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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경제개입이야말로 성장의 적이라고 일관되게 주 

장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선도하는 민 

간기업(특히 제조업)에 투입해야 할 자본과 인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복지국가 

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하게 인플레를 초래하여 

성장의 성과를 무화시킨다. 게다가 복지제도들은 납세자와 복지수혜자 모두의 

노동유인을 떨어뜨린다. 복지국가는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 

써 노동 대신 레저를 선태하게 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조(selιhelp)를 포기하고 복지기생자로 살아가게 만든 

다. 마지막으로 케인즈주의 하에서 성장한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수 

급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요컨대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엽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시켜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 

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은 80년대 들어 ‘경쟁 

력’(competitiveness)이란 화두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파괴력을 얻게 되었다 일국 

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적 자본이 쇠퇴함에 따라 성장률이 올라가든 떨어지 

든 그것이 조세수입과 고임금이라는 형태의 일국적 부가 되는， 그리고 복지급 

여가 다시 유효수요를 창출해 국내자본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 관계는 끝이 났 

t:l{Teeple 1995 , 69-74) 반면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자본의 세계화가 급진전되 

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은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잣대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후퇴， 탈규제와 시장활력의 회복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이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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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된 경제 속에서의 유일한 경쟁력의 확보수단으로 모든 나라의 정치 엘리 

트들에게 -좌우파를 막론하고 하나의 공리가 되었다-(Mishra 1996, 316).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타당한가〉 신자유주의자들 

은 그들이 제시하는 니르바나-(Nirvana)에 이르는 길은， 동구나 스웨멘의 사례가 

보여주듯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우회로지만， 성장과 경쟁력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최적의 복지를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해왔다. 과연 그러한가〉 

이 글에서는 이를 대처정부 등장 이후 영국의 경험을 사례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영국을 사례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대처정부의 출범 

과 더불어 서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케인즈주의로부터의 단절과 신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경험한 나라이다. 둘째， 영국은 신자유주의적 대안이 영 

국경제의 오랜 상대적 쇠퇴(relative decline)를 반전시킬， 다시 말해 경쟁력을 회 

복시킬 명시적 방법으로 추진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1979년 대처의 

집권 이래 보수당정부가 19년을 집권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대안이 안정적이 

고 장기적으로 추진된 나라로서 정책의 집행과정은 물론 그 결과까지도 살펴 

볼 수 있는 드문 경우이‘다. 요컨대 영국은 여러 가지 변에서 이 글의 주제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효과를 살펴보기에 아주 적합한 사 

례인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논란야 많은 경쟁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경쟁 

력을 측정하는 지표들에 관해 살펴본다. 다음， 대처정부 집권 이후 영국의 경 

쟁력 지표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와 한 

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영국의 실험이 주는 시사점들을 제 

시한다. 

II. 경쟁력: 개념과 측정지표 

경쟁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논란이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 세 

가지의 견해가 폰재한다. 

우선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는 고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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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다른 기업이나 산업， 나아가 타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81년 이후 해마다 『세계경쟁력보고서』를 간행하고 있는 스 

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l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런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금융， 인적자원， 경영， 정부 

정책， 국제화 정도， 국내 경제력의 8가지를 그 구성요소로 꼽고 있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포터(Michael Porrer) 교수나 요피(D. Yoffi) 

와 같은 학자도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세계경 

제연구소 1994, 1-3; Porcer 1990, 71-73; Yoffi 1993, 11-18). 이 입장의 가장 큰 

특정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같은 수준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과 국가는 다같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단위들이며， 따라서 기업경 

쟁력을 재는 기준으로 국가의 경쟁력 역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와 정반대되는 크루그맨P. Krugman)류의 입장을 들 수 

있다. 크루그만은 국제시장에서의 우열이라는 관점에서 경쟁력을 정의하고 이 

에 따라 한 국민경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는 

1 ) 미국과 일본이 마치 코카콜라와 웹시콜라처럼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었다 

고 가정하는 경쟁력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 단위인 기업과 나라를 혼동하고 

있으며， 2)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이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셜일 뿐 필연적 진리는 아니고， 3) 이에 대한 강박관념은 단지 정부의 

자원낭비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공공정책의 쇠퇴라는 나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이야말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경제정책의 핵심적 목표이며， 따라서 한 경 

제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Krugman 1994, 28-44).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있어 기업/산업경쟁력이 핵심적 

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과 관련시켜， 보다 포괄적 

견지에서 국가경쟁력을 이해하는 입장을 들 수 있다. 팔러(A. pfaller) 등은 기업 

의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수행경쟁력’(performing competitiveness)으로， 한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잠재적 국가경쟁력’(underlying competitiveness of 

a nation)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수행경쟁력은 국제시장에서 보다 많은 상 

품을 팔 능력으로 경쟁자들보다 높은 질과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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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확보된다. 반면 잠재적 국가경쟁력은 국제경쟁에 노출되었올 때에도 자국 

의 국민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 

력으로 우수한 생산성과 고품질이 뒷받침될 때만 확보될 수 있다~PfalIer et al. 

1991, 5-6). 이런 구분의 밑에 깔려있는 사고는 저임급， 저복지로 노동비용을 

낮추고 결국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떨어드리면서 확보되는 경쟁력이란， 

기업의 관점에서는 타당할 지 볼라도， 한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하다 

는 것이다. 그 근거는 크루그만의 주장과 같다. 즉 여러 경제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궁극적 기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여부에 었다는 것이다 1)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입장의 경쟁력 개념을 채택한다. 필자는 사실상 크루그 

만처럼 국가경쟁력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며， 그것이 성립한 

다면 팔러 퉁이 주장하는 세 번째 입장의 정의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가를 등치하는 첫 번째 입장의 경쟁력 개념을 취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험을 신자유주의 

자들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기 위해서이다 이 글은 이런 영국의 성공신화 

가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은 것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경쟁력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그 지표를 무엇으로 볼 것인 

가인데， 이는 지표에 따라 경쟁력의 평가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지 

표들 중 자주 이용되는 것은 시장점유율， 생산성증대율， 성장율 둥이다. 시장점 

유율은 수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나라마다 경제규모와 수출비중이 다 

르기 때문에 경쟁력 측정 시엔 보통 시장점유율 자체보다는 특정기간 동안 얼 

마나 시장점유율이 변했나를 문제삼는다. 크루그만이 지적하듯 최근 들어 세 

계시장에서의 우열이 부지불식 중에 국민경제의 수행능력과 등치되고 있기 때 

문에 경쟁력의 척도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1) 세계시장 점유 

율의 증대가 반드시 세계시장으로부터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연결되 

지는 않는다는 점(국내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반영할 수도 있고， 가격인하에 의 

1) 홍미로운 것은 OECD와 보수당 집권기의 영국정부 역시 이런 류의 판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 이후 해마다 경쟁력 백서(Competitiveness White Paper)를 발행하 

고 있는 영국정부는 “한 나라가 자유돕고 공정한 시장조건에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유지，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변서 이는 OECD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Depart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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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장점유율을 늘일 수도 었다)， 2) 환율조작이나 무역정책의 조작에 의해 영 

향받을 수 었다는 점 에서 경쟁 력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디-(Pfaller and 

Gough 1991 , 18-20; Crafts 1997 , 8) 

한편 생산성은 노동자 일인당， 혹은 요소자본당 상대적으로 많은 상품과 서 

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표는 환율변동과 조정에 덜 민감할 뿐 

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장기적 경쟁 잠재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경쟁력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시된다. 그러나 이 역시 고용을 희생으 

로 해서 성취되는 경우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희생시키면서 증대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Pfaller and Gough 1991 , 27-28). 

l 인당 GDP 성장률은 가장 전통적인， 그러나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는 경쟁 

력의 측정지표이다. 크루그만은 장기적인 실질소득의 성장율을 국민 경제 수 

행능력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팔러 등도 생산성의 증대 없는 장기 

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경쟁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장기적으 

로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 있다면 이는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 역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 

여 경쟁력 평가에 반영시키는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2) 

결국 각각의 지표들은 모두 장단점을 갖는 셈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지표의 변화를 모두 살펴보려 한다 검토하는 시기는 대체로 대처정부 집 

권 후부터 90년대 초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영국의 수행실적(performance)을 경 

쟁국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교연구와 달리 타국의 경험은 영국 사례를 분석하 

기 위한 보조적 준거로만 사용된다. 

ill. 영국 경제의 경쟁력 변화: 성과와 한계 

대처정부의 집권 초기(집권 l 기: 1979-81년)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경기후퇴 

2)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Nordhaus와 Tobin은 동일한 l 인당 GDP를 갖는 다른 나 

라에 비해 더 많은 일인당 레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Sen과 Dasgupta는 교 
육과 보건수준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경쟁력을 평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Crafcs 

1997, 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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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였다. 그러나 이후의 경제회복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 

었다. 대처가 80년대 내내 상당한 인기를 향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도 여기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경제회복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득증대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국제통화기금(lMF) 차관도입과 ‘불만의 겨 

울’(winter of discontent)로 상처 받은 대 영 제국의 자존심을 위 무하면서 다시 영 

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이런 낙관적 분위기는 대처 시 

기의 경제회복과 활력의 지속을 ‘경제기적’， ‘영국의 경제적 르네상스’로 칭송하 

는 안팎의 찬사에서 잘 드러난다{Walters 1986). 

<표 1> 1 인당 GDP 성장률 및 지니계수 변화 비교 

1 인당 GDP 지니계수의 변화 
연평균성장률 T 까?~l) 

(%, 79-94년) 73년 94년 연평균변화 해당년도 

영 국 1.5 11 17 (79-92년) 0.80 (92년) 33.7 

미 국 1.3 2 (80-92년) 0.32 (92년) 43.3 

캐나다 0.8 3 9 (73-92년) -0.44 (93년) 27.6 

~ ~ 1.5 6 6 (78-90년) 0.05 (90년) 26.0 

프랑스 1.3 7 10 (84-89년) 0.15 n.a. 

이태리 1.8 16 16 (78-91 년) -0.43 (91 년) 29.2 

일 본 2.9 14 4 (80-91 년) 0.20 (91 년) 29.6 

I1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 OECD국 및 일본， 싱가폴， 홍콩， 한국을 포함한 상위 24 개국 

중순위임. 

자료 Crafts 1997, 15, 24, 59; Atkinson 1996, 45-6; Barday 1995, 14. 

과연 기적은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영국의 경쟁력을 회복시켰는 

가? 영국의 ‘경제적 르네상스‘의 핵심요소로 꼽혔던 것들은 지속적 GDP 성장，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및 수출 증대， 효율성과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가 문화의 

발전 등이었다-(Cosh ， Hughes and Rowthorn 1993, 11). 이를 앞서 논의한 경쟁력 

지표들과 연관시켜 살펴보자 먼저 GDP 성장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표 

1> 이 보여주듯 1979-92년간 영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5%였는데 이는 

70년대 보다는 현저하게 향상된 수치이다. 그러나 타국과 비교할 때는 이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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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이 그리 탁월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순위 역시 캐나다와 더 

불어 경쟁국 중 가장 크게 내려 앉았다. 게다가 이런 성장의 과실은 매우 불균 

등하게 분배되어 영국은 OECD 국가 중，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80년대 동안 가 

장 불평등이 증대된 나라가 되었다- 요컨대 성장률은 올라갔으나 ‘기적’으로 불 

릴 만큼은 아니었고 크루그만이나 팔러 둥이 얘기하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표 2> 생산성의 변화 

(79-87년간 제조업에서의 성장률，% ) 

여。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쿄랑/、 

이태랴 

산출 고용 Z2l1 노동생산성 
노동자당 노동시간당 

산출 산출 j) 

0.0 -27.5 13 37.8 4 1.3 

2 1.6 -6.3 35 29.8 23 .4 
62 .4 6.7 84 52.2 45.8 

7.6 -7.5 13 16.5 18.3 

')2.8 

38.6 

(79-93년간 전체산업의 연평균성장률 %) 

노동생산성2) 총요소생산성‘) 

2.0 1.4 

0.8 0 .4 

2.5 1.4 

1.7 1.0 

2.2 1.2 

1.8 2.0 

"1979-1990년 2’노동자 l 인당 산출 ”노동자 I인당 산출 + 투자자본당 산출 "1979-89년 
자료 OECD 1996, A68; Crafts 1997, 50; 한앤센()rn 1987, 288; Cosh, Hugh and Rowthorn 

1993, 13 

다음으로 통상 운위되는 경쟁력 개념에 보다 가까운，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의 근거가 되는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자 3) 생산성의 눈부신 향상은 여러 지 

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 에 나타나듯 79-81 년간의 최악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79-87년간 영국 제조업의 노동자 l인당 산출은 37.8%나， 노동시간당 

산출은 4 1.8%나 늘어났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쟁력의 요소로서 생산성과 시장점유율을 평가하는데 있어 제조 

업에 집중하며 이 글에서도 이를 따른다 이는 제조엽이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 경제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평가되는 부문이기도 하거니와， 서비스는 재화 만큼 교역되지 않아 

타국과의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 받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 제조업은 대처 

이전 경제쇠퇴의 주원인을 제공했고 대처 이후엔 대처혁명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공 

언된 부문이기도 했다iRowthorn 199>. 282; Wells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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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79-93년 동안 연평균 2.0% 

가 늘어남으로써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빠른 생산성 성장률은 당연히 경쟁국들과 영국 간의 생산성 격차를 크게 

줄여놓았다 73년의 경우 영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잡을 때 미국의 그것은 

2l 5, 독일은 119, 스웨덴은 128, 프랑스는 114였으나， 89년에는 미국 177, 독일 

105 , 스웨덴 121 , 프랑스 115 였디{때1:5 1997 , 50) 프랑스와의 차이는 근소하 

게 증가했지만 그 외의 나라들과의 차이는 많이 줄어든 것이다 왈러 등의 정 

의대로 생산성이 “한 나라의 경쟁력의 잠재성”을 나타낸다면 영국의 경쟁력은 

대처 집권 이후 크게 향상된 셈이다 

샤
 
댄
 

<표 3> 제조업의 성장， 1979-90 (%, 1985=100) 

영국회사들의 국내판매 

1979-90 24.2 

자료 Cosh ， Hugh and Rowthorn 1993 , 2. 

수입 총생산 

-6.4 50.6 -13.9 

<표 4> 제조업 국제시장 점유율1) 

1913 

벨기에 5.1 

캐나다 0.6 

프랑스 12 .4 

3.4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1 2.4 

n.a. 

1.4 

3.2 

30.9 

1950 1973 1979 1992 

6 .4 6.7 5.9 4.9 

6.3 5.0 4.2 4.7 

9.9 10.5 10.5 10.2 

7.2 20.8 20.8 19.6 

.3.7 8.) 8.3 8.1 

3.5 12.8 13.7 16.9 

3.0 5.1 4.8 4 .5 
2.9 ).4 3.1 2.5 

4.2 3.2 3.4 3.2 

9.1 9.1 7.9 

6.1 16.2 17.6 

자료 Crafrs 1997 , .'\0 

11표에 나타난 11 개국을 100Vr로 했을 때의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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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의 국제수지， 1950-92 

↑ ζ 

(*) 
뻐
←p
 
-
D놈
ι
己
3
 

----제조;수지 

---정상수지 

~ ~ ~ a 8 ~I 찌조업수지 

자료 Cosh , Hugh and Rowthorn 1993 , 12 

그렇다면 수출과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어떠했는가? 성장률의 회복과 생 

산성 향상은 이 영역에도 잘 반영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 

하였는가<표 3>과 <표 4> 에 나타나듯 수출은 ‘기적’의 한 요소로 꼽힐 만 

큼 크게 증대했다. 그러나 이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그렬 뿐이며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리 인상적인 것은 아니었다.<표 4>가 보여주듯 

영국의 국제 시장점유율은 79년 9.1%에서 92년 7.9%로 줄어든다. 이 시기 동 

안 주요 경쟁국률이 모두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시장을 내주고 있었음을 감 

안할 때 이는 특별히 나쁜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영국보다 근소한 

하락을 경험했음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 에 나타 

나듯 제조업 수지는 78-80년간 약간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했다 그 이유는 <표 3>에서 드러난다 79-90년간 수출은 24.2%가 증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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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은 두배가 넘는 50.6%가 증대했고 영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의 국내 

판매는 13.9%가 줄었다. 

요컨대 영국의 제조업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들과 경쟁할 때 여전히 열둥했 

으며， 이는 수출증가세로 상쇄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 

게 영국의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81 

년 이후 한동안 흑자를 유지했던 것은 비제조업분야， 특히 북해유전에서 생산 

되기 시작한 석유수출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86년부터 석유 

수입(revenue)이 감소하면서 다시 역전되었고， 이는 곧바로 경상수지의 적자에 

반영되었디-(<그림 1> Cosh, Hughes and Rowthorn 1993, 12). 

결국 생산성과 수출/시장점유융이라는 경쟁력의 두 핵심적 지표들은 상반적 

결과를 보여준다. 즉 생산성은 눈부시게 향상되었으나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 

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련 괴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직접적 원인은 생산성의 향상이 투자증 

대 및 혁신과 숙련도 제고에 의한 품질향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대량실업에 

의한 노동력 떨어내기(!abor shedding)와 노동자들의 ‘공포’에 기반한 노동기율 

의 강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표 2>에 의하면 79-87년간 제조업에서의 

산출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산출은 79-81년의 극심한 경기 

후퇴 때 급감했고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 87년에야 비로소 79년 수준을 회복했 

던 것이다. 반면 79-88년간 200만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 대규모 정리해고 속 

에서 고용은 27.%나 줄었다. 당연히 노동생산성(단위 노동자당 산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단위시간 당 산출의 증대는 노동기율의 강화에 의한 노동 

강도 강화로 설명된다. 대처정부의 다양한 반노조입법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단호한 대처， 그리고 무엿보다도 대규모의 공장폐쇄와 실업증대는 노동 

자들을 극도로 위축시켰고 노동기율을 강화시켰다. 이제 누구의 일자리도 안 

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생산성을 올려 회사를 살리는 일은 노동자 

들에게도 생사의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들은 공포 속에서 노동강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4) 

이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내기 

4) 해고의 규모와 노동강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경험적 근거들에 대해서는 Nolan, 1987, 

115-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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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즉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 증대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표 5>가 보여주듯 영국의 생산재 및 내구재에 대한 투자-(gross 

non-resídential investment)는 1980-93년간 13.7%가 증대했는데 이는 경쟁국들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였다. 비록 타국과의 차이는 근소해 보이지만 영국은 80년 

대 초 대규모의 자산파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로는 이전의 생산 

기반을 회복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제조업 분야의 투자증대는 상대적으로 크 

지 않았다<그림 2>는 제조업의 경우 총고정자산이 79-83년간 34% 가량이 

나 줄어 이후 지속적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88년에야 겨우 79년 수준을 회복 

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비제조업분야에서의 고정자본투자는 83년 이후 가파르 

게 증대하여 영국의 투자확대가 주로 이 부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생산재 및 내구재(gross non-residential investment)투자의 증대 

(GDP 대비 %) 

캐나다 

프랑스 

<표 6> 

미국 

영국 

독일 

표랑스 

일본 

R&D 투자 (GDP 대비 %) 

R&D / GDP 

1971 1979 1985 

2.75 2.20 2.55 

2.40 2.25 2.40 

2.25 2.35 2.5’ 
1.80 1.75 2.3’ 
1.80 2.05 2.85 

자료 Freeman 1987, 204. 

비국방 R&D 

1971 1979 1987 

1.60 1.65 2.35 

1.5 5 1.55 1.60 

2.00 2.25 2.65 

1.60 1.45 2.35 

1.80 1.9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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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문멸 고정자산의 형성 1979-1988 

i{r 160 
「\

짧 150 

맑 140 

J| 130 

앓 120 
증r 110 

" iD 100 
흥 

o~ 90 
S‘ 
센 80 

? 70 
~ 60 

‘ 

| 1979 1980 1981 1982 1983 

자료 : Wells 198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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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제조업 

이런 취약한 투자가 제조업 경쟁력의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은 짐작하 

기 어렵지 않은데， 이는 연구개발투재R&D)의 취약성에서도 더욱 선명히 드러 

난다 <표 6> 이 보여주듯， 85년의 영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주요 경 

쟁국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국의 GDP 자체가 다른 경쟁국들 보 

다 낮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량은 그들 보다 낮다 게다가 연구개발 

투자의 반 이상이 군수부문에 투자되기 때문에 하이테크 분야를 포함한， 민간 

부문에 펼요한 R&D 투자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 

히 낮았으며 이런 격차는 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5) 이런 낮은 연구개발 

투자는 낮은 혁신능력으로 연결되어 영국의 잠재적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5) 미국 내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외국나라들의 나라별 비율 역시 이런 영국의 혁신능력의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1950년 영국은 외국이 따낸 특허권의 )6%를 차지했으나 

73년에는 12.6% ， 92년에는 7.5ν에 그쳤다 반면 독일은 50년 0.6% ， 73년 24.2 '!i' ‘ 92년 

15.5 'Æ , 프랑스는 50년 15.5“ 7)년 9 .4 rx , n년 6.4% 였고， 일본은 50년 0%에서 73년 
22. 1% , 92년 43.2% 였다'(Crafts 1997 ,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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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낮은 투자와 혁신능력의 취약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영국의 장기적 쇠퇴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자본 측면의 문제로서 산업자본 

의 취약성과 기업가 문화의 부재를 지적해왔다 제국 시절이래 깊숙이 뿌리 내 

린 금융자본의 헤게모니는 산업자본으로 하여금 금융자본의 경영평가에 민감 

하게 만옮으로써 단기적인 이윤창출에 집착하고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장 

기적 전략을 수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국제화된 금융자본은 세계적인 신 

용대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으로 자국 산업자본에 유리한 정책은 중 

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게다가 금융업을 중시하고 제조업을 경시하는 문화는 

우수한 엘리트들로 하여금 이 부문에의 종사를 꺼리게 했고 이는 영국 경영자 

들의 기업가정신의 결여로 귀결되었다 코쉬(A. D. Cosh) 둥에 따르면 이런 오 

랜 문제점들은 대처 시기에 와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과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가문화는 대처시기 동안 강력히 고무되었지만， 경영 

자들， 특히 중간수준의 경영자들의 경영기술의 취약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 

고 이는 다시 혁신능력의 취약성으로 연결되었다{Cosh ， Hughes and Rowthorn 

1993, 4-5). 고용주 및 경영자들은 탈규제와 노조약화로부터 초래된 저임금과 

노동강도 강화로부터 단기적 이익을 향유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은 경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이 자본 측면의 문제점이라면 낮은 숙련도는 노동 측면의 문제점이었 

다. 이 역시 고질적인 영국경제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항목이었다 영국의 

분산화된 협상구조는 노조를 작업장 수준에서 고용주들과 직접 부딪히게 만들 

었고 이로 인해 생겨난 불신과 적대적 노사관계는 자본가들이 시도하는 모든 

신기술의 도입과 혁신에 노조를 저항적이게 만들었다. 게다가 ‘작업장 수준’에 

서의 노조의 방어적 힘은 매우 강력했다. 대처정부가 집권 직후 적극적인 노조 

약화정책에 나섰던 것은 이런 노조의 강력함이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 뿐만 아 

니라 숙련의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79년 이후 노조는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마호니와 와그너(M.O’Mahony and K. Wagner)에 따르면 

89년 중급수준의 숙련기술을 소지한 제조업노동자의 비율은 독일이 67%였음 

에 비해 영국은 35.2%에 불과했다. 애쉬톤{D. Ashton) 등도 역시 80년대에도 

영국은 경쟁국들에 비해 주요 산업에서 심각한 숙련의 결핍문제를 안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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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이 바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불 중 하나라고 지적하 

고 었다{O’Mahony and K. Wagner 1994, Crafts 1997, 34에서 재인용 Ashton， 

Green and Hopkins 1987, 131-154). 이런 노동자들의 저숙련은 영국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해왔으며(<표 2> 참고)， 해외로 

부터 고부7}가치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되었다，.6) 그러나 고용주들은 

혁신의 성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도 어떤 적극성도 발휘하지 못 

했다. 

결국 80년대에도 혁신능력과 숙련기술이라는 경쟁력 향상에 가장 핵심적 요 

소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셈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영국경제의 장기쇠퇴 

를 불러 옹 여러 요인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었다. 역설 

적인 것은 이런 영국경제의 구조적 난점들을 유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 

나가 바로 영국병의 치유를 지상목표로 내걸었던 대처정부의 정책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시티’(City: 금융자본)의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장기적인 안 

목의 금융-산업관계에 대한 정책으로부터만 완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혁 

신과 숙련의 향상 역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반조성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기업가문화와 경영능력의 향상 역시 이 

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와 더불어 혁신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 

는 제도적 압력이 존재할 때만 가속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처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앞세워 전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 

가 하에서 이루어졌던 국가개입의 주요 지주들을 파괴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 

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지국가의 개입장치들을 해제하고 노조의 

과도한 힘을 억제한다면， 시장은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논리를 따라 작 

동할 것이었다. 즉 탈규제를 통해 경영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와 ‘경영할 자 

6) 영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은 숙련기술 기반이 취약한 영국을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 

산기지라기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조립작업기지로 이용하면서 대륙유럽에 비해 싼 노동 

비용과 약한 노조라는 이점만을 취해왔다 예컨대 88년 초국적 자동차기업 포드(Ford) 

는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한 모텔인 시에라-(Sierra)를 영국으로부터 벨기에로 이전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저가인 피에스타-(Fiesra)를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숙련기술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이런 현상은 다시 해외로부터의 혁신기 

술의 이전을 방해하고 영국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했 

대Nolan， 1987, 112-4) 



신자유주의와 경쟁력 / 金榮順 285 

유’를 돌려주변 해방된 자본의 욕망은 이윤추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달성해낼 것이었다. 당연히 자국 내에서 구조적 경쟁력의 토대 

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일관된 핵심적 경제능력 및 적절한 전국적， 지 

역적 혁신체계를 유지하는 일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일 수밖에 없었다 7) 결국 대 

처정부는 모든 국가개업은 악이며 개입의 역사를 되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 필요했던 개입 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것 

이다 8) 그러나 이련 개입 역전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성전(crusade)은 ‘기적’이나 

‘르네상스’라는 찬사와 달려 대처혁명을 매우 취약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 

었을 뿐이다. 

N.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국가개입을 성장의 주된 장애물로 보면서 국민경제를 신자 

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재편했던 영국이 실제로 얼마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경쟁력 개념을 

협소한 것으로 잡아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할 때조차， 즉 수행경쟁력의 견지에서조차 영국은 80년대 동안 크게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 경제성장률은 모두 70년대 위기기보다 나아졌으나 이는 80년대 

동안 주요 경쟁국들과 비슷한 성적을 올린 것에 불과했다. 수출은 증대했으나 

수입은 이를 초과했고， 그 결과 무역수지는 내내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국제시 

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역시 70년대 말에 비해서도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성은 

7) 영국의 R&D 투자 중 국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 부분-(<그림 b의 국방관련 R&D)은 

80년대 들어 오히려 줄어 타국과의 격차가 커졌다 또한 영국은 숙련을 위한 훈련에 

경쟁국들 중 가장 적은 정부재원을 투여한 나라였다{Grubb， 1994, 184, 185를 보라) 게 
다가 노동자을을 설득하기보다는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강압적 노동정책은 혁선 

과 숙련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태도를 조금도 돌려놓지 못했고 이는 전체적인 투자의 

효율성을 매우 낮은 것으로 만들었다 

8) 이렇게 탈규제와 시장논리의 작동만에 의존하여 국제화된 개방경제 하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국가를 제송은 숨페터주의적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의 

‘자유주의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자세한 특정과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 문제점 

에 대해서는 Jessop, 199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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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부신 향상을 보인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는 혁신과 숙련의 비약적 발전 

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대량실업의 노동력 떨어내기 효과와 공포로 위축된 노 

동자들의 노동강화에 의존한 것으로써 경쟁 잠재력의 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경쟁력 개념을 포괄적인 것으로 잡아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 

면서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결과는 더욱 초라해진다. 영국은 80년대 동안 유럽국가 중 가장 심각한 대량실 

업과 빈곤심화， 지역적 불균등 섬화，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겪었다.9) 개 

혁을 시작하면서 선자유주의자들은 점적효괴{點뼈效課 trickle-down effect) 가 

설로 이를 정당화했다. 그들이 제시하는 ‘니르바나’(Nirvana)에 이르는 길은 수 

많은 장애물이 도사린 우회로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년이 념게 눈물의 계곡을 건너옹 하위 1!3 계층이 맞닥뜨린 것은 10 

년 전 보다 오히려 못한 분배물이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성취된 경제기적이 

란 꼼꼼히 들여다보면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대처가 ‘혁명’을 

달성했다면 그것은 경제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영역에서라고 해 

야 할 것이며 그 핵섬적 성과는 전후 체제 하에서 형성된 집산주의의 파괴일 

것이다 10) 

결국 복지국가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실험이 말해주 

는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애초의 주장과 달리 복지국가의 파괴와 국가개입의 

전반적 후퇴가 곧바로 경쟁력의 향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국제경쟁이 치 

열해진 8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이다， 경쟁력의 향상은 적절하 

9) 불평둥 심화는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빈곤인구t보통 빈곤선으로 규정하는 사회 

부조 수급자의 총인구 대비 비율)은 79년 7.6%에서 87년에는 13.5%로 두배 가까이 증 

대했다. 또한 소득분포 상에서 하위 1/5가구의 소득은 79년 전체소득의 10%에서 91 년 

6%로 감소한 반변 상위 1/5 가구의 그것은 35%에서 성%로 증대했다 마지막으로 지니 

계수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히 증대하여 79년 24.8%에서 91 년 
33.7%로 올라갔다\<표 1> 참고). 이런 불평둥의 섬화를， 테일러-구비는 ‘편안한 영국 

민’(comforrable Brirain)과 ‘비참한 영국민’(miserable Bri때n)이라는 ‘두 국민’(rwo narions) 

으로 분리로 묘사한 바 있다{김영순， 1996, 268-276; Arkinson, 1996; Taylor-Gooby, 
1991 , 107) 

10) 로쏟은 대처 시기의 경제적 성과가 기적’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수의 노동자플 해고하 

고， 나라 얀의 여러 지역들을 폐허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처음보다 전혀 낳을 게 없는 

결과를 내놓는 것으로 끝맺은 이상한 기적이라고 비꼬고 있디-(Rowrhorn ， 198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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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적인 투자와 혁신 및 고숙련의 노동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그것은 

이런 조건을 만들어낼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할 때만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에 국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크게 보아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국가구조를 크게 

파괴하지 않으면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올렸던 대륙유럽 나라들의 사 

례가 이를 보여준다. 대처의 실패는 이들과 달리 단지 국가를 전면적으로 후퇴 

시킨 뒤 이 모든 역할을 시장에만 맡겼다는 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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