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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탈리아의경로변경적인 연금개혁에 대한 분석을통해제도변화에대한 지배적 이론인

분절적균형모델의한계를지적하고대안적시각을제시한다. 이탈리아의연금개혁 사례는 제도변

화의다양성을보여주며, 경직성이강한제도의변화도외적충격이아니라 내생적동학에의해결

정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1990년대이탈리아에서역사적유산을벗어나는구조적연금개혁이

가능했던주요요인은새로운권력관계속에서 지배적인행위자로등장하여당시외적충격과국내

정치․제도가제공하는기회를적극적으로활용한기술관료정부의역할(정책아이디어와전략)에있

다. 이들개혁주창세력은연금개혁과정에서축소개혁에대한비토세력의저항을약화시키기위한수

동적인성격의비난회피전략뿐아니라연금체계의합리화와현대화를목표로한적극적인호평추구

전략을병행했다. 그리고이들은사회적협의를제도화하고, 특히비토세력인노조와의비공식적, 공

식적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작성했다. 반복된 게임의 양상을 띤 협상

과정에서 노정간 타협과 자원교환기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이었다.

연금개혁의내용은건전재정을추구한정부의정책아이디어, 핵심노조원의 기득권을방어한노조

의 이해관계가맞물려이루어진타협의산물이다. 바로이것이 이탈리아의연금개혁이혁신적인성

격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이유이다.

이글은제도변화의기제를제도결정론적관점과외적충격에의한 ‘분절된균형모델’로설명하는

제도주의이론과는달리지배적정책아이디어, 주요행위자의이해관계와전략적상호작용양상이제

도변화의 동학과다양성을 결정짓는다는점을강조한다.

주제어: 분절적 균형모델, 경로변경적 연금개혁, EMU, 이탈리아, 기술관료정부, 정책 아이디
어, 사회적 협의, 타협, 자원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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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연구는 이탈리아의 경로변경적인(path-shifting) 연금개혁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인 제도주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연금체계는 탈산업화와 세계화로 인한 
변화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복지프로그램으로 복지개혁 논쟁의 중심에 있
다.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연금제도는 인구 노령화, 가족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실업 증가와 경제성장 지체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로 인
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대륙 복지모
델의 부과방식(PAYG) 연금제도는 이 같은 변화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으면
서도 동시에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연금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수혜자 집단(연금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이 생겨났으며, 

기존 연금체계에 강한 이해관계가 내재된 이익집단이 성장하였다. 노동자들
은 기존 연금체계에 의해 정의된 자원분배의 균형과 ‘지체된 임금’으로 인식
된 연금에 대한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를 변화시키는 연금정책의 조정에 반대
하는 강한 비토세력이 되었다. 자본주의 황금기의 국가와 시민 간 사회적 계
약을 새로운 경제․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다시 정의해야 하는 연금개혁은 핵
심적인 이해관계자인 국가와 사회행위자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행위자들 
사이에서도 복지자원의 분배조정을 둘러싸고 갈등, 충돌, 연합과 타협을 발
생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비인기 정책이 되었다(Pierson, 1994).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가 연금개혁을 시도했고 또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변경
적인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는 199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로변경적인 연금개혁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1992년 아
마토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이탈리아의 복지제도 역사상 처
음으로 구조적 개혁을 시작했고, 1995년 디니 정부는 역사적 유산에 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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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혁신적인 성격의 연금개혁을 사회적 파트너(특히 노조)의 공식적인 합의
를 통해 이루어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현상, 즉 정책지체현상이 심한 이탈리아에서 강한 
경직성을 보였던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탈리아의 연금개혁은 과연 제도주의이론의 주장대로 외적 충격(이 경우 
EMU 압력)에 의한 급격한 제도변화를 나타내는 사례인가?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이탈리아 노조의 비토파워를 극복하고 사회
적 합의에 의해 연금개혁에 성공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90년대 당시 외적 충격(EMS 탈
퇴와 EMU 가입압력)과 국내 정치변동(정치 위기와 정치․ 제도적 변화) 속에
서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연금개혁 과정을 행위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재구
성하고자 한다. 개혁의 동학을 조명하기 위해 당시 정책결정의 주요 행위자
간 권력관계와 지배적인 정책 아이디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전
략을 추적할 것이다. 특히, 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열린 기회를 활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존의 연금제도를 재정의해 나가는 행위자의 역할이 개
혁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제도변화에 대한 
제도주의 이론의 제도결정론적 관점과 분절적 균형모델을 비판하고, 경로변
경적인 연금개혁의 내생적 동학과 제도변화의 다양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연구에서 구조적인 연금개혁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히고 있는 이탈리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연금제도의 구
조적 변화가 시작된 1990년대의 아마토 개혁과 그 절정인 디니 개혁에 분석
의 초점이 주어진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은 경직성이 강한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외적 충격의 역할과 국내 정치․제도적 요인 그리고 행위자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제도주의이론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연금제도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이론의 핵심명제를 간략
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90년
대 정치적 혼란과 변동 속에서 새로운 정책결정자로 등장한 기술관료 정부1

가 재정․통화위기의 극복과 EMU 가입을 위해 추진한 정책전환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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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재정정책의 지배적인 아이디어의 전환이 연금개혁에 어떻게 연
계되었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기술관료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전략, 그
리고 연금개혁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의 상호작용 전략
을 조명한다. 그러고 나서, 노정 합의를 통해 선택된 개혁내용을 고찰하고, 

이러한 정책선택의 논리와 개혁의 성격을 조명한다. 5장은 사례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과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는다.

II. 연금제도 변화의 기제: 이론적 논의와 대안적 시각

1. 제도주의 이론과 연금제도의 변화

‘경로의존’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들은 복지국가의 변화에 있어
서 역사적 유산인 제도의 제약과 현존 제도에 이해관계가 내재된 집단의 비
토파워에 의해 구조적인 개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지제도는 
강한 지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Pierson, 1994 and 1996). 제도주의 이론
에 따르면 증가하는 수익(increasing returns)과 긍정적인 피드백(positive 

feedback) 메커니즘에 의해 행위자의 제도 지속에 대한 이해관계가 강화되고 
따라서 제도의 기존 경로가 지속되며, 외적 충격 혹은 거시적 수준의 외적 
요인의 영향이 없는 한 제도는 변화에 저항적이다(Pierson, 2000). 따라서 경
로의존을 강조하는 관점들은 제도 지속과 변화에 대한 동학을 주로 ‘분절적 
균형모델(punctuated equilibrium model)’에 의존하여 ‘장기간 동안 이어지
는 제도의 지속과 외적 충격에 의한 급격한 균형파괴로 인한 제도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Pempel, 1998).

이와 같은 관점은 제도변화에 있어서 기존 제도가 행위자의 선호와 선택

1.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경제․ 사회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의 정부들은 중도 우파 연합
의 베를루스코니 정부를 제외하고 주로 이탈리아 중앙은행, 경제관료, 정책전문 교수 
등으로 내각이 구성되어 기술관료적 성격이 강했다. 이 글에서 기술관료정부는 주로 
아마토와 디니 정부를 지칭한다.



EMU와 이탈리아의 경로변경적 연금개혁   131

의 폭에 제약이 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제도변화의 ‘타이밍’을 조
명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외적 충격에 의한 급격한 제도 변화를 강조하는 
이 모델은 제도의 변화과정에서 내생적 기제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과 행위자
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분절적 균형모델’의 또 다른 
한계는 연금개혁에서 특정 정책수단이 왜 선택되었고 다른 수단은 왜 선택되
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금개혁은 이
익과 비용 등 자원분배의 변화를 초래하며 따라서 주요 행위자들 간 갈등 혹
은 연합, 협상과 타협 등이 발생하고 이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개
혁의 동학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경로의존적 제도주의
이론은 제도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조명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
적 충격 등 역사적 단절점을 통해서 제도의 경로나 모델의 변화가 발생할 가
능성이 크지만 겉보기에 안정성이 있거나 적응을 위한 자기 재생산, 점진적
인 조정을 통해서도 제도나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Streeck and Thelen, 2005). 혹은 외적 충격에 의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인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도 있다.

이 연구는 기존제도가 행위자의 선호와 정책선택에 영향을 주고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수용하지만 지나
친 경로의존적 관점은 지양하며, 제도변화를 결정짓는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
한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들이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정책을 선택하
게 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바로 이것이 개혁의 동학과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2. 대안적 분석틀: 제도변화의 기제와 성격 
   ― 정책 이념과 전략, 선호구조의 역할

이 연구는 제도 변화의 동학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에 관련된 행
위자간 권력균형, 지배적인 정책 아이디어, 주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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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행위자간 비
대칭적 권력관계는 제도 지속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변
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권력균형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지
닌 행위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적 충격과 국내 정치적 위기가 국
내 정책결정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개혁의 기회의 창을 열었으며, 기술관
료 정부는 비난회피전략과 호평추구전략을 병행했고, 사회적 협의에 의한 정
책결정 전략을 통해 경로변경적인 연금개혁의 길을 열었다(그림 1 참조). 둘
째, 경로변경적인 연금개혁의 내용은 긴축재정과 합리화를 강조한 정부의 정
책 아이디어와 개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조의 선호가 반영되었으
며, 이들 간 타협과 자원교환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이 
급진적 개혁과정과 혁신적 성격을 지니면서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이다.

이 연구는 정부, 노조 그리고 고용주연합을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주요 행
위자로 정의한다. 기존 연구들이 행위자적 관점에서 노조와 다른 사회계급의 
역학관계에 주로 분석의 초점을 두었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개혁의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술관료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들이 개혁과정

그림 1. 이론적 분석틀: 외적 충격, 내적 동학과 경로변경적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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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떻게 강한 비토세력인 노조와 합의에 의해 경로변경적인 개혁에 성공
했는지에 분석의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과정에서 이탈리아의 기술관료 정부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기술관료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것으로, 외적 압력(EMS 위기와 EMU 가입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정책조정을 고찰하고 지배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조명한다. 연금정책
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책결정자들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한 인
식, 복지자원의 분배에 대한 인식과 연계된다. 정책 아이디어 자체가 제도변
화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연금개혁은 경제정책
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이탈리아에서 1990년대 초 지배적인 
정책 아이디어의 변화는 정책결정 권력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금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행위자간 권력관계의 변
화와 경제정책의 전환과 연계되어 고찰될 것이다.

둘째, 기술관료정부의 전략을 분석한다. 개혁전략은 정책자체에 대한 전략
과 정책결정방식에 관련된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자체에 관한 전략
은 비난회피(blame-avoidance) 성격의 개혁수단과 호평추구(credit-claiming) 

성격의 개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난회피 수단으로는 외적 압력을 이
용한 비용억제 추구, 비토파워가 강한 집단의 기득권 인정, 개혁 수단의 점진
적인 도입을 통한 비용분산과 비가시화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Pierson(1996) 그리고 Pierson과 Myles(2001)는 복지국가 성장기와는 달
리 현재 복지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에 대해 비난회피 성격이 강하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비난회피 전략만으로 연금개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연금 개혁의 성공과 실패, 개혁 내용과 성격의 차이점을 조명해내지 못
한다. 그리고 이탈리아 개혁사례가 보여주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의 개혁이 반드시 복지축소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의 축소나 해
체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구조를 재편하고 위험범주 내 자원분배 균형을 재조
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확장기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개혁시기에도 개혁에 대한 정치 ․ 사회 행위자들의 동의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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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호평추구 전략이 중요하다. 비난회피 성격과 호평추구 성격의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혼합, 조정하여 개혁안을 작성하는 개혁주창 정부의 
능력은 사회적 파트너와 협의에서 중요하다. 호평추구 수단으로는 연금수혜
범위 확대, 불평등한 자원분배 구조개선, 연금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건전재정, 변화된 경제․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연금제도를 합리화, 현대화하는 
것이다.

정책결정방식과 관련된 전략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 특히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한 것이다. 정부
는 사회적 파트너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사회적 파트너를 배제한 채 일방
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에서 조합주의적 정책결정이 부재
한 것은 아니었으나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조합
주의적 협의체제의 제도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 국가에서 1990년대 
사회적 협의가 제도화의 수준으로 발전되고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협의체제의 제도적․구조적 요건보다는 특정 상황 하에서 연금
개혁의 주요 행위자였던 정부와 사회파트너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금개혁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전략선택에 
대한 고찰은 왜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정책결정 전략으로 선택했는지, 그리
고 왜 사회적 파트너, 특히 노조가 구조적인 연금개혁에 동의했는지에 초점
이 주어진다.

III. EMU, 기술관료 정부의 등장, 연금체계의 위기

1992년은 이탈리아에서 연금개혁의 전환점이었다. 리라화의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이하 EMS) 탈퇴와 재정․통화위기가 국내 정
치적 위기와 교차하면서 이탈리아는 국내․외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행위자간 권력관계가 재배열되었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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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경제․사회정책 아이디어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연금체계의 위기가 
첨예화되고 연금개혁이 정책 의제의 우선순위가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탈리아에서 연금제도의 개혁은 EMU 가입을 위한 공공재정의 건강성 확보
를 위한 경제․사회개혁과 밀접히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1. EMS 탈퇴와 EMU 가입 압력

유럽차원에서의 외적 압력이 국내의 심한 정책지체현상을 극복하고 정책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이탈리아의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있었다(Dyson and Featherstone, 1996; Walsh, 

2000). 1978년 이탈리아의 EMS 가입은 바로 이런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 

EMS 가입을 계기로 이탈리아 정부가 기존의 평가절하에 초점을 둔 통화정
책을 지양하고 긴축적인 정책과 새로운 통화정책을 지향하리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EMS 가입 이후의 이탈리아의 거시경제정책이 유럽차원의 정책적 요
구와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표 1> 참조). 5당 연합 정부2는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당간 정치적 합의형성과 권력유지를 위
해 적자운용을 지속했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라
화의 평가절하정책을 계속 이용하였다(Ferrera and Gualmini, 1999).

<표 1> 이탈리아의 거시경제상황(%)(1980~1991)
1980~87 1988~91

물가상승률  12.7   6.1
GDP 대비 예산적자  11.1  10.1
GDP 대비 정부부채증가   6.4   4.6
독일 마르크화 대비 리라화 평가절하   5.9   0.6

실질적 리라화 절상   0.8   1.9

출처: Walsh(1999).

2. 5당 연합은 기민당(DC), 사회당(PSI), 사민당(PSDI), 공화당(PRI), 자유당(PLI)의 연
합을 일컬으며, CAF(베티노 크락시, 줄리오 안드레오티와 아르날도 포를라니)가 주
축이 되어 장기적으로 권력을 나누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을 잡음으로써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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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탈리아 GDP 대비 재정적자와 공공부채(%)(1990~199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재정적자 10.9 10.1 9.6 9.5 9.2 7.6

공공부채 100.5 100.6 107.7 118.1 123.8 123.2

출처: Banca d'Italia(1998); (2001).

하지만, 이러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은 1991년 12월 마스트
리히트 협상을 통해 유로화 참여를 위한 거시경제지표의 수렴기준이 정해지
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고 경쟁력
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더 이상 환율정책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통화통합은 여러 국가경제간 조정기제로써 환율정책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
으며 통화정책권한의 이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단일통화통합을 위한 거시경제의 수렴기준, 유로화도입과 통화통합단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당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공재정적자와 공공부채 
비중이 높았던 이탈리아는 유로화 가입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지목되었고(<표 2> 참조), EMU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조정기제(Exchange Rate Mechanism, 이하 ERM) 

내에서 고평가되었던 이탈리아 리라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공격적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국내 정치의 불안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마스트
리히트 조약에 대한 국내 비준일이 다가옴에 따라 리라화에 대한 압력은 커
졌고 9월초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할인율을 12%에서 13.75%로, 다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리라화는 국제금융시장
에서 투기에 의해 환율위기를 겪게 되었고 중앙은행이 8조 리라의 지불준비
금을 푸는 등 긴급수단을 취했음에도 리라화는 1992년 9월 17일 ERM에서 
탈퇴해야 했다(Walsh, 1999; Rossi, 2000).

이 시기 이탈리아의 유로클럽에서의 배제 위기와 두 차례(1992년과 1995

년)에 걸친 통화위기는 이탈리아의 리라화 평가절하와 적자운용을 위주로 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1995년 공공재정적자, 공공부채, 

물가상승율과 장기 이자율은 각기 7.6%, 123.2%, 5.1%, 10.7%로 마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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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공공부채는 환율시장에서 리라화 위기에 대처하
기 위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급증했다. EC 창설국들 중 하나이고 항상 친
통합적 입장을 보여왔던3 이탈리아에게 EMS탈퇴는 큰 충격이었으며, 유럽통
합의 핵심그룹에 배제될 가능성은 국내에서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탈리
아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고립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
었으며,4 국내 정치적 혼란이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Chiorazzo and 

Spaventa, 1999; Bordogna, 1996).

이탈리아의 EMS 탈퇴 이후 재정․ 통화위기 극복과 단일통화 가입에 관련
된 국내 논쟁은 1차 그룹으로 유로화에 가입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 수렴기
준 충족과 EMS로의 복귀시기에 집중되었다. 유로화 가입을 위해서는 ‘건전
재정’과 ‘건전통화’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는 이탈리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했다. 이 시기의 재정․통화위기 그리고 EMU 가
입 압력은 제1공화국의 붕괴를 초래한 정치적 위기와 교차되면서 권력균형
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199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공공재정의 건강성 회복과 
유로화 가입을 목표로 한 경제․ 사회개혁은 정치적 변동 속에서 핵심 세력으
로 등장한 기술관료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2. 권력균형의 변화와 기술관료 정부의 정책전환

1990년대는 이탈리아 정치의 분수령으로 간주되고 있다. 1990년 대 초 밀
라노 검사들에 의한 ‘깨끗한 손(Mani Pulite)’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정당자
금모집과 탈세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존 정치계급과 정당체계를 뒤흔들어 놓
는 정치위기가 발생하였고,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뒤 이은 제2공
화국으로의 이행은 새로운 정치 행위자의 등장과 정치․ 제도적 변화로 특징

3. 1980년, 1985년, 1990년, 199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탈리아 내 유럽통합에 
대한 찬성은 각각 74%, 72%, 75%, 78%로 나타났다(CEC, 1991a; CEC, 1991b).

4. 1985년 이탈리아의 역내 EC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41%, GDP 대비 
10.5%를 차지했다.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의 역내․ 외 수출은 유럽지역 58.2%, 동
구 4.9%, 그 외 지역이 36.9%로 구성되었다(Ferrera and Gualmin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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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시기의 정치위기는 사실 반세기 이상 누적된 이탈리아 정치체계의 문
제점이 ‘깨끗한 손’ 수사가 도화선이 되어 폭발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체
계는 약한 국가성,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정당조직에 의한 국가 관료기구의 
장악으로 특징되며, 정당지배체제하에서 정당들과 정치계급은 권력유지를 위
해 비합법적인 교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공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부패
척결수사를 통해 정치․경제계의 중요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정치자금 모금관행, 

후견주의에 의한 공공자원의 분배, 정치계급 내에 만연한 불법적인 자원교환 
행태가 폭로되었다(Bull and Rhodes, 1997). 그 결과 제1공화국에서 정책결
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치계급의 합법성이 상실되었고 전통적인 
지배 정당들의 쇠퇴는 가속화되었다.5

5당 연합세력을 형성했던 구 정당세력의 붕괴와 정치계급의 교체는6 의회
와 행정부간 그리고 정치행위자와 사회세력간 새로운 권력균형을 가져왔다. 

제2공화국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정치적 변화는 행정부의 정
책결정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이다. 기술관료정부는 위기의 상황에서 긴급 정
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을 의회에 요구했다(Pasquino, 

1997; Fabbrini and Vassallo, 1999). 또한 이들은 이익중재조직으로서의 의
회역할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상황에서, 경제․ 사회개혁과 관련된 정책결정

5. 부패척결수사로 기존 정치계급과 경제엘리트들의 부정부패가 폭로되면서 북부동맹
(Lega Nord)과 전진이탈리아당(Forza Italia) 등 새로운 정치세력들은 국가 재정의 무
책임한 재정운용에 대해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높은 세금에 대한 저항운동을 촉구했
다(Rhodes, 1997). 그리고 이탈리아 정치계급에 의한 복지자원의 남용은 반복지 감정
을 확산시켰고 북부동맹과 전진이탈리아당의 지지 세력들의 복지축소 주장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

6. 부패척결 수사가 구 정치계급의 쇠퇴에 영향을 준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외적 요인
으로는 구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의 실질적 위협이 사라졌으며 이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민당의 위상 약화 그리고 이탈리아 정당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
이 구 정당체계와 정치계급의 쇠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 정당 
내부의 분열, 정당집행부의 당에 대한 통제 상실, 새로운 행위자들의 정계 진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구 정치계급의 영향력 상실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북
부동맹(이미 1992년)과 전진이탈리아당(1994년)이 선거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1994년에 선출된 하원의원의 약 71%가 초선 의원들이었
다(Cotta and Verzichell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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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사회적 파트너(특히 노조)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이 시기의 재정․ 통화위기, 공공재정의 건강성 회복과 EMU 가입 과제의 
긴급성은 ‘건전재정’과 ‘긴축재정’을 강조한 통화주의적 정책 아이디어를 대
표하는 기술관료의 역할을 정당화하고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
했다. 정치 논쟁은 경제의 건강성 회복과 단일통화에 참가하기 위한 정책 과
제에 집중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되
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관료 출신을 위주로 한 기술관료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유로화 가
입의 조건은 기술관료 정부가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비인기 정책인 연금축소
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개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면서 정책
전환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줄리아노 아마토 기술관료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공공지출 삭감, 소득정
책의 변화, 임금협상구조의 개혁과 리라화 안정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정
했다. 아마토 정부는 이전 정권들이 유지했던 적자재정운용을 지양하고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재정의 건강성을 추구하였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
하여 아마토는 공공재정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1992년 7월에 
30조리라 상당의 추가 수단을 법령으로 도입하였다. 정부는 공공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연금, 의료, 공공부문 고용과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지적했고, 이 네 부문의 개혁, 예산안 결정과 집행에 
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
적으로 약했던 행정부의 권한강화를 의미했으므로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균
형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것이었다(Della Sala, 1997). 같은 해 9월에는 93

조 리라(GDP의 약 6.1%)의 지출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
다. 그리고 아마토 정부는 지출삭감과 동시에 360만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임
금동결과 민영화 계획 그리고 탈세통제를 통해 세입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Ferrera and Gualmini, 2000).

아마토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을 위주로 한 예산정책, 민영화, 복지개혁에 
대해 재건공산당(Rifondazione Comunista)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특히 
PDS는 민영화와 예산 삭감을 위주로 한 정부정책에 지속적으로 지지)과 이



140   김혜란

탈리아 중앙은행 그리고 고용주 연합인 Confindustria가 지지를 표했다. 그
리고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노동총연합인 CGIL, CISL, UIL은 정부정책에 적
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의했다.7 Confindustria는 경쟁
력 회복을 위해 리라화의 평가절하와 추가적인 긴축수단을 요구했고 리라화
의 EMS 복귀는 경쟁력 있는 평가(平價)로 1996년에 재가입할 것을 요구했
다(Walsh, 2000). 아마토 정부의 공공재정 적자감소와 건전재정 확보를 위
한 정책은 디니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디니 기술관료정부는 연금개혁, 베를루스코니 정부 때 작성된 1995년 예
산안 재조정, 1996년 예산안 작성과 정부부채 삭감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과도기적 정부였다. 디니 정부는 20조 리라 상당(GDP의 1.1%)의 
공공부문 고용동결과 새로운 공공지출 삭감을 포함하여 1996년 예산안을 수
정했다(Pasquino, 1996). 디니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대해 좌파정당들과 노
조들은 큰 반발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노조의 태도는 당시 이자율 상승압
력으로 국제 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었고, 개혁에 반대하더라도 이자율 상
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대외경쟁력 약화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
되는 등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기 때
문이다(Braun, 1996). 디니는 공공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사회비 지출을 지적
했고, 연금개혁을 통해 1996-2005년 사이 GDP의 0.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Ferrera and Gualmini, 1999).

아마토정부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기술관료 정부들의 정책패러다임은 
‘건전재정’, ‘경제의 건강성 회복’이었다. 건전재정과 EMU 가입을 위한 긴
축재정의 필요성은 연금체계의 재정적 문제를 가시화시켰다. 공공재정 적자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던 연금체계의 만

7. 아마토 개혁안에 대한 세 노총의 암묵적인 동의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공공과 민간부
문간 불평등한 자원분배구조 개선, 공공부문 고용구조의 민영화, 세제개혁을 통해 불
평등 감소와 탈세 억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1992년 7월 정부와 노총의 합의 사항(특
히 임금물가연동제 폐지)에 대해 노조 내부, 특히 CGIL 내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으
며,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CGIL 내에서도 노조의 본질(Essere Sindacato)과 연계된 
분파들은 임금물가연동폐지에 대한 합의에 반대했으며, 북부지역의 여러 공장평의회
(consigli di fabbrica)에서는 자율소집(autoconvocati) 운동을 조직했다(Locke and

Baccar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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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적자와 왜곡된 자원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
다.

3. 연금체계의 문제점

이탈리아 연금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적자 그리고 자원분배와 사회
적 보호에 있어서 형평성 결여와 불평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재정위기: 이탈리아 연금체계는 유럽에서 가장 관대하면서도 재정적 불
균형이 심하여 높은 비용이 요구되었다. 이탈리아 연금기금의 재정불균형은 
197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기 시작했으며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연장, 산업
구조 조정, 실업 급증, 고용구조 변화 등은 연금재정에 압박을 가했다.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부양비의 증가8도 부과방식 연금체계의 재원확
보와 지출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경우 약 47개의 다양한 
기금으로 구성된 미로식 구조는 재정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
다. 이처럼 직업군에 따라 차별화되고 분화된 수많은 연금기금으로 구성된 
이탈리아의 연금체계는 산업부문의 변화, 노동시장 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취
약했다. 게다가 직업범주별로 상이한 기여율과 수급율, 수급자격에 관한 규
정은 연금기금의 재원과 지출간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Regonini, 

1984). 

여러 연금기금의 재정불균형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보조가 빈번했음에도 
이들 연금기금들(특히 사양산업의 연금기금들)의 재정상황은 나아지지 않았
으며, 결국 연금체계의 재정 불안정은 공공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연금재정의 적자는 이 시기의 경제위기로 인
해 누적되었고 1980년대 이후 공공재정 적자의 악순환의 근원이 되었다(<표
3> 참조). GDP 대비 연금지출은 1980년 12.41%에서 1992년이 되면 

8. 이탈리아의 고령인구비율은 1927년에 7%로 이미 이 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1988년에 14%, 2006년에 20%에 달했다. 이탈리아의 인구부양비는 2005년 51%,

2030년 69%, 2050년 95%로 예상되었다(ISTAT, 2001; Ministero del Welfare,

2002).



142   김혜란

<표 3> 이탈리아의 공공지출과 사회비 지출상황(1980~1994) (단위, %)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GDP 대비
  공공지출     
  사회비 지출
  연금 지출

41.76
18.26
12.41

48.25
20.66
14.29

49.81
21.10
14.65

50.99
21.54
14.76

50.60
21.89
14.51

53.44
23.11
15.27

55.88
24.51
16.47

54.45
24.46
16.93

예산적자공공지출 적자 중 
  사회비 적자

-8.52
-9.71

-11.29
19.42

-11.63
26.91

-11.63
30.52

-10.70
36.40

-10.94
42.71

-9.54
43.26

-8.96
61.70

공공지출 중
  사회비 지출
  사회보험 지출 43.52

29.58
42.83
29.62

42.29
29.36

42.24
28.96

43.26
28.67

43.24
28.57

43.96
29.47

44.92
31.08

출처: Vitali and Visaggio(1996).

16.47%로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공공지출 중 연금 등 사회보험지출은 
각기 29.58%에서 29.47%를 차지했다(Vitali and Visaggio, 1996). 1993년 
국립사회보장기관(Istituto Nazionale Per La Previdenza Sociale, INPS)의 
적자는 72조 리라로 그 해 공공재정적자의 47%를 차지했으며, 연금 수급자 
수는 1980년에 비해 23% 증가한 20,791,000명이었다(Beltrametti, 1995).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공공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연금제도를 개선
하지 않고는 국가경제의 건강성 회복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사회비 지출은 유럽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 중 연금에 할당된 비중은 유럽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1993년 
GDP 대비 사회비 지출(교육부문 제외)은 25.8%로 EU 12개국 평균인 
28.5%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GDP 대비 연금지출은 15.4%로 EU 12개국 
평균인 1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금에 편중된 사회비의 지출 구조는 사
회적으로 불평등할 뿐 아니라 경쟁과 생산체계 발전요구에 저해되며, 인구노
령화추세와 탈산업사회의 고용구조와 생산구조 변화와도 상충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 경제의 건강성 회복은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에 처해 있었고 변화된 
경제․ 사회적 조건과 괴리된 연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Ferrera and Gualmini, 1999; Rossi, 2000).

• 형평성 결여와 불평등 구조: 이탈리아 연금제도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자원분배(비용과 이익의 배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금제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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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보호 수준은 노동시장 내 고용상태와 지위에 긴밀히 연계되었고 노동
시장 중심부와 주변부, 부문과 직업범주별로 자원분배의 심한 불평등이 나타
났다. 노동시장 중심부의 정규직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에게는 실업, 노후, 

장애와 상해 등 위험에 대해 매우 관대한 혜택이 제공되었다.9 그리고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들(특히 전문직 종사자)

들이 임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관대한 혜택을 누렸다(Regonini, 1984). 연금
지출은 그 내역에 있어서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 세 연금의 GDP 대비 지출은 1984년 10.9%, 1992년 12.8%였고 1993년
에 이르면 13.2%였다(Cazzola, 1995). 연금체계 내 위험범주간, 세대간 그리
고 세대내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증가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연금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기술관료 정부들이 ‘건전재정’과 EMU 가입을 위한 정책전환은 
EMS탈퇴와 EMU 가입압력이라는 외적 충격 외에 이 시기의 국내 정치 지
형의 변화로 인한 권력균형의 변화 덕분에 기술관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정
책 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
술관료정부도 긴급 정책과제인 경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정책결정의 자율
성을 강화하였고,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체제를 부활시키고 공식적․비공식
적 협상을 통해 개혁을 추진했다.

9. 예를 들어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연금기금(Fondo Pensioni dei Lavoratori

Dipendenti)의 가입자들이 퇴직연령에 은퇴할 때 소득대체율이 80%에 해당하는 연
금을 수급했다. 또한 장기근속연금을 통해 35년간 기여금을 납부 후에는 나이에 상관
없이 퇴직이 가능했으며 7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었다(Paladino and Feli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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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금제도의 재정의:
     사회적 협의와 경로변경적 변화의 기제

1. 아마토 개혁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 제기되었으나 십 년 이상 지체되었던 연금개혁
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이 시기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특
징은 중도 우파정부였던 베를루스코니 정부를 제외하고 다른 정부들은 사회
적 합의의 도출을 통해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시기 
건전재정에 대한 압력과 정책결정을 둘러싼 권력균형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정책에 대한 지배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정책결정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
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기술관료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노사정 
협의체제를 정책결정기제로 도입, 제도화했고, 연금제도에 강한 이해관계를 
지닌 노조와 공식적,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이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전략을 
취했다. 특히 디니 정부는 공식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와 연
금체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했고,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면서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1990년대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는 1992년 6월 24일 아마토 정
부와 사회적 파트너 간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기술관료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정책결정 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당시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 외에도 이탈리
아 노조의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동원력도 영향을 주었다. 기술관료 정부의 
입장에서는 건전 재정과 건전 통화의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지
했던 기존의 정책수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경쟁력 회복과 유지
를 위한 정책조정 수단으로 소득정책,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비중이 커
졌다. 이들 정책에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은 중요하며, 특히 정부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술관료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재정․통
화 위기상황에서 개혁이 실패할 경우 자국에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EMU와 이탈리아의 경로변경적 연금개혁   145

알고 있었다.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서는 비토세력인 
노조를 배제하기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 끌어들여 설득하는 전략이 더 효과
적이었다. 1980년대 동안 이탈리아 노조 내부와 여러 노조간 분열과 갈등으
로 인해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연금 등 사회보
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Gualmini, 1998). 연금개혁의 이슈는 이
탈리아 노조의 핵심 노조원의 기득권, 노조의 역할과 권력자원의 변화와 관
련되기 때문에 노조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10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개혁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이탈리아 노조는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비토세력이다. 정부로서는 연금체계에 강한 이해관계를 지닌 노조를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개혁을 감행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리
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혁은 기술관료 정부가 개혁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
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디니 정부의 적극적인 노조 
포섭전략은 디니 자신이 베를루스코니 정부에서 배타적인 개혁전략을 시도
했다가 실패한 후 얻은 학습효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재정․ 통화위기, 국제신뢰도 저하와 EMU에서 배제가능성은 노조에
게도 위기의식을 초래했다. 1995년에 다시 발생한 통화위기로 인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재정적자는 급증했다. 노조
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현상유지를 고집하고 변화에 반대할 수만은 없다
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노조도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또한, Bonoli(2000)가 
논하듯이 정부의 주요 협상파트너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노조에
게 사회적 권리의 방어자로서의 지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중요한 권력 자
원을 발생시킨다.

기술관료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재정․통화위기의 심각성과 EMU 배

10. 1980년 이탈리아 노조 가입률은 44.1%로 네덜란드(33.8%), 독일(34.3%) 그리고 유
럽평균(38.1%)보다 높았다. 1989년에는 40%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39%로 
감소했지만  독립노조(sindacati autonomi)를 포함시킨다면 약 44%가 될 것이다. 이 
시기 주요 3대 노조원 중 약 45%가 퇴직자였다. 이탈리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
조 가입률을 1970년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노동자들 때문이다
(Carrieri, 1997; Ebbinghaus and Viss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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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위기, 개혁의 필요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대 노총인 CGIL, 

UIL, CISL은 아마토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억제, 인플레 억제를 위한 임금물
가연동제 폐지, 소득정책의 변화11, 연금개혁을 위주로 한 긴축 정책안에 대
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대신, 아마토 정부(그리고 후임인 치암피 정부)는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의 관계, 노사관계의 개혁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
했다.12 이 시기에 단체협상구조의 변화,13 통합노조대표(Rappresentanze 

Sindacali Unitarie, RSU) 설립을 통한 작업장 단위에서 노조대표구조의 변
화14가 이루어졌다(Locke and Baccaro, 1996). 이러한 변화는 노조의 대표
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을 위

11. 1992년 아마토 정부와 세 노총이 잠정 동의했던 소득정책 조정은 치암피 정부에 의
해 구체화 되었다. 1993년 9월 치암피 정부는 세 노총과의 합의를 통해 약 50년간 
지속되었던 임금물가연동제(scala mobile)를 폐지했고 소득정책을 변화시켰다. 치암
피 정부는 당시 5.4%였던 물가상승률을 1993년 3.2%, 1994년 2.5%, 1995년 2%로 
줄이고자 했다. 임금물가연동제 폐지는 인플레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
도된 것이었고, 마찬가지 이유로 1992-93년 기업단위의 임금협상이 동결되었다. 그리
고 임금인상은 예상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년 2회 정부와 
사회파트너가 협의를 하게 되며, 그 목적은 첫째, 예상 물가상승률, GDP와 고용성장
에 관한 공통 목표를 정하고, 둘째, 사회 파트너들이 전국적으로 책정된 임금 가이드
라인에 맞춰 조치를 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Regini and Regalia, 1997).

12. 1992년 아마토 노사정 협의에서 노조는 임금물가연동제 폐지에 동의했고 그 대신 정
부와 Confindustria는 CGIL, CISL, UIL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상구조와 공장단위에서 
노조의 대표체계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다(Ebbinghaus and Hassel, 2000).

13. 1993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변화된 단체협상구조는 전국적 수준의 산별 협상과 기업
별 혹은 지역별 협상으로 기존의 협상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
했던 중복현상을 피하기 위해 이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역할이 보다 구체적
으로 정의되었다. 전국적 수준의 산별 협상은 임금에 관해서는 2년 단위로, 다른 이
슈에 대해서는 4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협상에서는 예상 물가상승률, 그리고 가능
하면 산업별 생산성 향상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한다. 그리고 기업별(대기업) 혹은 지
역별(소기업) 협상에서는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재분배(보너스)와 기술과 조
직혁신의 결과를 다루며, 여기서는 전국적 수준의 협상에서 양보사항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번째 차원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공장단위에서 새로운 대표체계가 
조직되었다(Ebbinghaus and Hassel, 2000; Gualmini, 1998).

14. 1993년에 이루어진 공장단위의 노조 대표구조의 개혁은 노조 지도부가 평노조원들의 
의견을 쉽게 수용하고 노조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노조 내부에서 
의견불일치와 반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탈리아 3대 
노총은 기존의 내부 분열과 조직 지도부에 대한 불만,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RSU를 통한 노조원 의견 경청, 수렴과 의무투표를 통한 피드백 등 새로운 제
도적 장치들은 노조와 평노조원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노조의 대표성과 선택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했다(Carrieri, 1995; Regin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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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아마토 기술관료 정부에서 CGIL, CISL, UIL의 암묵적인 동의하에15 이루
어진 연금개혁은 이탈리아 연금제도 역사상 최초로 구조적인 개혁을 시작했
다. 아마토 개혁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낮았던 퇴직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02년부터는 남성근로자는 65세, 여성근로자는 60세로 정해졌고,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저 기여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연금 산정
의 참조기간은 신규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전체, 장기근속 연금의 기여기
록이 15년 이하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Ferrera 

and Gualmini, 2000). 이 외에 아마토 정부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장기근속연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 아마토 개혁은 구조적
인 연금개혁의 길을 열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개혁은 후임 정부들에서 주요 정책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2. 디니개혁

디니 정부에서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아마토 정부에 의해 시작된 개혁과정
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토 정부의 연금 개혁이 정부와 사회적 파트
너 간 비공식적 협의와 노조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디니 개혁
은 사회적 파트너의 적극적 참여와 공식적인 협의체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디니 정부는 개혁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공적 연금체계의 축소개혁의 필요성
을 설득하기 위해 노조를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 내로 끌어들여 개혁안을 협
상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러한 디니 정부의 선택은 디니 자신이 베를루스
코니 정부에서 일방적인 개혁을 시도했다가 노조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험에
서 나온 학습효과이다.16 재정․ 통화위기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5. 아마토 개혁안에 대한 세 노총의 암묵적인 동의에 대해 평노조원, 특히 북부지역의 
산업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와 움직임이 
있었다(Cazzola, 1995).

16.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베를루
스코니의 개혁안은 주로 연금지출삭감에 초점을 두었고 부문간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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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노총도 입장을 통일하여 정부와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1995년 2월 정부
와 사회파트너 간 연금개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정부와 사회적 파트
너 간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단일 통화에서 배제되면 경쟁력 상실과 유럽시장
의 상실 등 국가경제에 많은 비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EMU 가입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건전재정의 확보를 위해 연금개혁을 더 이
상 미룰 수 없다고 노조를 설득했다(비난회피전략). 정부는 개혁을 통해 
INPS의 지출이 1998년 내로 23조 리라, 2005년 내로 108조 천억 리라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Ferrera and Gualmini, 1999). 디니 정부는 노조에
게 중․ 장기적 이익과 공공 이익을 위해 단기적 희생을 수용할 것을 설득했
다. 그리고 정부는 개혁의 목표를 지출억제 뿐 아니라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연금체계의 합리화와 현대화로 정교화 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했다(호평
추구전략). 

연금재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여율 인상과 수급율 삭감을 
제안했고, 노조는 연금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한 재원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
와 노조 모두 기여성격의 연금과 비기여 성격의 연금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노조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리는 사회보험의 재정상
황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비기여 성격의 사회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공공재정
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Lapadula and Patriarca, 1995). 그리고 노
조는 부문별로 차별화된 연금의 기여율과 수급률을 통일시키고, 자영업자의 
기여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장기근속 연금에 관한 규정 통일과 
폐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는 구 정치계급의 후견주의에 의해 주로 
남용되었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수급자격 강화를 제
안했다(Ferrera and Gualmini, 2000).

연금개혁과정에서 이루어진 노사정 협의와 협상은 반복적인 게임의 양상
을 띠었고 관련 행위자들은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립보다는 타협을 통

개선하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그리고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노조에 대한 대립적인 전
략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1994년 말 세 노총이 조직한 전국적
인 총파업은 전후 가장 큰 규모로 15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결국 베를루스코니 정
부의 연금개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지배연합 내 분열과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와
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Pitruzzell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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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정책선호를 조정하고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선호는 비용절감
과 연금제도의 혁신에 있었다. 고용주 연합은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이 되는 
간접노동비의 삭감과 보충기금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에 비해 노조는 형평
성과 범주간 자원분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정부는 자신
의 정책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개혁안을 작성하고,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상 
과정에서 비토세력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면서 개혁안을 수정해나갔다. 노조는 핵심 노조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개
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연금개혁과정에서 노사정 협상이 게임의 한 축을 이루었다면, 노조와 연금
수급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었다. 노조는 개
혁과정에 노조원들뿐 아니라 비노조원들까지 참여시키면서 개혁안의 선택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협상내용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노조원
과 비노조원들의 피드백을 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미 아마토 개혁에 대
한 세 노총의 암묵적 동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과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개혁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반발을 경험한 후, 세 노총도 긴축적인 연금
개혁이 비인기 정책이며,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노
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노조는 정부와 협상 테이
블에 앉기 전에 공장단위에서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협상안을 작성
했고, 협상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공장 단위에
서 투표를 실시했다(Braun, 1996; Baccaro, 2002b; 김영순, 2005). 노조의 
이러한 전략은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노동자의 반대를 앞세워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협상결과에 대한 반
대세력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협상의제 작성과정에서 의견경청의 결과, 많은 노동자들, 특히 북부지역의 
산업부문 노동자들이 장기근속 연금의 자격요건 강화나 연금수급율의 감소
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노조는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노
동자들을 위한 특별 수단으로 이들이 퇴직을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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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Baccaro, 2002b). 이 외에 노조는 핵심 노조원인 연
금수급자와 중․장년 노동자들을 새로운 연금개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19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근속 
연금 기여기간이 18년 이상인 노동자들에게는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
며, 기여기간이 18년 이하인 노동자들에게는 혼합된 방식을,17 신규 고용노
동자들에게는 확정기여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석 달 동안 진행되던 디니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의 협상은 다시 발생한 
통화위기로 인해 급진전되었고 5월 8일에 정부와 노조는 연금개혁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Castellino, 1996b). 하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협의과
정에서 Confindustria는 개혁안 도입이 너무 점진적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62%로 유지되어 사실상 보충연금기금이 활성화될 여지가 없으며 중․장년 
노동자의 기득권이 보장된 개혁안은 연금체계의 재정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Confindustria는 연금개혁에 대
한 합의과정에서 탈퇴했다. 노정간 합의된 개혁안(특히 장기근속연금의 수급
자격기준의 조정)에 대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부문 노동자들도 반대했
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가 개혁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노동자와 연금수급
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과반수가 연금개혁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개혁에 대한 최종 합의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18 노
정간 합의내용에 대해 Confindustria가 서명을 거부했으나, 개혁안은 의회에
서 큰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Castellino, 1996b).

새로운 연금법(No. 335/1995)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것이다. 지출억제를 위해 연금급여 산정방
식이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연동방식은 물가, GDP, 인구적 요인이 

17. 19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근속연금 기여기간이 18년 이하인 기존 노
동자들의 연금수급액 산정은 혼합방식을 취한다. 즉, 1995년까지 기여금을 납부한 기
간만큼은 확정소득방식에 따라, 1995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방식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산정된다(Castellino, 1996b).

18. 노정간 최종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1995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노동자들과 은퇴
노동자들의 의무투표가 실시되었다. 약 450만이 투표했으며, 이 중 연금수급자의 
91%가, 노동자의 51%가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Baccaro, 2002b; Brau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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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연금적용범위를 특수자영업 
직종에도 확대하여 연금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재원확보의 기반
을 확대했다. 이 외에 연금 재정상황과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
보험과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분리를 도입했다(Lapadula and Patriarca, 

1995).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연금19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57~65세 사이로 퇴직연령을 유연화했다.20 또한 조기퇴직을 억제하기 위해 
법정 은퇴연령 이전에 퇴직할 경우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가해 연금수급액이 
감소되게 했으며, 퇴직을 연기하는 이들에게는 연금수급액 산정 시 혜택을 
부여했다.21 그리고 장기근속연금의 수급자격을 강화시켜 임노동자의 경우 
기여금 납부기간(35년)과 최저퇴직연령(1996년부터는 52세, 2008년부터는 
57세로 점진적으로 조정)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했다. 만일 퇴직연령에 
상관없이 기여기간만 고려할 경우에는 더 연장된 기여기간(1996년에는 36년, 

2008년부터는 40년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이 요구된다(Lapadula and 

Patriarca, 1995).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퇴직연령이 높아졌고(1996년부터 
56세, 1998년부터는 57세), 기여기간만 고려할 경우에는 40년의 조건이 요
구된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의 연금 기여율을 통일시켰고(급
여의 33%),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20%로 인상되었다(Mira d’Ercole and 

Terribile, 1998). 디니 개혁을 통해 연금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
기 위한 수단들도 도입되었으나, 연금지출 삭감을 위한 수단들, 특히 적립방
식의 보충연금기금의 활성화와 확정기여방식은 연금 수급권과 고용상태를 

19. 장기근속연금은 이탈리아 연금체계의 특이성과 분배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대표
적인 예이다. 공무원들은 20년(기혼여성 혹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15년)간만 근
무하면 이 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다.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35년간 기여금을 납
부하면 조기퇴직이 가능했고, 연금수급액은 최고 70%의 소득 대체율이 보장되었다
(Regonini,1984).

20. 퇴직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계수를 적용하여 연금수급액이 계산된다(Castellino,

1996b).

21. 1995년 디니 개혁으로 43년간 기여금을 납부하고 65세에 은퇴하는 산업부문 노동자
들은 아마토 개혁에 비해 27% 정도 더 연금수급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만일 동일 노
동자가 35년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57세에 은퇴할 경우 이 노동자의 연금수급률은 
아마토 개혁에 비해 12% 정도 감소된다(Castellino, 19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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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밀접히 연계시켜 사회보험과 시장의 원칙을 강화했다.

3. 경로변경적 연금개혁의 기제와 성격

지금까지 고찰한 이탈리아의 혁신적인 연금개혁은 기술관료 정부와 노조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혁안이 노조의 제안과 선호를 대부분 반
영했다고 하지만(Braun, 1996; Baccaro, 2002b), 사실상 연금지출 억제와 연
금체계의 합리화와 현대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상당부
분 반영되어 있다. 1990년대의 개혁 과정에서 기술관료 정부는 노조와 더불
어 연금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기 경제
위기가 정치․제도적 변화와 교차되면서 개혁의 기회의 창이 열렸으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술관료 정부의 역할은 연금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다. 

1990년대 개혁과정에서 아마토 정부와 디니 정부는 비난회피적 성격의 수단
과 호평추구적 성격의 수단을 혼합하여 개혁시안을 작성하고 노조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완성해 갔다. 그리고 기술관료 정부가 사회적 협의
체제 그리고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개혁을 진행한 것은 연금
개혁에 대한 비토세력의 저항을 약화시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결
정적으로 기여했다. 

개혁과정에서 노조의 전략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제․통화위기와 단일통
화에서의 배제위기, 국제신뢰도 저하등 위기의 상황에서 개혁의 불가피성을 
깨달은 노조는 협의체제에 참가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개혁의 비용
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내부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통일시키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내
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부와의 협의와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투표를 실시해 절차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했
다. 이러한 노조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노조 간 통일된 개혁안을 가지고 정부
와의 협상에 임하고 노동자들의 반대를 앞세워 개혁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한 전략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개혁과정에 노동자들도 직접 참여시켜 개



EMU와 이탈리아의 경로변경적 연금개혁   153

혁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반대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개혁절차와 협상결
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초르노(1978)와 레지니(1984)의 주장처럼 1990년대 이탈리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은 정책결정에서 정부와 노조의 합의의 성공 여부가 다
양한 형태의 자원교환의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개혁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로부터 암묵적 혹은 명시적 형태의 사회적 동의를 구한
다. 특히, 기존 정책에 의해 정의된 자원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는 개혁에 대해 
파업이나 정치적 선거를 통해 강한 저항을 보일 수 있는 노조의 동의는 중요
하다. 정부는 노조의 동의에 대한 대가로 노조의 결정권한을 인정하거나 강
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자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협의와 협상을 통한 정책결정
에서는 물질적 자원의 교환만이 아니라 관련 행위자들이 상호 정당성을 획득
할 수 있다는 상징적 측면도 중요하다.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그림 2 참조).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방향은 기술관료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와 선호를 반
영하며 구체적인 개혁내용은 사회적 협의와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노조의 타
협과 자원교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타협과 자원교환 논리를 통해 노
조는 개혁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조직의 핵심 노조원(연금수급자와 장기근
속 연금의 기여기간이 18년 이상인 노동자)의 기득권을 유지했고 정치적, 상
징적 자원을 확보했다. 그 대신,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출억제뿐 아니라 점진
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연금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에 대
해 노조의 동의를 획득하고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 1990년대 이탈리아 구조적 연금개혁: 정부와 노조의 타협과 자원교환

노조
•연금제도의 지출억제에 동의 
 (조기퇴직연금의 점진적 폐지, 
 기여율 인상, 확정기여방식 등)
•사회보험원칙과 시장 원칙 강화
 (보충연금기금, 확정기여방식)
•개혁 목표에 정당성 부여
 (비용억제, 현대화와 합리화)
•정부의 정책결정방식에 정당성 
 부여(사회적 협의)

정부
•노조의 대표성 강화와 정치적 
 역량 강화
•연금수급자와 중․ 장년 노동자 
 기득권 인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영업자와 임노동자간 자원
 분배의 불균형 감소
•사회보험과 사회연금 분리
•연금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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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은 역사적 유산에 비해 혁신적인 수단들을 
도입하여 경로변경적 제도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탈리아 연
금개혁에 대한 평가는 그 과정과 결과의 성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
다.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은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이었다.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연금개혁은 경제․통화 위기와 EMU 가입 압력이 급박해진 상황
에서 건전재정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새로운 권력관계 속
에서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로 등장한 기술관료 정부는 열린 기회의 창을 활용
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위기의 상황은 건전재정과 건전통화의 정책 아이
디어를 지닌 이들이 정책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개혁의 목표와 내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의 연금체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급진적으로 
진행된 개혁과정과 혁신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개혁의 효과는 점진
적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노정간 타협에 의해 개혁의 비용이 가시화되지 않
도록 개혁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그 효과를 시간적으로 지연시켜 양 자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선택한 결과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연금개혁에서 선택된 정책수단들, 특히 
임시적 성격의 수단들(장기근속연금 동결과 연금산정의 연동 연기 등)은 유
로화 가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공공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임시 수단을 통해 1993년 약 11조 2천억 리라, 1994년 14조 9,600억 
리라, 1995년 19조 7,910억 리라 정도의 연금 지출이 삭감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Cazzola, 1995). 하지만, 디니 개혁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그 재정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재정적 효과는 디니 개혁안이 완전히 그 효력을 발하게 되는 2035년 이후 
2050년이 되어야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이탈리
아에서 연금개혁은 매 정부마다 주요 정책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연금개혁은 연금체계의 분배불균형과 비효율성을 근본적
으로 제거하지 못했다. 새로운 규정의 차별화적인 적용은 또 다른 형평성 문
제를 초래했다. 연금개혁과정에서 노조는 핵심 노조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로 선택했으며, 따라서 개혁의 비용은 청년노동자와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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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1990년대 개혁이 노동자들의 연금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에 따르면 40세 이상 노동자의 연금 순소득가치(기여액에 대한 수급액의 가
치)는 전혀 변화가 없으나, 30~40세 사이 노동자의 연금 순소득가치는 70%

정도 감소하며 30세 미만인 노동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되었다
(Mira d’Ercole and Terribile, 1998). 이러한 결과는 이탈리아 연금체계 내
에 존재하던 기존의 부문간(세내 내) 균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간 균열이 추가되어 사회보장체계 내 자원 분배의 불균형과 사회적 균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이탈리아는 1990년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기존 연금제도의 경로를 바꾸는 
혁신적인 개혁에 성공한 사례이다. 1990년대 초 ‘건전재정’과 ‘건전통화’를 
지향한 경제정책 파라다임의 변화는 사회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에도 영향을 
주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합리화와 현대화를 추구한 연금개혁을 
통해 확정기여방식과 복합적인 연동방식 도입, 퇴직연령의 유연화와 조기퇴
직연금의 점진적 폐지, 범주 간 차별적이었던 규정의 통일, 연금적용범위 확
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분리와 보충연금기금의 활성화가 이루
어졌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상태와 연금 수급권을 
긴밀히 연계시켰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1990년대 초 권력균형의 변화 속에서 핵심 세력으
로 등장한 기술관료 정부가 노조와 더불어 경로변경적인 연금개혁에서 결정
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개혁과정에서 기술관료 정부는 비용억제를 위한 
비난회피 전략과 동시에 연금체계의 합리화, 현대화를 목표로 한 호평추구 
전략을 병행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사정 협의체제를 제도화시켰고 사회적 파
트너와 공식적,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노정간 타협과 자원교환은 구조적인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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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기제였고 개혁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개혁의 목표는 정부의 아이
디어를 반영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노조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중․장년 노동자층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노조에게 정치
적, 상징적 자원을 제공했고, 그 반대급부로 연금체계의 지출삭감을 중심으
로 한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연
금개혁법은 매우 점진적으로 도입되지만 개혁의 목표와 그 장기적 효과는 역
사적 유산에 비해 매우 혁신적인 재편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탈리아의 연
금개혁은 외적 압력 하에서 개혁과정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내용이 혁
신적이지만 그 효과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장기간에 걸
쳐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 제도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
탈리아의 연금개혁 사례가 보여주듯이 강한 경직성을 지니는 제도의 경로변
경적 변화에는 외적 충격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내생적 동학이 개
혁의 성격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외적 충격은 국내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제도 변화의 동학은 국내 정책결정의 주
요 행위자의 역학관계(권력관계, 정책 아이디어, 선호구조와 상호작용 전략)

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복지국가 성장기와 비교해 현 시기 복지국가의 개혁 
전략의 성격을 ‘비난회피’로 정의한 피어슨의 논리와는 달리, 연금제도를 비
롯하여 복지국가 황금기에 맺어진 사회계약을 재정의하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제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개
혁주창세력들의 적극적인 호평추구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혁에서 사회행위자, 특히 비토세력인 노조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는 관련 행위자 간 협의와 협상뿐만 아니라 타협과 자원교환의 전략이 요구
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적 충격이나 국내 정치․ 제도가 제공하는 제
약 혹은 기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배적 행위자의 정책 아이디어
와 전략이 경로변경적인 연금개혁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 변화의 동학은 다양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연금개혁
이 보여주듯이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지라도 정책선택은 정책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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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이 개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일정 정도의 자원을 
교환하고 타협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제도변화는 분절적 균형모델이 강조하듯이 외적 충격에 의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제도 변화의 다양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
련 행위자의 선호구조와 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제도 변화
에 대한 ‘분절적 균형모델’은 구조, 제도와 행위자간 변증법적 상호작용과 행
위자의 선호구조와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제도 변화의 다양성을 수
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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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 and the Dynamics of Italian Path-shifting

Pension Reforms:
Rethinking Punctuated-equilibrium Model

Kim, Hye Ra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mechanism of path-shifting pension reforms in the

1990s in Italy with the aim of criticising mainstream arguments and suggesting an

alternative analytic perspective on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le of Italian technocratic governments (in terms of

policy idea and reform strategies) determined the success of consensual, path-

shifting pension reforms. They, emerged from new balance of power, realigned the

network of decision-making of pension reforms to translate their policy idea in

specific policies. They used credit-claiming strategies in addition to blame-

avoidance strategies, by elaborating reform goals in terms of modernisation and

rationalisation, as well as cost-containment, of the pension system, and promoted

concertative policy-making to overcome veto powers. During the multiple-game of

negotiations on pension reforms, compromises and the exchange of resources were

main mechanisms of striking deals between technocratic governments and trade

unions. That's why the far-reaching effect of the Italian innovative reform resulted

in delay in time.

Unlike neoinstitutionalist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argumen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ynamics and the dimension of policy change depend on the

dominant policy idea, which mirrored power relations, and the strategic interaction

of main players and the preference structure, in particular, of trade unions, even in

the face of strong external shocks such as the economic and monetary crisis and the

overriding imperatives of qualifying for 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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