도록 하게 한 

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보장 개념은 앞에 

서 지적한 ‘능동적 복지국가’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 

의 변화는 ‘수동적 보호’에서 ‘적극적 연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37) 요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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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회적 최소적응수당은 전통적인 사회적 부조의 원칙과의 단절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새롭게 등장한 빈자의 범주에 대해 보충적인 수당 

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들의 6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에 대 

한 구별 없이 - 이것은 분명 영국의 제3의 길에서 추구하고 있듯이 실업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생존을 위한 

수입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집단적 노력의 산물로서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으로 프랑스가 추구해 왔던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적 통 

합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당시 이 법을 입법했 

던 로카르 수상도 이 제도의 “성공은 결사체， 꼬윈， 도， 행정 등 모두의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롭고 심화된 사회적 연 

대를 위한 사회적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38) 

최소적응수당이 1988년 사회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죠스팽 정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포괄적 의료보험’은 죠스팽 정 

부가 최초로 입법하여 실시한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수단이다. 이 제 

도는 ‘예외없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표방하는 것으로 프랑스에 합법적으 

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체계화했던 오브리 (M. Aubry) 고용연대장관은 

제안서에서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소득자의 경제적 

어 려움은 건강악화를 초래하고 악화된 건강은 곧 노동활동의 장애가 되 

어 다시 경제적， 심리적， 가정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회 하부구조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이 제도의 도입 이전까지 국 

가가 주관하는 의료보험 (Sécurité soci머e)의 경우 환불의 정도가 평균 

37) J, Donzelot et ]. Roman, “Le déplacement de la question socia\e", J Donzelot, dir. 
Face à l'exclusíon Ú! mod검ile françαzs (P따is: Ed. Esprit, 1992). 

38) M. Rocard, “Pour une solidarité renouvelée, pour un partenaire actif", B. Kouchner, 
Ú!S nouvelles solidarités, Actes des Assises internationales de janvier 1989 (Paris 
Puf, 1989), pp. 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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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충적인 제도 - 예를 들어 상호 

보험(mutueD - 를 통해 나머지를 환불받았다. 따라서 월 소득 3천 프랑 

이 하의 30%, 그리 고 월 소득 4천 프랑 이하의 20% 정 도는 아예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극빈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해 의료구호 

(Aide médicale) 제도가 존재하긴 했지만 관할 기관의 차이 및 절차적 

복잡성 때문에 의료혜택에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관된 조직 체계를 통하여 프랑스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 

든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당의 또 다른 공화주의적 개혁의 예는 1998년 1월 21일 죠스팽 수 

상이 제시한 사회보장 개혁 5개안이다. 그 내용을 보면， 최저사회수당을 

실제 생활비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것， 특히 특별연대수 

당을 인상하고， 최저사회수당 및 각종 수당의 지급을 통해 실업이 고용 

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장기실업자에 대한 보완 

조치， 청년실업자 문제를 국회회기 내에 다루겠다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1998년 3월 4일 오브리 장관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많0억 프랑을 투입하 

는 ‘소외 방지 및 예방 계획안’을 각의에 제출하고 7월 29일 의회를 통과 

시킨다. 1998-2000년 동안에 집행될 이 법안은 고용과 건강， 주택， 최저 

사회수당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 저소득 빈곤층의 복지혜택 수 

준 향상괴-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시 

급한 과제인 청소년 고용문제에서 국가가 매월 2，때O프랑의 장학금을 지 

원하여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각 지역 기업들로 하여금 20%의 청소 

년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저사회수당틀을 1998년부터 6-

29% 정도 인상하고 앞으로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 

였다. 또한 반일근무자들이 최저사회수당을 중복 지원받는 것도 허용하 

였다. 그리고 집중적 예산 투입을 통해 빈민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지역 

적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되었다，39) 

39) 죠스팽 정부의 형성과 함께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복지국가 개혁에서 여타의 유럽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정책들 중의 하나가 ‘35시간 노동’의 도입이다， 물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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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1980년대 이후 프랑스의 복지국가 개혁은 19세기 말 야래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복지국가의 형태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보 

험 체계에 기반한 프랑스의 복지국가 모텔은 그 개혁의 선상에서 주요한 

두가지 쟁점을 갖고 있다.때) 하나는 노동비용과 관련한 사회적 부담급의 

무게와 연결된다. 사회적 부담금은 기엽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고용창 

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정된 사회적 보장기능의 제한성이다. 노동에 근거한 사회보험 제도 하 

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동시에 사회보장 기구블로부터 

도 배제된다는 이중의 배제라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개혁 

의 방향도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되고 있다. 전자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부담금을 감면 

해 주고 그것을 국가 - 간접세를 통한 재원의 조달 - 가 대신해주는 방 

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1)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국가가 사회적 배재자 

들을 끌어안으면서 사회적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프랑스는 ‘공화주의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그 

러 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전후 체계화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전전의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에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주의적 사회안전망 

시간 노동제는 2002년 시라크 대통령과 라파랭 우파내각에 의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판 

결을 받고 폐지되었지만， 사회당 특유의 노동자-설업자 연대에 의한 설업극복의 노력의 

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40) 복지국가 모델은 흔히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혹은 잔 
여적 모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민주의적 모델， 그리고 프랑스와 독 

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조합주의적 모델이 그것이다. G. Esping-Anderso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따lism (Cambridge: Blackwell, 1없0) 

41) 독일 사민당에서 슈뢰더 이후 당수가 된 뭔터페령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초국가 
적인 자본의 무자비한 힘에 휘둘려 국가 기능이 크게 위축됐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뒷 

걸음치고 있다”고 슈뢰더의 신중도 노선을 비판하였다고 한다([，중앙일보1 2005년 5월 3 
일자 18변에서 인용)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일정한 역할 
을 수행했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특히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국가는 더 

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좌파들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 

는 독일， 영국의 좌파들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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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충하려는 시도와 결합되어 발전해 왔다. 그 제도의 근간이 고용된 

임노동자를 주축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전후의 장기 30년의 호황이 

끝난 시점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실업의 문제는 실업 자체의 문제 

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의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불황 

기에 접어든 이후 프랑스 정부의 주요한 대처와 개혁방안은 실업문제를 

중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국과 독일에서 주로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통 

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프랑스의 경우 신자 

유주의적 방식과 더불어 공화주의적 연대의 강조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을 확충하는 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주 

목할 만하다. ‘최소적옹수당’과 ‘포괄적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반소외법’의 

제정은 공화주의적 연대라는 관점에서 프랑스 영토 내에 존재하는 공동 

체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려는 의지의 표현임 

을 알 수 었다.42) 하지만 그와 맞물려 존재하는 ‘고용 장려금제도’는 사 

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 광범한 저임금 노동 

자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부분의 재정을 기존의 보험제도와 달리 조세 부과를 통해 충당 

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영국적인 보편주의적 원칙의 강화로 볼 수 있 

다. 즉 사회보험의 형태가 고용주의 부담에 기반하고 있다면， 최근 최소 

생계 원칙의 강화는 기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동 

시에 그 부담을 국민 전체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다.43) 따라서 기존 

42) 독일의 경우 ‘사회적 배제 (exclusion)’의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빈곤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빈곤에 관한 유럽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거부했던 나라이다(F. Schultheis, “L’Etat et la sociaté civile face 
à la pauvreté en Allemagne", S. Paugam, L’exclusion L’'Etat des savoirs (Paris: La 
découverte, 1996). 

43) 사회보험 형태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은 단순히 가입자가 자신의 임금의 
일부를 납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것이 고용주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집단적 계약에 
의해 이 형태와 납입금액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임금의 사회화된 형태’라고 평가된다. 
B. Friot, Puissances du salariat. Emploi et protection soαale à la française (Paris: 
La dispute, 199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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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복지국가가 평등주의적 원칙에 기반하여 분배의 문제에 집중하였 

다면， 최근의 개혁은 국민적 연대의 강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얘) ‘공화주의적 연대’라는 이름을 통하여 프랑스는 ‘하나의 국민 헤게 

모니 전략’을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대처 이래 영국에서 ‘두 국민 전략’으로의 선회가 눈에 띄게 드러난 점과 

선명히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IV. 쐐빼훨뼈 빼응하는 푼화철혜성 전략 

세계화의 진행이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것과 함께 보다 민감하게 드러 

난 측면은 문화의 미국화 현상이다. 맥도널드와 코카콜라 등으로 표상되 

는 문화의 미국화 현상은 맥도널드화(Macdon떠dization)라는 말로 드러나 

듯이 미국 외의 국가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장과 문화에 

의한 세계화의 과정은 분리된 두 개의 과정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즉 세계화가 결코 “모든 사회를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바꿔버 

리는 통신， 정보， 오락， 상업에 의해 일체화를 달성한 ‘맥월드’와 ‘야만적 

인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맹목적이고 펀협한 부족주의나 근본주의라는 

‘지하드’의 대립구도냉)만 파악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말 

이 의미하듯이 세계화는 자본에 의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의 측면을 

갖는다，얘) 앞서 보았듯이 복지국가에 대한 개혁의 요구와 그 방향은 기 

존의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파듀레이가 지적하듯이 세계화의 진행 하에서 인 

종， 미디어， 과학기술， 금융자본， 이데올로기의 흐름이 복합적이고 중층적 

44) Fondation Copemic, Un soc따llib깅ralisme à la française? (Paris: La découveπe， 2002) 
45) B. Barber, Jihad vs. MacWorld. 박의경 외 역지하드 맥월드~ (서울: 문화디자인， 

2003). 
46) 세계화 구체적으로 개별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적 변동을 가져오고 동시에 충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영수， “세계화의 문화적 충격" "미국학』 이번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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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탈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7) 세계화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행 

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균일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모순적 과정 

으로 파악될 수 있다. 세계화라는 하나의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들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표상체계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즉 일상적인 가 

치체계와 규범들의 충돌과 재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계적 현상으로서 문화의 재정의 속에서 현재 프랑스를 중심 

으로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전략은 어떤 모습인가? 국민 

국가 시기의 문화의 특징이 국가라는 영토적 단위 내에서 내부적 차이를 

제거하고 외부적 차이를 극대화하면서 국민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통 

일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시켜 온 것이다. 이 

러한 국민적 정체성이 문화의 세계화 특히 미국화라는 현상 속에서 위협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의 문화가 미국자본에 사로잡혀 결국 

은 미국적 가치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 

다.48) 물론 유럽통합의 가속화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유럽연합이 과거 국민국가 수준의 문화적 정체성 

을 형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이 문화의 미국화에 대항하 

여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채별국가들이 지닌 과거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 

지하면서 유럽문화를 지켜내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 세계화가 수반하는 문화 

47) A. Appadurai, Modem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ηs af Globa/ization. 차원 현 외 
옮김고삐 풀린 현대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48)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유럽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2001년 유네스코 31차 총회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서〉를 발표 
하였다. 그리고 1왜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문화다양성 협약(Cultur외 

Diversiψ Convention)’이 2005년 10월 20일 148개 회원국의 압도적인 찬성 미국과 이 
스라엘만의 반대 으로 채택된다.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이 협약 

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자국 문화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 노력에 어긋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 

정안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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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저항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의 경우 극우파들이다. 르팽의 ‘국민전선(Front NationaD’으로 대표되는 

극우파들은 과거 인종주의적 경향의 극우에서 1980년대 문화적 형태의 

극우로 전환하면서 세계화는 물론 유럽의 통합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른 

바 ‘새로운 우파(Nouvelle clroit - new right)’의 새로운 특징이다.때) 물론 

동시에 민족중심적 인종주의에서 유럽중심적 인종주의로의 변화 현상도 

보인다.50)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민족중심적인 배타적 문화주 

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표 

상하는 획일적인 물질문화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 문제이 

며， 유럽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유럽인의 공통적 

생의식과 목적의식을 증대시키는 문제’인 것이다.51) 

이와 같은 원칙적 차원의 유럽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국민국가 수준의 통일적 문화정체 

성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지 유럽이 신자유주의적인 자 

본의 유럽이 될 수만은 없는 것이기에 유럽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과하려 

는 노력 이 필요한 것이 다. 따라서 유럽좌파들은 자본에 의 한 신자유주의 

적 유럽에 ‘사회적 유럽(Europe soci머e)’ 개념을 대립시킨다. 즉 단일한 

유럽시장의 형성을 위해 자본이 추동하고 있는 경제통합과 함께 유럽적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의 추진이라는 ‘사회적 유럽’을 강조하고 있다.52) 세 

49) A. Taguieff, Sur la 1\Touvelle droite (Paris: Descartes & Cie, 1994). 2005년 가을 프랑 
스 이민자들의 폭동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화적 인종주의’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태영，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유럽의 문화적 인종 

주의로" r진보평흔J 26, 2005 참조 
50) E. Balibar, “La forme nation: histoire et id∞logie". E. Balibar et 1.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 Les idenM깅S αnhi밍lë’s (Paris: la découverte, 1없0); M. Wieviorka, 
L’espace du racisme (Paris: Seuil, 1991). 

5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D. Morley & K Robins, Spsces 01 
Identity: Global Med，띠!，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mdraries. 마동훈 외 
옮김망송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 (서울: 한울， 1999), p. 68에서 재인용. 

52) 이호재 편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체제의 재편~ (서울‘ 볍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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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된 경채체제하에서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국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을 상실할 뿐 결코 실 

효성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에서 복지국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현재로서는 세계화된 경제의 수준에 맞는 정치적 단위에 

국민국가의 기능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3) 그러한 의미에 

서 신자유주의적 유럽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여 국민국가 

차원에서 존재하였던 노동운동의 국제주의적 갱신이 요청되고 있다.54) 

현재의 유럽이 유럽자본의 힘에 의해 추동되면서 나타나는 미국적 모델 

을 따르려는 경향에 대항하여 이민자들의 운동 실업자운동 등과 결합하 

고 기존의 국가적 틀의 보호막을 넘어서는 유럽의 노조운통의 새로운 국 

제주의적 연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유럽’의 시도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유럽 지식인들의 또 다른 노 

력은 유럽의 민주주의적 정체성 찾기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 

리라는 가치에 기반한 ‘도덕적 내지는 정신적 정체성 Gdentité morale)’이 

유일하게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정체성이라고 주장한다.55) 민주주의적 

정체성만이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유럽인들에게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열려진 정체성”이다. 또한 민주주의적 정체성이라는 보편적 

가치 속에서 유럽을 구성하는 각 국민국가들의 문화적 차이틀은 보존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단일성의 추구 속에서 “민족적 문화의 다양성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인민이라는 사고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56) 요컨대 새롭게 추구되는 유럽적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유럽 내부의 민주주의의 확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고 그것을 통해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 

잃) J Habennas, Apr양 I'Etat-nation (Paris: Fayard, 2뻐0)， p. 32 
54) P. Bourdieu, 김교선 옮김맞불 2~ (서울: 동문선， 2003). 

55) V. Camps, “L’identité européenne, une identité morale" , J, Lenoble et N. Dewandre, 
L'Europe au soir du siècle (Paris: Ed. Esprit, 1992). 

56) J M. Feπy， “L’Etat européen", Kastoryano, R. dir. , Quelle identité pour 1’'Europe? 
(Paris: Presses de ScÎences P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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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논리에 의한 유럽이 아닌 새로운 정 

치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적 유럽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화라는 말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유럽화가 아니라 유 

럽 자체의 유럽화를 의미한다.57) 이것은 현재 유럽이 추구해야 할 정체 

성이 과거와 달려 외부의 위협 즉 미국화는 물론 이슬람 혹은 아시아적 

문화에 대항하여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의미의 정체성임을 의며한다. 그 

러한 정체성 추구의 노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정책이다. 유럽연합은 공동의 미디어 정책을 통해 과거의 

부유하고， 자유롭고 강력한 유럽의 이미지를 부활하려는 노력을 시도하 

고 있다 

우선 1993년 12월 GAττ 본 협상을 앞두고 드러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입장은 국제적 협약에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부문은 예 

외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면서 프랑스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은 상업적 논려에 앞서 문화 정체성과 세계문화 

다양성 유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 협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58)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무역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문화산업이 문화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인식되기 보다는 다른 산 

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및 소비물로서 인식되어야 한 

다는 것， 따라서 GA맴 협상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양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시청각 분야를 전체협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다. 또한 1995년 9월부터 OECD 회원국들은 다자간 투자협정(뼈AD을 체 

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지만， 이 역시 프랑스， 벨기에 등이 문화산업 

을 일반적 예외로 인정해 椰Al의 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7) S. Sontag, “L’idée d’Europe (une élégie de plus)". Les Temps modemes. 510, 1989, p. 
80. 

58) 최근 전세계 영화시장의 85%를 헐리우드 영화가 독점하고 있고， 자국 영화가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프랑스， 인도 정도이다. 2002년 한국의 자국 
영화 시장점유율은 45.2%(미국영화 48.8%), 프랑스는 자국영화가 34.2%(미국 영화 52.4%) 
이다 최준영，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문화적 대안 모색의 펼요성문화과학~36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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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과 대립하게 된다. 결국 프랑스가 1998년 문화적 예외의 원 

칙을 고수하면서 협상에서 탈퇴하였고， OECD 회원국들 간의 협상은 중 

단되 기 에 이른다，59) 

이처럼 국제적 협상에서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자신들의 유럽이라는 권역 내에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1957년 유럽공동체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이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달리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은 “공동체는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강조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민족 

적，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각국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마스트리히트 조약 121조; 암스테르담 조약(1997) 151 

조)， 문화 부문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문화의 미국화애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1990년대 이 래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작엽을 진행하고 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문화 2000 프로그램(C버ture 2000 progr.없nme)’이다. ‘문 

화 2000 프로그램’은 기존의 ‘만화경 프로그램(Kaléidoscope programme: 

유럽연합 내부의 예술적， 문화적 창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랩)’， ‘아 

리안 프로그램(뼈ane programme: 번역을 포함한 도서 창작 증진 프로 

그램)’， ‘라파엘 프로그램(Raphaël progrrnme: 유럽적 중요성을 갖는 문화 

유산 보존 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일관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마 

련된 것이다.매) 문화 2000프로그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문화적 다양 

59) 사실 한국과 칠레 간에 체결된 FTA의 경우도 언론， 출판， 영화， 음반 공연， 방송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제반의무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한다는 문화적 예외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문화산업의 경우 한국과 칠레 모두에게 특별한 교역상의 관심사항 
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었지만， 유럽과 미국 간의 교역에서 문화산업은 그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1992년 12월에 체결된 미국， 캐나 
다， 엑시코 사이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 (N때fA)의 경우도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 (BIT)의 경우 문화적 

예외의 인정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석태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 개방-WTO 방송시장개방 협상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서울. 나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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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함으로써 공 

동의 문화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유렵연합은 

영상산업 지원정책으로서 ‘국경없는 τ‘V 지칩’과 ‘MEDLt\.프로그햄 (Mesure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de 1'industrie aucliovisuelle euro

péenne: 유럽영상산업 발전 진흥조치)’을 마련하였다.6 1) ‘국경없는 τV 지 

침’은 유럽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진흥을 위한 쿼터의무째를 통해 주요 

방송국이 유럽산 방송프로그램을 50% 이상 방영할 것을 의우화하였다. 

그리고 MEDIA 프로그램은 시장 메차니즘으로 해쩔할 수 없는- 영상산업 

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산업 전반에 걸쳐 기금형태의 지원금을 조 

달하려 는 조치 이 다，62) 

하지만 유럽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문화의 특수성을 

부각하려는 작업과 동시에 세계화에 신속히 적응하려는 또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산업의 경제논리에의 적응을 위해 특히 영화 

산업에서 예술성과 프랑스 영화적 분위기를 지양하고 미국영화를 본보기 

로 한 ‘오락성의 강화’의 측면을 동시에 추진한다.잃) 국제협상에서는 문 

화적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동사에 내부챔으로 경제적 위기를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려는 노력 역시 강조되는 것이다. 즉 영화가 예술작품으로써 

고유의 문화적 특수성을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상품’으로서 시장 

적 가치를 지니며 세계화 속에서 자신의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 

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Wτo 협상과정에서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연 

합이 문화상품에 대한 예외조항을 주장하였지만， 이후의 프랑스 문화산 

업계가 힘을 쏟아 부은 것은 i문화정체성의 보호 및 강화’라기보다는 자 

6이 http:// europa.eu .inν'comm/cultur，잉eaclculture2000/historique/historidr.html 

61) 송도영， 이호영， 조힌영프랑스의 문화산업체계~ (서울: 지식따당， 2α)3)， pp. 308-316 
62) 한국의 경우， <2005년 문화판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민간관리의 ‘문화산업모태펀드’로의 전환을 진행 중에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시장 
에 적웅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측연에서 그러한 전환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한국 

의 문화자본 그리고 유럽의 예를 본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할 것이다 

63) 유지나. “EU의 영화산업 동향과 영화진흥책(1988-1댔7)"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서 
울: 문화과학사， 1999); 이병혁， 최종철， 김무경， 송도영 “지구화와 프랑스 문화산업의 대 
응: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 ~문화정책논총~ 8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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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화상품의 ‘시장성확대’를 위한 노력이었다. 프랑스가 자신의 이점을 

토대로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전지구적 문화시장에 침투하는 것에 노력 

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IV. J월 론 

프랑스는 유럽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미국에 대응할만한 경제력을 

갖추면서 세계시장을 일정하게 분점하려는 모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신 

자유주의가 가져오는 자본주의적 폐해를 프랑스적 가치， 나아가 유럽적 

가치 복지국가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통합 모델-를 통해 해결하고 동시 

에 미국애 대한 제동을 걸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세계화에 

대한 대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피할 수 없는 흐 

름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머국이 주도하는 흐름에 단순히 

폼을 맡기지는 않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즉 세계화에 적응하면서 동 

시에 세계화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적웅하려는 노력 

이 현재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양면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우파 시라크 

의 재선과 우파의 의회 장악으로 끝난 2002년 대선과 총선에서 좌우파 

간의 커다란 쟁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의 완급의 차이만이 있었 

을 뿐이다. 따라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치안문제였고， 우파는 

그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승라할 수 있었다. 이후 우파 정권의 강력한 치 

안유지정책과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안전망의 결과가 2005년 가을 이슬 

람 이민자들의 소요사태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공화국의 실현과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와 이념을 통해 구성되어 왔 

다，64) 물론 그것이 갖는 통합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과 한계들을 부인할 

64) 프광스의 공화주의 모델과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홍태영， “프랑스혁명과 프랑스민주 
주의의 형성 " T한국정치학회보~38집 3호， 2004; Idem.,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 제3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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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적 세계화가 요구하는 가치체계와 규범들에 대항할 수 있는 지점들을 보 

여 왔다. 물론 현재의 세계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 국민국가적 틀을 

제거하면서 전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프랑스 

의 공화주의적 저항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및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통합의 노력과 그들의 문화적 전략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 

이면서 동시에 세계화가 제시하는 가치와 규범 체계와 다른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극성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공화주의적 복지국가 개혁은 유럽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프량스의 공 

화주의가 ‘민족적 (national)’ 틀에 한정되고 그것이 또한 유럽 수준에서 

‘문화적’ 인종주의로 재생산된다면 2005년 가을에 나타난 프랑스의 소요 

사태가 재생산될 가능성은 다분히 존재할 것이다.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유럽헌법 비준 국민투표에서 프랑스 국민은 

60% 이상의 반대를 통해 비준을 거부하였다. 유럽연합을 강력하게 추진 

해 왔던 프랑스어l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유럽연합 자체에 대 

한 반대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크다. 이미 

1995년과 2002년 겨울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항하여 대규모 파 

업을 진행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현재의 우파 정권이 추진하 

고 있는 방향의 유럽통합 즉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원치 않고 있음을 보 

여준 것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약화시키면서 단지 상품시장과 노 

동력 시장의 확장을 통해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의 유입을 가져오고 미국 

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현재의 정치는 국민국가적 틀을 벗어나 다양한 충위에서 다양한 이슈 

들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근대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국민국가의 틀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이제 그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색들이 운동의 정 

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흐， 야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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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혹은 급진적인 정치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위기들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져 왔음 

을 상기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자유주의적 세계화 역시 민주주의 

에게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위기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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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훤r용nch Re뿜뼈빔ican Strategy 뼈 뼈g 뼈eo-Liber’al 

Globalisatio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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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how France copes with the neo-뻐beral globalisation by 

means of her own value and strategy of community. Since globalisation 

demands reforms of welfare state, France, on the one hand, carries out 

neo-liberal reforms - exemption of social charges of enterprise and enlargement 

。f state’s role in the domain of welfare, on the other hand, consolidation of 

republican solidarity - extension of socia! security for social exclus. These are 
double faces - adaption and resistance - of reform of French welfare state. This 

duplicity is discovered in the domain of cultural industries which are in forei짧1 

trade dispμtes. Emphasizing the peculiarity 0￥ cultural industries, that is, 
protection of cultural identity, Fraηce insists that economic market logic must 

not be applicable in the cultural industries. But, at the same time, she trÎes to 
endeavor to enlargε her own market for cultural industries, induding cinema. 
She keeps step with European Union to cope with 뼈아iber빼 globalisation by 

USA. Emphasizing european cultural identity, they rεsist american culture, and 
contrast europεan social integration model - welfare state - with american 
commerc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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