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청제개혁 연구의 이론적 문제들과 대안적 
방법론의모색 

그 앤 서울대학교 

이 돈문은 그간 한국의 경제개혁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첫째， 정치체제변 

동과 경제개혁의 결합， 둘째， 국가주도 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셋째， 신 

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수의 지배연합전략들간의 긴장과 접합으로 파악한 

다. 그런데 기존의 이론들은 분석틀이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정치 

적 변수와 연결시켜 분석한다 해도 지나치게 미시적이어서 정치체제 변동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경제개혁 전반의 모습을 고찰하기에는 협소하다 그리고 

신고전파의 경제개혁이론이 지닌 ‘국가 대 시장’ 으| 이분법적 구조로는 신자 

유주의 축적전략과 국가형태 및 지배연합의 다양한 접합형태를 제대로 분석 

할 수 없다. 경제개혁의 조건으로서 국가자율성 내지 ‘강한 국가’ 으| 복원을 

주장하는 (신)국가주의론 역시 그 원전을 주로 국가 자체나 외적 환경의 변 

화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장의 동태적 접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개혁을 역사특수적인 맥락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축적전략， 국가， 지배연합간의 다앙하고 복합적인 접합양식들 

의 동학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분석요건을 충족 

하는 데 ‘전략 관계적 국가이론’ 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I. 머리말 

한국은 일찍이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제개혁이 

본격적인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고 구조개혁 (stiuctural refonn) 의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였다. 경제개혁이 추진된 배경은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환 

경의 변화에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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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한 새로운 계급 및 사회세력들의 부상과 세계화로 불리는 새로운 국제환경 

의 출현이었다 이 같은 환경요인의 변화는 1960~80년대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국가주도의 개발주의 경제발전모델 1)을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게끔 하였고 새로운 

경제발전모텔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개혁은 대체로 산업화 과정에서 증대되어 온 국가(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축소하는 대선에 민간부문(시장)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라는 기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김용복 1996 , 131-

134). 정부는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각종 경제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부 

문에 대한 공권력 행사방식과 관련해서도 강제력에 의한 직권조정의 형태를 새로 

운 형태의 간접적 규제로 전환해 나갔다. 

그런데 그 동안의 경제개혁에 의해 진행되어 온 변화와 성과를 놓고 논자들의 

평가는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 왔다 가령 “97년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였는가’， 

“지금까지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한국의 개발국가는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경제 

적 성과의 측면에서 얼마만큼 성공 혹은 실패했는7F’라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그 

런 차이는 대표적으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서도 두드러지 

는데， 어떤 논자는 경제개혁에 의해 전개된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 

전히 개발국가의 원형에 가깝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논자는 규제국가 내지는 

시장경제(=신자유주의적 기준의 시장경제)로 기본틀이 전환해 왔다고 평가한 

1) 일단의 학자들은 이를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 =발전국가라는 개념으로 체계화 

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찰머스 존슨은 경제발전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두 가지 국가형태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규제적’ 혹은 ‘시장합리적’ 국가는 경제적 

경쟁의 형태와 절차에 관심을 쏟으나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는 개입하지 않 

는다. 이에 반해 개발형 또는 계획합리적 국가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시장에 

개엽하여 의사결정에 깊게 개입한다 이에 대해서는 Chalmers Johnson , 장달중 역， 1984 

『일본의 기적 통산성과 발전지향정책의 전개~ . 서울: 박영사， 1장 참조 그런데 이 개 

발국가라는 개념은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적체제 내지 축 

적전략의 개념인지， 아니면 국가형태에 관한 개념인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 

설이다 개발국가는 국가와 시장이 모호하게 결합된 정치경제 개념이다 이 때문에 개 

발국가라는 개념을 상이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다른 정치경제 개념과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사용하기에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유념하는 선에서 6O~8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모델을 

지칭할 때에는 개발국가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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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이처럼 상이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국가 시장관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 분석 및 평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해 그간 발표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의 실무적 분석시 

각에 국한하여 씌어진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체계적인 이론틀에 의해 

뒷받침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정치경제적 이론을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에 

적용하려는 연구들도 대개는 외국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엄밀한 검증없이 차용하 

여 단편적인 응용에 그치는 경우들이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연구들은 구체 

적 분석보다는 각자의 이론적 취향에 따라 규범적 평가를 앞세우게 되어 생산적 

토론보다는 공허한 논쟁으로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자유 

주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국가개입현상을 놓고 왜 그런 현상 

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수행하기보다 국가역할에 대한 각자의 규범 

적 시각을 미리 전제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식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구 

들은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이 담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들을 분석할 수 없 

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그간에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이 보여준 특수한 역사 

적 맥락들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어떤 이론적 과제를 제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첫째， 정치체제변동과 

경제개혁의 결합， 둘째， ‘국가주도’ 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셋째， 신자유주의 경 

제개혁과 복수의 지배연합전략들간의 긴장과 접합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이러한 

특징들이 어떤 이론적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 논문은 

대안적 이론으로서 전략 관계적 국가이론의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자의 평가는 Chu, Yun-han(2oo1) , 이연호(1999) , 후자의 평가로는 대한민국정부의 평 

가， 이연호(2002)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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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경제개혁애서 나타나는 특수성과 이론적 문제들 

1 정치체제변동의 일부분으로서의 경제개혁 

한국의 경제개혁은 이미 ‘경제적’ 위기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위기， 나아가 

‘국가 의 위기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3)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 

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했던 패러다임은 ‘개발국가’ 였다. 한국에서 개발 

국가모델이 성립한 배경은 한국의 계급구조， 정치구조， 국가구조의 특성에 있었 

다. 무엇보다 그것은 조직화되지 않은 무정형한 시민사회 - 파괴된 노동조합， 자 

본의 미형성， 그리고자생력을결여한천민적 자본가-와과대성장된 관료적 국 

가구조， 반공 보수주의적 지배연합이라는 조건 하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이런 조 

건 하에서 영미식 경제발전전략의 채택은 불가능했다. 또한 그것은 재정과 산업담 

당 부처 사이에 정밀한 세력균형이 확립된 일본의 개발국가와도 다르고， 국민당이 

라는 강력하게 조직된 정당국가에서 채택된 대만의 경제발전전략과도 다른 것이 

었다(김병국 · 임혁백 2αXl) . 

이 속에서 국가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강력한 지시와 통제를 통해 자원을 특정 

한 방향으로 집중 배분함으로써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국가의 이 같은 축적전략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개발국가의 축적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성장하게 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지시적 통제를 거부하기 시작했 

다는 데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폭발적 분출은 무정 

형한 한국사회의 구조를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질서로 변화시켰다. 강력하게 조직 

된 노동계급운동 및 시민운동의 등장， 각종 이익집단의 형성， 이에 따른 분배갈등 

의 일상화， 이전보다 훨씬 다원화된 정당체계 및 정당내부구조의 출현은 기존 국 

가가 일방적으로 질서를 부과하는 방식의 경제운영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 

3) 여기에서 사용하는 ‘국가 (state) ’ 라는 개념은 계급구조， 정치체제， 국가구조， 즉 정치사 

회와 시민사회의 조건이 응축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국가가 아니 

라， 국가기구， 관료적 장치， 특정한 정치리더십으로 구성되는 특정 레짐 (regime)을 지 

칭하는것으로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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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속에서 자본세력 또한 국가가 효과적인 자본축적의 주도자로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국가의 지시적 통제를 거부하고 국가의 역할을 자 

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요컨대 한국에서 경제위기의 심화와 경제개혁의 착수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의 

위기 및 체제전환의 파정과 긴밀하게 뒤얽혀 있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은 새 

로운 경제정책유형을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세력관계， 정치체제， 국가통치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국가 재구축(state rebuilding) ’ 작업의 일환으로 진 

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들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정치체제 변동기(혹은 정치체제 전환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 

다. 경제개혁이 체제 변동기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체제 

안정기의 사회구조를 전제로 해서 수립된 경제분석에 관한 각종 미시， 거시적 이 

론틀의 효용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개혁에 관한 각종 이론적 도구들은 정치체제의 변동요인을 

외생적인 변수로 처리한다. 이는 특히 신고전파 계통의 경제학 이론들이 자주 범 

하는 오류인데， 이들은 ‘시장’ 을 가장 ‘자연적인 (natura1)’ 제도로서 파악하고 다 

른 제도들에 대한 선재성 (primacy)을 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국가를 포 

함한 다른 제도들은 시장이 실패할 때 나타나는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현상들로 본 

다(Ha-J∞n Chang 1997 , 27). 그래서 이들은 경제개혁을 분석함에 있어서 대개 경 

제적 요인들에만 주목하고 심대한 정치제도적 변동을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런 사고의 근저에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성공적인 제도들에 대한 관념을 당 

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런 제도들이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형성의 맥 

락이 다른 국가들의 이행경제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는 경향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Roland 2002 , 47) 바로 이 같은 시각은 한국의 외환금융위기 원인과 α1F 프 

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위기나 경제 

개혁과정은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훨 

씬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박정희 유신체제의 붕괴에서 김대중정부의 등장에 

이르는 국가-시민사회의 체제변동과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 

백히 정치적 위기， 나아가서는 ‘국가 정당성의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212 한국정치연구 제 12집 제 1호 (2003) 

이 같은 경제학적 분석의 결함에 대응하여 학계에서는 경제현상을 정치적 관점 

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색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신고전파 정치 

경제학， (신)국가주의론， 네오맑시즘적 국가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점들 

중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의 경우는 사실상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적 명제들을 정 

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세련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4) (신)국가주의 이론 

은 국가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의 사회적 동학을 경시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분 

리는 당연시되며， 이 두 가지는 각각 독특하고 우연적으로만 상호연관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시장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그대로 유 

지되며， 이로 인해 체제변동과 축적전략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 

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네오맑스주의 이론은 국가와 사회범주에 대한 지나친 추 

상적 단순화로 인해 자본주의 운동법칙， 사회세력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들에 

대해 구체 역사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국가는 각 추상수준들 

간의 조화로운 구조를 형성하는 정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무엇보다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0디ndle& 

까lOmas ， 63). 

그래서 근래에는 이상의 이론들 각각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통합하려는 제도 

주의적 접근(the institutionalist approaclt)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우선 ‘국가’ 

의 우위성이나 ‘사회’ 의 규정성을 선험적으로 가정하기보다는 ‘국가-사회관계’ 라 

는 분석틀로 다양한 정치경제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이호철 2001 , 311). 즉 국 

가와 사회 제세력들을 균등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그들간의 상호작용 양식에 초점 

을 맞추면서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이호철 1993 , 244). 가령 정 

부 기업관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서 정치경제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들은 상 

당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차원을 미시적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정 

치경제적 현상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5) 물 

4)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의 개혁이론에 대해서는， David Colander， εd. (1984); T.N. Srinivasan 

(1 985)를 참조 

5) 가령 유석진(1992)은 한국에서 자동차부문의 산업화과정을 국가 자본관계의 틀로 분석 

하면서 국가가 1973년. 1980년. 1980년대 중반에 걸쳐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시도했 

으나 산업화의 전략과 패턴은 오히려 국내자본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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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제도주의적 접근들은 단일한 조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그리고 미시-거시적 접근 등 다양한 흐름들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접 

근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공히 제도형성의 원천과 변화의 동학 

(dynamics)을 제대로 해명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석기 

2(00). 그러므로 이들 접근 역시 제도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체제 변동기 

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개혁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변동과 축 

적전략의 전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들이 

갖는 정태적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동학(dynamics)적 분석틀에 의거해야 한다. 

즉 사회계급구조 · 정치체제 · 국가형태의 정치학과 축적론(경제학)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학이론(política1 economic theory )이 필요한 것이다 6) 

험적 분석을 제시하면서 국가주도 산업화가 자동차부문에서든 ‘신화’ 였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개발국가라고 해서 국가가 일개 산업 내지 기업수준에서 반드시 주 

도적 결정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6) 99년 11월 IMF의 주관하에 열린 제2세대 개혁에 관한 학술대회’ 는 기존 노선에 대한 

반성적 모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시장주도 

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 대회의 춰지는 기존의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이 성장의 질이나 지속성 

을 담보하지 못한 이유를 찾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분석시각이 사회체제 전반으 

로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역셜하였다. 특히 과거의 ‘작은 정부’ 라는 신화를 넘어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보다 전향적이고 활동적인 정부’를 창출하는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대회 주제발표자 중 한 사람인 야곱스(Scott H. J acobs )는 제2세대 개혁 

의 5대 과제로 다음을 제시한다.CD 시민사회에 의해 뒷받침된 새로운 규제제도는 시장 

경쟁의 잠재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는 양칠의 제도， 정책수단， 시장 

유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각 집단의 이익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국가는 하나의 경직성이 또 다른 경직성으로 변질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유연 

해야 함，(1) 국가는 시장주도적 성장에 일치하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함，@ 민주적 정 

당성 및 법의 지배가 제도의 변화와 함께 유지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WWW. 

conference@imf,org , IMF Conference on Second Generation Reforrns; Scott H. Jacobs (1 999)를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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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주도적’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주로 국가(특히 대통령제하의 관 

료집단)가 주도해 왔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주요 경제정책 

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안정화정책， 수입자유화정책(1984) , 공업발전법 

(1986) , 주력업체제도(1991) , 주력업종제도(1993) ， 4대 부문 구조조정(1998) 등의 

입안과 집행은 주로 관료적 국가기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정책입안에 

대한 자본가집단의 영향은 미미하였고， 다만 자본가집단은 정책의 허점을 활용하 

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관료의 정책의도를 좌절시켜 왔다(김용복， 

1996 , 226). 물론 자본가집단도 국가의 간섭과 규제철폐 등 신자유주의적 구호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국가 시대의 경영지배구조 유지， 대외개 

방으로부터 보호지속， 노동에 대한 국가의 물리적 탄압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전 

혀 신자유주의적이지 못한 행동을 표출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또 국 

가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제도의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작동하기 위한 구 

조를 직접 만들거나 심지어는 사회세력관계를 재조직하는 등에까지 적극적인 개 

업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경제개혁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미국에서 국가 

는 조세 및 재정 ,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조절을 수행하고 그 

에 입각하여 기업들이 미시적 차원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갔다면， 한국에서는 

국가가 단순한 거시경제적 조절의 차원을 넘어서 시장 주체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전체 사회구조나 사회관계의 개조를 주도해 나갔다. 가령 재벌개혁이나 금융구조 

개혁 , 노사관계개혁 등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국가의 주도적 역할의 결합은 한국의 경제개 

혁이 지닌 역사특수적 변이( variation)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경제 

개혁에서는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을 지향하면서도 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 

러졌는가 “이 때의 국가 주도적 역할은 개발국가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 같은 국가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문제 

를 규명해야 한다.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신자유주의의 교의에 비추어 볼 때， 분명 

히 하나의 역설이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의 개입은 근본적으로 

시장보다 비효율적이어서 가급적이면 사라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임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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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그런데 적어도 한국에서 국가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그 이상의 존재였다. 

시장은 경제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주로 국가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추진되었다.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개혁의 효과는 양면적 

이었다.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진전시켰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개 

혁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 효과는 국가-사회관계， 국가의 구조 및 

개입형태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바로 이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 사회집단들간에 첨예한 논쟁과 이해갈등을 유발 

하였다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놓고 재계와 주류 경제학자들은 개발국가(관치경 

제)의 잔재라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 

한 불가피한 국가개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현상은 단순히 관치경제 

의 잔재만은 아니었다. 이 시기를 통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유지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역할은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7) 이는 1997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지속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명백히 신자유주의의 국제적 전도사 

라 할 수 있는 IMF와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점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규 

범적 평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양립하게 된 현상 그 자 

체의 구조와 배경에 대한 객관적 분석일 것이다. 

그런데 신고전파 이론이 지닌 ‘국가 대 시장’ 의 대립적 담론구조는 한국의 경제 

7) 이에 대해서는 김용복(1996) : 이연호(2001)을 참조. 최근 이연호 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 등장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려논 의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 

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국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보조금 지급， 시장진입규제， 

정책금융지원 등을 급격히 축소하면서 대기업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를 촉진하는 규제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규제국가로 변화해오고 있지만， 빅딜， 중 

소벤처기업육성정책에서 보듯이 발전국가적 속성 또한 강하게 살아있다. 따라서 한국 

의 국가는 발전국가적 속성을 내포한 채 규제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 

고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제국가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기원한 규제국가와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 특수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연호 등의 연구 

는 이 같은 양 측면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으로 

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성격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개념과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상적 분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내재적 

이고 통학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연호 · 임유진 · 정석규 

(2002 ,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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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정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가령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은 국가이론의 

측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이론정립보다는 .국가가 왜 경제개혁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소극적인 분석에 머물렀 

다. 또한 국가의 본질이 그렇다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엘리트는 어떻게 

형성되고 추진력의 원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 

공해 주지 못한다. 기껏해야 그들은 개혁저항세력들을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집 

행력을 추상적으로 강조할 뿐이다 8) 

(신)국가주의론 역시 한국의 경제개혁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이 이론은 신자유 

주의의 .시장강화를 위한 국가의 약화’ 명제에 대해 ‘강한 국가’ 의 복원을 주장한 

다(박재규， 328). 그리고 ‘강한 국가 의 원천을 축적체제의 운동법칙이나 사회계 

급관계에서 규명하기보다는 주로 국가 자체나 외적 환경의 변화에서 구한다는 점 

에서 국가와 시장의 다양한 접합양식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축적전략과 다양한 국가개입형태간의 연관성을 동태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 국가 

의 레짐 (regime)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으로 

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3,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다양한 지배연합의 접합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국가 역할간의 다양한 결합 및 변화를 규정하는 결정적 

기초는 바로 지배연합이었다. 한국의 경제개혁은 대체로 신자유주의를 지향해 왔 

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적 지배연합들이 접목되었고， 그에 

따라 경제개혁의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먼저 전두환 

정부에서는 권위주의적 지배연합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철권통치 아래에서 신자 

유주의 경제안정화정책이 추진되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처음에 한 때 노동유화 

적， 자유주의적 정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보수주의 

8) 이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대체로 기술관료를 선호하고 민주적 형태의 개혁과정 

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 사회적 합의나 타협의 추구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 다소 
독재적이고 급진적인 정부에 의한 개혁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Kaufman & Stallings 

1988 , 201 • 23: 김동엽 최원익 1998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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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치세력과 국내산업자본(재벌집단)의 배타적 지배연합을 근간으로 한 자생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진행되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재벌집단과 보수주의적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대신에 국제적 자본， 정 

부 · 금융자본분파의 이니셔티브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다소 새로운 형태의 선자 

유주의 지배연합이 출현하였다. 여기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노동의 시민권을 확 

장”하도록 허용하는 노동포섭적 연합정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바로 이상과 같이 역사특수적이고 차별적인 국가-지배연합하에서 이루어진 신 

자유주의 경제개혁은 개혁의 성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조금 단순하게 묘사 

하자면， 전두환정부는 경제안정화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거시경제정책 

의 변화9)를 넘어 경제구조개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김영삼정부에서는 

경제구조개혁이 본격적인 의제 (agenda)로 설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신자유주의 경 

제정책의 도입이 도리어 개발국가를 강화시키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여 종국에 

는 외환금융위기라는 파국을 맞고 말았다. 반면에 김대중정부에서는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에 실패한 각종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들이 도입되었고， 금융， 기업 , 

노사관계， 공공부문에 걸친 경제구조조정이 상당정도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 

발국가의 축적구조에 일정한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0) 

바로 이 같은 현상들은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출현한 다양한 지배연합이 경 

제개혁의 진행에 미친 영향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지배연 

합은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 

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지기반을 제공해 준다. 즉 지배연합의 상태는 축적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적 조건이 된다. 그런데 지배연합과 축적전략간에는 반드 

시 1 : 1의 조응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축적전략에는 다양한 지배연합이 

결합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축적전략←지배연합의 조합( combination) 이 어떤 효과 

를 산출할지는 동태적인 사회세력관계의 조건에 의존한다. 

그런데 신고전파의 전통에 선 분석가들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다양한 지배 

9) 이 시기 거시경제정책상의 중요한 변화들을 간추려 보면， 큰 폭의 평가절하(1980년 I월 

17% 절하)， 변동환율체제의 채택， 재정긴축정책， 고에너지가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드 

베시 카푸르(2000 ， 133). 

10) 김대중정부의 경제구조조정은 김영삼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과연 

성공적인 경제개혁이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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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 접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개혁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간과하였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조직노동의 이익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정책엘리트의 역할은 경제적 개혁승자(the 

reform winners)를 강화하거나 경제적 개혁승자의 분배연합이 조직되기까지 사회이 

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연 (insulation)하는 것이었다 11) 그래서 이런 관 

점은 김대중정부가 1997년 금융위기 직후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그 반 

대급부로 신자유주의적 내용의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을 전폭적으로 수용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집단적 시장개업기구를 등장시킨 

데 대해 개혁의 혼선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조직화된 이익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해 온 나라들에서 오히려 

경제개혁은 더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12) 이는 한국의 

경제개혁과정에도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데， 김영삼 · 김대중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시적 ·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의 시민권 확장을 시도한 것 

도 바로 그 같은 차별적 축적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신고전파의 관점에 입각 

한 분석들은 신자유주의와 조합주의 (corpora디sm)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 

문에 13) 김영삼 · 김대중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왜 그 같은 단초적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김대중정부 초기에 나타나는 노사정위원회나 생산적 복지의 추진 

11) 흔히 ‘I곡선’ 이론으로 표현되는 이들의 개혁전략은 규제폐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의한 독점강화， 소득분배 악화， 고용불안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며 , 다만 그로부터 발 

생하는 저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관리하는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은 여러 가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헬 

만(Joel S. Helman)의 비판은 주목할만한 것인데， 그는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과정을 분 
석하면서 개혁 승자틀이 개혁 초기의 과설은 향유하면서 더 이상의 개혁의 진전을 방해 

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그는 개혁 초기에 발생할 지대추구형의 승자를 통제하 

는 것이 개혁의 중장기적 진전을 위해 더북 중요하다고 보았다(Helman 1998). 

12) 유럽의 네덜란드， 남미의 칠레， 우루과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3) 이에 대해서는 김용철 (2001. 111-114) 이 외에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조합주의에 대해 

회 의 론을 제 기 한 논자들로는 Goran ηlerbon (1987 , 259-284); Ra1f Da1rrendorf (1989, 136); 

Scott Lash (1985 , 216-239) 한국에서 조합주의적 실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으로는 박 

덕제 (1 998) ; 박기성 (1 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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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의 성격을 ‘반 

독점’ , ‘재분배’ 같은 속성틀을 내포하는 질서자유주의( order-liber외ism)로 규정하 

고 신자유주의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본다(조우현 2001 ; 이연호 2(01) . 그러나 

김대중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IMF의 관리기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나， 대 

기업 빅딜， 대형화， 겸업화와 같은 금융산업 구조개편 등을 볼 때，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진단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런 분석이 나오게 된 데에는 축적전략과 다양한 형태의 연합( coalition) 이 접합될 

수 있는 차별적 전략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적 시각이 부재한 데서 기인한다 

고볼수있다. 

요컨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개혁에서 나타나는 역사 특수적 

인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변동과 기존 축적전략의 위기 및 전환 

사이의 연관성， 축적전략의 전환에서 국가개입의 다양한 형태， 축적전략의 전환을 

불러싼 지배연합전략의 복수성과 그들간 경쟁 현상의 동학구조를 규명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는 축적전략， 국가， 사회계급관계(지배연합)간에 다양한 접합의 가능 

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필요로 한다 14)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경제개 

혁을 분석하면서 구조적 결정론이나 규범론적 평가에 흐르지 않고 현실의 전개과 

정을 객관적이고 역사 특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략 관계적 국가이 

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11.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경제개혁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 
성 모색 

‘헤게모니’개념의경제분석적의의 

한국의 경제개혁 분석에서 ‘헤게모니 (hegemony) ’ 는 앞서 제시한 이론적 목적들 

14) 이는 비단 한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신자유주의 경 

제개혁의 이론적 유형화의 펼요성에 의해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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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켜 주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제솜(Bob Jessop) 에 따르면， 헤게 

모니는 지속적인 자본축적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 준다(Jessop 1990 , 207).15) 

헤게모니란 지배계급이 자신의 단기적인 경제적-조합적 이익을 양보， 조정하면서 

도 지배계급(내지 분파)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계급(내지 분파)들 

간 힘관계의 타협적 균형 을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본축적은 다양하고 이질 

적인 사회세력들이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는 언제나 이 사회세력들간의 

‘타협적 균형’ 을 창출할 수 있는 물질적 양보와 상정적 보상을 도모해야 한다(김 

호기 1993 , 242). 다시 말해서 자본의 지배는 계급적 세력균형의 끊임없는 변화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지속적인 정치적 · 이데올 

로기적 지배에 의해 영향 받는데， 그 핵심은 ‘지배연합’ 의 성격과 ‘국가’ 형태이다 

(Jessop 1990 , 42-43). 가령 일정한 조건에서 자유선거와 강력한 의회지배는 전체 

국가기구의 원만한 작동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 

과 계급적 세력균형의 이동에 대응하는 지배정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한다 이 때문에 이 체제내의 지배연합은 사회적 응집을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자본축적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할 수 있다(Jessop 1990 , 43-44). 

그리고 헤게모니의 형태는 사회적 힘관계의 구조적 변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 

치적 체제변동에 따라 다양한 변이들( variations )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 

적인 조웅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적 실천을 매개로 한 축 

적전략과 지배연합-국가형태간의 다양한 접합의 과정들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 

것은 자본주의적 지배의 다양한 하위유형들을 구성하게 된다‘ 

이런 관점을 통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급이 사회적 힘관계의 변화 

15) 제솜의 이론은 풀란차스， 푸코， 조절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조류들의 건설적 절충의 산 

물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람시의 이론에 연원을 두고 있다(손호철 2002 , 116) 여기에 

서 제송 이론의 가장 큰본적 개념이기도 한 헤게모니에 대한 그람시의 정의를 살펴보 

면， 국가의 임무란 헤게모니 장치를 형성하는 것인데， 헤게모니란 사회집단들의 이해관 

계와 경향들을 고려하여 어떤 타협적 균형을 형성하는 정치경제적 장치를 설정하는 능 

력이다. 즉 지배계급의 경제적， 조합주의적 이익에 머물지 않고 타계급들의 이익과 자 

신의 계급적 이익을 일치시켜 내는 능력이다(Gramsci ， SPN. , 160) 한편 Hirsch & Roth는 

헤게모니를 정의하면서 “지배계급의 주도아래 전체 체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사이의 역사적으 

로 특수한 접합(Hirsch & Roth 1985)" 이라고 규정한다. 김호기 , 1991 , p.21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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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여 지배연합-국가의 형태를 끊임없이 쇄신함으로써 국가체계 내에서 경 

제적 요구가 어떻게 경제정책에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자본축적을 보장 

하기 위한 사회적 지형을 구성하는 동태적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이는 체제변동 

기， 즉 헤게모니 구조의 변동기에 이루어지는 축적전략의 동태적 전환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축적전략， 국가， 지배연합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합양식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 이론들의 정태성과 단선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면 제솜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서 한국 경제개혁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리: 축적전략과 헤게모니프로젝트 

제솜에 따르면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다. 자본의 가치형태는 자본 

주의 발전의 모태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이자， 자본관계 일반을 재생산 

하는 다양한 계기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많은 상호 연관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Jessop 1990 , 197) , 그런데 자본순환의 다양한 계기들(화폐 혹은 금융자본， 산업 

자본， 상업자본)은 한 분파의 헤게모니 하에 통일되어야 한다(Jessop 1990 , 198 

9) , 자본순환의 다양한 계기들을 통합하기 위한 실천을 우리는 ‘축적전략’ 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축적전략은 다양한 경제외적 조건을 함축하는 특수한 경제적 ‘성 

장모델’ 을 규정 한다(Jessop 1990 , 198 ), 

축적전략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헤게모니가 확립되어야 한다 경제적 

헤게모니의 행사는 단순한 ‘경제적 지배’ 및 산업자본의 순환에 의한 ‘경제적 결 

정’ 과 구별되어야 한다. 경제적 지배는 한 분파가 그 자신의 특수한 경제적 조합 

적 이익을 다른 분파들의 희망 또는 희생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강제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헤게모니는 축적전략의 일반적 승인을 통해 획득된 

경제적 지도력에서 나온다. 이 전략은 화폐자본을 헤게모니 분파의 다양한 투자영 

역으로 배분하도록 통제함으로써 헤게모니 분파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 

에 여타 분파들이 관련되어 있는 자본순환을 통합함으로써 그 분파들의 단기적 이 

익을 증진시켜야 한다(Jessop 1990 , 199) , 그리고 이 과정은 지배 피지배계급간 및 

지배계급 분파틀간 타협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특수한 단기적인 경제적 

조합적 이익을 희생하려는 헤게모니 분파의 일반의지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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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타협적 균형점은 “자본순환의 지배적 형태(자유주의적， 독점， 

국가독점) . 자본국제화의 지배적 형태(상업， 금융， 산업)， 특정 국가자본이 담당 

하고 있는 특수한 국제정세， 국내외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세력균형， 국내경 

제와 해외 자회사의 생산잠재력 속에 내재해 있는 책략의 여지”에 의해 제약된다 

(Jessop 1990. 2(0). 축적은 단순한 경제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 즉 ‘축적의 사회적 구조들’ 의 조절을 필요로 한다(손호철 2002 , 

129). 

이와 같이 자본축적을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조건을 보장하는 데 국가가 수행하 

는 역할은 핵심적 (pivot떠)이고 독립적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 같은 역할을 수행하 

는 방식은 도구주의적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법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 조건에서 국가라는 제도적 체제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매개되는 

계급투쟁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Jessop 1990 , 44-46). 

즉 자본주의국가는 도구주의적 관점의 맥락에서 ‘직접적’ 인 방식으로 자본의 이 

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배’ 라는 ‘효과’ 를 통해서 ‘간접적’ 인 

방식으로 자본축적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형태결정된 세력관계 

의 응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국가의 독특한 제도적 형태들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세력균형이 어떻게 국가형태 그 자체를 넘어서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Jessop 1990 , 

206) . 이는 국가의 형태적 · 실질적 측면에 대한 통일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가의 형태적 측면은 국가의 대표형태， 개입형태， 제도적 총체로 간주되 

는 국가의 접합형태이다. 정치적 대표형태는 주어진 축적전략에서 자본의 이익들 

이 접합되는 방식을 결정하고 다른 전략들에 우선해 일부 축적전략에 차별적인 함 

의를 갖는다 국가의 개입형태 역시 특정한 축적전략의 추진에 차별적인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구내의 위계적이고 수평적인 권력분배와 국가 특정 부 

문의 상대적 지배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가권력의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Jessop 1990 , 207). 

그런데 국가의 형태적 측면은 국가에 대한 지지나 저항의 사회적 토대와 국가권 

력의 행사가 집중되는 헤게모니프로젝트의 성격을 연결시켜 파악함으로써 보다 

완벽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분석은 계급동맹(지배연합)에 대한 분석과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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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의 효율성은 특정한 상황 

에 존재하는 세력균형에 좌우되고， 강제수단의 독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공정 

책에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강화되기 때문이다(Jessop 1990 , 128 ). 바로 이와 같은 

국가와 지배연합의 특수한 총체가 사회계급간 타협적 균형을 달성할 때 우리는 이 

를 헤게모니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축적을 보장하는 국가의 능력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의 ‘물질적’ 토대는 근대국가가 향유하는 물리력의 합법적 독점과 주권 

국가에게 부여되고 관할되는 사회적 행위자들을 구속하는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상의 능력이다. 이것은소위 ‘국가자율성’에 대해 설명하는부분인데， 제송은 

국가자율성이란 개념 대신에 ‘구조적 결합(structura1 coupling) ’ 과 ‘전략적 조정 

(strategic coordination) ’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Jessop 1990 , 358-360). 국가 

는 사회전체에 대한 응집의 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타 사회세력들과의 협력에 의 

존함으로써 국가개입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의 관심은 정치적 세력균형 

(=헤게모니)에 있다. 국가는 정치적 세력균형을 통해 국가체계 내에서 경제적 요 

구가 어떻게 경제정책에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자본축적을 보장하기 위 

한사회적 지형을구성한다. 

한편 정치적 실천수준에서 헤게모니는 단기적으로 변이될 수 있다(Jessop 1990 , 

209) . 이런 변이에는 헤게모니가 불안정한 시기， 파워블록에 대한 헤게모니와 대 

중에 대한 헤게모니 사이의 균열， 헤게모니의 위기， 헤게모니프로젝트가 쁘띠부르 

주아나 노동계급(혹은 군부， 관료， 지식인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으로 이동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단기적 헤게모니의 변이가 반드시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정형태를 전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경제적 결정관 

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즉 헤게모니의 단기적 변이가 피지배 사회세력 및 지 

배분파들의 경제적-조합적 이익을 증진시켜 줄 수는 있지만， 지배계급의 프로젝트 

전반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협상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이익이 사회 

세력관계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적 연합형태와 결합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헤게모니의 단기적 변이에 따라 자본주의 축적체제는 한 단계 낮은 추상수준에서 

의 여러 가지 하위유형들로 분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6) (그림 l 참조) 

16) 그런데 제송의 이런 관점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람시는 이마 “대기업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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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성과 

축적전략 

• t 
지배연합-국가형태 

사회세력관계의 상태 

그림 1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 의한 경제분석모형 

요컨데， 자본축적은 잉여가치의 창출 및 전유의 다양한 전제조건들을 사회세력 

간의 투쟁 속에서 보장하는 자본의 능력에 의존한다. 자본주의 운동법칙의 실현은 

자본과 노동간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나타나는 세력균형에 의해 좌우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균형을 재조직하는 것은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회복하는 데 

필수조건이 된다. 여기에서 지배연합-국가전략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 때 지배 

연합 국가의 역할은 도구주의적인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복합적이 

고 모순적인 ‘효과’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전략 

의 장소이다. 지배계급이 국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정치적 지배’ 의 ‘효과’ 를 통해 

기존의 모든 정당들을 번갈아 활용하며 그 자신의 영속적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틀의 관섬은 세력들간의 확설한 균형에 었다" (Gramsci 1978 , 154)" 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람시는 이런 개념을 발전시켜 ‘수동혁명’ 이라는 역사적 현상 개념을 도출하 

였다 즉 수동혁명이란 지배계급이 위기의 순간에 정치와 경제의 재조직화를 통해 기존 

의 국가를 지지하는 역사적 블록을 가장 유리한 형태로 재편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새 

로운 형태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시민사회에 개입함으 

로써 위기를 타개한다 그리하여 한 사회의 지배체제는 새로운 세력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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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구의 접합， 그런 기구들로의 접근 수단의 조직화， 정치 

동원의 형태， 국가개입의 성격， 정치적 전략 및 동맹의 변화는 축적전략(혹은 경 

제개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한국의 경제개혁연구에 대한 적용 

그렇다면 이 같은 전략 관계적 국가이론이 한국의 경제개혁연구에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국내적인 민주화로의 이행은 개발국가의 경제 

운영방식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노동은 억압적인 통제를 거부하였고， 

자본 또한 국가가 더 이상 자본축적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조건 

에서 국가의 지시적 통제를 거부하게 되었다. 국가는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게 되 

었고， 이에 따라 국가-사회관계의 전반적 재편이 요구되었다. 즉 새로운 헤게모니 

의 재구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자본은 기존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대체하여 새 

로운 경제적 헤게모니를 확립하지 못하고， 과거 개발국가하에서의 축적관행을 지 

속하였다. 바로 이런 속에서 국가가 축적전략의 전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게 되었다. 

2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자본의 축적구조 및 관행을 쇄신하는 한편 노 

동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이 속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지배계급 내부에는 

갈등하는 두개의 전략이 출현하였다 하나는 선자유주의의 기조 속에 경제민주화 

를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민주화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3 김영삼정부는 초기에 양자간의 부분적 균형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정 

부의 지배연합은 사회집단틀간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사회적 균형이라기보다는 

외면적 대립에 기초한 세력균형을 지향하였다. 세력균형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 

고， 개혁지지세력들의 힘은 제도화되지 못했다. 김영삼정부는 이 같은 역학구조 

위에 위임민주주의적 국가구조를 발전시켰다. 김영삼정부는 국가권력을 통한 여 

러 규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이미 민주화，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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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조직화된 사회를 국가권력으로 규제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정통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국가가 생산해 낸 규제의 그물망은 사회집단들로 

하여금 ‘게임의 규칙’ 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곧 재 

벌과의 배제적 연합으로 변질되어 갔고， 국가는 재벌의 볼모로 전락해 나갔다 

4. 1997년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등장한 김대중정부는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국제 

적 자본과 동맹을 형성하고 그 압력을 이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에는 경영투명성， 수익중심의 경영패턴이 강화되고 재무 

건전성을 중시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위 

해 인위적 경기부양 등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했다. 이는 재벌들이 근본적 

인 구조개혁을 회피하도록 만들었는데， 재벌들은 증시활황을 이용하여 부실기업 

매각 대신 증자에 치중하였고， 순환출자 등으로 내부지분율을 증대시켰다. 국가권 

력의 기능적 성격은 김영삼정부와 마찬가지로 위임민주주의적이었다. 김대중정부 

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구조조정의 가시적 조처를 

신속하게 보여줘야 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자율적 합의보다는 

위임적 권한을 발동하여 구조조정을 강제하였다. 그런데 긴박한 경제위기가 점차 

해소되고 집단적 분배갈등이 표면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임적 권한은 정당화 

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은 재벌과 노동세력 양쪽으로부터의 저항 

에 직면해야 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봉적인 타협을 양산하게 되었다. 

IV. 맺음말 

한국의 경제개혁은 민주화와 세계화에 의한 정치체제 변동기라는 조건에서 추 

진되어 왔다. 경제개혁은 새로운 경제정책의 유형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급관계， 정치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국가재구축’의 일부분이었다. 다 

음으로 한국의 경제개혁은 축적전략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국가가 주도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 

제개혁은 여러 가지 차별적 지배연합전략과 접합되었고， 또 복수의 지배연합전략 

들간의 긴장과 갈등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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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갖는 한국의 경제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 

존의 이론적 연구들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 

고 있다. 기존의 이론들은 분석틀이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정치적 변수 

와 연결시켜 분석한다 해도 지나치게 미시적이어서 정치체제 변동과 결합되어 진 

행되는 경제개혁 전반의 모습을 고찰하기에는 협소하다.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구조적이어서 동태적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 

리고 신고전파의 경제개혁이론이 지닌 ‘국가 대 시장 의 이분법적 구조로는 선자 

유주의 축적전략과 국가형태 및 지배연합의 다양한 접합형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경제개협의 조건으로서 국가자율성 내지 ‘강한 국가’의 복원을 주장하는 

(신)국가주의론 역시 그 원천을 축적체제의 운동법칙이나 사회계급관계에서 구하 

기보다는 주로 국가 자체나 외적 환경의 변화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장의 

동태적 접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개혁을 역사특수적인 맥락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는 정치체제의 변동과 기존 축적전략의 위기 및 전환 사이의 연관성， 축적전략의 

전환에서 국가개업의 다양한 형태， 축적전략의 전환을 둘러싼 지배연합전략의 복 

수성과 그들간 경쟁 현상의 동학구조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축적전략， 국 

가， 사회계급관계(지배연합)간에 다양한 접합의 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필요로한다 

바로 이 같은 분석요건을 충족하는 데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으로부터 우리는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자본축적은 잉여가치의 창출 

및 전유의 다양한 전제조건틀을 사회세력간의 투쟁 속에서 보장하는 자본의 헤게 

모니 능력에 의존한다. 즉 자본주의 운동법칙의 실현은 자본과 노동간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나타나는 세력균형에 의해 좌우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타협적 균 

형을 재조직하는 것은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회복하는데 필수조건이 된다. 여 

기에서 지배연합-국가전략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 때 지배연합 국가의 역할은 

도구주의적인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효과’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헤게모니 형태는 사회적 힘관계의 변동에 따라 축적전략 

과 지배연합-국가형태간의 다양한 접합의 과정들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이런 관점을 통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급이 사회적 힘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배연합-국가의 형태를 끊임없이 쇄신함으로써 국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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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에서 경제적 요구가 어떻게 경제정책에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자본 

축적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형을 구성하는 동태적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 이 

는 체제변동기， 즉 헤게모니 구조의 변동기에 이루어지는 축적전략의 동태적 전환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축적전략， 국가， 지배연합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 

합양식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 이론들의 정태성과 단선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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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Issues and Exploration of Alternative 

Methodology in studying Korean Economic Reform 

Itah. 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ic reform were 

located in three aspects: integration of politic떠 regime change and economic reform efforts , 

state-led neo liberal economic reform, and competition as well as articulation among the neo 

liberal economic reform 때d various dominant coalition strategies. Previous studies were not 

persuasive enough in the sense that they tended to concem mainly on micro level analysis of 

economy and even in the case of exarnining political economy structures. While the binary 

understanding of “ state versus market" in neo-classic theory cannot provide convincing 

analytical frame through which to understand the neo liberal accumulation strategies and 

various articulations between state forms and dominate coalitions. Consequently, to grasp 

Korean economic reform in its historical particularity and dynamics , this paper seeks to 

underscores the dynarnic structures of multi-faced articulation mode among the accumulation 

strategies, state , and dominant coal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