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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경제 집단은 일반적으로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전환기 일자· , 

리 창출은 경제적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기 중반 농. 18

업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노동자

들이 그러했듯이 세기 중반 이후 급증한 저숙련 서비스업 역시 대부, 20

분 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할. 

수록 임금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인가 높은 서비스업 증가율에도 불구하? 

고 왜 국가마다 임금 불평등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반응성의 정치(politics of 

responsiveness)에 주목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선호를 갖는 유권. 

자를 정치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이에 반응하는 기존 정당들 간의 경쟁은 , 

정치적 변화를 추동한다 예컨대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오. , 

면서 조직력을 갖춘 노동자들이 정치시장으로 유입되었고 이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좌파정당들이 정당체제의 주요 행위자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후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 

된 탈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다 탈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정당들은 .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롭게 노동시장에 유입된 저숙련 서비스 노동

자들과 같은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견고했던 기존지지 그룹의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 

롭게 등장한 서비스업 노동자 집단과 실업자 집단 즉 노동시장 외부자, 

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이념적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

느냐가 선거 승리의 핵심 관건인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설령 좌파정당이 약하더라도     .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중재 를 중시하는 중도(mediation)

정당의 정책 방향으로 좌우 정당들이 수렴하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

이 작동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외부자를 위한 정책들이 입안되어,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증하는 탈산업화 시대에도 임금 불평등이 효과적으

로 관리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인과적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선 정. 

량적 분석에서는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개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10

년부터 년까지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1980 2007

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정량적 분석모델의 결과 서비스업 임(correlation) . , 

금 불평등은 중도정당이 강한 정당체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높지 않더라도 중(-) . 

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가 사실상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변수 중심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당체제와 임금     -

불평등 간의 인과관계 를 밝히기 위해 각 변수를 둘러싼 맥락과 (causality)

과정을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정당체제라는 정치적 특성으로부터 임금 . 

불평등이라는 경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연결고리인 고

용정책 임금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등과 같이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 , 

임금 격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스웨덴 그리, 

고 우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아일랜드와의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인과적 과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본     . 

연구는 그간 비교정치 혹은 비교정치경제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

던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원화 ‘ ’ 
문제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경험적 측면에서는 노동. 

시장 이원화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업 내에서의 (labor market dualization) 

임금 불평등에 집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 , 



구분이 모호했던 기존의 노동시장 이원화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서, 

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 양상을 제조업과 농업 등 다른 산업과 구

분해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로부터 촉발된 탈산업화 시대 ,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고자 

했다.

주제어 탈산업화 노동시장 이원화 고용 임금 불평등 서비스업 반응: , , , , , 

성의 정치 정당체제 중도정당, , 

학  번: 2013-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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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문제제기1. 

고용 창출은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전    , ? 

후 유럽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선순환 이 가능(virtuous cycle of welfare)

했던 경제적 토대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었다.1) 포디즘 (Fordism)

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고용구조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황

금기를 지탱했고 복지국가들은 이를 동력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세, 

금 형태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정규직 제조업 중심의 노동조. 

합이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했던 만큼 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집단과 , 

기업집단의 선호가 중요했다 실제로 그간 비교정치경제학에서 복지국가. 

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2)과 자본주

의 다양성론(varieties of capitalism)3) 등과 같은 주류 이론들은 제조업 

중심의 정규직 노동집단과 기업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Stephen A. Marg lin and Juliet Schor,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0); Edward E. Leamer, “What Have Changes to the 

Global Markets for Goods and Services Done to the Viability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Richard B. Freeman, B irgitta Swendenborg, and Robert 
Topel (eds.), Reforming the Welfare State: Recovery and Beyond in Swede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 285-325.
2) 권력자원론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 Walter Korpi,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London: Routledge, 1978); Walter 
Korpi, “Power Resources and Employer-Centered Approaches in Explanations 

of Welfare Stat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Protagonists, Consenters, and 
Antagonists,” World Politics, Vol. 58, No. 2 (2006), pp. 167-206.

3)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관련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 Peter Hall 

and Davi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The Shadow of 
the Nineteenth Century,” World Politics, Vol. 61, No. 3 (2009), pp. 43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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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 1-1> (1939-2018)

출처( ):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data/).出處

하지만 탈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위축되고 노    , 

동조합은 파편화되고 있으며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서비스업 일자리가 , 

급증하면서 정규직 제조업 이익집단 중심의 분석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실제로 전후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 

심의 산업구조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들이 새롭게 

정치시장으로 유입됐다 예컨대 그림 은 가장 빠르게 탈산업화 사. , < 1-1>

회로 넘어가고 있는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이 . 

그림은 측정 가능한 가장 빠른 해인 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서비스업1939

과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차 대전 시기인 . 2

년대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율은 급증했지만 이후 빠르게 하1940 , 

락해 년 월에 이르면 년 월 대비 가 감소했다 반면 서2018 1 1939 1 62.9% . , 

비스업 일자리 증가율은 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1958

으로 상승해 년 월에는 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론 이런 현2018 1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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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주요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 

특징이다 한 때 절반에 가까웠던 회원국들의 제조업 일자리 비중. OECD 

은 점차 감소해 년대로 접어들면서 평균 초반까지 줄어든 반2010 20% 

면 서비스업 일자리의 비중은 를 넘어선 것이다, 70% .4)

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경제 집단은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전환기에는 · ,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5) 세기  18

중반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임금 노동자

들이 그러했듯이 세기 중 후반부터 급증한 서비스업 역시 대부분 저, 20 ·

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 .6) 상당수의 서비스업들은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7) 예 

4)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5) 전환기 불평등 증가와 관련해, 쿠즈네츠 는 소득 수준이 낮을 (Simon Kuznets)
때는 심하지 않던 불평등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년대까지 많은 경험적 자료를 기반. 1980
으로 쿠즈네츠의 주장은 하나의 법칙 으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쿠즈네‘ ’ . 
츠 가설은 년대 이후 나타난 선진국들의 불평등 증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1980

못하며 한계에 봉착했다 본 연구는 전환기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쿠즈. 
네츠의 주장을 따르지만 세기 후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 고용구, 20
조로의 또 다른 탈산업화 전환기에 직면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 ’ 
불평등 문제가 재등장했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쿠즈네츠 가설과 차이가 
있다. Simon Kuznet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No. 1 (1955), pp. 1-28; Fran ois ç
Bourguignon and Christian Morrisson, “Inequality among World Citizens: 
1820-1992,”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4 (2002), pp. 
727-744. 최근 쿠즈네츠 가설의 적실성과 관련한 비판적 논의를 정리한 연구

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Branko Milanovic,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6) Oliver Wavell Grant, “Does Industrialization Push Up Inequality? New 
Evidence on the Kuznets Curve from Nineteenth Century Prussian Tax 

Statistics,” University of Oxford, Oxford Economic and Social History Working 
Papers, No. 48 (2002); Gregory Clark, “The Condition of the Work ing Class 
in England, 1209-2004,”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3, No. 6 (2005), 
pp. 1307-1340; David Autor and David Dorn,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3, No. 5 (2010), pp. 300-323.

7) William J. Baumol,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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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년부터 년까지 산업별 평균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제, 1990 2004

조업은 인 반면 숙박업 도 소매업 기타 공동체 및 2.2% , 1.21%, · 1.32%, 

사회서비스업 등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0.91% 

수준에 그쳤다.8) 업무 간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에 비해 금융업에서 숙박 

업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저숙련 서비. 

스업의 상당수는 정규직보다는 시간제 근로 형태가 많았(part-time work) 

다.9) 요컨대 서비스업의 상당수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 , 

는 상황에서 결국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할수록 노동시장 내에서 높은 , 

수준의 보호를 받는 내부자 와 그렇지 않은 외부자 간의 (insider) (outsider)

임금 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리라는 것이다.10)

of Urban Cri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No. 3 (1967), pp. 
415-426; David H. Autor, Frank Levy, and Richard J. Murnane,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 l Explo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4 (2003), pp. 1279-1333.

8) 물론 서비스업 중에 금융업 등은 제조업보다 높은 생산성을 갖는 경우도 있 
지만 전체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이원화의 측정 문제를 다루면서 보다 자. 
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Anne Wren (eds.), The Politica l Economy of the 
Service Tran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7.

9) 일반적으로 정규직 과 대비되는 비정규직 은 크게  (typical work) (atypical work)

임시직 근로 와 시간제 근로 로 구분된다 이 (temporary work) (part-time work) . 
때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임시직의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할 . 

것. OECD, “The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Service Sector Jobs,”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pp. 89-128.

10) 내부자와 외부자 개념은 루에다 가 비교정치경제학에 처음으로  (David Rueda)

소개했다 이 후 탈산업화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 개념을 활. 
발하게 인용 발전시키고 있다 내부자와 외부자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한 논· . 
쟁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후술한다 내부자 외부자와 관련한 루에다의 대표적. -

인 저작들은 다음을 참고할 것. David Rueda,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1 (2005), pp. 61-74; David 

Rueda, Social Democracy Inside Out: Partisanship and Labour Market Policy 
in Advanced Industria lized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David Rueda, “Dualization, Crisis, and the Welfare State,” Socio- 
Economic Review, Vol. 12, No. 2 (2014), pp. 3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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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비스업 팽창은 필연적으로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 

왜 어떤 국가들은 높은 서비스업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

의 임금 불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시장 ? 

외부자의 선호를 반영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반응? ‘
성의 정치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politics of responsiveness)’ . 

서 반응성이란 정당이 유권자의 선호에 얼마나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

시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11) 정치학에서 반응성과 유사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는 책임성 과 대표성 이 있다(accountability) (representativeness) . 

책임성이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집권 이후에 공약을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는지를 뜻하며,12) 대표성은 유권자의 투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의 

석으로 반영되는지를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정당이 기존에 추구했 

던 자신의 이념적 제약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해서 전환기에 새

롭게 등장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를 

추적하기 위해 반응성 개념을 중심으로 정당체제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 
자 한다. 

일찍이 다운스 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권자 분포의     (Anthony Downs) , 

가변성은 정치적 역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4) 영국에서 참정 

권 확대와 노동당 의 등장은 대표적인 사례다(Labour Party: LAB) .15) 세 20

11) Stefano Bartolini, “Electoral and Party Competition: Analytical Dimensions 
and Emprical Problems,” Richard Gunther, Kose Ramon Montero, and Juan J. 
Linz (eds.),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Oxford: 

현재호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정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87-88; , : 「
당 유권자 그리고 정부 한국정치연구 제 집 제 호, , 20 3 , 2011, pp. 83-84.」 『 』 

12) Torbj rn Bergman, Wolfgang C. M ller, Kaare Strøm, and Magnus Blomgren, ö ü
“Democratic Delegation and Accountability: Cross-National Patterns,” Kaare 
Strøm, Wolfgang C. M ller, and Torbj rn Bergman (eds.), ü ö Delegation and 
Accountability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09-110.

13) G. Bingham Powell, JR.,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 109-114.
14) 앤서니 다운스 박상훈 이기훈 김은덕 옮김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 ( · · ), 『

의 서울 후마니타스 원저( : , 2013), p. 217 ( : Anthony Downs, 』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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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넘어오기 이전에 영국은 자유당 과 보수당(Liberal Party: LIB)

이라는 보수적 양당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Conservative Party: CON) .16) 

하지만 세기 말 참정권이 노동자 계급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권자19

가 정치시장으로 유입되었고 당시 신생정당이었던 노동당은 새로 유입, 

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데 성공했다.17) 그 결과 자유당은 점차 쇠퇴한  

반면 노동당은 보수당과 함께 진보 보수를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양당, -

구조를 구축했다.18)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노동자 집단이  

급증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만큼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그들의 선호를 대변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이다.

이처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선호를 갖는 유권자를     

정치시장으로 유입해 유권자 구성을 변화시켰고 이에 반응하는 기존 정, 

당들 간의 경쟁은 정치적 변화를 추동했다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 집. 

권하고자 하는 정당들에게 새로운 선호를 갖는 유권자의 등장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가 될 수도 있다.19) 새로운 선호를 갖는 유권 

자의 등장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마이어 등(Peter Mair, Wolfgan 

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C. M ller, and Fritz Plasser) .ü

15) Keith Laybourn and Jack Reynolds, Liberalism and the Rise of Labour, 

1890-1918 (London: Croom Helm, 1984).
16) Brian Hill, The Early Parties and Politics in Britain, 1688-1832 (London: 
Macmillan, 1996); Angus Hawkins, British Party Politics, 1852-1886 (London: 

Macmillan, 1998); Duncan Watts, Whigs, Radicals, and Liberals, 1815-1914 
(Abingdon: Hodder Murray, 2002)

17) Ross McKibbin, The Evolution of the Labour Party 1910-1924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eter F. Clarke, “The Electoral Position of 
the Liberal and Labour Parties, 1910-1914,”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XC, No. CCCLVII (1975), pp. 828-836.

18) Duncan Tanner, Political Change and the Labour Party 1900-19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aul Adelman, The Decline of 

the Liberal Party 1910-1931 (London: Longman, 1995); Tony Cliff and Donny 
Gluckstein, The Labour Party: A Marxist History (London: Bookmarks, 1996).

19) Peter Mair, Wolfgan C. M ller, and Fritz Plasser (eds.), ü Political Parties and 

Electoral Change (London: Sage Publications, 200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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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구조의 변화는 당파성이 약한 유동적 유권자 를 ‘ (available electorate)’
증가시킨다 이는 분명 과거 특정 사회집단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지 . 

못했던 정당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특정 . 

사회집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정당들은 자신들의 지지그룹이 자연적‘
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당들이 반드’ . 

시 쇠퇴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지지그룹은 안정적인 지. 

지를 보내지만 그 세력 규모가 지지정당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에는 ,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핵심 지지그룹의 감소는 . 정당들이 기존의 선

거 전략을 변경토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탈산업화 시대    

도 마찬가지다 탈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 

기 위해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된 대규모의 저숙련 서비스업 노동자와 

같은 외부자의 선호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해야 했다.21) 다시 말해서 , 

견고했던 기존 지지 그룹의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저숙련 서비스업 노동자 집단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이념적 유

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선거 승리의 핵심 관건인 것이다 그. 

렇다면 어떤 정당이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떤 정당체제 하에서 그리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정당들은 ? ,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정치적 반응성을 높일 수 있었을까?

이론적 설명2.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시장에서     

20) Mair, M ller, and Plasser (eds.), 2004, p. 3.ü
21) Kimberly J. Morgan, “Path Shifting of the Welfare State: Electoral 
Competition and the Expansion of Work-Family Policies in Western Europe,” 
World Politics, Vol. 65, No. 1 (2013), pp. 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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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보장받아왔던 내부자와 그렇지 않은 외부자 간의 이원화

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더 이상 노동집단을 동일한 선(dualization) . 

호를 갖는 단일 집단으로 구분하기 힘들 만큼 노동시장 내부의 단절이 

심화된 것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는 고. 

용안정성 임금 그리고 사회보험 수준 등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인다 요, , . 

컨대 서비스업 중, 심의 탈산업화 시대 고용구조에는 이원화의 시대‘ (The 

Age of Dualization)’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2) 

최근 비교정치경제학에서 노동시장 이원화 연구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원화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 루. 

에다의 연구23)를 효시로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은 당파성,24) 선거제도 ,25) 

정부형태,26) 그리고 정당간 연합 27)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원화의 양상을  

분석해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 , 

기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탈산업화 시대에 등장한 노동시장 . , 

22) Patrick Emmenegger, Silja H usermann, Bruno Palier, and Martin Seeleib- ä
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lle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 l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3) Rueda, 2005; Rueda, 2007.

24) Jonas Pontusson, “Once Again a Model: Nordic Social Democracy in a 
Globalized World,” James Cronin, George Ross, and James Shoch (eds.), 
What’s Left of the Left: Democrats and Social Democrats in Challenging 

Tim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1), pp. 89-115; Johannes 
L indvall and David Rueda, “Insider-Outsider Politics: Party Strateg ies and 
Political Behavior in Sweden,” Patrick Emmenegger, Silja H usermann, Bruno ä
Palier, and Martin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lle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 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277-303.

25)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s: Why Some Democrac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2 (2006), pp. 165-181.

26) Carlos Knotz and Johannes Lindvall, “Coalitions and Compensation: The 
Case of Unemployment Benefit Duration,” Comparative Politica l Studies, Vol. 

48, No. 5 (2015), pp. 586-615.
27)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Democratic Limits to Redistribution: 
Inclusionary versus Exclusionary Coalitions in the Knowledge Economy,” 
World Politics, Vol. 67, No. 2 (2015), pp. 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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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문제의 기저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대규모 산업구조 재

편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원화 정도를 다루는 많은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장정책에 투자하는 정부의 재정규모에 집중할 뿐,28) 

실제로 서비스업 내에서 임금 불평등이 국가마다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원화 중에서도 . 

서비스업 내의 임금 불평등에 집중함으로써 역동적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의 산업구조 재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노동시장 이원화 양상의 다양성

과 이에 대한 각 국의 대응을 추적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당파성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나 연합정치를 강조하는 기존 연구    , 

들의 상당수는 결국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좌파정당의 역할에 주목한

다는 점에서 유사하다.29) 이와 달리 , 본 연구는 비교정치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비교정치경제학에 접목해 노동시장 이

원화 문제를 새롭게 재해석한다.30)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 , 

28)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분절적 상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많은 연 
구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정부 지출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비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 
Rueda, 2014; Iversen and Soskice, 2015.

29) 기존 연구들의 좌파정당 중심 설명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본 연구의  2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0) 사실 비교정치학에서도 정당체제 연구는 주로 좌파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중도정당의 역할에 집중한 비교정치 연구들은 . 
다음을 참조할 것. Hans Daalder, “In Search of the Center of European 

Party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 1 
(1984); Peter van Roozendaal, Cabinets in Multi-Party Democracies: The 
Effect of Dominant and Central Parties on Cabinet Composition and 

Durability (Amsterdam: Thesis Publishers, 1992); Peter van Roozendaal, 
“Cabinets in the Netherlands (1918-1990): The Importance of ‘Dominant’ 
and ‘Cental’ Part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23, No.1 
(1993), pp. 35-54; Hans Keman, “Centre-Space Politics: Party Behaviour in 
Multi-Party System,” Hans Keman (eds.), The Politics of Problem-Solving in 
Postwar Democracies (London: Macmillan Press, 1997), pp. 85-112; Michael 

Laver and Norman Schofield, Multiparty Government: The Politics of 
Coalition in Europ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Lu igi Curini, “Government Survival the Ita lian Way: The Core and the 

Advantages of Policy Immobilism during the First Republic,” European 



- 10 -

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교정치경제학에 정당체제 기반의 비교정

치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유형론이 갖는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탈산

업화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역동성과 정책 변화를 분석한다

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31)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좌우 이념 정당들에 비해 상대    . 

적으로 이념적 유연성이 높은 중도정당이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지속적

으로 내각을 구성할 때 이러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정당들이 노동시장 , 

외부자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입안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중. 2 , 

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외부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구심. , 

력 의 정치다 구심력의 정치란 정당들이 정권창출(centripetal force) . 

혹은 득표율 확보 를 위해 중도로 수렴하(office- seeking) (vote-seeking)

며 경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32)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증 ·

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에서 좌우 정, 

당들은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중도정당으로 수렴하는 경

향을 갖는다.33) 

다운스는 중도정당 중심의 구심력이 작동하는 것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다 그는 이념적 교집합이 있는 정당들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주. 

요 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고 정부의 지속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34) 그런 측면에서 중도정당은 좌파정당이나 우파정당보다 다른  

정당들과의 이념적 연결고리를 찾기가 보다 수월하고 그만큼 연합 가능,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0, No. 1 (2011), pp. 110-142.
31) 복지국가 유형론과 정당체제 연결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 

고할 것. Philip Manow, “Electoral Rules,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 

Regimes, or How to Explain Esping-Andersen with Stein Rokkan,” 
Socio-Economic Review, Vol. 7, No. 1 (2009), pp. 101-121.

32)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33) D 다운스aalder, 1984, p. 103; van Roozendaal, 1992; , 2013, p. 239.

34) 다운스 , 2013,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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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중앙에 위치한 정당이 오랜 기간 높. 

은 득표율을 확보한다면 좌우에 위치한 정당들은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중도로 수렴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갖는다.35)

현실 정당정치에서 이러한 구심력의 정치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    

다 네덜란드 노동당의 기민당화 가 . ‘ (Christian democratization of the PvdA)’
대표적인 사례다.36) 네덜란드 노동당 은 (Partij van de Arbeid: PvdA) 기민당 

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년과 (Christian Democratisch App l: CDA) 1977 1982è
년 선거에서 기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확보했다.37)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노 

동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야당에 머물러야 했다 중도에 위치하고 . 

있던 기민당이 연립정부 파트너로 자신보다 보수적인 자민당(Volkspartij voor 

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정권 창출과 Vrijheid en Democratie: VVD) . 

득표율 확보 간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됐다.38) 치열한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빔 콕 노동당 대표는 정권 창출을 위해 기민당뿐만 아니라 (Wim Kok) 

다른 정당들에게도 연립정부의 파트너가 될 만한 정당으로 보일 필요가 있으

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 (pragmatic)’ 
내렸다.39) 이 후 노동당은 이전까지 강조해왔던 케인즈주의를 폐기하고 정부 , 

35) 다운스 Daalder, 1984, p. 103; , 2013, p. 201, 242.
36) Martin Seeleib-Kaiser, Silke van Dyk, and Martin Roggenkamp, Party 
Politics and Social Welfare: Comparing Christian and Social Democracy in 

Austria, Germany, and the Netherlands (Cheltenham, Northampton: Edward 
Elgar, 2008), p. 150.

37) 당시 기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던 노동당의 대립전략 (polarization strategy)
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Philip van Praag Jr., "Conflict and 

Cohesion in Dutch Labour Party,” David S. Bell and Eric Shaw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Western European Social Democratic Parties (London, New 

한편 네덜란드 정당별 득표율과 York: Pinter Publishers, 1994), pp. 135-136. ,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표 를 참고할 것< 4-4> .
38) Christoffer Green-Pedersen, The Politics of Justification: Party Competition 

and Welfare-State Retrenchment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from 1982 
to 1998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2), p. 99.

39) Ron Hillebrand and Galen A. Irwin, “Chang ing Strategies: The Dilemma of 
the Dutch Labour Party,” Wolfgang M ller and Kaare Strøm, ü Policy, Office, 
or Votes? How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Europe Make Hard Decis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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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기반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정했으며,40) 장애보험 (Wet op 

개혁에 동참하는 등 기민당의 de Arbeidsongeschiktheidsverzekering: WAO) 

주요 정책들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고,41) 그 결과 년 비로소 기민당과  1989

함께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요컨대 노동당이 기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 , 

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동당의 기민당으로의 수렴화 과정 즉 구심력의 , 

정치가 있었던 것이다.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두 번째 특징은    중재 의 정치다 (mediation) . 

뒤베르제 는 중도정당을 온건한 집단 이(Maurice Duverger) ‘ (the moderates)’
라고 묘사했다.42) 일반적으로 중도정당은 좌우 정당들에 비해 이념적 유연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정당은 이념정당들이 강조하는 극. 

단적 독트린을 분명하게 거절하는 한편,43) 나름의 철학적 기반을 갖고 빈 

곤 퇴치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른 정당들과의 타협

과 중재를 중시했다.44)

사실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보다 다양한 견해를 중재하려는 중도정당의     

특징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45) 주로 조직화된 노동계 

급을 지지기반으로 했던 좌파정당들과 달리 대표적인 중도정당인 네덜란드 , 

40) PvdA, “Wat mensen bindt,” Verkiezingsprogramma Tweede Kamer 1994- 
1998 (Amsterdam: PvdA, 1994), p. 19.

41) Frederik Schut, “Health Care Reform in the Netherlands: Balancing 

Corporatism, Etatism, and Market Mechnisms,” Journal of Politics, Policy, and 
Law, Vol. 20, No. 3 (1995), pp. 615-652.

42)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Methuen, 1964), p. 215.
43) Yves M ny, é Government and Politics in Western Europe: Britain, France, 
Italy, West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 51; Ronald 
E. M. Irving,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ies of Western Europe (London: 

A llen & Unwin, 1979), p. xviii.
44) Sigrum Kahl, “Religious Doctrines and Poor Relief: A Different Causal 
Pathway,” Kees van Kersbergen and Philip Manow (eds.), Relig ion,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267-295.
45) van Kersbergen, 1995, p. 28; Stathis N. Kalyvas and Kees van Kersbergen, 

“Christian Democra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3 (2010),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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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인민당 벨기에 ( sterreichische Volkspartei: VP), Ö Ö
기사당 이탈리아 기민당(Christen-Democratisch & Vlaams: CD&V), (Democrazia 

그리고 Cristiana: DC), 핀란드 중앙당(Suomen Keskusta: KESK) 등은 모두 계

급 교차적 연합 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cross-class coalitions) .46) 예컨대 , 

기민당의 경우 다양한 사회집단들 이 종교적 이념(heterogeneous groups)

을 통해 묶여 있었던 만큼 정당 안에 여럿의 파벌이 존재했다고 분석할 ,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었다.47) 이는 기민당의 성장이 종교 라는 이름 하 ‘ ’
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사회집단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48) 핀란드 중앙당 의 경우도 마찬 (KESK)

가지다 애초에 중앙당은 농민정당으로 출발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 , 

대중정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우의 이념적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다

양한 집단들을 포괄하는 중재의 정치를 발휘했다.49) 요컨대 중도정당은  ,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 당내 다양한 사회집단의 선호를 조정하고 중재해

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생존 전략으로서 중재의 정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중도    

정당은 이념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 

46) Klemens von Klemperer, Ignaz Seipel: Christian Statesman in a Time of Cri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John N. Molony, The Emergence 
of Political Catholicism in Italy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77); 

Klaus Epstein, Matthias Erzberger and the Dilemma of German Democracy 
(New York: Howard Fertig, 1971); Val R. Lorwin, “Segmented Pluralism: 
Ideological Cleavages and Political Cohesion in the Smaller European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s, Vol. 3, No. 2 (1971), pp. 141-175.
47) 기민당 지지기반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당내 파벌화 에 대해 (factionalization)

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Kees van Kersbergen, Social Capitalism: A Study of 
Christian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 29.
48) van Kersbergen, 1995.
49) Jaakko Nousiainen, “Finland: The Consolidation of Parliamentary Governance,” 
Wolfgang C. M ller and Kaare Strøm, ü Coalition Government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65; Olli Kangas, “Finland: 
Labor Markets against Politics,” Ellen M. Immergut, Karen M. Anderson, and 
Isabelle Schulze (eds.),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ension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2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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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집단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50) 다시 말해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중재해왔던 중도정당은 다른 이념정당들에 비해 

당내 반발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집단을 위한 정책변화를 추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특정 집단에 대한 정. 

당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다른 집단을 위한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스웨덴 사민당. ,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et: SAP)은 강력

한 조직력을 갖춘 노동집단을 지지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51) 그만큼 노조가 반대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가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 

구심력의 정치와 중재의 정치가 작동하게 된다 특히 중도정당이 지속적. 

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며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하게 되면 중도정당, 

으로의 구심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그 결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 하. 

에서 좌우 정당들은 이념적 경직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도정당이 추구하

는 정책 방향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탈산업화 시대 저숙련 .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선호를 갖는 유권자들이 정치시

장으로 유입할 경우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 하에서 정당들은 다른 정당, 

체제에서보다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방법론과 논문 구성3. 

50) Keman, 1997, pp. 85-112.
51) 년대 사민당 정부가 통과시킨 일련의 법안들 피고용자 기업 이사회 참 1970 –
여법 년 고용보호법 년 노조대표법 년 교육휴가권법 년(1973 ), (1974 ), (1974 ), (1975 ), 
노사공동결정법 년 노동환경법 년 은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노조의 (1976 ), (1978 ) -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들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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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노동시장 이원화의 논리적 흐름< 1-2> 

정당체제 ①
고용정책 임금정책, 

노동시장정책 ②
노동시장 

이원화 완화

③

본 연구의 주장은 그림 와 같이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눠 분석할     < 1-2>

수 있다 첫째 정당체제가 내부자와 외부자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 , 

영향을 미친다 둘째 그 정책에 따라 노동시장 이원화가 다양하게 나타. , 

난다 이 두 과정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위한 고용정책이나 임금정책. ,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등은 정당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면서 

동시에 노동시장 이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한다 다시 . 

말해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외부자를 위한 정책들이 입안되더라도 그것

이 실제로 경제적 성과 즉 노동시장 이원화의 감소로 연결되는지는 별, 

도의 분석을 통해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림 의 번과 번 과정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련의     < 1-2> ① ②

사회경제정책들은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원화 . 

연구에서 계량화를 시도한 많은 학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을 핵심 변수로 삼고 있지만labor market policy: ALMP) ,52) 회원국 OECD 

의 정부지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에 0.7%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만큼 이 정도 비중의 정책을 노동시장 이, 

원화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의 고용정책과     

임금정책은 정부지출이 아닌 기업을 통해 조정토록 하고 있어 이를 계량

화해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 , 

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 

52)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 Rueda, 2014; Iversen and Sosk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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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정책 등은 정부지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 ①

번과 번 과정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정량적 분석이 아닌 정성적 분석②

을 통해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는 맥락과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즉 노동시장 이원화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만. , 

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의 사회경제적 효과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량적 분석은 번 항목 즉 정당체제와 노동시장 이원, ③

화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는 데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분명(correlation) . 

히 할 점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정당체제라는 정치적 특성으로부터 노동시장 이원화라는 경제적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번과 번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① ②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체제와 노동시장 이원화 간의 계량적 분석은 .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인과추

론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53) 

    이어지는 장에서는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이원화 문제를 2

다룬 기존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개념과 측정을 둘러싼 논쟁과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지표를 제시한다 두 번째로는 외부자 . 

문제를 다루는 기존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이 주로 좌파정당의 역할에만 

주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중도정당 중

심의 정당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장에서는 경험적 분석을 다룬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이 주목하는     3 . 

53)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 방법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인과추론의 타당성을  
높이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것. Edwin Amenta, 
“What We Know abou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James Mahoney 

and D 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91-130; 
권혁용 한국 정치학 방법론과 인과추론 평화연구 제 권 제 호, , 23 1 , 「 」 『 』 

2015, pp. 3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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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은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가 노동시장 이원화와 어떤 상관관계

를 갖는가이다 따라서 경험분석에서 핵심 독립변수는 중도정당 중심의 . 

정당체제이며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이원화 지표가 된다 본 연구가 제시, . 

한 이론에 따르면 중도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체제에서 노동, 

시장 이원화는 감소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분석모델은 블랑셔와 울퍼스. 

가 제시하고 최근 아이버슨과 소스(Olivier Blanchard and Justin Wolfers)

키스 가 발전시킨 일반충격모델(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을 활용한다(common shock model) .54) 이 모델의 핵심은 관찰 불가능한  

여러 가지 외부적 충격들을 추정하기 위해 분석 기간의 각 연도를 더미 

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주요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여기서     "는 국가 지표이고, $는 연도 지표다. ($는 연도 $의 더미 벡

터 값으로 $연도에 의 값을 갖고 이 때 다른 연도는 모두 의 값을 갖1 , 0

는다. +는 독립변수 ,"의 계수값이다. +가 이면 관찰불가능한 일반 충격0

이 독립변수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 +값이 양 의 값을 가지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증가시키(+)

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 +값이 음 의 값을 가지면 종속변수를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각 국가의 고유 효과를 포착하는 국

가별 더미변수이고, ."#$는 오차항이다.

일반충격모델의 장점은 연도별 더미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내생성    

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endogeneity) .55) 일반적으로 소국 

54) Olivier Blanchard and Justin Wolfers, “The Role of Shocks and Institutions 
in the Rise of European Unemployment: The Aggregate Evidence,” 
Economic Journal, Vol. 110, No. 462 (2000), pp. 1-33; Iversen and Soskice, 
2015.

55) 비교정 치경제학에서 블랑셔 울퍼스 모델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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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은 탈산업화를 비롯해 세계화 혁신 고령화와 저출산 (small states) , ICT , 

등 수많은 외부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 외에도 관. 

찰 불가능한 혹은 측정하기 힘든 많은 요인들이 일국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56) 이 때 일반충격모델은 각 연도별 더미 변수를 통 

해 분석 국가들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 관찰 불가능한 요인들을 포착함

으로써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누락변수편향

을 고려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이유로 블랑셔와 울(omitted variable bias) . 

퍼스는 이 모델을 관찰 불가능한 일반충격모델이라고 지‘ (unobservable)’ 
칭한 바 있다.57)

한편 경험적 모델의 강건성 검증 을 위해서 본 연    , (robustness check)

구는 탈산업화 모델 을 활용한다‘ (deindustrialization model)’ .58) 탈산업화  

모델은 연도별 더미 변수 대신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탈, 

산업화 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가 제기. 

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결국 서비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

원화 정도가 국가마다 다양한 이유를 찾는 것인 만큼 탈산업화라는 외부, 

적 충격이 독립변수인 정당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시장 이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은 중도정당. 

이 존재하는 개 회원국으로 제한하며 분석기간은 탈산업화가 본10 OECD 

격화된 년대부터 노동시장 이원화 자료 가 제공되는 1980 (EU-KLEMS) 2007

년까지 년간으로 한다28 .

음을 참고할 것. Torsten Persson and Guido Tabellini,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s (Cambridge, London: MIT Press, 2005), pp. 219-268; Thomas 

Cusack,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Economic Interests and the 
Orig ins of Electoral Institu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1, No. 3 (2007), pp. 373-391; Iversen and Soskice, 2015.

56) Peter Katzenstein,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57) Blanchard and Wolfers, 2000, p. 19.
58) 블랑셔와 울퍼스의 논의를 기반으로 일반충격모델과 탈산업화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아이버슨과 소스키스의 아이디어를 따른 것이다. Iversen and Sosk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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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이 정량적 분석이라면 장은 비교사례연구를 통한 정성적 분석이다, 4 . 

사례연구에서는 정량적 방법에 의존한 변수 중심적 분석‘ - (variable-oriented 

analysis)’에서 벗어나 인과관계를 보다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위해 각 변수

를 둘러싼 맥락과 과정에 집중한다. 일반화의 범주를 다소 줄이더라도 과

정추적 과 일치성 테스트 를 통해서 노(process tracing) (congruence testing)

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주요 정당들과 정당체

제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이 일정한 패턴의 형태로 나타, 

나는지를 점검한다.59)

    본 논문은 사례연구로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아일랜드를 비교분, , 

석한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국가는 정치제도 측면에서 비. < 1-1> , 

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체제 역시 양, 

당제가 아닌 다당제로서 좌우 이념정당과 함께 중도정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사회경제제도 측면에서도 세 국가는 임금협상집. 

중도 가 중간수준으로 유사할 뿐만 아(centralization of wage bargaining)

니라,60)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서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압력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여야 하는 유럽 소국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61) 그 

런 관점에서 세 국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각 구성

에 있어서 중도정당 우파정당 그리고 좌파정당이 각각 주도적 역할을 , , 

하는 정당체제라는 점이다.62) 정치 ·사회경제제도 측면에서 이러한 유사 점

59) Jack Goldstone,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nd Knowledge Accumulation 

in the Study of Revolutions,” Mahoney and Rueschemeyer (eds.), 2003, pp. 
41-90.

60) 임금협상집중도는 비세르 가 측정한 수치를 참고했 (Jeller V isser) 다 비세르가 .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임금협상집중도의 평균값은 , 1980 2007

네덜란드가 스웨덴이 그리고 아일랜드가 으로 큰 차이가 나지 0.55, 0.52, 0.46
않는다 한편 미국의 임금협상집중도 평균값은 영국은 등으로 다른 . , 0.14, 0.1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 Jelle 

V isser, “Data Base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1960-2014 (ICTWSS),”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AIAS, University of Amsterdam, 2015.

61) Katzenstein, 1985.

62) 여기서 주도적 이라는 말은 임의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분석 대상 국가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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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의 정치< 1-1> , , ·사회경제제도 비교

구 분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중도정당유무 유 유 유

임금협상집중도 중간수준 중간수준 중간수준

대외의존도* 140.2% 96.3% 151.5%

탈산업화 정도** 76.9% 75.1% 67.0%

정당체제
다당제

중도정당 중심( )
다당제

좌파정당 중심( )
다당제

우파정당 중심( )

대외의존도의 경우 년 기준 각 국 대비 무역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두 * , 2007 GDP 
국가에 비해 스웨덴의 대외의존도가 낮지만 세 국가 모두 같은 해 평균 대외의존, OECD 

도인 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서 외부 경제의 압력에 높은 취약성을 갖는다고 할 수 54.8%
있다 관련 자료는 를 참고했다. OECD database . 

탈산업화 정도는 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 중 서비스업 일자리의 비율을 나타낸다** 2007 . 

관련 자료는 를 참고했다EU-KLEMS . 

과 차이점을 갖는 세 국가 간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당체, 

제에 따라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정책적 반응이 왜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 5

약하고 비교정치경제학과 한국정치에 주는 함의를 정리한다.

정당별 평균 내각 구성률인 를 기준점으로 한 것이다 즉 년부터 32% . , 1980

년까지 어떤 정당이 평균 이상 내각을 구성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2007 32% , 
그 정당을 주도적 이라고 지칭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경험적 ‘ ’ . 
분석을 다루는 장을 참고할 것 한편 각 정당별 내각 구성 비율과 관련한 3 . , 

자료는 아래 연구를 활용했다. Duane Swank, “Comparative Political Parties 
Dataset: Electoral, Legislative, and Government Strength of Political Parties 
by Ideological Group in 21 Capitalist Democracies, 1950-2011,” Electronic 
Databas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arquette Universit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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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분석틀 노동시장 이원화의 정치경제II. : 

    

장에서는 노동시장 이원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2

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탈산업화 시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내. 

부자 외부자 문제는 최근 많은 비교정치경제 학자들의 주요 관심 주제 -

가운데 하나다.63) 이 연구들의 상당수는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이원화  

개념에 주목한다.

    이원화란 정책차원에서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차등적 처우가 고착

화 구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양자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 

이원화는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게 한 정치적 동학(political 

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양극화 분절화dynamics) (polarization), (segmentation), 

주변화 등과는 다른 정치경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marginalization) .64) 

소위 내부자 외부자 정치 라고 불리는 이러한 탈‘ - (insider-outsider politics)’
산업화 노동시장의 정치경제 연구들은 그간 제조업 중심의 설명에서 벗

어나 새롭게 변화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노동시장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자와 외부자의 명확한 개념과 측정의 문제이다 비교정치    , . 

63)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 Torben Iversen and Anne Wren,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Vol. 50, No. 4 (1998), pp: 507-546; Gøsta 
Esping-Andersen,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atrick Emmenegger, Silja H usermann, Bruno ä
Palier, and Martin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lle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Wren (eds.), 2013; Rueda, 2005, 2007, 2014; Iversen 
and Soskice, 2015; Pablo Beramendi, Silja H usermann, Herbert Kitschelt, and ä
Hanspeter Kriesi (eds.), The Politics of Advanced Capit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64) Patrick Emmenegger, Silja H usermann, Bruno Palier, and Martin ä
Seeleib-Kaiser, “How We Grow Unequal,” Emmenegger, H usermann, Palier, ä
and Seeleib-Kaise (eds.), 2012,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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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자들의 많은 관심에 비해 노동시장 이원화에 대한 개념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둘째 노동시장 이원화를 다루는 기. , 

존 연구들의 상당수는 외부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주로 좌파정당의 역

할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다. 

루는 다른 정당 및 정당체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 뒤에서 .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바와 달리 강력한 중, 

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하에서 노동시장 이원화는 좌파정당이나 우파정

당 주도의 정당체제와는 다른 형태로 그리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되, 

었다.

내부자 외부자 개념 논쟁1. -

기존 연구들 중 우선 살펴볼 문제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개념을 어떻    

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내부자는 누구이며 또 외부자는 누. , 

구인가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고용의 안정 ? ‘
및 보호 정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큰 이견은 없다 즉’ . , 

고용의 안정과 보호를 보장받는 집단을 내부자로 그렇지 않은 집단을 , 

외부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를 외부자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서 차이가 있다 호이저만과 슈반더. (Silja H usermann and Hanna ä
는 노동시장 내부자를 정규직 노동자 로 그리고 외부자를 Schwander) ‘ ’ , 

비정규고용 또는 실업 위험이 특히 높은 개인 으로 본다‘ ’ .65) 반면 린드 , 

65) 특히 외부자의 경우 호이저만과 슈반더는 직업 범주 성별 연령을 기준으 , , , 
로 크게 개의 직업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 중 실업이나 비정규고용의 16 , 
비율이 해당 국가의 전체 노동력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직업 집단을 외부자로 정의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 
Silja H usermann and Hanna Schwander, “Varieties of Dualization? Labor ä
Market Segmentation and Insider-Outsider Divides Across Regimes,” 
Emmenegger, H usermann, Palier, and Seeleib-Kaise (eds.), 2012, pp. 31-35.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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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루에다 는 내부자는 고용보호 (Johannes Lindvall and David Rueda) ‘
수준이 높은 직업을 가진 임금소득자 로 외부자는 실직하였거나 고용보’ , ‘
호와 고용상 권리가 낮은 직업을 가진 개인들 로 정의하고 있다’ .66)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에 실업자를 포함시키는 린드발과 루에다의 정의를 따

른다 실제로 탈산업화 시대에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은 성장 없는 복지. ‘ ’ 
혹은 일하지 않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실업자들을 노동‘ ’ 
시장에 편입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느냐에 있다.67) 따라 

서 실업자 그룹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각 정부가 이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를 살피는 것이 내부자 외부자 노동시장 분석의 핵심 중에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업자 그룹을 비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외부자로     

간주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을 내부자. 

와 외부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분석의 명료함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현실의 복잡한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기 힘든 한, 

계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실의 노동시장에선 일자리에 . , 

대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호도 다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두 , 

그룹 간의 반응도 다른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을 . 

내부자와 외부자로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외부자, 

를 다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와 실업자(unprotected workers)

로 구분한다 즉 보호받는 노동자(unemployed people) . , (protected workers)

를 포함해 노동시장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다.

내부자 외부자의 이분법적 접근이 갖는 또 다른 한계는 그것이 특정     -

시점의 외부자를 현재 시점에서 범주화해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 시간제 . , 

66) Lindvall and Rueda, 2012, p. 278.

67) Gøsta Esping-Andersen, “Welfare States Without Work: The Impasse of 
Labour Shedding and Familialism in Continental European Social Policy,” 
Gøsta Esping-Andersen (eds.),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Socia l Security 

in the New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1996), pp. 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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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얻어 취직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불안정한 외부자의 범, 

주에는 속하지만 그 개인의 상태는 분명 실업 상태보다는 안정적으로 바

뀐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자 외부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이런 . -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역동적인 흐. 

름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자성 이라는 개념에 집중한다 내부‘ (insiderness)’ . ‘
자성 이란 어떤 노동자의 안정성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실업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혹은 보호받지 , 

못한 노동자들이 더 보호받도록 만들었을 때(making the unemployed 

노동시more employable, or the unprotected workers more protectable), 

장에서 내부자성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이원화의 측정 문제를 살펴보자 루에다 는     . (David Rueda)

최근 논문에서 이원화의 측정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고 비

판하면서 국가간 객관적 비교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

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정부지출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

운 이원화 지표 를 제시했다(dualization index) .68)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 수준을 분자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부지출을 분모에 놓고 전, , 

자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후자가 낮아질수록 노동시장 이원화는 증가하리

라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 고용보호 수준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을 이원화 지표로 활용하자는 루에다의 제안은 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

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을 대상으로 .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외부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보다 안정, 

적인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69) 

    하지만 루에다가 제시한 이원화 지표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

다 첫째 이원화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들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차. , 

지하는 비율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외부자를 . 

대상으로 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 규모를 측정해 계량화 할 

68) Rueda, 2014.

69) Rueda, 2014, pp.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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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력의 수준이 이원화를 , 

결정할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년 기준으로 회원국의 정부. , 2010 OECD 

지출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평균 에 불과하다0.7% .70)

    특히 정부 정책 중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처럼 정부지출을 수반하

는 정책도 있지만 시장 및 기업의 역할 조정을 요구하는 고용정책과 임, 

금정책도 많다 예컨대 스웨덴 등의 사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네덜. , 

란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부지출 규모는 훨씬 낮지만 네덜란드 정, 

부는 근로시간 차별금지법‘ (Wet Verbod Onderscheid Arbeidsduur: WVOA)’
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적용토록 ‘ ’
했다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이 정책의 효과를 정확. , 

히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획기적으로 줄인 정책이

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71) 이처럼 이원화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를 계 

량화할 경우 계량화 할 수 없는 핵심 정책들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

둘째 이원화의 과정 과 결과 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설령 내    , ‘ ’ ‘ ’ . 

부자를 보호하고 외부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이원화의 심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이원화 간의 . 

인과관계는 논리적이고 입체적 분석을 통해 채워져야 한다 결국 이원화. 

의 과정 측면을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이원화의 정량적 , 

측정과 관련해서는 이원화의 결과 측면에 집중하고,72) 그 과정에서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는 정성적 심층 사례연구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

다.

결과 측면에서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 혹은 임금 격차이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가장 .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데이터세트‘

70) 검색일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 : 2017.11.19.)
71) Wim van Oorschot, “Balancing Work and Welfare: Activation and 
F lexicurity Policies in the Netherlands, 1980-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3, No. 1 (2004), pp. 15-27.

72) H usermann and Schwander, 2012.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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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자료는 심층조사를 통(Luxemburg Income Study Dataset: LIS)’ . LIS 

해 세금 및 이전소득 공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석 , 

대상 국가와 연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가계 소득을 분

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계 소득은 시장이나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 형태 이혼율 출산율 여성 교육률 기술 발전 등, , , ,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계 소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나타

나는 불평등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이혼율이 급. 

증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비중 역시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 소득을 통, 

해 국가별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 

연구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원화 양상에 집중하

는 만큼 가계가 아닌 개인 차원의 임금 불평등을 분석 단위로 활용하고, 

자 한다.

    한편 소득이 아닌 임금 불평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 

상위 의 임금과 하위 의 임금 비율 비율 로 측정한다 이 자10% 10% (90-10 ) . 

료는 가계가 아닌 개인 차원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분석 , 

대상이 정규직 노동자 로 제한되어 있고 섹터별 혹은 직(regular workers)

업별 구분도 힘들다 탈산업화 시대 내부자와 외부자 간 불평등의 핵심 . 

기준이 고용의 안정성 여부임을 기억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 

로 하는 자료는 그만큼 적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서비스업    

노동자들로 제한하고 탈산업화 시대에 급증한 서비스업 내에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임금 불평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 

시장 이원화 문제의 기반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

업구조 개편이라는 전환기적 맥락이 맞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구분해서 분석하기보다는 숙련 비숙련/ , 

혹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같이 여전히 과거 제조업 중심의 개념으로 /

분류함으로써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업 내에서의 이원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가 지표로써 관심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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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은 서비스업의 직업 범주‘ (occupational category in service 

다 호이저만과 슈반더가 설득력있게 제시한 바와 같이 탈산업화 sector)’ . , 

사회에서 실업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외부자성을 경험할 확률은 

특정한 관련 직업 집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73) 예컨대 국 , 

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에 따르

면 숙박 및 음식점업 은 식당보조원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구분되는 직, (H) , 

업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업군은 저숙련 저임금의 , ·

하위 서비스 기능직 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금융 (low service functionary) . , 

및 보험업 은 주로 은행원이나 주식투자자 그리고 금융상품 개발자처럼 (J) , 

고숙련 고임금의 전문직에 해당된다 한편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 , , 

사무 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L) (N)

로 하는 공공 부문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이 직업군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탈산업화 시대 . 

서비스 노동시장은 어떤 직업군에 속하느냐에 따라 임금의 범위와 고용

의 안정성 여부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렌 의 구분을 따라 서비스업 직종을 크게     (Anne Wren)

역동 서비스 전통 서비스 그리(dynamic services), (non-dynamic services), 

고 복지 서비스 로 구분한다(welfare services) .74) 역동 서비스업이란 금융 , 

기업서비스 통신 및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발전과 맞물려 높은 생산성과 교역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성 을 확보한 직업군이다 전통 서비스업은 숙박 외식( , tradability) . ·交易性
업 도소매업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과 같이 원초적인 수준의 일, , 

73) Daniel Oesch, Redrawing the Class Map: Stratification and Institutions in 
Germany, Britain, Sweden, and Switzerland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6); H usermann and Schwander, 2012, p. 32.ä
74) 각 서비스업별 세부 직업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국제표준산업분류 . (ISIC Rev. 

에 따라 역동 서비스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기업서비스 및 부동산 임대3) , (J), /

업 이 포함되고 전통 서비스업에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K) , (G),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복지 서비스업에는 공공(H), (O) , 

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L), (M), (N) . 

다음을 참조할 것. Wren (eds.), 2013,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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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들을 포함하며 가장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복지 . 

서비스업은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등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공적 지, , 

원을 받는 상당수의 일자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 논문의 경험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노동시장 이원화 지표    

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dualization index) 역동 서비스업 종사자의 개인 

임금을 생산성이 가장 낮은 전통 서비스업 종사자의 개인 임금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다 각 서비스 직종별 임금은 생산성 및 정부 재정의 지원 .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분석 대상 국가들은 예외 없, 

이 모든 연도에서 역동 서비스업의 임금이 가장 높은 반면 전통 서비스, 

업의 임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에서 . EU-KLEMS

얻을 수 있다 는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구분하고 있는 각 서. EU-KLEMS

비스 직종별 노동자수와 임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75)

좌파정당 중심의 정치연합 이론들과 그 한계2. 

    앞 절에서 우리는 노동시장 이원화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한 기존 연

구들의 한계를 살펴봤다 본 연구는 그 대안적 개념으로서 내부자성 을 . ‘ ’

살펴보고 분석대상을 서비스업으로 제한해 직업 범주 기반의 새로운 이원

화 지표를 제시했다 이번 절에서는 노동시장 이원화의 정도가 국가마다 .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노동시장의 내부자 외부자 문제를 정치적 연합과 정치제도 측면에서     -

접근한 비교정치경제학 연구의 상당수는 사민당과 같은 좌파정당의 역할

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전통적인 주장은 당파성 을 강조하는 (partisanship)

75) 본 연구는 의 자료들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들을 포함하고  EU-KLEMS
있는 년 월에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터2009 11 . 

넷 주소를 참고할 것. http://www.euk lem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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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컨대 폰투손 은 사민당이 탈산업화 사회에서. , (Jonas Pontusson)

도 사회적 약자 그룹인 외부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민주

의 레짐 국가들에서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불평등은 최소화된다고 강조

한다.76)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원화된 노동시장에서 사민당의 역할에 대해     

보다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루에다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 

좌파정당이 외부자보다 오히려 내부자의 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77)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 내 

부자는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보다 자신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

는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외부자는 고용 안정보다는 우선 실업률을 낮, 

춰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을 더 선호한다 루에다에 따르면 이 때 좌. , 

파정당은 내부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 외부자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

않은데 이는 내부자 그룹이 외부자에 비해 집단 내부의 연대성이 강력, 

하고 그만큼 정치적 동원 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좌파정당의 전통적인 

주요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린드발과 루에다는 스웨덴 사민당이 내부자와 외부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는지 분석했다.78) 사민당은 외부자를 외면하 

는 정책을 추진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힘들어지고 반대로 외부자가 , 

선호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내부자로부터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년대 중반 이후 다섯 차례의 선거를 . 1990

분석한 결과 린드발과 루에다는 사민당이 외부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

지 않고 노동시장 내부자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 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

다고 결론내렸다.79) 예컨대 년 선거에서 고용창출을 포함해 일반  , 1994

76) Pontusson, 2011.
77) Rueda, 2005.
78) Lindvall and Rueda, 2012, pp. 277-303; Johannes Lindvall and David Rueda, 

“The Insider-Outsider Dilemm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4, 
No. 2 (2014), pp. 460-475.

79) 린드발과 루에다 는 년부터 년까지의 선거를 다루고 있으며 (2012) 1994 2006 , 

린드발과 루에다 는 여기에 년 선거결과를 추가했다(2014) 2010 . Lindva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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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의 이익 증진을 강조했던 사민당은 의 득표율을 확보해 45.3%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년 선거에서 사민당은 실업급여를 , 1998

축소하고 고용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득표율이 36.4%

로 크게 줄어들었다.80) 년 선거에서도 사민당은 고용 문제에 특별한  2006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중도우파 정당들에게 노동시장 외부자의 지지를 

빼앗겼고 그 결과 년 선거와 유사한 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 1998 35.0%

쳤다.81) 이러한 린드발과 루에다의 연구결과는 탈산업화 시대에 노동시 

장 외부자에 대한 정책이 좌파정당의 집권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

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원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좌파정당의 역할에 주    

목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기민당과 같은 중도정당이나 . , 

보수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에서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82) 논의의 초점을 좌파정당이  

주도권을 잡은 정부가 과연 내부자와 외부자 중에 누구를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83) 

물론 오랜 기간 비교정치경제와 복지국가 연구에서 중심축을 형성해    

왔던 좌파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긴 어렵다. 

하지만 기존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단들이 파편화되고 조직되지 않은 대

규모 서비스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전환기 시점에서 여전히 좌파정

당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행위자들‘ ’ 
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분석의 단위를 중도정당으로 넓히더라도 기존 연구들은 여전    , 

히 외부자를 위한 정책은 좌파정당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는 아이버슨과 소스키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84) 이들은 년에 발표 2015

Rueda, 2012; Lindvall and Rueda, 2014.
80) Lindvall and Rueda, 2012, pp. 286-292.
81) Lindvall and Rueda, 2012, pp. 293-295.
82) Esping-Andersen, 1999; Pontusson, 2011.
83) Rueda, 2005, pp. 61-74; Pontusson, 2011; Lindvall and Rueda, 2012.

84) Iversen and Sosk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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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문에서 동일한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외부자를 위한 정책이 국가마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주목하면서 그 핵심 원인으로 중도정당으로

서의 기민당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강력한 중도정당이 없을 경우 중도. , 

정당과 좌파정당은 중도좌파 연합 을 결성해 우파(center-left coalitions)

정당을 배제하고 서로 연합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우파정당의 지지기. 

반인 부유층 및 중산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중간계급과 외부자들에게 재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력한 중도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우파 연합 이 (center-right coalitions)

결성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외부자의 대표성이 배제된다. 

그 이유에 대해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거     . 

포디즘 하에서 기민당과 같은 중도정당들은 전문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
일자리를 유지해왔던 집단(skilled and semiskilled workers with specific 

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아왔는데 탈산업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제skills)’ , 

조업의 축소와 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해 이들 중 일부는 일반기술을 기‘
반으로 한 저숙련 노동자 즉 노(low-skilled workers with general skills)’, 
동시장 외부자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안정성이 감소함에 . 

따라 외부자들의 정치적 선호 역시 더 이상 중도정당에 머물지 않고 재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극좌정당이나 반 이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정당( )反
으로 이동했다 결국 탈산업화 시대에 중도정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전문. 

직 종사자들과 매니저들 기술자들과 화이트칼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부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중도정당 주도의 연합은 중도우파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85) 

비록 아이버슨과 소스키스가 최근 연구에서 중도정당의 역할에 주목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민당 혹은 중도정당을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 

못하고 노동시장의 내부자만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묘사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 특히 복지국가 유형론적 접근법을 크게 벗어, 

나지 못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86) 다시 말해서 아이버슨과 소스키 , 

85) Iversen and Soskice, 2015, pp. 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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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중시하는 사민당 주도의 연립정부에서는 노동시

장의 외부자를 보호해주는 반면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내부자를 보호, 

해왔던 기민당 혹은 중도정당 중심의 연립정부들은 사실상 영미식의 자

유주의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노동시장 이원화가 심화되고 있

다는 다소 결정론적이고 사후설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87) 요 

컨대 이론적 측면에서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반응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도정당을 

기민당과 혼용해 복지국가 유형론과 결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한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기민당 혹은 중도정당의 역동성을 제대

로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물론 탈산업화 시대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이 저숙련 서비    

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비스업 고용 창출 정책으로 노동시장 이, 

원화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 면에서 최근 . 

저숙련 서비스업 부문에서 높은 고용성장률을 기록했던 유럽 대륙 국가

들에서 여전히 노동시장 이원화가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

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외부자에는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 집단뿐만 아니라     

실업자 집단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럽 대륙의 기민. 

당들은 급증하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고용정책에서 탈피해 저숙

련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펼쳤다.88) 따라서 적어도 비자발 

적 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내부자성

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유럽 대륙 복지체제의 가장 .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정규직 남성 중심 고용체제의 고착화로 인해 서비

86) Iversen and Soskice, 2015.
87) Iversen and Sosk ice, 2015, p. 219.
88) Anton Hemerijck and Werner Eichhorst, “Whatever Happened to the 

B ismarckian Welfare State? From Labor Shedding to Employment-Friendly 
Reforms,” Bruno Palier (eds.), A Long Goodbye to Bismarck? The Politics of 
Welfare Reform in Continental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p. 3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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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당파성과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 평균< 2-1> I(1980-2007, )

중도정당 내각 구성률이 높은 국가  : ▲ 
중도정당 내각 구성률이 중간 정도인 국가 : ⌧ 
양당제 혹은 일당우위체제로 중도정당이 없거나 내각 구성률이 낮은 국가: ○ 

출처( ): EU-KLEMS, 2009; Duane Swank, “Comparative Political Parties 出處
Dataset: Electoral, Legislative, and Government Strength of Political Parties by 
Ideological Group in 21 Capitalist Democracies, 1950-2011,” Electronic Databas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arquette University, 2013.

주 이탈리아의 경우 년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바꾸( ): , 1994註
면서 정당체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년까지는 강력한 중도정당인 기민당. 1994

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되었지만 년 이후 기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DC) 1994

감소하면서 사실상 양당제로 변했다 분석의 범위를 년으로 제한하면 좌파. 1994
정당의 내각 구성률은 에서 로 감소하는 반면 이원화 지표는 에서 26% 23.4% , 1.47

로 다소 증가한다 위 그림에서는 기간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기간1.51 . (1980- 

년 의 평균값을 계산했다2007 ) .

스업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왔다.89)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기여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복지체제를 채

택함으로써 고용에 수반되는 고비용 구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 

89) Iversen and Wren, 1998; Bruno Palier and Kathleen Thelen, “Institutionalizing 
Dualism: Complementarities and Change in France and Germany,” Politics and 
Society, Vol. 38, No. 1 (2010), pp. 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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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과 같은 유럽 대륙국가, , , 

들에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90) 이 

는 유럽 대륙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기민

당 정부가 실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의 결과물이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 하에서 저

숙련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와 임금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정책

들이 입안됨으로써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낮은 수준, 

으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그림 은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개의 주< 2-1> 10

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당파성과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91) 전반적인 국가별 분포는 본 연구가 예상한 바와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내각에서 중도정당의 구성률. , 

이 높은 국가들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과 중( , , , , )

간 수준인 국가들덴마크 독일 에서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은 좌파정당( , )

의 내각 구성률이 높은 국가 스웨덴 스페인 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 , )

유지된 반면 우파정당의 내각 구성률이 높은 국가아일랜드에서, ( ) 는 임

금 불평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92) 왜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

90) Werner Eichhorst and Paul Marx,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Emmenegger, H usermann, ä
Palier, and Seeleib-Kaise (eds.), 2012, pp. 73-99.

91) 기존연구에서 당파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좌 
파정당의 내각 참여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 을 참조할 것. 
James P. Allan and Lyle Scruggs, “Political Partisanship and Welfare State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한편 최근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연립 내Vol. 48, No. 3 (2004), pp. 496-512. 

각 파트너 가 누구이며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함께 고려해 새(coalition partners)

로운 지표를 제시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할 것. Holder D ring and Hanna Schwander, “Revisiting the Left Cabinet Share: ö
How to Measure the Partisan Profile of Governments in Welfare State 

Research,”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25, No. 2 (2015), pp. 175-193.
92) 각 국의 정당별 평균 내각 구성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을 참고할 것 < 2-1> . 
여기서 내각 구성률의 높음 은 분석 대상 국가들 각 정당의 평균 내각 참여율인 ‘ ’

를 기준점으로 했다 한편 중도정당의 내각 구성률을 중간으로 구분한 국3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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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당파성과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 평균< 2-2> II(1980-2007, )

중도정당 내각 구성률이 높은 국가  : ▲ 
중도정당 내각 구성률이 중간 정도인 국가 : ⌧ 
양당제 혹은 일당우위체제로 중도정당이 없거나 내각 구성률이 낮은 국가: ○ 

출처( ): EU-KLEMS, 2009; Swank,出處  2013.

주 스완크 는 미국 민주당을 중도정당으로 분류했지만 본 연( ): (Duane Swank) , 註
구에는 양당제의 특성상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의미
에서 진보정당으로 구분했다.

에서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은 좌파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기존 연구들은 이 질문에 대한 충분? 

가들은 중도정당이 제 당은 아니더라도 이들의 결정에 따라 파트너가 바뀔 수 1
있는 즉 중도정당이 중추정당 의 역할을 했던 국가들을 포함했다, (pivot party) . 중
추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정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관직

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책 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가정한(office) (policy)
다는 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레이버와 스코필드. (Michael 

는 결국 중차대한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통과되Laver and Norman Schofield)

는 만큼 중추정당이 굳이 내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 
하는 반면 레이버와 쉡슬 은 중추정, (Michael Laver and Kenneth A. Shepsle)
당이 어떤 내각 각료직을 갖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 Laver and Schofield, 1998; 
Michael Laver and Kenneth A. Shepsle, Making and Break ing Governments: 
Cabinets and Legislatures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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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그림 는 분석대상을 다수대표제 국가들까지 확대한 것이, < 2-2>

다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이 높게 형성된 . 미국 영국 호, , 주는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한 전형적인 양당제 국가들로서 좌파정, 당의 집권비율

이 낮고 임금 불평등 정도도 높다. 반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업 임

금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3) 이런 결과는 선거제도와 정

당체제, 그리고 당파성 간의 제도적 정합성 을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강조했던 기존 연구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94) 

    노동시장 이원화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기존연구

들은 대부분 좌파정당의 역할에 주목했다 일부 학자들은 분석의 범위를 . 

중도정당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결국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은 좌, 

파정당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원화의 수준을 서비스업  . 

임금 불평등 정도로 제한할 경우, 좌파정당 중심의 설명은 이론적 측면에

서나 경험적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히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하. 

에서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어지는 절에서는 대안적 분석틀로서의 정당체3 ‘

93) 아일랜드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개 , 43

로 세분화해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다른 비례대표제 국가들보다 높다 예컨. 
대 년부터 년까지 아일랜드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은 평균 인데 , 1981 2010 4.17
반해 네덜란드는 스웨덴은 독일은 등에 그쳤다 물론 다수대, 1.08, 1.95, 2.55 . 

표제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의 불비례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
다 같은 기간 영국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은 평균 이었고 미국은 . 16.00 , 13.35, 
호주는 이었다10.07 . Arend Lijphart,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i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306-307. 

94)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년 연구를 통해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를 당파성과 2006

연결시켰다 양당제 하에서는 우파정부가 그리고 다당제 하에서는 중도좌파정. , 
부가 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례대표제 하에서 더 많은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주장했

다. Iversen and Soski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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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에 주목한다’ .

탈산업화 시대 정당체제와 중도정당의 역할3.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시장 이원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비판적 검토는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이원화의 개념 및 측정. , 

에 대한 부분과 이원화의 정치적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해 살펴보았

다 이번 절에서는 앞서 검토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정당체제이다 보다 자세히 말. . 

하자면 어떤 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냐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 

한 각 정당의 반응성과 정책적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노동, 

시장 이원화 정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별 비교분석 과정에서 좌파정당과 우파정당 그리고 중    , 

도정당은 어떤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구분할 것인가? 본 연구는 정당 유형

화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캐슬과 마이어(Francis G. Castles 

의 and Peter Mair) 기준을 따른다.95) 이들은 정당의 이념적 유형화에 있어

서 기존 연구들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으로 양분되는 이원적 구분에 지

나치게 경도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중도정당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준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전문가 조사 를 통해 . (expert survey)

각 국의 정당을 이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전문가. 

의 주관적 판단과 정보 비대칭 등의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많은 연구들이 이 기준을 활용하는 이유는 교차 검증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오류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도정당의 개, 

념적 불확실성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96)

95) Francis G. Castles and Peter Mair, “Left-Right Political Scales: Some 
‘Expert’ Judgmen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12, No. 1 
(1984), pp. 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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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거제도 정당체제 정당별 내각 구성률 평균< 2-1> , , (1980-2007, )

선거제도 정당체제 국가 좌파정당 우파정당 중도정당

다수대표제 양당제
영국 38.4% 61.6% -
미국 32.5% 66.6% -
호주 46.4% 53.6% -

비례대표제 다당제

오스트리아 46.6% 11.6% 37.6%
핀란드 39.8% 20.2% 36.7%
벨기에 35.1% 24.2% 40.8%

네덜란드 21.3% 30.0% 48.5%
이탈리아 26.0% 20.7% 38.9%
스웨덴 75.0% 9.3% 14.8%
스페인 59.8% 40.2% -
프랑스 46.3% 44.3% 2.8%
독일 36.5% 49.4% 14.0%

덴마크 32.1% 55.4% 12.4%
아일랜드 12.1% 82.6% 5.3%

출처( ): Swank, 2013.出處

최근 스완크 는 캐슬과 마이어의 기준에 따라 년부    (Duane Swank) 1950

터 년까지 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별 성향을 구분하고 의석 및 2011 21

내각 구성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정리했다.97) 표 은 스완크가 정리< 2-1>

한 주요 복지국가들의 정당별 평균 내각 참여율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

구는 이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정당체제를 유형화한다 다만 캐슬과 마. , 

이어의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은 중도정당으로 분류되었지만 본 , 

96) 캐슬과 마이어의 방식을 따라 전문가 조사를 통한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활 , 
용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ohn Huber and Ronald 
Inglehart, “Expert Interpretations of Party Space and Party Locations in 42 
Societies,” Party Politics, Vol. 1, No. 1 (1995), pp. 73-111; Michael Laver, 
“Party Policy in Britain 1997: Results from an Expert Survey,” Political 
Studies, Vol. 46, No. 2 (1998), pp. 336-347; Ian Budge, “Expert Judgements of 

Party Policy Positions: Uses and Limitations in Political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7, No. 1 (2000), pp. 103-113.

97) Swank, 각 국의 연도별 내각 참여정당 구성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2013. 

부록 을 참고할 것<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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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정당체제에 방점을 두는 만큼 양당제 하에서는 두 정당 간의 , 

상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진보적이라는 의미에서 

좌파정당으로 구분했다 한편 캐슬과 마이어는 유럽의 다른 기. , 민당들을 

중도정당으로 구분했던 반면 독일 기민당.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은 우파정당으로 구분했다 독일 . 정당체제 하에서 중도

정당 역할을 하는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이 존재하는 만)

큼 본 연구에서는 독일 기민당을 우파정당으로 분류한 캐슬과 마이어의 , 

구분을 따른다 하지만 유럽 대륙의 기민당들이 갖는 역사적 동질성과 복. 

지국가 유형론 등을 감안해 정량적 분석의 강건성 검증 과정에서 독일 

기민당을 중도정당으로 분류한 모델을 추가로 진행한다.

다수대표제 양당제1) -

    많은 정치학 고전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체제는 선거제도에 따

라 크게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눌 수 있다.98) 뒤베르제의 법칙 (Duverger’s 
에 따르면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에서 균형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 Law) . 

때 양당제는 그 정의상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으로 양분되며 따라서 중도, 

정당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양당제 하에서는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선거에서 승리한 하나

의 정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승자독식 이라는 특‘ (winner-takes-all)’
징을 갖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수대표제 양당제 구조 하에서 집권정부는 사실상     -

조작된 다수 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다수대‘ (manufactured majority)’ . 

표제 양당제 하에서는 정당이 전체 투표의 즉 전체 지역구의 - A 25%, 50%

98) A. Lawrence Lowell, Governments and Parties in Continental Europe (Boston: 

Houghton Mifflin, 1984); Arend Lijphart,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owell, 2000; Iversen and Soskice, 2006; Lijphart, 2012, pp. 

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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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 득표율만 확보하면 원내 당이 되어 내각 전체를 장악할 수 50% 1

있다.99)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의견은 정책결정과정에 제 A 75% 

대로 반영되기 힘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각 정당은 지역구 내에서 소수. , 

의 조직화된 표만 확실하게 확보하면 집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다수대표제 양당제 체제 하에서는 이른바 배제의 정치    - ‘ (politics 

가 작동한다of exclusion)’ .100) 이 체제 하에서 각 정당은 가능한 최대 다수 

의 선호를 반영하려고 하기보다는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선호만을 충족시

켜 정권을 확보하려하기 때문이다.101) 물론 양당제 하에서도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이원화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양당제 하에. , 

서도 좌파정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을 만큼 강력하다면 우파정당이 , 

주도하는 양당제보다 이원화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하지만 양당제가 갖. 

는 배제의 정치 가 작동함에 따라 지역구 내에 강력하게 조직된 기존의 ‘ ’
이익집단들의 선호에 비해 전국에 파편화된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들의 선

호는 구조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양당제 하. 

에서는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가 높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 다당제 그리고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2) - , 

본 연구는 당파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따라 좌파정당    

이 주도하는 정당체제 하에서는 외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 활

발하게 입안되는 반면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 

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102) 기존 연구들과 구분되는 본 연구의 핵심질 

99) Torsten Persson and Guido Tabellini,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s 
(Cambridge, London: MIT Press, 2005), p. 17.

100) Markus Crepaz and Vicki Birchfield, “Global Economics, Local Politics: 

L ijphart’s Thoery of Consensus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Inclusion,” 
Markus Crepaz (eds.), Democracy and Institutions: The Life Work of Arend 
L ijphart (Ann Arb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p. 197-224.

101) Lijphart, 2012, pp. 9-20.

102) Pontusson, 2011; Iversen and Sosk 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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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에서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가 과

연 어떻게 관리되느냐 하는 것이다. 

정당체제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 비교정치 연구들이 가장 많    

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지만 달더 가 지적한 바와 같이 , (Hans Daalder)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좌파정당의 역할에 주목했다.103) 간혹 우파정당 

을 다루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기간 정당체제 연구와 관련해 중

도정당은 거의 관심 밖의 주제였다는 점이다 설령 중도정당을 다루더라. 

도 그 역할은 좌파정당이나 우파정당과 연합할 때에만 그 의미를 부여받

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되곤 했다.104)

전통적으로 당파성을 강조하는 정치학에서 중도정당의 역할은 부차    

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도정당에 대한 가장 유명한 비판은 뒤베. 

르제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치에서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정당은 있을 수도 있지만 중도적     . , 

성향이나 중도적 강령이란 없다 중도 란 서로 상충하는 경향이 만나는 지. ‘ ’
점을 뜻한다 즉 온건한 보수와 온건한 진보가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모든 . . 

중도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로 양분된다 중도란 좌파의 우파그룹과 우파의 . 

좌파그룹의 인위적 그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결국 진정한 중, ... 

도란 없다 단지 과거의 자취에 따른 중첩된 이중성. (superimposed dualism)

이 존재할 뿐이다.105)

사르토리 역시 중도정당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    (Giovanni Sartori) 

고 주장했다 사르토리는 중도정당의 존재가 정치제도의 구심력을 약화. 

시켜 결국 양극화된 다원성 이 심화된다고 보았‘ (polarized pluralism)’
다.106) 사르토리에게 정당체제에서의 중간 지역은 경쟁이 없는 ‘ (out of 

곳competition)’ 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간 지역에 중도정당이 존재할 경우,

103) Daalder, 1983, p. 92.
104) Iversen and Soskice, 2006.
105) Duverger, 1964, p. 215.

106) Sartori, 1977,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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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당의 개념 분류< 2-2> 

상대적 위치 이념적 성향 주요 지지기반 실제 정당명 사례

좌파정당 사민주의 친노동정당 사민당 노동당, 

우파정당 자유주의 친기업정당 보수당 자유당, 

중도정당 실용주의 포괄정당 기민당 중앙당, 

이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작동해 극단적인 정

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당과 정당체제를 다뤄왔던 정치학 고전들은 전반적으로 중    

도정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달더가 제대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원인은 . , 

상당 부분 중도 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이다‘ ’ .107) 예를 들어 학자에  , 

따라서 중도를 위치적인 개념 즉 정치공간의 한 가운(locational terms), 

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정당체제에서 균형을 잡는 정당과 같은 역학적 , 

차원에서의 은유 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metaphors from mechanics) . 

또한 정당을 일원화된 행위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 분할이 가능한 , 

행위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물론 중도정당 연구는 오랜 기간 비교정치학에서 다른 이념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온 만큼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정교하, 

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의 개념< 2-2> , 

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 위치 이념적 성향 주요 지지기반 등의 특성에 , , 

따라 다양하게 구분가능하며 이러한 복합적 개념 분류는 중도정당뿐만 , 

아니라 좌파정당이나 우파정당 역시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좌파정당. , 

이라는 개념 속에는 정당체제에서 다른 정당과의 상대적 위치의 개념이 

내포된 것이고 이러한 좌파정당은 일반적으로 사민주의적 이념성향을 , 

가지며 조직된 노동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친노동자정당으로 분류된, 

다 현실 정치에서 이런 특성. 을 가진 정당들은 스웨덴의 사민당 을 (SAP)

107) Daalder, 1983,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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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핀란드 사민당(Suomen Socialidemokraattinen Puolue: SDP), 덴마크 

사민당 벨기에 사회당 오(Socialdemokratiet i Danmark: SD), (Parti Socialiste: PS), 

스트리아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sterreichs: SP ),Ö Ö 네덜란드 노동 

당 등이 있다(PvdA) .

    중도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도정당이라는 개념. 

은 기본적으로 다른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위치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도정당은 중추정당 의 개념을 일부 포함. (pivot party)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추정당은 크기와 상관없. 

이 전체 의석의 정확히 중간을 차지하는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정당을 지

칭할 뿐만 아니라 중추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좌우정당에 비, 

해 그 규모가 작더라도 중간이라는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중추정당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갖는 캐스팅 보트 를 협상력 혹은 레버리지로 (casting vote)

활용할 수 있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중도정당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08) 예컨대 본 연구의 분석 국가들의 경우 , , 

오스트리아 인민당( VP)Ö 벨기에 기사당, (CD&V) 네덜란드 기민당, (CDA), 

핀란드 중앙당 이탈리아 기민당(KESK), (DC), 독일 자민당 덴마크 중(FDP), 

앙민주당 등은 모두 중도정당이지만 이 중에서 독일 자민당과 덴마크 (CD) , 

중앙민주당은 좌우 이념 정당들에 비해 득표율이 높진 않지만 중추정당의 

역할을 했던 반면 다른 정당들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념적 성향 측면에서 보면 중도정당은 사민주의나 자유주의와     , 

같은 이념에 포획되기보다는 실용주의적 경향을 갖는다(pragmatism) .109)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도정당이 이런 특성을 갖는 이유는 , 

자신의 지지기반이 좌파정당이나 우파정당처럼 조직화된 특정 이익집단

108) 중추정당의 개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Laver 

and Schofield, 1998; Laver and Shepsle, 1996.
109) Kees van Kersbergen, “The D istinctiveness of Christian Democracy,” 
David Hanley (eds.), Christian Democracy in Europe (London, New York: 

Pinter, 1994), pp. 36-37.



- 44 -

들이 아닌 파편화된 이질적 집단들 로 구성되어 있, (heterogeneous groups)

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대표적인 중도정당인 기민당이 세속화 과정을 거. , 

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종교적 강령을 어떻게 완화시

키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기민당이 순수한 종교적 집단이었다면 유럽 , 

기민당의 상당수는 냉전 이후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쇠퇴했을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비록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 , 

향이 있지만 여전히 유럽 대륙의 상당수 기민당은 많은 의석을 확보하, 

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미 있는 행위자로 남아 있다 왜 그리고 어떻게 . , 

기민당은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탈종교적 성격을 갖게 되

었을까? 

기민당의 실용주의적 성격은 기민당이 등장한 세기 유럽의 역사적     19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 수직적 구조와 중앙집권화를 통해 . 

구성원들을 통제해왔던 교회는 초기 기민당 형성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민당이 대중 조직과 정당 구성을 통해 하급 성직자들

과 가톨릭을 주교단에서 독립시켜 교단의 수직적 구조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110) 이런 상황에서 기민당은 교회가 진보진영의 교권  

반대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었다.111) 반 

교권주의라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교회는 대중적 사회운동을 통( )-反
해 교권을 보호하려 했다 이 때 교회는 이 사회운동 조직을 교회의 이. 

익 보호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했다 이 후 선거에서 . 

이른바 친 교회연합 세력이 진보 세력보다 많은 지지를 획득하면서 성공-

하게 되자 교회의 대중 운동을 이끌었던 가톨릭 활동가들이 교회로부터 

독립해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가톨릭 활동가들과 결합한 정당     , 

지도자들은 교회의 권위로부터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가급적 많은 유. 

권자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했던 정당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이 종교

110) Kalyvas and van Kersbergen, 2010, p. 186.
111) Stathis N. Kalyvas, The Rise of Christian Democracy in Europ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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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곧바로 깨달

았기 때문이다.112) 종교의 범위 밖에 있는 유권자들까지 지지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기민당은 점차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간 . 

교회에서 통용되었던 교리적 권위가 가톨릭 정당 내에서 힘을 잃어갔고, 

그만큼 정당 내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교회의 목소리는 점차 배제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톨릭 정당의 독립적 행동에 격렬하게 반대하

며 청원서 등을 통해 저항했다.113) 하지만 이미 세속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힘의 균형추는 점차 교회가 아닌 정당으로 기울었다 기민당은 .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교회와 종교로부터 벗어나 그들만의 정치적 발전

을 지속해나갔다 칼리바스의 표현처럼 역설적으로 종교의 정치화는 . , “
정치의 세속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114)

흥미로운 점은 대륙 지역에 비해 영향력이 미비한 북유럽의 기민당    

들은 상대적으로 종교적 색체가 더욱 강하고 이념적으로도 더 진보적인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이다.115) 하지만 이들 역시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 

그리고 연립정부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중도층의 유권자를 확보하

기 위해 전략적으로 종교적 색체를 옅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컨대. , 

강력한 종교적 교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

적 신념 자체를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대중 정당으로 성

장하는 데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기민당이 반 종교적으로 변했다는     , ( )反

112) Kalyvas, 1996, p. 232.
113) 예컨대 년 독일의 사제들은 독일 가톨릭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 , 1911
신들이 점차 배제되자 라티보르 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Ratibor) . 
사제들은 가톨릭 정당의 탈교권주의적 성향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중

적인 교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작성했다. Ronald J. Ross, Beleaguered 
Tower: The Dilemma of Political Catholicism in Wilhelmine German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6), p. 65.

114) Kalyvas, 1996, p. 245.

115) John T. S. Madeley, “Life at the Nothern Margin: Christian Democracy in 
Scandinavia,” Steven Van Hecke and Emmanuel Gerard (eds.), Christian 
Democratic Parties in Europ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Leuven, 

Belgium: Leuven University Press, 2004), pp. 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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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기민당 지도자들은 세속화된 사회와 현. 

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칼리바스와 반 . 

커르스베르겐이 쉐보르스키 의(Adam Przeworski) 논리를 빌려 설명한 바 

와 같이 비종교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기독교적 색체를 버릴, 

수록 기민당은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기존의 유권자, 

들을 잃게 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116) 따라서 세속 

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기민당은 지지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거스르지 않

으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종교 편향적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

했다 이를 위해 유럽 대륙의 기민당들은 정권 창출을 위해 세속적인 정. 

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점차 종교를 인도주의적이면서 도덕적인 개념으

로 모호하게 재정의함으로써 당원들이 기독교인이면서 또한 일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펼쳤다.117) 요컨대 , 기민당과 같은 중도정당

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특정 이념을 고수하기보다는 이념적 유연

성을 통해 당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지지그룹들을 중재하는 포괄정

당의 형태를 갖춰왔던 것이다.118) 

이처럼 중도정당의 개념적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은 사실 중도정당이     

내재적으로 갖는 복합적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정당은 이념적. 

으로 사민주의나 자유주의와는 달리 실용적인 성향을 강조할 뿐만 아니

라 지지집단 역시 하나의 강력한 이익집단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 

해관계를 갖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좌파정당이나 우파정당에 . 

비해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시 . 

한 번 강조하자면 그것은 중도정당의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한 것이 아, 

니라 중도정당 자체가 갖는 복합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정당에 비해 그 속성이 단순하지 않다고 해서 연구대상으로서    

116) Adam Przeworski,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Kalyvas and van Kersbergen, 2010, p. 188. 

117) Kalyvas and van Kersbergen, 2010, pp. 187-188. 

118) van Kersbergen, 1994, pp.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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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교정치학에서 중도정당의 역. 

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다운스의 연구를 효시로 하여 . 

정당 간 연합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끊임없이 중도정당을 포함한 각 

정당의 위치와 역할에 주목했다.119) 게다가 실제로  유럽 현실 정치에서 

중도정당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많은 언론 논평뿐만 . 

아니라 실제 정당들은 중도 혹은 중도정당 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 ’ ‘ ’
으며 특히 노르웨이나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에서는 과거 농촌을 기반으, 

로 했던 정당들이 정당명 자체를 중앙당 등으로 바꾸면서 (Center Party) 

중도정당으로 전환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복지국가 레짐을 유형화했던 . , 

에스핑 앤더슨 의 연구를 시작으로 년대 이- (Gøsta Esping-Andersen) 1990

후부터 유럽대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민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이들을 기존 정당체제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도 등장했다.120)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탈산업화 시대 비교정 

치경제학과 접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제시한 표 에서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보면    , < 2-1> , 

핀란드 중앙당 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연립정부에서 강력한 (KESK)

영향력을 확보해왔던 중도정당은 모두 오스트리아 인민당 벨기에 ( VP), Ö
기사당 네덜란드 기민당 이탈리아 기민당(CD&V), (CDA), (DC) 등과 같은 종교 

정당들이다 그만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가 갖는 특징은 상당 부분 . 

기민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와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민당이 . 

아닌 중도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핀란드나 스위스같은 국가들

도 존재하는 만큼 양자를 완전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 .121) 즉 중도정당  , 

119) 다운스 , 2013; Abram de Swaan, Coalition Theories and Cabinet Formations: 

A Study of Formal Theories of Coalition Formation Applied to N ine European 
Parliaments After 1918 (Amsterdam: Elsevier, 1973); Lawrence C. Dodd, 
Coalitions in Parliamentary Govern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Francis G. Castles (eds.), The Impact of Parties: Politics and 
Policies in Advanced Capitalist States (London: Sage, 1982).

120) Gøsta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Manow, 2009.

121) 스위스의 자민당 은 년부터 년까지 평균  (FDP. Die Liberalen: FDP) 198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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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정당체제의 특징은 전적으로 기민당의 역사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가 자체적으로 갖는 구조적 특징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가 갖는 . 

특징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두 가지 특징(1) 

본 연구가 주목하는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특징은 구심력의 정    

치와 중재의 정치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맞물려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 

당체제 하에서 정당들은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원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 

어떤 이론적 메커니즘을 통해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하에서 구심력

과 중재의 정치가 작동하며 이런 특징들이 외부자에 대한 반응성과 어떻

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구심력의 정치① 

    복수의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심력과 원심력 중 어

떤 힘이 작용하는지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다뤄온 주제지만 이 문제를 중, 

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연결한 것은 다운스의 연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122) 그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서로 이념적인 교집 

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서로 유사한 정책들을 채택할 수 . 

있고 연립정부의 지속성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123) 따라서 일반적으 

로 연립정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내각 구성률이 에 이르는 강력한 중도정당이다 하지만 는 34.7% . EU-KLEMS
스위스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스위스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22) 다운스 , 2013.

123) 다운스 , 2013,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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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합의 가능한 파트너가 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경험적 분석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비교정치연구의 최고 권위    . 

자 중에 한 명인 레이파트 에 따르면 정당 간 연합을 설(Arend Lijphart) , 

명하고 예측하는 개의 연합이론들 즉 최소승리연합6 , (minimal winning 

최소규모연합 최소정당수연합coalitions), (minimum size coalitions), (coalitions 

with the smallest number of parties), 최소범위연합(minimal range coalitions), 

최소연대승리연합 그리고 정책가능연(minimal connected winning coalitions), 

합 중에 경험적으로 (policy-viable coalitions) 현실의 정당 간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한 이론은 정책가능연합처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이

론이었다.124) 다시 말해서 현실 정치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 들 과 연합 , ( )

을 고려할 때 연립정부 하에서 이념적 혹은 정책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비중있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좌우 극단에 있는 두 정당이 최소승리연합의 조건을 만족하더라, 

도 이념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이 많을 경우 두 정당 간 연합 가능성은 ,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설령 최소정당수연합 혹은 최소범위연. , , 

합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각 정당이 정책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

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연립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이념 혹은 정책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연립정부    

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좌우에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중도정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정책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념적 척도에 따라 세 정. , A, B, C 

당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중도에 위치한 정당은 정당뿐만 . B A

아니라 정당과도 비교적 쉽게 연합할 수 있는 반면 정당과 정당은 C , A C

서로 이념적 거리가 먼 만큼 정당에 비해 서로 연합할 가능성이 낮다, B . 

이런 상황 하에서 중앙에 위치한 정당이 높은 득표율을 기반으로 연립정

124) de Swaan, 1973; Lijphart, 2012, pp. 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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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수록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유권자들이 , 

증가할수록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이 중도정당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은 높

아진다.125) 중도정당은 좌우 이념정당들 중 자신과 이념적 정책적으로  ·

보다 가까운 정당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서 정당체제 내의 이념적 위치 측면에서나 정당의 크기, (position) (size) 

측면에서 강력한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체제 하에서는 중도정당을 중

심으로 구심력의 정치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질라이프 카이저 등- (Martin Seeleib-Kaiser, Silke van Dyk, and Martin 

이 제시한 사민당의 기민당화Roggenkamp) ‘ (Christian democratiazation of 

가 이러한 구심력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the Social Democrats)’
있다.126) 이들은 기민주의 복지국가들 내의 기민당과 사민당의 정책 프로 

그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사민당의 사회경제 정책

이 점차 중도정당인 기민당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년 선1977

거에서 네덜란드 노동당 은 를 얻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얻었(PvdA) 33.8%

음에도 불구하고 연립정부는 를 얻은 기민당 과 를 얻은 31.9% (CDA) 17.9%

자민당 이 함께 구성했다 이런 경향은 이후 선거에서도 반복됐다(VVD) . . 

년 선거에서도 노동당은 를 얻어 기민당의 보다 높은 득1982 30.4% 29.4%

표율을 얻었지만 같은 이유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다 이처럼 . 

년대 후반부터 노동당은 선거에서 기민당보다 많거나 혹은 유사한 1970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다 중도정당인 기민당이 자. 

신의 연립 파트너로 우파정당인 자민당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민당이나 자민당과     

협상할 만한 정책들을 제안해야만 했다 년 빔 콕 당 대. 1986 (Wim Kok) 

표를 중심으로 격렬한 내부 토론 및 갈등 과정을 거친 후 노동당은 보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127) 여기서 실용주의적이라는 말은  

125) 다운스 Daalder, 1984, p. 103; , 2013, p. 201, 242.
126) Martin Seeleib-Kaiser, Silke van Dyk, and Martin Roggenkamp, 2008.

127) Hillebrand and Irwin, 1999,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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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당 강령을 고집하기보다는 쟁점 법안이나 정책 영역에서 기민

당과 협상 가능한 입장을 취했음을 뜻한다 네덜란드 노동당은 이런 기. 

민당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년 기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1989

해 내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후 년대 중반에 정당간 이념적 격차. 1990

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자민당 그리고 민주 간 , , 66(Democraten 66: D66) 

보라색 연립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네덜란드의 좌우정당들이 

년대 이후부터 중도정당인 기민당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수렴과정을 1980

진행해왔기 때문이었다.12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정당    , 

체제 하에서 연립정부는 주로 중도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 때 좌, 

우에 위치한 이념 정당들은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중앙으로 수렴하는 구심력의 정치가 작동한다 이 구심력은 중도정. 

당의 높은 지지율이 지속될수록 그리고 좌우 이념정당에 대한 당파성이 , 

낮은 유권자가 증가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중재의 정치② 

뒤베르제는 중도 혹은 중도정당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좌파진영과 우    

파진영에 속하는 온건한 집단 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the moderates)’ .129) 

이는 중도라는 이념적 실체는 허상이며 실제로는 보수 혹은 진보정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비판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온건함, 

은 실제로 중도정당의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기도 하(moderation)

다 여기서 온건함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정치 지형에서 . . 

좌파와 우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에 가깝다는 의미다 예컨대 메니. , 

는 기민당의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자본주의(Yves M ny) , “é

128) Pau l Pennings, “The Utility of Party and Institutional Indicators of Change 
in Consociational Democracies,” Kurt R. Luther and Kris Deschouwer (eds.), 
Party Elites in D ivided Societies (London: Routledge, 1999), pp. 20-40.

129) Duverger, 1964,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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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극단적 독트린에 대한 확고한 거절 이라고 말했”
고,130) 비슷한 의미에서 어빙 은 기민당이 자본주의와  (Ronald E. Irving) “
공산주의 사이에서 중도를 찾고 있음을 강조했다” .131) 실제로 이런 특징 

은 유럽 대륙의 기민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다.132)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다 중도정당의 온건함이란 중재의     . ‘
정치 라는 뜻을 담고 있다(politics of mediation)’ .133) 기민당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들인 칼리바스와 반 커르스베르겐(Stathis N. Kalyvas 

이 잘 정리한 바와 같이 사민주의와 기민주의and Kees van Kersbergen) , 

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자가 대중지지 수단으로 계‘
급 에 호소하는 반면 후자는 종교 에 호소함으로써 초계급적 성격을 갖’ , ‘ ’
는다는 점이다.134) 가톨릭 교리를 뜻하는 가톨리시티 의 또  ‘ (catholicity)’
다른 뜻이 포용성 인 이유도 다양한 계급들 간의 중재와 타협을 중시하‘ ’
는 기민주의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했다.135) 

사실 중도정당에게 중재의 정치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    

결한 조건이었다 주로 조직화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사민. 

당과 달리 일반적으로 중도정당의 지지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으로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계급 교차적 연합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cross-class coalitions) .136) 하나의 정당 안에 이질 

적인 집단들 이 섞여 있었던 만큼 정당의 분열과 (heterogeneous groups) ,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당 내부에서부터 타협과 중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중도정당의 존립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 

있던 사회집단 간 중재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었던 것이다.

130) M ny, 1990, p. 51.é
131) Irving, 1979, p. xviii. 
132) von Klemperer, 1972; Molony, 1977; Epstein, 1971; Lorwin, 1971, pp. 

141-175.
133) van Kersbergen, 1995, p. 28.
134) Kalyvas and van Kersbergen, 2010, p. 188.
135) Kalyvas ans van Kersbergen, 2010, p. 189.
136) Klemperer, 1972; Molony, 1977; Epstein, 1971; Lorwin, 1971; Nousiainen, 2000; 

Kanga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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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민당의 경우 애초에 여러 계급들을 엮어주었던 것은 종교적 이념, 

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가 종교로부터 독립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 

한 사회경제적 이해 집단들이 동일한 종교적 이념 하에 모였다.137) 하지 

만 이런 계급 연합적 성격은 세속화가 본격화된 년대 이후에도 1950-60

지속됐다 세속화 과정에서 기민당은 점차 종교적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숙련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규직 가톨, 

릭 노동집단들을 중심으로 연합을 구성해나갔다.138) 탈산업화 시대로 진 

입하면서 비정규직 서비스업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 급증하자 기민당은 

이들을 새로운 지지그룹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139) 이 때 다 

양한 사회집단들이 기민당이라는 단일 정당 내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140) 이러한 기민당의  

중재성에 대해 칼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다.

    기민당이란 무엇인가 기민당은 자유주의적 반 교권주의의 공격에 대한 ? ... -

교회의 대응과정에서 생겨난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다 기민당은 교회와 보. 

수적 정치 엘리트의 의도와는 다른 성격의 정당이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 

동원을 위해 종교를 활용한 만큼 기민당의 지지그룹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 

집단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기민당은 포괄적이고 중도적 성격을 갖게 되. 

었고 기민당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기회주의적이라고 간주하곤 (

한다 중재의 기술을 익혔으며 온건한 관점을 개발했고 가급적 전면적이), , , 

거나 극단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았다.141)

물론 이러한 중재성이 기민당만의 고유한 결과물은 아니다 기민당    . 

137)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기민당 내에 모여 있는 현상에 대해 반 커르스베르겐은 기
민당의 파벌화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factionalization)’ . van Kersbergen, 1995, p. 29.

138) Kalyvas, 1996, pp. 222-256.
139) Kethleen Thelen, Varieties of Liberalization: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159.

140) David Hanley (eds.), Christian Democracy in Europe: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inter, 1994);  van Kersbergen, 1995, p. 28.

141) Kalyvas, 1996,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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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속화 과정과 유사하게 핀란드 중앙당 역시 농민정당에서 대중정당,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우의 이념적 색채를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포괄하는 온건한 자세를 취했다.142) 핀란드 농민당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년 당명을 중1965

앙당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중앙당은 도시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농촌당. 

이 아닌 포괄정당으로 인식되고자 노력했다 당명을 바꾼 초창기에 중앙. 

당은 농촌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며 큰 위기를 맞았지만 점진적으로 지지, 

율을 끌어올리면서 이후 사민당과 함께 핀란드 정당체제에서 가장 강력

한 정당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143)

이처럼 중도정당의 중재성 은 좌파정당 및 우파정당과의 경쟁 속에    ‘ ’
서 중도정당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사회경제적으로 .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집단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도

정당은 특정 이념을 강조하거나 하나의 집단만을 집중적으로 포섭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했다 특히 중도정. 

당은 정당 구성 초기에 종교나 지역 등의 특징을 내세워 다양한 이해관

계 집단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왔지만 세속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서 지지집단 간의 정체성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략으로 계급 연합적 포괄정당의 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소결3)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당체제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 2-3>

크게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6 . 분석 대상을 비례대표제 다당제 -

국가들로 제한하면 어떤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① 

강한 좌파 강한 중도정당 체제 약한 좌파 강한 중도정당 체제- (A), - (B), ② 

강한 좌파 약한 중도정당 체제- (C), ③ ④ 약한 좌파 약한 중도정당 체제- (D)

142) Nousiainen, 2000, p. 265.

143) Kangas, 2007,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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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당체제와 노동시장 이원화 간의 기대방향< 2-3> 

좌파정당

강 약

중도정당

강 (A) - - - (B) - -

약 (C) - - (D) + +

없음 (E) + (F) + + +

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중도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양당제 국가들도 추가

하면 강한 좌파정당 체제 약한 좌파정당 체제 로 나눌 수 있, (E), (F)⑤ ⑥ 

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일종의 이념형 일뿐 현실의 정치체제는 . (ideal-type) ,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정당체제를 하나의 직선 위에 스펙트럼으로 . 

표현하자면 실제로 국가들은 각 이념형의 어딘가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것, 

이 더 정확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원화와 관련한 각 유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중도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즉 양당제 하에서는 배제의 . , ‘
정치 라는 양당제의 제도적 특성이 작동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이원화’
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이원화 정도는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낮. 

은 곳 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중도정당이 강력하면서 좌(F) . , 

파정당도 강력한 정당체제 의 경우 노동시장 외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A) , 

정책들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노동시장 이원화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셋째 중도정당이 강력하면서 좌파정당이 약한 정당체제. , 

의 경우 연립정부는 중도정당을 중심으로 때로는 우파정당과 또 때로(B) , 

는 좌파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이 때 외부자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중도정당 주도의 정당체제가 갖는 특징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

원화는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넷째 중도정당이 약하면서 좌파정당. , 

이 강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좌파정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구성될 가능(C) 

성이 높은 만큼 노동시장 이원화 역시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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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정부가 좌파정부에 대응할 만큼 강력한 경우가 있는 만큼 경우에 , 

따라 중도정당과 좌파정당이 모두 강력한 정당체제에 비해서는 이원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정당과 좌파정당이 . 

모두 약한 즉 우파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노동시장 이원, (D) 

화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다당제 하에서는 중도정당이 연립정부에 동. 

참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원화의 정도가 강한 우파정당이 존재하는 , 

양당제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러한 정당체제 유형 중에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좌파정    

당의 영향력은 약하면서 중도정당의 영향력은 높은 정당체제 즉 유, (B) 

형이다 다시 말해서 설령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강력하지 않더라도 중도. 

정당의 영향력이 강할 경우 과연 노동시장 이원화 정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인 것이다 이상의 주요 논의를 가설. 

의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설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정당체제에서 노동시장 이원화의 수< 1> 

준은 낮아진다.

가설 중도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정당체제에서 노동시장 이원화의 수< 2> 

준은 낮아진다.

가설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약한 정당체제에서 중도정당이 강할수록 < 3> 

노동시장 이원화의 수준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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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분석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과 정당체제III. :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노동시장 이원화를 다뤄왔던 기존 비교정치경    

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당. , 

제에 비해 양당제 하에서 배제의 정치가 작동해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정

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이원화도 증가하리라는 , 

제도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또한 당파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의 . 

주장을 따라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에서는 노동시장 이원화가 감소하

며 반대로 우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에서는 이원화가 증가한다는 주장, 

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가장 구분되는 지점은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폰투손. 

은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가장 전형“
적인 유럽 대륙적 현상 이라(first and foremost a continental phenomenon)”
고 말한 바 있다.144) 기민당과 같은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유럽 대륙국가들 

은 과거부터 남성 정규직 일자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탈산업화 시대에 노동시장 외부자가 증가할수록 기존에 보호받아

왔던 내부자와의 이원화는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145) 아이버슨과 소스키 

스 역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도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서 

노동시장 이원화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146) 과거 중도정당의 지지그룹이 

었던 숙련 노동자들이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는 탈산업화 시대로 넘어오

면서 저숙련 서비스업으로 밀려났고 결국 중도정당은 남아있는 숙련 노동, 

자들 즉 노동시장 내부자들의 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도정당, 

이 강력할수록 노동시장 이원화는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원화를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으로 한정    

144) Pontusson, 2011, p. 91. 
145) Palier and Thelen, 2010, pp. 119-148; Pontusson, 2011.

146) Iversen and Soskice, 2015, pp. 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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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에서 노동시장 이원화는 기존 연구들의 , 

주장과 달리 적절하게 관리되는 경향이 나타나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핵

심 가설이다 즉 중도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체제 하에서 노동. , 

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입안되며 그 결과 내부자와 외부, 

자 간의 임금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경험적 분. 

석을 다루는 이번 장에서는 종속 변수를 노동시장 이원화 중에서도 서비

스업 임금 불평등으로 제한하고 기존 연구들의 예상과 어긋나는 지점 즉 ,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에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가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집중한다 따라서 분석대상 역시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 국. 

가들로 한정해 살펴본다.

변수 및 측정1.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1) 

서비스업 중심의 탈산업화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이원화의 과정을     

내재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나 가격의 . 

증가 없이도 임금 상승을 수반한다 높은 생산성을 갖는 제조업 기반 산. 

업화로의 이행은 그 특성상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동반했고 그만

큼 농업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반면 보몰. , (William J. 

이 비용 질병 이라고 묘사한 바와 같이 생산성이 낮Baumol) (cost disease) , 

은 서비스업은 임금 인상이 가격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향이 있

다.147) 예컨대 식당 서빙이나 미용업 등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 

있다 서비스업의 상당수는 대면적 상호관계 라는 . (face-to-face relations)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높은 생산. 

147) Baumol, 1967, pp. 4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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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기 힘들고 그만큼 가격 탄력성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과 그렇지 않은 서비스업만 존재한다고     

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노동력 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이기 때문이다.148) 요컨대 탈산업화 전환기에 급증하는 일자리의 상당수 , 

는 저숙련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습득했

던 기존의 기술이 거의 유용하지 않은 저임금 서비스업으로 편입되는 상

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149)

한편 호이저만과 슈반더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외부    , , 

자성과 관련해서 각 개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보다는 자신의 직업상 ‘
준거 집단 과 연관시켜 정체성과 선호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150) 다 

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외부자로 남

게 되는 경험적 확률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151)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 역시 직 

업적 범주를 기준으로 이원화 지표를 측정한다. 

    앞 장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렌의 구분을 따라 서, 

비스업 직업 범주를 크게 역동 서비스 전통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 , 

로 구분하고,152) 서비스업 내에서의 노동시장 이원화의 지표 (dualization 

는 index) 역동 서비스업 종사자의 개인 임금을 전통 서비스업 종사자의 개인

148) Anne Wren, “Int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Industrial 
Societies,” Wren (eds.), 2013, pp. 3-4.

149) Philip Manow, Kees van Kersbergen, and Gijs Schumacher, “De-industrializ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A Reassessment,” Wren (eds.), 2013, 
pp. 227-247.

150) Silja H usermann and Hanna Schwander, “Who are the Outsiders and ä
What Do They Want? Welfare State Preferences in Dualized Societie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September 3-6, 2009, Toronto, Canada.

151) H usermann and Schwander, 2012, pp. 31-35.ä
152) Wren (ed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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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별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평균< 3-1> (1980-2007, )

구 분 국 가 노동시장 이원화

내각에 참여한
중도정당이 없는 국가

영국 1.88
미국 1.69
호주 1.80

스페인 1.40

내각에 참여한
중도정당이 있는 국가

오스트리아 1.36
핀란드 1.26
벨기에 1.31

네덜란드 1.36
이탈리아 1.47
스웨덴 1.23
프랑스 1.35
독일 1.29

덴마크 1.29
아일랜드 1.66

출처( ): EU-KLEMS出處

임금으로 나눈 비율 즉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 정도로 측정한, 

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전통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매년 평. 

균 임금은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높은 생산성을 갖

는 역동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게 나타났다 역동 서비스업. 

과 전통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적을수록 노동시장 이원화의 

지표는 낮게 나타나고 두 직업 범주 간의 임금 차이가 커질수록 이원화 , 

지표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임금 불평등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 표 <

은 각 국가의 년부터 년까지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3-1> 1980 2007

등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임금 불평등의 평균값은 스웨덴이 으. 1.23 로 

가장 낮고 영국이 로 가장 높다 이 국가들 중에서 본 연구의 경, 1.88 . 험적 

분석에서 주목하는 국가들은 중도정당이 내각에 참여한 적이 없는 네 국

가(영국 미국 호주 스페인, , , 를 제외한 나머지 개 선진 복지국가들이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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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가별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연도별< 3-1> (1980-2007, )

출처( ): EU-KLEMS出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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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 하에서 과연 임금 

불평등이 감소하는지 만약  , 그렇다면 왜 감소하는지에 있기 때 문이다. 분

석 대상을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국가들로만 한정할 경우 임금 불평등이 , 

가장 높은 국가는 평균 을 기록한 아일랜드로 변경된다1.66 . 

한편 그림 은 국가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 < 3-1>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서비스업 노동시장 임금 불평등. 

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양당제 국가들에, , , 

서 전반적으로 임금 격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당제 국가들의 경우 핀란드처럼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거나 스, 

웨덴이나 독일처럼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처, 

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국가들도 눈에 띈다 다당제 국가 중에서는 아. 

일랜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아일랜드는 년대 중반까지 이원화가 빠. 1990

르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급격히 상승해 사실상 양당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이원화 수치를 기록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다당제 . 

국가들의 변동폭은 양당제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했다.

정당체제2)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국가별 정당체제이다 여기서 정당체제란 단순. 

히 선거 때마다 변하는 정당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보다는 고유한 특성

과 지속성을 갖는 하나의 제도로 간주한다 즉 정당체제란 정당들의 행. , ‘
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일련의 법칙들(a set of 

formal and informal rules that direct and influence the room to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anoeuvre of political parties)’ .153) 그만큼 쉽게 변 

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국의 정당체제를 정. 

당의 평균 내각 구성률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s)

153) Keman, 1997,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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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한다.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내각 참여율의 더미변수 구분 기준을 평균     

로 잡았다15% .154) 하지만 일반적으로 온건다당제 하에서는 개의 유효 3-5

정당이 존재하는 만큼 어떤 한 정당이 정당체제를 주도 한다는 개념에 , ‘ ’
적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 스완크의 기준에 따. 

라 내각에 참여한 정당들을 크게 좌파 우파 중도정당으로 구분하고 분, , 

석기간인 년부터 년까지 이들의 평균 내각 참여율을 계산하면 1980 2007

가 나온다32% .155) 본 연구에서는 평균 내각 참여율인 이상을 기록 32% 

한 정당을 영향력이 강한 정당 그 이하를 약한 정당으로 구분한다, .156)

한편 후버와 스티븐스 는 정    , (Evelyne Huber and John D. Stephens)

당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내각 구성률을 변수로 활용할 경우 전후 ,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던 초창기에 어떤 정당이 얼마나 오랜 기간 주도적

으로 내각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157) 이러한 특징을 포착하 

기 위해 이들은 내각 구성의 평균값보다는 누적값 을 (cumulative value)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후버와 . 

스티븐스의 주장대로 내각 구성의 누적값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국가들

의 정당체제를 구분해 본 결과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본 연구의 결, 

과와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158) 예컨대 후버와 스티븐스가 사 , 

154)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Dualism and Political Coalitions: 
Inclusionary versus Exclusionary reforms in an age of rising inequality,”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September 3-6, 2009, Toronto, Canada.
155) Swank, 2013.
156)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강건성 검증을 위해 경험적 분석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더미변수의 기준을 로 낮춰 임의적 . 25%

기준치가 갖는 오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둘째 더미변수로 단순화하는 . ,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고려해 정당체제 변수를 더미변수가 아닌 
연도별 내각 구성률로 측정해 검증한다.

157) Evelyne Huber and John D. Stephens,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5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후버와 스티븐스가 작성한 년 자료를 브래 1997

디 벡필드 그리고 스티븐스, , (David Brady, Jason Beckfield, and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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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복지레짐으로 구분한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 년부터 년, 1960 1980

까지 좌파정당의 내각 구성률 누적값은 중도정당의 내각 구성률 14.2, 

누적값은 그리고 우파정당의 내각 구성률 누적값은 으로 나타나 19.3, 1.6

본 연구에서 분류한 것처럼 핀란드를 좌파정당과 중도정당의 영향력이 

강력한 정당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당들의 내각 구성률의 평균값 혹은 누적값을 기준으로 구    

분할 경우 우선 중도정당의 내각 구성률이 높은 국가로는 오, 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이탈리아가 포함된다, , , . 즉 오스트리아 , 

인민당( VP)Ö 벨기에 기사당, (CD&V) 네덜란드 기민당 핀란드 중앙, (CDA), 

당 이탈리아 기민당 등과 같은 중도정당들은 원내(KESK), (DC) 에서 제 1

당 혹은 제 당의 의석률을 확보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지속적으2

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두 번째로 좌파정당이 강한 국가로는 사민당. 

(SAP)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스웨덴을 필두로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독, , , 

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이 모, , . 

두 내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 , 

기에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정당과 좌파정당이 모두 약한 국가로는 아. 

일랜드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와 같다. < 3-2> .

물론 이러한 이분법적 유형화는 현실정치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중도정당이 강력하진 않더라도 일종의 중. , 

추정당 의 역할을 하는 정당체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pivot party) .159) 독 

일의 자민당 과 덴마크의 중앙민주당 등(FDP) (Centrum-Demokraterne: CD) 

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정당들은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중도정당보다 많. 

은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좌파정당 블록과 우파정당 블록이 비슷, 

한 득표율을 얻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캐스팅 보트 

를 행사하는 중추정당의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비록 의석률이 낮더라도

가 년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것을 활용했다 관련 자료는 다음에Stephens) 2004 . 
서 얻을 수 있다. http://huberandstephens.web.unc.edu/common-works/data/ 
검색일( : 2018.6.6.)

159) Laver and Shepsle, 1996; Laver and Schofiel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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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당 영향력에 따른 국가별 정당체제 유형< 3-2> 

좌파정당

강 약

중도정당
강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 네덜란드 이탈리아, 

약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 , 아일랜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 중도정당들의 목소리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당체제를 더미변수로 처리하는 본 연구는 일정한 . 한

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적 모델의 강건성 검증 

과정에서는 더미변수가 아닌 연도별 내각 구성률을 함께 활용한다.

정량적 연구방법2. 

    본 연구는 정당체제라는 정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 이원화

라는 경제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추적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 

주요 선진국들의 정당체제는 탈산업화 시대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지속되

어 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이원화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

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각 국의 정당체제는 사실상 탈산업화 세. , , 

계화 혁신 고령화와 저출산 등과 같은 수많은 외부적 충격과 노동, ICT , 

시장 이원화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라고 볼 수 있다 카첸스타인. 

이 말한 바와 같이 소수의 패권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Peter Katzenstein) ,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충격을 받아들여야하는 소국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들이 선진 복지국가들에게 사실상 동, 

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160) 결국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 

160) Katzenste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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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동일한 외부 압력 하에서 각 국의 정당체제는 노동시장 이원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국내 제도변수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블랑셔와     

울퍼스는 이른바 일반충격모델 을 제시한 바 있(common shock model)

다.161)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각 연도를 더 

미 변수로 활용해 관찰할 수 없는 각종 외부적 충격들을 추정하고 이를 

핵심 제도변수와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는 것이다.162) 이러한 시간 더미  

변수들은 각 연도별로 분석 대상 국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들을 

포착함으로써 패널데이터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누락변수편향 를 고려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omitted variable bias) . 

충격모델은 내생성 에 대한 우려를 줄인다(endogeneity) .

    특히 본 연구는 국가 연도로 구성된 시계열 횡단, - (time series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시계열상관관계 와 cross-section) , (serial correlation)

패널이분산성 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잠재적인 (panel heteroskedasticity) . 

자기상관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 데이터에 차 자기상(autocorrelation) 1

관성을 반영한 프레이즈 윈스턴 변환을 적용한다 또한 국- (Prais-Winsten) . 

가 고정 효과 를 통해 관측 불가능한 국가 차원에서(country fixed effects)

의 변이들을 통제한다.163) 강건성 검증에서는 시간 더미 변수가 아닌 탈 

산업화 변화율이라는 단일 충격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164)

161) Blanchard and Wolfers, 2000.
162)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이 모델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Persson and Tabellini 2005; Thomas Cusack,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Economic Interests and the Origins of Electoral Institu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1, No. 3 (2007), pp. 373-391; 

Iversen and Soskice, 2015
163)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아이버슨과 소스키스가 제공한 프레이즈 윈스턴 코 -
드 를 활용한다 보다 자세(Prais-Winstern procedure in STATA NL package) . 
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Iversen and Soskice, 2015, pp. 222-223.

164) 아이버슨과 소스키스가 분석한 바와 같이 탈산업화모델에서는 단일 충격  ,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충격모델과 같은 비선형 절차가 필
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탈산업화모델은 프로그램의 패키지를 . R plm 

활용해 벡과 카츠가 제안한 패널수정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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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충격모델의 경우 개 선진 복지국가의 년 기간의 데    , 10 1980-2007

이터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모델을 추정한다.

 
!"# $ % )* ' +*," '+/0" -)1$($ - '∑234"# $3 ' 5" ' 6"#$

여기에서     !"# $는 국가 "의 연도 $의 서비스 노동시장 이원화 지표 즉 ,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는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국가 , "에서 중도정당의 평균 내각 참여율이 

높으면 낮으면 의 값을 갖는다1, 0 . 0"는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나

타내는 더미변수로 국가 , "에서 좌파정당의 평균 내각 참여율이 높으면 

낮으면 의 값을 갖는다1, 0 . ($는 연도 $의 더미 벡터 값이다. $연도에 1

의 값을 갖고 이 때 다른 연도는 의 값을 갖는다 이 연구의 관심사항, 0 . 

은 정당체제 계수인 +*과 +/의 값이다 만약 계수 . +3 값이 이라면 관찰  0

불가능한 일반적 충격 은 정당체제와 상관없(unobserved common shock)

이 모든 대상 국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계수 . , +3

가 유의미한 양수 혹은 음수의 값을 갖는다면 이는 어떤 정당체제냐에 , 

따라 노동시장 이원화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계수 . 

+3가 양 의 값을 갖는다면 그 정당체제는 노동시장 이원화 정도를 증(+)

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음 의 값을 갖는다면 이원화 정도를 , (-)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4"# $
3 는 일련의 통제변수들을 지칭하

며, 5"는 각 국가의 고유한 요소들의 효과를 포착하는 국가별 더미변수

이다. 6"#$는 오차항이다.

정당체제와 독립적으로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을 활용한다errors: PCSE) . Nathaniel Beck and Jonathan N. Katz,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No. 3 (1995), pp. 634-647; 

Iversen and Sosk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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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체제    [ ] 캄포스와 드리필 에 (Lars Calmfors and John Driffill)

따르면 임금협상체제의 집중화 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다, (centralization)

양하게 결정된다.165) 임금협상이 기업단위로 분산되어 협상력이 약할 경

우 노동조합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과격한 방식, 

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협상체제가 국가 .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임금투쟁의 비용을 외부로 돌려 

전반적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비용

을 내부화함으로써 임금인상을 자체적으로 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산업 혹은 섹터 수준에서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임금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한 섹터의 임금 투쟁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일자

리 창출 간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외부화하여 

다른 섹터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유인이 강하다.

이 논의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원화가 가장 심화되는 유형은 임금협    , 

상체제가 산별 차원에서 조직된 유형이다 산별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직. 

된 이익집단과 달리 조직되지 않은 저숙련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일자리 , 

감축을 우려해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추진하기 어렵다 생산성이 낮은 서. 

비스업 본래의 특징과 함께 조직된 이익집단의 비용 전가로 인해 내부자

와 외부자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임금협상체제가 국가차원에서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부    

165) Lars Calmfors and John Driffill, “Centralization of Wage Bargaining,” 
Economic Policy 캄포스와 드리필의 연구 이후에 , Vol. 6 (1988), pp. 14-61. 
비교정치경제학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많은 논의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Michael Alvarez, Geoffrey Garrett, 
and Peter Lange, “Government Partisanship, Labor Organ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2 (1991), pp. 539-556; Geoffrey Garrett and Christopher Way, 
“Public Sector Unions, Corporatism,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2, No. 4 (1999), pp. 411-434; Torben 

Iversen, Contested Economic Institutions: The Politics of Macroeconomics 
and Wage Bargaining in Advanced Democra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Isabela Mares, Taxation, Wage Bargaining, and 

Unemploy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69 -

자들이 임금 투쟁 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이원화를 관리한다 이 때 주목. 

할 것은 과거 국가 차원의 임금협상체제를 구축했던 국가들에서는 점차 

제조업이 쇠퇴함에 따라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업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166) 과거 제조업 노동조합은 자신의 생산 

성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내하면서 전반적인 실질임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확보해왔다 반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 서. 

비스업 노동조합은 저숙련 서비스업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시

켜주는 방식으로 노동집단 내부의 갈등을 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 

협상체제의 집중화는 비세르 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한다(Jelle Visser) .167)

선거제도 비례성    [ ]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을수록 파편화된 서비스 

노동자들의 선호가 보다 정확하게 의석수로 연결될 수 있다 그만큼 정. 

당들은 조직된 이익집단에게 포획되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경제적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 즉 비례성이 높을수록 배제의 정치보다. , 

는 포괄의 정치가 작동해 노동시장 이원화가 감소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

다.168) 선거제도 비례성 정도는 레이파트 가 제시한 불 (Arend Lijphart) ( )不
비례성 지표 를 활용한다(index of disproportionality) .169)

탈산업화 변화율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경제학자들은 탈산 , 

업화가 심화될수록 즉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할수록 노동시장 이원화, 

166) Cathie Jo Martin and Kathleen Thelen, “The State and Coordinated 
Capitalism: Contributions of the Public Sector to Social Solidarity in 
Postindustrial Societies,” World Politics, Vol. 60, No. 1 (2007): pp. 1-36.

167) Jelle Visser, “Data Base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1960-2014 (ICTWSS),”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AIAS, University of Amsterdam, 
2015.

168)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험 Crepaz and Birchfield, 2000; Lijphart 2012. 

적 분석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 , 
수대표제 국가들을 포함한 분석보다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169)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인 는 학자에  ‘disproportionality’
따라 비 비례성 혹은 불 비례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 ) ( ) . 非 不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비례성 이라는 번역을 따른다‘ ’ . Lijphart, 2012, 

pp.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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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가한다고 주장한다.170) 보몰이 말한 비용 질병 이론에 따라 생산성 

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서비스, 

업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마다 서비스업의 팽. , 

창 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 시기를 특정한 기간에 한정할 경우 국

가별 탈산업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서비스업의 연, 

도별 변화율로 탈산업화 정도를 파악한다 탈산업화 변화율은 전년도 대. 

비 증가한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율로 측정하며 자료는 를 활EU-KLEMS

용한다.

성장률    [GDP ] 아우터 등(David H. Autor, Frank Levy, and Richard 

은 높은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추동한J. Murnane)

다고 주장한다.171)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이 발전 (ICT) 

할수록 중간숙련 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첨단기술이 대체할 수 , 

없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고숙련 서비스 일자리와 미용 운전 등과 같, 

은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성장. GDP 

률은 세계은행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World Bank) .

분석 결과3. 

    표 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체제의 효과< 3-3>

에 대한 일반충격모델의 경험적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과 는 . (1) (2)

독립변수로 평균 내각 구성률의 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32%

형의 결과이다. 모델 은(3)  더미변수의 기준을 로25% 낮춘  모형의 결과이며,

170) Baumol, 1967; Mary Gregory, Wiemer Salverda, and Ronald Schettkat 
(eds.), Services and Employment: Explaining the U.S.-European Gap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171) Autor (ed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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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회귀분석결과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일반충격모델< 3-3> : ( )

(1) (2) (3) (4) (5)

강한중도
정당체제

-0.51***
(0.06)

-0.50***
(0.06)

-0.30***
(0.05)

-0.01***
(0.002)

강한좌파
정당체제

-0.62***
(0.06)

-0.63***
(0.05)

-0.77***
(0.04)

-0.008***
(0.001)

강한중도 약한좌파 -
정당체제

-0.65**
(0.27)

경제성장률 0.001
(0.002)

-0.001
(0.002)

-0.002
(0.003)

-0.004
(0.003)

임금협상집중도 0.02
(0.04)

-0.004
(0.03)

0.05
(0.04)

0.03
(0.04)

선거제도 불비례성 0.01***
(0.001)

0.01***
(0.0004)

0.01***
(0.0004)

0.01***
(0.001)

연도 더미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국가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280 280 280 280 280

Adjusted R² 0.99 0.99 0.99 0.99 0.99

모델 는 독립변수를 더미변수가 아닌 연도별 내각 구성률로 변환한 (4)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는 평균 내각 구성률 를 기준으로 좌파. (5) 32%

정당의 영향력은 약하면서 중도정당은 강력한 정당체제를 더미변수로 사

용한 모형의 결과이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이론적 가설이 예측한 방향으로 각 변수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 

면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뿐만 아니라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에, 

서도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는 음 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독립변(-) . 

수의 구분 기준을 다양하게 하더라도 이론적 가설의 예측 방향은 바뀌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 

좌파정당이 약하고 중도정당이 강한 정당체제에서도 좌파정당 중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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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체제 못지않게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이 음 의 관계를 보인(-)

다는 점이다. 

우선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강력한 정당체제의 경우 모델 을 보    , (1)

면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에 대한 추정계수값은 이고 그 값은 , 0.6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 (2) , 

경제성장률이나 임금협상집중도 그리고 선거제도 등과 같은 통제변수들, 

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추정계수값은 으로 큰 변화 없이 통계적으로 -0.63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또한 모델 에서 보듯이 좌파정당의 영향력을 . (3)

구분하는 더미변수 기준을 낮추면 추정계수값은 로 더욱 감소함을 -0.77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델 가 보여주듯이 좌파정당의 영향력을 더미변. (4) , 

수가 아닌 연도별 내각 구성률로 하더라도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만 다(-) . 

른 모델에 비해 추정계수값은 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기존 연-0.008 . , 

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좌파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 노동시

장 이원화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의 핵심 계수인     +/의 값 즉 중도정당의 영향, 

력이 강력한 정당체제의 분석 결과다 모델 부터 까지 여러 통제변. (1) (4)

수들을 추가하고 중도정당의 영향력을 다양한 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추

정계수값은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 의 값을 (-)

가졌다 다시 말해서 많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달리 중도정당 중심의 . , 

정당체제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는 본 연구가 표 에서 (-) . < 2-2>

제시한 이론적 가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캐슬과 마이어의 분류와 달리    , , 

독일 기민당 을 다른 기민당들처럼 보수정당이 아닌 중도정당으로 (CDU)

구분하더라도 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독일 기민당을 중도. , 

정당으로 구분하고 모든 통제변수들을 포함시킬 경우 중도정당 중심 정, 

당체제의 추정계수값은 로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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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같은 조건 하에서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추정계수값은 . –
로 다소 감소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캐슬과 마이어의 기0.55 . 

준에 따라 독일의 기민당을 보수 정당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 

로 독일 기민당 역시 다른 기민당들과 유사한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이념

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72)

하지만 이 분석결과는 본 연구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즉 중    , 

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에서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가 적절하게 관리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절반만을 설명할 뿐이다 왜냐하면 모델 부터 . (1) (4)

의 독립변수인 중도정당이 강한 정당체제 내에는 좌파정당이 약한 국‘ ’ 
가뿐만 아니라 강한 국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을 제대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좌파정당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당‘ ’ 
체제가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모델 . 

는 분석대상 국가들 중 좌파정당의 영향력은 낮으면서 중도정당의 영(5)

향력은 강한 국가들을 더미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주목할 . 

만하다 강한중도 약한좌파 정당체제의 추정계수값 이 모델 에서 . - (-0.65) (2)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추정계수값 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났(-0.63)

다 모델 는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높지 않더라도 중도정당의 영향력이 . (5)

강하다면 이러한 정당체제는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의 증가를 억제,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설령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낮더. , 

라도 중도정당이 충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정당체제 하에서는 서비

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가 사실상 좌파정당이 우세한 정당체제와 유사하

게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를 비롯해 기존의 주요 비교정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롭다.173) 이들은 기민 

당과 같은 중도정당들에서 노동시장 이원화가 영미식 복지국가들처럼 높

172) 독일의 기민당 을 유럽의 다른 기민당들의 연장선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CDU)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Seeleib-Kaiser, van Dyk, and Roggenkamp, 2008.

173) Pontusson 2011; Lindvall and Rueda, 2012; Iversen and Sosk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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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에 따르면 적. , 

어도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은 중도정당이 강한 정당체제에서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억제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된다 물론 이러한 경험적 결과가 곧바로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노동. 

시장 이원화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이 두 .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기존 연구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과는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가 나

왔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한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경제성장률과 임금협상집중도는 통    , 

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제도의 . 

불비례성은 본 연구가 예측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이원화의 증가를 억제

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만 비례성이 높은 비례대표제 국가들만을 대상으. 

로 한 만큼 그 영향력이 크진 않았다.

표 는 강건성 검증으로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정당체제와     < 3-4>

탈산업화 변화율 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탈산업화 모델의 분석 결과이다. 

탈산업화 모델은 정당체제와 탈산업화 변화율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만큼 일반충격모델에 비해 관측치가 줄어들었다 모델 과 은 평균 , . (6) (7)

내각 구성비율 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준 것은 동일하지만 모델 32% , 

은 국가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부여한 반면 모델 은 각 연도별로 (6) , (7)

더미변수로 부여했다 모델 은 모델 와 동일하게 정당의 내각 구성. (8) (4)

률에 더미변수를 주지 않고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모델 는 좌파정당이 . (9)

약하면서 중도정당이 강한 정당체제에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델의 결과를 

나타낸다.

탈산업화 모델의 분석결과는 앞선 일반충격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    

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도정당이 우세한 정당체제는 . 

노동시장 이원화와 관련해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만 독립변수인 정당체제를 더미변수가 아닌 연도. 

별 내각 구성률로 측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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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강건성 검증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탈산업화모델< 3-4> : ( )

(6) (7) (8) (9)

강한중도 정당체제
X

탈산업화
-0.03*
(0.01)

-0.03*
(0.01)

-0.0007**
(0.0003)

강한중도 정당체제 -0.01
(0.03)

0.02
(0.05)

0.00002
(0.0009)

강한좌파 정당체제
X

탈산업화
0.01

(0.01)
-0.01
(0.01)

-0.0004*
(0.0002)

강한좌파 정당체제 -0.26***
(0.04)

-0.07
(0.04)

-0.0007
(0.0007)

강한중도 약한좌파 -
정당체제

X
탈산업화

-0.06***
(0.01)

강한중도 약한좌파 -
정당체제

0.21*
(0.09)

탈산업화 0.01
(0.01)

0.03**
(0.01)

0.04***
(0.01)

0.02*
(0.01)

경제성장률 0.01
(0.01)

0.02*
(0.01)

0.02*
(0.01)

0.02*
(0.01)

임금협상집중도 -0.29
(0.26)

-0.28
(0.43)

0.27
(0.42)

-0.26
(0.49)

선거제도 불비례성 -0.001
(0.005)

0.001
(0.001)

0.001
(0.01)

-0.001
(0.009)

N 232 232 232 234

Adjusted R² 0.62 0.28 0.28 0.23

나타났다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는 더미변수로 측정한 모델 과 . (6)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도별 내각 구(7) , 

성률로 측정한 모델 에서는 영향력은 미비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8)

한 음 의 (-)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는 . (9) 모델 

와 마찬가지로 좌파정당이 약하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주도권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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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정당체제에서 노동시장 이원화의 증가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그 영향력은 좌파정당이 우세한 정당체제보다 더 .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대체로 이 분석의 예측과 일치한다 우선 탈산    . 

업화의 경우 모델 을 제외한 모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6) (7), (8), (9)

하게 노동시장 이원화와 양 의 관계가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많은 경(+) . 

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가 내재적으로 ,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74) 경제성장률 역시 아우터 등과 같은 경제학 

자들의 예상을 따라 노동시장 이원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 의 (+)

관계를 갖는다.175) 하지만 임금협상집중도와 선거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 분석    

한 경험적 결과는 정당체제가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 정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분. 

석틀이 제시한 바와 같이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 

는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높지 않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

춘 정당체제 하에서도 임금 불평등은 좌파정당이 우세한 정당체제와 유

사한 정도로 유의미한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러한 경험적 분석은 정당체제와     ,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정당체제라는 정치변수로부터 임. 

금 불평등이라는 경제변수를 인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체제에 

따라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도출된 노동시장 정책들의 효과를 면

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대부분 정부지출. 

174) Baumol, 1967; Gregory, Salverda, and Schettkat (eds.), 2007.

175) Autor (ed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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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기업의 역할을 강제하는 것으로 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해 인과관

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 이원화. , 

를 줄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차별금지법 처(WVOA)

럼 시간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 노

동자와 차별을 받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각 정당체제에 따라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

해 어떤 정책을 만들며 그러한 정책이 노동시장 이원화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정성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장. 

에서는 좌파정당 우파정당 그리고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 , 

는 세 국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당체제에 따라 노동시장 이원화가 왜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특히 왜 기존 연구들의 예측과 달리 중도정당 중, 

심의 정당체제에서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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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IV. : 

이번 장에서는 심층적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노    

동시장 이원화 간의 인과관계를 추적한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 

그림 에서 과정 과 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이원< 1-2> . ① ②

화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정책 임금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은 정당체제에 , ,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노동시장 이원화 정책은 실제로 ? 

임금 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특히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 

체제는 어떤 정책들을 통해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를 관리했는가? 

    앞서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탈산업화 시대 노동시장2

의 역동적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자성 이 얼마나 증가 혹(insiderness)

은 감소했는지를 추적한다 본 연구는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이분법적 구. 

분을 지양하고 외부자를 불안정 노동자 와 실업자 로 세분화한다 즉 노‘ ’ ‘ ’ . , 

동가능인구를 크게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그리고 안정 노동자로 삼분해 , ,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적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추. 

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어떤 형태로건 . , 

일자리를 확보할 경우 설령 그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자, 

발적 실업자 입장에서는 분명 이전보다 내부자성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중도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체제가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러한 평, 

가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 

내각을 주도하는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당체제를 크게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 그리고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 , 

제로 구분하고 각 체제별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각 체제별 노동시장 · . 

내부자성을 강화하기 위한 반응성 전략을 유형화해보면 그림 와 같< 4-1>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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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치적 반응성 전략의 정당체제별 경로< 4-1>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1) 

실업자

(The Unemployed)

불안정 노동자

(The Unprotected)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2) 

실업자

(The Unemployed)

안정 노동자

(The Protected)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3) 

실업자

(The Unemployed)

불안정 노동자

(The Unprotected)

안정 노동자

(The Protected)

첫째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반응성 전략은 실업자들에게 가능한    ,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보다 시장의 역할을 . 

중시하는 우파정당은 정부 규제를 가급적 자제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

해 비교적 손쉽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책을 펼친다 그 결과 실업자들. 

은 실직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탈산업. 

화 노동시장의 특성상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는 보호수준이 낮

은 저숙련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176) 일반적으로 전통 서비 

스업과 같은 저숙련 노동은 언제라도 가사노동을 통해 쉽게 대체가능하

다는 특징을 갖는다.177) 그만큼 서비스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 어떤 분야보다 민감하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 

전통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 서비스업 내부의 임금 불평등 역시 증

176) Gregory, Salverda, and Schettkat (eds.), 2007.
177) Jonathan Gershuny, After Industrial Society: The Emerging Self-Service 

Economy (London: Macmilla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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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확률이 높다. 

    둘째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는 실업자들에게 복지 서비스업 일자리, 

를 제공함으로써 내부자성의 공간을 확보해왔다.178) 이 때 상당수 복지  

서비스업 일자리는 정부 재정을 통해 뒷받침되는 만큼 내각을 주도하는 , 

좌파정당과 복지 서비스업 노조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 체제 하에서는 전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도 다른 국가. 

들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 탈산업화 시대에 주도권을 잡은 복지 서비. 

스 노조가 자신보다 더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전통 서비스업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노동집단 내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전통 서비스업 중에 하나인 세탁업. , 

의 경우 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남성 셔츠 한 장을 세탁하고 다림질 1990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달러인 반면 영국은 달4.25 , 2.2

러 미국은 달러로 큰 차이가 난다, 1.5 .179) 결론적으로 좌파정당 중심의 정 

당체제에서 노동시장 이원화는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에 비해 크게 증

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 의존한 복지 서비스업은 예산 . 

제약의 조건상 고용 증가율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고 생산성보다 높, 

은 가격을 책정한 전통 서비스업 역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180)

셋째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반응성 전략은 크게 두 단계로 구    , 

분할 수 있다 우선 실업자들을 위해서 시간제 근로와 임시 근로의 형태. 

로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고 다음으로 혹은 동시에 취약한 근로조건에, ( ) 

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고용 및 임금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181)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연성 과 안정성(flexibility)

의 합성어인 유연안정성 이라는 개념이다(security) ‘ (flexicurity)’ .182) 유연안 

178) David Rueda, 2007.
179) Esping-Andersen, 1999, p. 113.
180) Martin and Thelen, 2007, p. 18.
181) Thelen, 2014, pp. 154-188.
182) Ton Wilthagen and Frank Tros, “The Concept of ‘Flexicurity’: 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r Market,” Transfer, Vo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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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란 기존 고용정책을 개혁해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한 서비스 일자

리를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 속에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임금이나 시간

외 수당 휴가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은 안정성을 함께 , 

보장해주는 정책패키지를 말한다 이러한 경로는 시장을 중심으로 역동 .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전통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측면

에서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유사하지만 정책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 , 

이원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에서 유연안정성 정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    

서 살펴본 구심력과 중재의 정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재를 중시하는 중도정당이 중심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우

파정당과 또 때로는 좌파정당과 연합하면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 

에 유연하고 폭넓게 반응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체제에서는 구심력의 정. 

치에 의해 좌파와 우파정당이 점차 수렴하면서 설령 중도정당이 연립정

부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노동시장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 

비교사례 국가로는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를 선정했다 앞서     , , . 

표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세 국가는 선거제도와 임금협상체제 등< 1-1> , 

과 같은 정치 사회경제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탈산업화·

를 비롯한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정당체제별 특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좌파. 

정당의 영향력이 낮으면서 중도정당의 영향력은 높은 대표적인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로 구분된다 네덜란드 중도정당인 기민당 의 평균 내. (CDA)

각 구성률은 로 분석 대상 국가들 중에 중도정당의 내각구성률이 48.5%

가장 높은 반면 좌파정당인 노동당 의 평균 내각구성률은 에 , (PvdA) 21.3%

그쳤다 두 번째로 스웨덴은 중도정당의 영향력은 낮으면서 좌파정당의 . 

영향력이 높은 대표적인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 국가다 스웨덴 사민당. 

No. 2 (2004), pp. 16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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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내각 구성률은 무려 에 이를 정도로 지배적이다 마지(SAP) 75% . 

막으로 아일랜드는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대표 국가다 아일랜드 우. 

파정당의 평균 내각 구성률이 에 달한다82.6% .183) 

이어지는 절에서는 세 국가의 각기 다른 정당체제 하에서 정당들이     

탈산업화 시대 노동시장에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외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지를 추적한다 이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국. 

가마다 탈산업화 시기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 , 

스업의 증가라는 탈산업화 현상은 주요 선진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그 시기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외, . 

부자를 위한 정책들이 입안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분석 국가에 

따라 분석 시기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바세나. , 

르 협약 이 체결된 년대 초반 스웨덴은 렌 마이(Wassennar Accord) 1980 , -

드너 모델 을 정책으로 연결시킨 년대 초반 그(Rehn-Meidner model) 1950 , 

리고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이 시작된 년대 후반을 전후로 실업자를 1980

포함한 노동시장 외부자가 급증했고 이 시기에 외부자를 위한 각 정당, 

의 반응성 정책들도 가장 역동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1. 네덜란드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 

바세나르 협약의 의미1) 

네덜란드의 기적 시간제 서비스업 일자리의 급증(1) : 

년대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과 폭넓은 복지체제를 갖추면서 성공    1960

183) 각 국의 정당별 평균 내각 구성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표 을 참고할 것< 2-1>



- 83 -

적인 복지국가로 자리 매김했던 네덜란드는 년대부터 점차 대내외적1970

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시기 두 번의 석유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 

하고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던 반면 북해지역에서 대규모 , 

천연가스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유가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184) 그 결과 대규모 자본이 네덜란드로 유입되면서 길더화의  

가치가 평가절상되었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시장에서 네덜란, 

드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특히 년부터 년까지 네덜란드는 분기 연속으로 국민소득이     1981 1983 8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분기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경기침체. 2

라고 정의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당시 네덜란드 경제가 얼마나 오랫동, 

안 어려움에 처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시기 기업들의 . , 

부채가 급증하면서 제조업체 개 중에 개가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25 1 . 30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 대부분은 제조업 정규직이었다 실업자 수. 

는 매달 만 명씩 증가해 년엔 만 명까지 증가했다 실업률은 1 1984 80 . 

년 에서 년 로 치솟았다1971 1.3% 1983 14% .185)

더욱 큰 문제는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186) 예를 들어 년 네덜란드의 경제활동 , 1982

참가율은 였는데 이는 같은 해 평균인 보다 크게 낮은 58.4% , OECD 68.4%

수치였다 실업자 급증으로 늘어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들로부터 세금을 확보해야 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크게 낮은 , 

상황에서 결국 복지비용은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 

네덜란드의 재정적자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두 배 이1977 4.0% 1982 10.2%

184) 년 유가인상덕분에 천연가스로 얻은 수입은 배로 증가했고 그 비중  1973 4 , 
역시 년엔 대비 에서 년 로 배가량 증가했다 이 수입1970 GDP 1.2% 1980 7% 6 . 
의 는 정부에 귀속됐으며 이러한 천연가스 수입은 정부 전체 수입의 60% , 

를 차지했다15% . Jelle Visser and Anton Hemerijck, A Dutch Miracle: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1997), pp. 185-186.

185) Visser and Hemerijck, 1997, p. 13.

186) 검색일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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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급증했다 천연가스로부터 얻은 막대한 수입으로도 재정적자의 증가. 

폭을 감당할 수 없었다.187) 요컨대 년대를 지나면서 네덜란드는 제 , 1970

조업 위축 국제경쟁력 하락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 , , , 

재정적자 심화 등과 같은 일련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경제회복

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은 년 바세나르     , 1982

협약 을 계기로 크게 반전됐다(Wassennar Accord) .188) 바세나르 협약이란 

네덜란드 산업경영자연합(Verbond van Nederlandse Ondernemingen- 

Nederlands Christelijk Werkgeversverbond: VNO-NCW) 대표인 판 베인

과 노동조합총연맹(Chris van Veen)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대표인 빔 콕 이 년 월 네덜란드 바세나르 지역에서 FNV) (Wim Kok) 1982 11

만나 합의한 것으로, 협약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은 임금 감축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업은 근로시‘ ’ ‘
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 바세나르 협약은 네덜란드의 경제활동참여

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협약의 어머니‘
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the mother of all accords)’ 의미를 갖는다.189) 

바세나르 협약의 정식명칭이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 라는 것에    ‘ ’

187)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재정지출 부담을 천연자원의 개발과 같은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증후군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아예 네덜란드 병‘ (the Dutch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정도로 당시 네덜란드 상황은 전 D isease)’ , 

세계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징적이었다. “The Dutch Disease,” The 
Economist, November 26, 1977, pp. 82-83.

188) Visser and Hemerijck, 1997; Martin Rhodes,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Pacts: ‘Competitive Corporatism’ and European Welfare Reform,” Paul 
Pierson (eds.),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165-196.

189) Visser and Hemerijck, 1997; Jonah Levy, “Vice to Virtue? Progressive 

Politics and Welfare Reform in Continental Europe,” Politics & Society, Vol. 
27, No. 2 (1999), pp. 239-273; Arjan B. Keizer, “Non-Regular Employment in 
the Netherlands,” JILPT Seminar on Non-Regular Employment, JILPT Report, 

No.10, Toky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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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과 기업집단 간에 합의가 성공한 배경에는 일자, 

리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임금억제와 노동시간 . ,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세입의 증가를 통해 정부재정을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만들어 , 

기업의 세금감면을 유도해 결국 이것이 고용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선순

환의 구조로 갈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노동의 임금인상 억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    

움을 주었다.190) 첫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기업 이윤 , 

이 확대되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었다. 

실제로 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이 년 에서 년 1980 90.5% 1985

로 떨어졌고 그 이후엔 를 유지했다 둘째 임금억제는 외83.5% 83-84% . , 

국 시장에서 교역 가능한 제조업 및 서비스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높

여 수출을 증가시켰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 , 

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업의 근로시간 감축 역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었다 바세나    . 

르 협약에서 기업은 근로시간을 주당 시간에서 시간으로 단축하는 40 38

데 동의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어느 정도 나눠서 확보할 수 있었, 

다 네덜란드 사회조사연구소 에서 조사한 바에 따. (Centraal Planbureau)

르면 민간 부문에서 감축한 노동시간의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로 , 25% 

연결됐다.191) 

    실제로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란드의 일자리 창출은 세계가 주목

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표 을 보면 년대 초반만 하더라. < 4-1> , 1980

도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병자 취급을 받던 네덜란드는 이후 높은 고

용증가율을 기록했다 년에서 년 기간 동안에는 고용증가율이 . 1983 93

에 달하면서 유럽연합 의 증가율 보다 배 이상 높았고 이1.8% (EU) (0.4%) 4 , 

후에도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 년까지도000  유럽연합에 비해 두 배

190) Visser and Hemerijck, 1997, pp. 82-83.

191) Visser and Hemerijck, 1997,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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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국가들의 연도별 고용증가율< 4-1> OECD (%)

출처( )出處 각 연도: OECD, Employment Outlook, .

가까이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 2000

서도 크게 흔들림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네덜란드 고용증가율의 . 

장점은 한 때 고용창출의 공장으로 불렸던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난다 년대 초반까지 네덜란드는 미국과 함께 일자리 창출 . 1990

측면에서 여타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미국은 상승세가 점, 

차 떨어지다가 년대로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네덜란드2000 , 

는 상대적으로 큰 기복 없이 높은 고용률을 유지했던 것이다.

실업률 측면에서도 네덜란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 년    . 1980

대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던 실업률이 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다른 1990

국가들보다 크게 낮아졌고 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 < 4-2>

에서 보듯이 네덜란드는 년대 들어와서 유럽연합의 평균 실업률인 , 2000

보다 두 배 이상 낮은 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의 보다 8.54% 3.91% 6.1%

낮은 수치였다 물론 실업률은 그 정의상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비교가 . 

힘든 측면이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질병 및 장애보험. (Wet op de 

Arbeidsongeschiktheidsverzekering: WAO)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노동자를  

흡수함으로써 실업률에 그 수치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 

네덜란드 노동자들은 실업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차라리 노동시장을 떠나

구   분　 1983-93 1994-2000 2001-2010
네덜란드 1.80 1.61 0.72 

EU 0.40 0.87 0.84 
벨기에 0.50 0.97 0.87 
독일 0.70 0.01 0.64 

프랑스 0.10 0.66 0.95 
덴마크 0.20 0.57 -0.03 
스웨덴 -0.60 0.51 0.71 
영국 0.60 0.75 0.63 
미국 1.80 1.3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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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국가들의 연도별 실업률< 4-2> OECD (%)

출처( )出處 각 연도: OECD, Employment Outlook, .

질병휴직과 장애보험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가 지속적으로 

훨씬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임금 억제와 기업의 근로시간 감축이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

분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두 가지는 일. 

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네덜란드 일자리 창출과 보. , 

다 밀접하게 연결된 바세나르 협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시간제 근로

를 고용 재분배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는 길을 열어놓은 (part-time work)

것이다.192) 실제로 협약 이후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은 시간제 근로 형태 

였다 예를 들면. , 년부터 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1985 1995

자리의 가량이 시간제 일자리였다90% .193)     

192) Keizer, 2011, pp. 157-158.

193) Jelle Visser, “Flexibility and Security in Post-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The Case of the Netherlands,” Katherine .V. W. Stone and Harry Arthurs 
(eds.), Rethinking Workplace Regulation: Beyond the Standard Contract of 

Employ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13), pp. 135 154.–

구  분 1983-1993 1994-2000 2001-2010
네덜란드 10.19 3.64 3.91 

EU - - 8.54 
벨기에 10.46 6.19 7.76 
독일 7.11 6.05 8.83 

프랑스 10.88 8.40 8.62 
덴마크 8.05 4.18 4.90 
스웨덴 3.90 5.97 6.61 
영국 10.73 5.08 5.54 
미국 7.51 3.48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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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주요 유럽 대륙 복지국가들의 시간제 노동자 비율< 4-2> (1983-2010)

출처 검색일( ):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 : 2017.11.03.)出處
주 는 대상 국가에 대한 시간제 노동자 비율을 년부터 제공하고 ( ): OECD 1983註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년부터 제공한다 한편 네. , 1995 . , 
덜란드 시간제 노동자 비율의 경우 년과 년은 결측치로 해당 연도 전, 1984 1986
후값의 평균으로 추정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유럽 대륙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    

하더라도 눈에 띌 정도였다 그림 는 년부터 년까지 주요 . < 4-2> 1983 2010

유럽 대륙 국가들인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시간제 노동, , , 

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시간제 노동자. 

는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네덜란드의 증가율은 압도

적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란드 경제를 이끌었. 

던 일자리 동력 이었던 것이다‘ (job motor)’ .194)

194) Jeller Visser, “The First Part-time Economy in the World: A Model to be 

Follow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2, No. 1 (200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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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네덜란드 산업별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 4-3> (1981-2006)

출처( )出處 네덜란드 통계청 네덜란드 사회조사연구소 재인용: (CBS) & (CPB) ( : Keizer, 
2011, p. 158)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제 일자리의 직종이 서비스업 분야로 광범위    

하게 확산됐다는 점이다.195) 표 은 산업별 시간제 일자리 중 여성  < 4-3>

노동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엔 시간제 일자리가 농업이나 어. 

업 건설업 보육업 등과 관련한 분야에 집중되었던 반면 년대로 , , , 2000

넘어오면서 소매업과 음식서비스업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그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을 보면 유럽 대륙의 복지국가마다 직종별 구성 비율이 < 4-3> ,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일자리가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서비스업 비율이 . 2007

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가 독일 오스트리아 순76.9% , 76.3%, 70.6%, 66.4% 

이었다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금융업과 기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 

역동 서비스업 의 일자리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특(dynamic services, DS) . 

히 그 증가폭은 전통적으로 금융업이 활발했던 네덜란드에서 가장 크게

195) Keizer, 2011, pp. 157-158.

구  분 1981 1985 1995 2000 2006
농업 어업/ 47 66 69 70 -
제조업 31 39 48 52 60
건설업 44 58 49 68 66
소매업 음식서비스업/ 40 49 57 64 67
운수업 보관업 통신업/ / 39 44 53 55 61
은행 보험 금융 서비스업/ / 32 42 52 54 62
기타 서비스업 53 60 - - -

공공기관    - - 50 54 55
교육업    - - 65 70 67
건강복지    - - 74 81 83
문화 및 기타 서비스    - - 65 66 69

전  체 47 54 64 6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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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요 유럽 대륙 복지국가들의 서비스 고용률< 4-3> (1980-2007)

출처( ): EU-KLEMS.出處
주 역동 서비스업 전통 ( ): DS(dynamic services): , NDS(non-dynamic services): 註
서비스업 복지 서비스업 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세부 직, WS(welfare services): . 
업군은 본 연구의 각주 번을 참고할 것74 .

나타났다 년 였던 네덜란드 역동 서비스업의 비율은 년 . 1980 16.9% 2007

까지 증가했다27.5% . 

또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전통 서비스업 일자리도 전반적인 증가추세

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유럽 대륙 복지국가에서. 전통 서비스업의 상당수 

가 노동시장이 아닌 가족 내 여성들의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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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주목할 만하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전체 서비스업 일자리 중 . 

전통 서비스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에서도 전통 ,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년대 중반에는 한때 전통 서비스업의 1990

비율이 가장 높아지기도 했다 특이하게도 벨기에에서만 전통 서비스업. 

은 초반 대에서 정체 상태를 유지했으며 오히려 복지 서비스업이 20% , 

높은 비율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북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 구성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대 초반까지 극심한 경제적 어    , 1980

려움에 봉착했던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전환점으로 이른바 네덜‘
란드의 기적 을 일으켰고 그 기적의 동력은 시간제 서비스업 일자리의 ’ , 

폭발적 증가였다 바세나르 협약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 

을까? 

코포라티즘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역할(2) 

바세나르 협약을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은 노동집단과 기업집    

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코포라티즘 적 설명이다(corporatism) .196) 바세나르  

협약이 이전의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노사가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속력을 갖는 중앙협약을 고집하지 

않고 이른바 분산적 중앙협약 의 ‘ (discentralized centralized agreement)’
형태를 추진했다는 점이다.197) 전통적 코포라티즘에선 중앙에서 결정된  

협약 내용이 사업장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세계화와 탈. 

196)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Visser and Hemerijck, 1997; Jelle 

Visser, “Two Cheers for Corporstism, One for the Market: Industrial Relations, 
Wage Moderation and Job Growth in the Netherland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36, No. 2 (1998), pp. 269-292; Rhodes, 2001; Jaap 

Woldendorp and Hans Keman, “The Polder Model Reviewed: Dutch 
Corporatism 1965-2000,”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 28, No. 3 
(2007), pp. 317-347.

197) 강명세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성남 세종연구소 , ( , , 1999), p.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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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심화로 인해 노동집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등장하면

서 중앙협약을 통한 일괄타결의 조건을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은 거시적 수준에서 가이. 

드라인만 제시하고 미시적인 합의 내용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

도록 했다 즉 중앙협약을 통해 결정된 가이드라인 속에서 각 사업장은 . , 

나름의 상황에 따라 기업 또는 산업별로 노사간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바세나르 협약이 그 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 형태가 분권화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과 . 

차이가 있지만 미시적 수준에서는 노사간 합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 

여전히 코포라티즘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세나르 협약은 그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는다 과거 코포라티즘이 주로 분배 를 . ‘ ’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바세나르 협약은 분배 못지, 않게 

생산성 향상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로즈 는 (productivity) . (Martin Rhodes)

이를 가리켜 경쟁력을 위한 코포라티즘 이하 경‘ (competitive corporatism, 

쟁력 코포라티즘)’이라고 구분했다.198) 경쟁력 코포라티즘은 세계화와 탈 

산업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복지 지출의 

합리화 등을 추구하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한 일자리 창, 

출 노동생산성 증대 고용 불안의 해소 적절한 분배구조 유지를 동시에 , , ,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과거 수요중심의 정책에서 공급중심의 정. 

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코포라티즘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바세나르 협약이 탈산업화 시대 노    

사관계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세르와 하. 

이머레이크 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Jelle Visser and Anton Hemerijck)

다.199) 이들은 노동집단과 자본집단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협상력과 시 

행착오를 통한 학습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노동. 

198) Rhodes, 2001.

199) Visser and Hemerijc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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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본이 결국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어 

코포라티즘이 재작동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자칫 결과론적이거나 당위론적 분석에 그칠 우    

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왜 하필이면 년대 초반에 노사간 협약이 성. 1980

공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타, 

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로 년대 네덜란드 노사관계를 보면 더 이상 코포라티즘의 모습을 발1970

견하기 힘들 만큼 일련의 협상과정들은 실패를 거듭했다 년대 세계 . 1970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협

상이 가장 큰 화두였다 물가와 연동된 임금인상 체제를 갖고 있던 네덜. 

란드는 그것을 폐지 혹은 약화시키려는 자본집단과 이를 유지하려는 노

동집단 간 격렬한 싸움이 반복됐다.200)

년에 입법화된 새로운 임금법에 항의하여 노동조합총연맹    1970 (FNV)

의 전신인 두 주요 노조연맹이 대규모 반대시위를 시작하면서 노동재단( 

Stichting van de Arbeid: STAR)과 사회경제위원회(Sociaal Ecoomische 

를 Raad: SER) 일시 탈퇴했다 이를 시작으로 로테. 르담(Rotterdam) 항구의 

대규모 불법파업 공장폐쇄로 연결된 화학회사 아크조 사태 그리, (AKZO) , 

고 이어서 등장한 금속기계업과 인쇄업 노조의 일련의 파업사태 등 1970

년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노동자들의 투쟁

이 주류를 이루었다 게다가 년 암스테르담 대법원은 충분히 불법적. 1972

이지 않다면 파업은 합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파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

해주었다 이는 법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파업은 불법. 

으로 간주되었던 기존의 입장을 벗어나는 것이었다.201) 강성 노조가 노 

동자 그룹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코포라티즘은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하고 합의가 아닌 투쟁의 길이 강조됐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노동 내부에서도 파업 위주의     

200) Visser and Hemerijck, 1997, pp. 93-98.

201) Visser and Hemerijck, 1997,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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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대응보다는 임금 억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도 합리적 세력이 ·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목소리는 가격경쟁력을 통해 세계 시장. 

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교역 부문 노동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년에 이르면 산별노조의 지도자들이 인금인상 억제와 근로시간 단축1979

에 관한 정책 초안을 작성해 노동재단에 제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노동조합총연맹은 저임금 노동자와 사회보장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다른 강성 노조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202) 이처럼 년대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사회 1970

합의주의는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 듯했다 특히 조직이 점차 분화되면서 . 

노동세력의 힘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급진적 대응을 모색하게 되면서 결

국 노사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코포라티즘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년 월 바세나르 협약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1982 11 ‘ ’ . 

왜 년대 초반까지 갈등을 반복했던 노사가 년 월에 이르러서1980 1982 11

야 협약을 맺게 되었을까 많은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 

바세나르 협약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

립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였다.203) 년 월 선거에서 기민당의 당 1982 9

수였던 루버스 는 자민당과 연합해 연립정권을 창출했다(Ruud Lubbers) . 

네덜란드 사회경제 상황이 최악이었던 시기에 집권한 루버스 정부는 임

금의 지속적 상승이 여타의 문제들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따. 

라서 루버스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 ) 

때 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임금과 최저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을 동결” , 

하겠다고 선언했다.204) 다시 말해서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강 

202) Visser and Hemerijck, 1997, p. 98.
203) Rudy Andeweg, “From Dutch Disease to Dutch Model? Consensus 
Government in Practice,” Parliamentary Affairs, Vol. 53 (2000), pp. 697-709; 

Christa van Wijnbergen, Imposing Consensus: State Steering of Welfare and 
Labor Market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Ph.D. Thesis, Political Science,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2002; Thelen, 2014, p. 162.

204) de Volkskrant, November 5 and 13,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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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민당 정부의 압력은 노조. 

를 궁지로 몰았다 계속되는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있는 상. 

태에서 노조의 입장만을 주장할 명분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 

업집단 역시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205) 결 

국 이러한 정부의 압력 하에서 정부가 임금 안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

하기 이틀 전인 월 일 노사 대표인 판 베인과 빔 콕은 합의를 도출11 24 , 

했다 요컨대 바세나르 협약의 성공은 기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 , 

드 정당정치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다.206) 

네덜란드의 반응성 전략 시간제 일자리 창출2) 1: 

기민당의 반응성 이념적 유연성과 중재의 정치(1) : 

    세기 중반까지 네덜란드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가톨릭 중심의 20

하부문화를 뜻하는 기둥‘ (pillars, zuilen),’207) 그리고 이러한 가톨릭 문화들 

이 세분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퍼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기둥화‘ (pillarization, 

verzuiling)’208)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년대까지 가톨1960 릭

인민당 을 비롯해 반혁(Katholieke Volkspartij: KVP) 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 ARP), 기독교역사연맹(Christelijk Historische Unie: CHU)과 같은 네덜

란드 종교정당들은 전체 의석에서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립

205) Visser and Hemerijck, 1997, pp. 100-101.
206) Thelen, 2014, p. 162.
207)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중에서 김용철은 기둥 을 하위 정치공동체 로 (pillars) ‘ ’
번역한 바 있다 네덜란드 사회라는 큰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종교적 선호에 . 

따라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강조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김용철. , 
네덜란드의 정치문화와 코포라티즘 시민과 세계 제 호, 2 , 2002, p. 367. 「 」 『 』

208) 이옥연은 기둥화 를 종교적 균열구조와 정치 이념적 균열 구 (pillarization) “
조가 병렬된 균열 구조화 라고 번역했다‘ ’” . Rudy B. Andeweg and Galen A. 
Irwin, Governance and Politics of the Netherlands, 2nd edition (New York: 

이옥연 이민 통합과 굴절된 네덜란Palgrave Macmillan, 2005), pp. 23-28; , 「

드 합의제 정당정치 국제정치논총 제 집 제 호, 53 3 , 2013, p. 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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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네덜란드 정당별 득표율< 4-4> (1946-2006)

구분
KVP ARP CHU

PvdA D66 VVD
CPN PSP PPR

LPF
CDA(1977-) GrL(1989-)

1946 30.8 12.9 7.8 28.3 10.6
1948 31.0 13.2 9.2 25.6 8.0 7.7
1952 28.7 11.3 8.9 29.0 8.8 6.2
1956 31.7 9.9 8.4 32.7 8.8 4.8
1959 31.6 9.4 8.1 30.4 12.2 2.4
1963 31.9 8.7 8.6 28.0 10.3 2.8 3.0
1967 26.5 9.9 8.1 23.6 4.5 10.7 3.6 2.9
1971 21.8 8.6 6.3 24.6 6.8 10.3 3.9 1.4 1.8
1972 17.7 8.8 4.8 27.3 4.2 14.5 4.5 1.5 4.8
1977 31.9 33.8 5.4 18.0 1.7 0.9 1.7
1981 30.8 28.3 11.1 17.3 2.0 2.1 2.0
1982 29.4 30.4 4.3 23.1 1.8 2.3 1.7
1986 34.6 33.3 6.1 17.4 0.6 1.2 1.3
1989 35.3 31.9 7.9 14.6 4.1
1994 22.2 24.0 15.5 20.0 3.5
1998 18.4 29.0 9.0 24.7 7.3

2002 28.0 15.1 5.1 15.4 5.9
(SP) 7.0 17.0

2003 28.6 27.3 4.1 17.9 6.3
(SP) 5.1 5.7

2006 26.5 21.2 2.0 14.7 16.6
(SP) 4.6 5.9

(PVV)

출처( ): Wolfram Nordsieck, 出處 Parties and Elections in Europe (Norderstedt: 
Books on Demand, 2017), pp. 366-376.
주 정당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 ): . KVP( ), ARP( ), CHU(註
역사연맹 기독교민주당 노동당 자유민주주의 자유민), CDA( ), PvdA( ), D66( 66), VVD(
주주의당 네덜란드공산당 평화사회당 급진당 녹색좌파당), CPN( ), PSP( ), PPR( ), GrL( ), 

사회당 삠포르뚜완당 자유당SP( ), LPF( ), PVV( )

정부를 주도했다.209)

하지만 사회가 점차 탈종교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이른바 탈기둥화    

209) Ken Gladdish, Governing from the Centre: Politics and Policy-Making in 

the Netherlands (London: Hurs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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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진행됐고 이는 종교정당들의 득표율 하락으로 이(depillarization) 

어졌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 세 종교정당들의 득표율 . < 4-4> , 1946

합은 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년 선거에서는 51.5% 1972

를 얻는 데 그쳤다 견고했던 종교기반 지지집단이 감소함에 따라 31.3% . 

종교정당들은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세 종교정당은 년 . 1977

선거부터 기민당이라는 단일정당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취했다 둘째 정. , 

치지형에서 중도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좌우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 연

립정부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기민당은 년대 후반부터 노동당과 유. 1970

사한 득표율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민당과 그리고 때로는 , 

노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내각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기반이 이탈하는 탈종교화     

현상은 기민당에게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였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 기민당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지지그룹을 확보해야 했다 기민당은 시간제 일자리 창. (part-time works) 

출을 선호하는 서비스 부문과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맺음으로써 탈산업

화 시대 유권자 분포의 변화에 대응해 나갔다.210)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는 년대 이후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1970

급증했다 년부터 년까지 한 세기 동안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 1860 1960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전체 노동가능. , 

인구 중에 남성은 여성은 정도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왔다 하, 90%, 30% . 

지만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했다 우선 . 

여성의 교육 수준과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

회비용이 증가했다.211)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증가했다 예컨대. , 

년과 년을 비교할 때 기술발전 덕분에 네덜란드에서 가사노동1950 1990 , 

210) Thelen, 2014, p. 159.
211) Wim Groot and Hettie Pott-Buter, “Why Married Women’s Labor Supply 

in the Netherlands has Increased,” De Economist, Vol. 141, No. 2 (1993), pp. 

23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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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시간이 일주일 기준으로 시간에서 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70 30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212)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이 가사노 

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북유럽 국가    , 

들에 비해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년 기준으로 네. , 1996

덜란드에 세 이하의 아동을 장시간 돌봐주는 보육시설은 에 불과했3 8%

다 이는 같은 기간 덴마크의 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치였. 48%

다.213) 이런 상황에서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 

에 보육을 감당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시간제 일자리는 자녀가 있는 여

성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년에 이르면 . 1997

출산 이전에 정규직이었던 여성 노동자들 중에 정규직으로 남은 여성은 

에 불과했고 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선택한 반면 는 15% , 25% , 60%

시간제 일자리로 변경했다.214)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과 달리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네덜란드 노조, 

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215) 네덜란드 노조는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보호 

와 임금 측면에서 열등한 직업으로 취급했다 네덜란드 노조가 정규직 남. 

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만큼 노조는 주로 정규직 노동, 

자들의 선호를 대변했던 반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 

것이다 실제로 년대 중반까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노조인 노동조합. 1990

총연맹 기독노조연맹 그리(FNV), (Christelijk Nationaal Vakverbond: CNV), 

고 사무관리직노조연합 조합원의 (Vereniging van Hoger Personeel: VHP) 

가 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남성 조합원의 비율도 에 달했다95% , 77% .216) 

212) Kea Tijdens Tanja van der Lippe, and Esther de Ruijter, Hu ishoudelike 
arbeid en de zorg voor Kinderen 재인용 (The Hague: Elsevier, 2000), p. 9 ( : 

V isser, 2002, p. 27).
213) Jill Rubery, Collett Fagan, and Mark Smith, Women and European 
Employment: Trends and Prospects (London: Routledge, 1999).

214) Visser, 2002, p. 27.
215) Visser, 2002, p. 29.

216) Visser and Hemerijck, 1997,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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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네덜란드 시민들의 이슈별 우선순위< 4-5> (1971-1994)

구  분 1971 1972 1977 1981 1986 1989 1994
농업 경제, 4.1 3.0 7.2 19.0 11.8 4.8 6.0

민주주의 5.6 10.1 4.4 6.4 6.7 6.5 9.8
법 질서 종교, , 3.5 2.8 5.5 6.8 7.7 7.9 18.1

오염 21.2 16.0 5.7 2.6 3.9 30.7 6.9

사회복지 7.8 6.3 6.6 4.5 8.8 7.3 15.5
세금 9.5 17.4 14.4 3.6 3.9 5.6 2.3

실업률 3.1 9.9 31.0 37.2 30.5 16.6 16.1

출처 각 연도( ):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Studies Data Source Book, .出處

기민당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자 시간제 일자리에 반대했    

던 기독노조연맹 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선호를 갖(CNV)

게 된 기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재의 정치를 발휘해야 했다 전후 . 

탈종교화 탈기둥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던 기, 

민당은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년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기민당은 일자리 창출을 최1982

우선 정책으로 선정했다 당시 기민당 대표였던 루버스 총리는 같은 해 . 

월 정부정책 성명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수입보다 중요하다 고 강11 “ ”
조했다.217) 실제로 당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네덜란드 시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예를 들면 표 가 보여주듯이 실업률에 대한 유권자. , < 4-5>

들의 관심은 년 에서 년 로 급증했다 실업률에 대한 1971 3.1% 1981 37.2% .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같은 해 다른 이슈들과 비교하면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년에 실업률 다음으로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 1981

농업 및 경제 분야로 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법 질서 종교가 19% , · ·

민주주의가 사회복지가 순이었다6.8%, 6.4%, 4.5% .

물론 노동당 역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년대 초반까지 노    1980

동당의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일자리 

217) Green-Pedersen, 2002,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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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218)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중 

시했던 기민당은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219) 

년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민당 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 1980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기민당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장려했다 실제로     , . 1982

년 월 일 기민당이 주도하는 네덜란드 의회는 바세나르 협약의 정신12 12

을 담은 이른바 포괄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핵심 내용(umbrella law) . 

은 임금 물가 연동제를 유예시키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이를 - , 

통해 네덜란드는 고용창출의 동력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다.220) 앞서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네 < 4-2> , 

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년 에서 년 로 두 배 이1983 18.5% 2010 37.1%

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회원국들의 평균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 OECD 

에서 로 겨우 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할 때 네덜란드의 시13.6% 16.6% 3% , 

간제 일자리가 실업률 해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

다.221) 

    둘째 기민당 정부는 장애보험, (WAO) 대상을 축소해 노동시장 참여율

을 높이고자 했다.222) 네덜란드에서 장애보험은 오랜 기간 고령 노동자 

들이 노동시장에서 탈출하는 주요 통로였다 예컨대 년 기준으로 . , 1987

세에서 세 사이의 네덜란드 임금노동자 만명당 장애보험 수혜자는 55 64 1

명으로 벨기에 명 서독 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특히 980 434 , 262 . 1986

년에는 세에서 세 보험가입자 중에 장애보험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55 64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223) 이것은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나 의료 수준이 주변 복지국가보다 낙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보험, 

218) Seeleib-Kaiser (eds.), 2008, p. 139.  
219) CDA, “Om een zinvol bestaan,” CDA Programm’s Twede Kamerverkiezingen 

(Den Haag: CDA, 1982), p. 8.
220) Visser and Hemerijck, 1997, pp. 28-35; Visser, 2002, p. 30.
221) 검색일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 : 2018.3.25.)
222) Seeleib-Kaiser (eds.), 2008, p. 142.

223) Visser and Hemerijck, 1997,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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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혜 기준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었다.224) 이러한 장애보험을 통 

해 네덜란드의 고령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떠나있으면서도 많은 혜택

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 

없었던 것이다. 

년 선거에서 연립정부 파트너를 자민당에서 노동당으로 바꾼 기    1989

민당 정부의 루버스 총리는 년 가을 네덜란드는 병들었고 강력한 1990 “
처방 이 필요하다 면서 장애보험 수혜 기준을 대폭 강(tough medication) ”
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25) 오랜 논의를 거친 후 년 월 기민당 정부 1991 7 , 

는 장애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세까지 최종 임금. 65 ‘ ’
의 를 받아왔던 기존 정책을 최저 임금 의 로 줄이고 그 수혜 70% ‘ ’ 70%

기간도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네덜란드 기민당 정부의 고용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했던     

실업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기민당의 정책과 비교하면 큰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기민당 정부의 고용정책은 사. 

회적 가톨릭주의 와 그 보충성의 원칙(social Catholicism) (subsidiarity 

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principle) .226)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개 ‘
인 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했던 노동당과 달리 기민당은 가톨릭 전통’ , 

을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 즉 남성이 주생계원인 가족을 전(familialism), ‘ ’
형적인 사회 기본 단위로 간주했다.227) 이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편입되기보다는 가사노동에 집중했음을 의미한다.228) 

224) Leo J. M. Aars, Richard V. Burkhauser, and Philip R. De Jong, Curing the 
Dutch Disease: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D isability Policy Reform 
(Aldershot: Avebury, 1996).

225) Green-Pedersen, 2002, p. 103; Anton Hemerijck and Ive Marx, “Continental 
Welfare at a Crossroads: The Choice between Activation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in Belgium and the Netherlands,” Bruno Palier (eds.), A 
Long Goodbye to Bismarck? The Politics of Welfare Reform in Continental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p. 133.

226) Kees van Kersbergen, Social Capitalism: A Study of Christian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227) Esping-Andersen, 1999, pp. 83-84.

228) Jane Lewis,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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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거 기민당 고용정책의 핵심은 남성 가장의 정규직 일자리    

를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가계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남성 가. 

장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에 관대한 연금급여를 연계시, 

킴으로써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 

업문제 역시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주의로 풀어왔다 예컨대 청년실업 . , 

문제는 가족 부양을 통해 지원 받도록 하거나 노령 세 남성의 경, (55-64 ) 

우는 조기퇴직이나 실업보험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업

률을 관리했다.229)

그런 면에서 년대 이후 루버스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존 기민당    1980

이 추진했던 정책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 

러한 기민당의 변화는 종교를 매개로 했던 기존의 지지기반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새롭게 급증하는 외부자들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받

아들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탈산업화 사회로 넘. 

어오면서 남성 중심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해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들

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사노동에 집중했던 여성들을 비롯한 실. 

업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민당 정부의 급격한 . 

정책적 변화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 속에

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민당의 새로운 고용정책은 시간제 근. , 

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 및 

실업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230)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과정에서 루버스 정부는 기민당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기독노조연맹 의 반대를 극복하면서 시간제 일자리 (CNV)

창출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년대를 지나면서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 1970

라 노조는 회원 감소에 직면해야 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년대 초반 . 1980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2, No. 2 (1992), pp. 159-173.
229) Martin Kohli, Martin Rein, Anne-Marie Gu illemard and Herman van 
Gunsteren (eds.), Time for Retirement: Comparative Studies of Early Exit 
from the Labour For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30) Thelen, 2014,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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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노조 내부로 여성 중심의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그 결과 기독노조연맹은 기. 

존의 정규직 남성 중심의 고용정책을 옹호하던 시각에서 점차 탈피해 시

간제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방향

으로 전환했다.231)

노동당의 반응성 노동당의 기민당화(2) : 

년대 중반까지 네덜란드 노동당은 기민당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1980

대립 전략 을 펼쳤다(polarization strategy) .232) 기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 

으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노동당은 기민당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 

신을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만들고자 했다 예컨대 당시 노동당의 . , 

고용정책은 전형적인 좌파정당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었다 즉 정부 지. , 

출을 확대해 실업자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233) 

하지만 노동당의 대립 전략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년과     . 1977 1982

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기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연립정부는 

여전히 기민당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것이다 이는 정치지형에서 중도에 . 

위치한 기민당이 연립정부 파트너로 자신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자민당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이념적으로 좌파적 색체를 강조했던 노동당은 , 

연합할 수 있는 정당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노동당은 연립 정부 참여 와 득표율 확보    (office seeking) (vote 

간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우리 노동당은 계속해서 강력한 대립 seeking) . “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입장을 좀 더 완화해서 다음 연립정부, 

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가?”234) 이 문제를 두고 몇 차례 격렬한  

231) Visser and Hemerijck, 1997, p. 87.
232) Philip van Praag Jr., "Conflict and Cohesion in Dutch Labour Party,” David 
S. Bell and Eric Shaw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Western European 
Social Democratic Parties (London, New York: Pinter Publishers, 1994), pp. 
135-136; Green-Pedersen, 2002, p. 99.

233) Seeleib-Kaiser (eds.), 2008, p. 137.



- 104 -

당내 토론을 거친 뒤 노동당은 사회경제 정책에 있어서 보다 실용적으, 

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노동당은 기민당의 정. , “
당지도자 당원 그리고 유권자들 모두에게 연립정부의 파트너로 받아들, , 

여질 수 있을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235) 실제로 노동당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민당의 강령에 맞춰 노동시장정책을 근본적으

로 바꿨다 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선거 캠페인 강령에서 노동당. 1994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와 같은 선거 경쟁 구도 하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도한 보상   “ , 

은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또한 현재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천박한 케인즈주. 

의 정부 지출 증대 재정 적자 인정 평가절하를 통한 인플레이션 관리 는 경( , , )

제적 자살행위다.”236) 

요컨대 년대 중반 이후 네덜란드 노동당의 고용정책은 노동당의 , 1980 ‘
기민당화 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Christian democratization of the PvdA)’
다.237) 이러한 수렴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노동당은 기민당의 파트너 

로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있었다. 

루버스 정부에서 노동당은 기민당과 함께 장애보험 개혁에 앞장섰    

다 하지만 년 월 장애보험 개혁안을 발표한 이 후 노동당은 안팎. 1991 7

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우선 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후원 조직이었던 . 

네덜란드 노동조합총연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

했다 특히 년 월 일 헤이그에서의 반대 시위는 주최측 추산으로 . 1991 9 17

약 만 명이 참여해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업으로 기록될 100

정도였다.238) 특히 연립정부를 주도한 것은 기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4) Green-Pedersen, 2002, p. 99.
235) van Praag Jr., 1994, p. 141.
236) PvdA, “Wat mensen bindt,” Verkiez ingsprogramma Tweede Kamer 1994- 

1998 (Amsterdam: PvdA, 1994), p. 19.
237) Seeleib-Kaiser (eds.), 2008, p. 150.

238) Green-Pedersen, 2002,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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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험 축소에 대한 비판은 노동당에게 훨씬 더 가혹했다 노동당의 . 

당원 해약이 급증하면서 전체 당원의 이 당을 떠났고 여론조사에서1/3 , 

도 지지율이 반토막났다 그만큼 노동당을 지지했던 당원들과 유권자들. 

은 장애보험과 같은 복지정책을 지켜내는 것이 노동당의 역할이라고 생

각해왔던 것이다.239)

그러자 노동당 내부에서도 장애보험 축소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    

기됐다 당내 급진 세력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데 로우. (Van der 

는 실용적인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세력을 모아 탈당하겠Louw)

다고 위협하였고 당 대표였던 빔 콕의 사퇴를 주장했다.240) 하지만 콕  

대표는 이런 반대파의 비판에 정면 승부로 응수했다 장애보험 개혁안에 . 

대한 지지여부를 자신의 대표직과 연계해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한 것이다 결과는 콕 대표의 승리였다 에 해당하는 당원들이 콕 대. . 80%

표의 개혁 방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 후 장애보험에 대한 . 

당내 반발은 일단락되었고 노동당은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장애보험 수혜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호 받아왔던 

내부자들이었던 만큼 그 규모와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241) 노동당의 뷔르메이어르 (Flip 

의원을 의장으로 총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 청문회는 훗Buurmeijer) 9

날 뷔르메이어르 청문회 로 명명될 정도로 장애보험 개혁에 결정적인 ‘ ’
영향을 주었다 뷔르메이어르 청문회에는 장애보험과 관련된 전 현직 . ·

장관들과 정치인들 관료들 그리고 기업집단과 노동집단 대표자들 명, , 79

239) Hillebrand and Irwin, 1999, p. 131.
240) van Praag Jr., 1994, p. 145.

241) 그린 페더슨 은 청문회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집단들로부터 - (Green-Pedersen)
장애보험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동력으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이를 정당화 전략 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justification strategy)’ . 

Green-Peres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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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장애보험 프로그램을 관리. 

해왔던 사회보장위원회 와 산업보험협회(the Social Security Council) (the 

가 자신들 조직의 존재 이유를 합리화하Industry Insurance Associations)

기 위해 장애보험을 매우 방만하게 운영해왔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 청. 

문회 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전달되면서 장애보험 

축소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242)

네덜란드의 반응성 전략 유연안정성과 이민정책3) 2: 

보라색 정부의 등장(1) 

년 선거는 네덜란드 정치지형을 크게 바꿔 놓았다 년 이후     1994 . 1918

한 번도 빠짐없이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기민당이 배제된 것이다 대신 . 

노동당 자민당 그리고 민주 세 정당이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 66 .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축에 있던 노동당 적색과 자민당청색이 처음으로 ( ) ( )

함께 연립정부에 참여했다는 뜻에서 이 정부를 보라색 정부 라고 불렀‘ ’
다.

년 선거에서 기민당의 득표율은 기존 에서 로 급락    1994 35.3% 22.2%

했다 의석수가 기존 석에서 석으로 줄어들면서 기민당은 석을 확. 54 34 37

보한 노동당보다 의석수가 작아졌다 이러한 기민당의 참패는 일차적으. 

로 내부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측면이 컸다 년부터 . 1982

년까지 연립정부를 이끌어왔던 루버스 총리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후1994

계자로 브링크만 을 세웠다 그런데 브링크만 지명 후 이(Elco Brinkman) . 

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루버스 총리까지 나서 브, 

링크만을 비난하면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설상가상으. 

242) Visser and Hemerijck, 1997, pp. 144-145; Erik de Gier, Roger Henke, and 
Jacqueline Vijgen, “The Dutch Disability Insurance Act (WAO) and the Role 
of Research in Policy Change,” ASSR Working Paper, 03/02, 2003,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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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민당의 경제파트 공약을 총괄했던 콜나르 교(Adrianus H. Kolnaar) 

수가 당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노인 대상 연금들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콜나르 교수가 감축하려고 했. 

던 연금들이 일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생 힘

든 노동을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브. 

링크만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

써 문제를 더욱 키웠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선거 기간 내내 큰 이슈가 , 

됐다 결국 당내 갈등의 심화와 이슈 관리에 실패하면서 기민당은 급격. 

한 지지율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43)

반면 민주 과 자민당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다 최종적으로 노동    , 66 . 

당 석 기민당 석 자민당 석 그리고 민주 이 석을 확보하면서 37 , 34 , 31 , 66 24

어떤 두 정당이 연합하더라도 과반의석인 석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75 . 

런 상황에서 연립정부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은 민주 이 맡았다 민주66 . 66

의 대표인 판 밀로 는 이전 연립정부였던 기민당 노동(Hans van Mierlo) -

당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노동당과 자민당에 기민당

을 제외한 연립정부를 제안했다 이러한 민주 의 제안에 노동당과 자민. 66

당 두 정당이 응하면서 보라색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다, .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 보라색 정부는 큰 틀에서 기민당이 주도했던     

이전 정부들의 흐름을 이어받았다 보라색 정부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실제로 보라색 정부의 핵심 슬로건은 일자. ‘
리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였다 특, , !(Jobs, jobs, and more jobs!)’ . 

히 보라색 정부는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 축소 라는 기‘ ’
존 기민당 정부의 원칙을 계속 유지했다.244) 예컨대 보라색 정부는 뷔르 , 

메이어르 청문회의 권고사항 즉 장애보험의 엄격한 집행과 감독을 통한 , 

243) 년 선거에서 기민당 내부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1994
할 것. Jan Kleinnijenhuis and Jan A. de Ridder, “Issue News and Electoral 
Volat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 Effects during the 1994 Election 
Campaign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3, No. 3 (1998), pp. 413-437.

244) Green-Pedersen, 2002,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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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대부분을 입법화했고 실업수당 자격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었으며 세 미만의 가족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폐지했다, 65 . 

하지만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소극적인 개혁만으로 노동시장 참여율    

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보라색 정부는 .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다 보라색 정부에 의해 추진된 노동시장정책은 .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여 이후 유연안정성(flexicurity)

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선 안정성의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를 대상

으로 한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 이 후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의 .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자들은 임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근로조건들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년 통과된 근로시간차별금지법. 1996 (Wet Verbod Onderscheid 

Arbeidsduur: WVOA)은 시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간외수당 휴가 연금, , , , ,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에서의 . 

시간제 근로는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로 받

아들여졌다.245)

둘째 년에는 파견노동자 역시 임금 연금 직업    , 1999 (agency worker) , , 

훈련 고용 보호 등과 관련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 

이른바 유연안정성 법 이 통과됐다‘ (flexicurity law)’ .246) 이 법은 년  1995

245) Wim van Oorschot, “Balancing Work and Welfare: Activation and Flexicurity 
Policies in the Netherlands, 1980-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3, No. 1 (2004), p. 20; Keizer, 2011, p. 153.

246) Sonja Bekker and Ton Wilthagen, “Europe’s Pathways to Flexicurity: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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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사회고용부(the Dutch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에서 작성한 유연성과 안정성 보고서를 기반으‘ (flexibility and security)’ 
로 입안된 것이다.247) 이 보고서는 주 이상 고용이 지속될 경우에 파 26

견업체와의 계약은 영구적인 정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파견노동자

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또한 호출노동자 의 경우에도 . (on-call worker)

매 호출시마다 최소 시간의 임금을 보장해 나름대로의 최저임금을 확보3

하도록 했다.248)

한편 이 보고서는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규    . 

직의 해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안정기관의 해고. 

통지절차를 단축하고 해고 예고기간도 개월에서 원칙적으로 개월 최, 6 1 , 

소 개월로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기간제 계약의 경우에도 기존에4 . 

는 기간제 계약이 한 번만 연장되더라도 영구계약으로 전환되었지만 이, 

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번의 연속적 계약 이후 혹은 년간 연속 계약이 3 3

유지될 경우에 영구계약으로 전환될 것을 제시했다.

셋째 년에 통과된 근로시간조정법    , 2000 (Wet Anapassing Arbeidsduur: 

은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WAA)

었다 이 법은 정규직 노동자가 원한다면 근로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 

뿐만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들도 희망하는 경우 정규 근로시간을 선택할 ,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업무 자율성을 부여

했다.249) 이처럼 보라색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Presented from and to the Netherlands,” Intereconomics, Vol. 43, No. 2 (2008);  
Keizer, 2011, pp. 162-163.

247) 빌트하겐 트로스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Ton Wilthagen) (Frank Tros), , 「 」․
국제노동브리프 제 권 호 , 6 3 (2008), p. 19.『 』

248) Lans Bobenberg, Ton Wilthagen, and Sonja Bekker, "Flexicurity: Lessons and 
Proposals from the Netherlands," CESifo DICE Report, 2008, pp. 10-11.

249) Jelle Visser, Ton Wilthagen,  Ronald Beltzer, and Esther Koot-vander Putte, 

“The Netherlands: From Atypicality to Typicality,” Silvana Sciarra, Paul 
Davies, and Mark Freedland (eds.), Employment Policy and the Regulation of 
Part-time Work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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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법안들을 입안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상당 부분 ,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다.250)

유연안정성과 반응성의 정치(2) 

분명 보라색 정부는 기민당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큰 차    

이가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보다 구심력과 중재의 정치가 잘 작동했다. 

는 점에서는 보라색 정부는 여전히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의 전형적

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보라색 정부의 등장 자체가 구심. 

력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덕분이었다 년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 1970

에서 노동당과 자민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년대 중반부터 두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간. 1980 ·

극은 크게 줄어들었다 노동당과 자민당이 동시에 연립정부에 참여한 적. 

은 없었지만 각각 기민당이라는 중도정당의 파트너로 연립정부에 참여, 

하면서 정책적으로 점차 기민당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수렴해왔던 것이

다.251) 

보라색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정책들의 상당수가 기민당이 주도했던     

기존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구심력으로 인해 정당 간 

사회경제 정책들이 상당 부분 수렴된 덕분이었다.252) 일부 연구들은 네 

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노

동당과 같은 좌파정당들이 간헐적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한 덕분이라고 분 석

하기도 한다.253) 물론 노동시장에서 외부자를  보호해왔던 노동당의 전통 

250) Janneke Plantenga, “Combining Work and Care in the Polder Model: An 
Assessment of the Dutch Part-time Strategy,” Critical Social Policy, Vol. 22, 
No. 1 (2002), p. 59.

251) Paul Pennings, “The Utility of Party and Institutional Indicators of Change 
in Consociational Democracies,” Luther and Deschouwer (eds.), 1999, pp. 
20-40; Seeleib-Kaiser (eds.), 2008.

252) Seeleib-Kaiser (eds.), 2008.

253) Iversen and Soskice, 200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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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네덜란드 내각별 내부자성 강화 정책들< 4-6> (1982-2006)

내각
집권기간( ) 개혁 정책

루버스 내각
기민당 자민당-
(1982-1989)

임금정책
- 물가 임금연동제 폐지 공무원 임금 삭감- , 
고용정책
- 근로시간 축소 시간제 근로 확대, 
사회정책
- 실업보조금 축소

루버스 내각
기민당 노동당-
(1989-1994)

임금정책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 차별 규정을 폐지- 

고용 및 사회정책
- 경제활동참가율 증진 위한 장애보험 축소

콕 내각
노동당 자민당- -

민주66
(1994-2002)

임금정책
근로시간차별금지법- (WVOA)

고용정책
- 근로시간조정법 유연안정성법(WAA), (flexicurity law)
사회정책
- 실업보험 수급 자격 요건 강화

발켄엔데 내각
기민당 자민당- -

민주66
(2002-2006)

고용 및 사회정책
- 생애주기제도 통해 개인적 상황을 (Levensloopregeling) 

고려해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유도
- 실업보험 혜택 축소

출처 다음 연구들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하였음( ): . Visser and Hemerijck, 1997; 出處
Hemerijck and Marx, 2010, pp. 129-155; Barbara Vis, Kees van Kersbergen, and 
Uwe Becker,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Reform in the Netherlands: Explaining 
a Never-Ending Puzzle,” Acta Politica, Vol 43, No. 2-3 (2008), pp. 333-356.

적인 역할을 애써 축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외부자를 보. 

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상 기민당이 주도한 이전 정부들의 연장선상

에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 네덜란드 기민당 과학연구소. 

에 상근하는 선임 경제학자 시(Wetenschappelijk Instituut voor het CDA)

흐만 교수는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민당이 지속적(Arjen Siegmann) 

으로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보라색 정부의 유연안

정성 정책들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254)

실제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대부터 기민당 정부 주    < 4-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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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에 진행된 각종 내부자성 강화 정책들은 년대 보라색 정부뿐만 1990

아니라 년 다시 기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 후까지 큰 틀의 흐름을 유2002

지했다 예컨대 기민당 루버스 정부는 년 정규 근로시간의 이하. , 1993 1/3 

인 직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던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 차별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시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했

다.255) 또한 보라색 정부의 유연안정성 법안들은 년 발켄엔데 2002 (Jan 

를 수상으로 하는 기민당 정부가 다시 집권한 이후에Peter Balkenende)

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256) 결국 보라색 정부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연안정성 법안들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

었던 것은 단순히 좌파정당의 연립정부 참여 덕분이라기보다는 기민당이

라는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결과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보라색 정부 시기에 유연안정성 법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는 새롭게 급증한 시간제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점차 정규직 ?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요구하면서,257) 기민당과 노동당 등 주요 정당들이  

이러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 덕분이었다 그림 는 네덜란드 서비. < 4-4>

스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나타낸다 유로바로미터 데. (Eurobarometer) 

이터는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분포를 직업군, 

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네덜란드 서비스 노동자들. 

의 이념 성향을 살펴볼 수 있다 부터 까지의 척도를 두고 에 가까울. 1 10 1

수록 더 진보적이고 에 가까울수록 더 보수적이다10 . 

그림 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네덜란드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    < 4-4> , 

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물어본 결과 중도인 

5 주위에서 평균값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년부터1988  년 사이에2002 설문에 응한 모든 서비스  

254) 인터뷰 날짜 및 장소 네덜란드 헤이그 기민당 당사: 2018.1.10. (Den Haag) .
255) Hemerijck and Marx, 2010.
256) Vis, van Kersbergen, and Becker, 2008.
257) Jelle Visser, “Flexibility and Security in Post-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The Case of the Netherlands,” Stone and Arthurs (eds.), 2013,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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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네덜란드 서비스 노동자 정치 선호< 4-4> (1988-2002)

출처( ): The Manheim Eurobarameter Trend F ile 1970-2002.出處
주( )1: 註 유로바로미터 데이터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부터 1

으로 구분하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보수적인 것으로 조사했다 왼쪽 그림은 10 . 
정치적 선호도의 연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낸 것으로 유로바로미터 데이
터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년부터 분석했다1988 .

주 오른쪽 그림은 년부터 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설문에 응한 서비스 ( )2: 1988 2002註
노동자들의 전수를 점으로 표시한 것으로 중간값인 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있5
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호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많은 서비스 노동

자들이 정치적 이념 성향 척도에서 에서 사이 즉 중도적 성향을 중4 6 , 

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양 극단으로 갈수록 분포 집중도가 현저하게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네덜란드 서비스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호는 . , 

이념적으로 좌파나 우파에 편중되어 있기보다는 중도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만큼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정당의 선호도 변할 . 

수 있는 투표 유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서비스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트    

타임 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만큼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들에 비해 , 

임금을 비롯해 휴가 성과급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은 풀타임과 , . 

파트타임 노동자 간의 대우를 좀 더 공평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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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시작했다 이런 요구는 특히 년대부터 조직력을 갖춘 공공 부. 1990

문 여성 파트타임 노조로부터 강하게 터져 나왔다.258) 년대 중반으 1990

로 접어들면서 전체 일자리의 정도를 파트타임 서비스 노동자들이 40% 

차지하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당들은 이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년대로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년대의 분    1990 1980

위기가 사회복지 등과 같은 분배 이슈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표 를 . < 4-5>

보면 년대까지 를 넘었던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년에는 , 1980 30% 1994

로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년 에서 년 16.1% , 1981 4.5% 1994

로 배 이상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네덜란드의 언론보15.5% 3 . 

도를 보더라도 이런 사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예컨대 년대 선. , 1980

거에서 주요 관심 이슈는 재정적자 세금 일자리 창출과 같은 우파적 , , 

내용이 주를 이뤘던 반면,259) 년 선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1994

는 내용은 사회보장 최저 임금 임금 불평등 노인 연금 등과 같은 좌파, , , 

적 내용이었다.260) 당시 진보적 이슈는 네덜란드 주요 언론 보도의  30%

를 차지했고 보수적 이슈나 기독교 윤리 등과 관련된 이슈는 각각 22%

와 에 그쳤다2% .261)

네덜란드 정당들은 이러한 유권자 선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 

앞서 살펴본 기민당 정부의 년 최저임금 확대정책을 시작으로 보라1993

색 정부 하에서 일련의 유연안정성 정책들이 입안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에 정당들이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이었다.262) 특히 기민당 중심의  

구심력과 중재의 정치가 작동하면서 보라색 정부 하에서도 기존 기민당 

정부가 중시했던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유연안정성 정책이 

258) Visser, 2013, p. 146.

259) Jan Kleinnijenhuis and Jan A. de Ridder, "Parties, Media, the Public and 
the Economy: Patterns of Societal Agenda-sett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28 (1995), pp. 95-118. 

260) Kleinnijenhuis and de Ridder, 1998, pp. 413-437.
261) Kleinnijenhuis and de Ridder, 1998, p. 425.

262) Visser, 2013,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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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발전되었고 다시 기민당이 정권을 되찾은 후에도 이러한 정책 기· , 

조가 지속될 수 있었다 요컨대 년대부터 네덜란드에서 노동시장 . , 1990

외부자들 즉 실업자와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유연, 

안정성 정책들이 정권의 변화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등장한 배경

에는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정책과 반응성의 정치(3) 

최근 유럽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와 극우정당의 부상이다.263)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장 외부자이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시장 외부

자와 경쟁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축의 갈등구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

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 갈등축은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하는 극우정. 

당들이 쟁점화시키면서 정치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 

러한 이민정책 분석은 본 연구의 관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저숙, 

련 서비스업 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간의 대립은 노동시

장 외부자들 간에 나타나는 새로운 갈등축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기존 , 

정당들의 반응성 정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어느 나라, 

보다 관용과 개방을 존중해왔던 네덜란드에서 년대에 들어 왜 극우2000

정당이 부상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라색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실시된 년 선거에서 가장 큰 주    2002

목을 받은 정당은 반이민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극우 신생정당 삠포르뚜, 

완당 이었다(Lijst Pim Fortuyn: LPF) .264) 삠포르뚜완당은 창당 이 후 첫  

263) Jytte Klausen, The Islamic Challenge: Politics and Religion in Wester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iero Ignaz i,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64) Pytrik Schafraad, Peer Scheepers, and Fred Wester, “Media Attention to 
Fortuyn and LPF during the 2002 Elections,” in Ruben P. Koning, Paul W.M. 

Nelissen and Frank J. M. Huysmans, Meaningful Media: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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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무려 의 득표율을 얻어 기민당에 이은 원내 제 정당으로 17.0% 2

급부상했다 이는 단순히 선거 일 전 발생한 당 대표 삠 포르뚜완의 암. 9

살에 따른 동정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선호 변화를 삠포르뚜완당이 반영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집단 간의 협의를 강조해왔던 네덜란드 정치는     

자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의 다

문화정책을 추진했다.265) 예컨대 네덜란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 

자녀들이 모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모국어 교육을 지

원할 뿐만 아니라 종교행사와 문화행사를 위한 사회시설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펼쳤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러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했던 이유는 .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무슬림 이주자들은 주로 장기적인 거주보다는 일, 

시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이었다.266)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 년 기준으로 네덜    2010

란드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이 약 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특히 그 20% . 

중의 절반 이상은 비유럽인 출신이었다.267) 문제는 외국인 거주자 비중 

과 체류 기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여

전히 외국인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거주, 

자들의 네덜란드 사회로의 참여를 오히려 배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Research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ijmegen: Tandem Felix, 

장붕익 핌 포르퇴인 이 네덜란드정치에 미친 영향2009); , (Pim Fortuyn) , 「 」
연구 제 호EU 27 , 2010, pp. 155-179.『 』 

265) Jan Willem Duyvendak and Peter Scholten, “Questioning the Dutch Multicultural 
Model of Immigrant Integration,” Migrantions Societe, Vol. 21, No. 122 (2009), pp. 
77-105.

266) Ben Spiecker and Jan Steutel, “Multiculturalism, Pillarization and Liberal 
Civic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5, No. 3 (2001), pp. 293-304.

267) Tinka M. Veldhuis and Titia van der Maas,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Nethelands: From Multiculturalism to Assimilation?,” in Michael Emerson 
(eds.), Europe and its Muslims: In Search of Sound Societal Models (Brussels: 

CEPS, 2011),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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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268) 실제로 년에 네덜란드의 외국인 실업률은 내국인의 배 1999 5.4

나 되었고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이 이주자들을 위해 지출될 정도였, 

다.269) 이에 따라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불만을 갖는 네덜란드 시민들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다문화 보호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 흐름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다 앞서 . 

살펴본 바와 같이 년대 이후 네덜란드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시간, 1980

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문화 정책은 오히려 , 

외국인 거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다 그런 면에서 삠 포르뚜완이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하지 못하는 이주. ‘
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를 강조했을 때 적지 않은 시민들로부터 지지’ , 

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문화적 다양성 측면

이 아니라 본인의 생계 문제와 연결시키는 네덜란드 시민들의 증가가 , 

자리잡고 있었다 예컨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 , 

이민자들이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의견은 년 1988

에서 년 로 급증했다55% 2002 68% .270) 

년간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던 기민당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여론     8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민당은 년 선거에서 제 당으로 복귀. 2002 1

한 이 후 삠포루뚜완당 및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외국인 거주자, 

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문화정책에서 동화정책으로 전환했다 다시 말해. 

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국의 문화를 지키도록 돕기보다, 

는 네덜란드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회통합정

책을 추진했던 것이다.271) 예를 들면 기민당 정부는 년 국적법 개 , 2003 ‘ ’ 

268) Veldhuis and Maas, 2011, p. 38.
269) Christian Joppke, “Beyond National Models: Civic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Vol. 30, No. 1 (2007), 
고상두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p. 6; , : , , 「

례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제 호, 46 2 , 2012, p. 249.」 『 』 

270) 장붕익 NRC Handelsblad, 18 January, 2003; , 2010,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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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비롯해 년 해외사회통합법 년 외국인 거주자 사회통합2006 ‘ ’, 2007 ‘
법 등을 통과시켜면서 네덜란드의 입국과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들에게 언어시험과 사회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했다.272)

반면 보라색 정부를 이끌었던 노동당은 유럽 통합과 유로화 도입에     ,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민과 통합정책에 대한 정부 내 다른 정당들

과의 합의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273) 다만 국제적 연대를 무시 

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조하는 삠 포르뚜완을 비판하는 데에는 한목

소리를 냈다 하지만 년 선거에서 참패한 이 후 노동당의 최고위원. 2002 , 

이었던 바우터르 보스 는 노동당은 삠포르뚜완당의 높은 지(Wouter Bos) “
지율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고 고백하면서 이주자 ” ,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 변화 필요성을 인정했다.274) 다시 말해서 삠 , 

포르뚜완당의 부상을 계기로 노동당은 외국인 거주자 문제를 단순히 외

국인혐오증과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

회통합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275) 

삠포르뚜완당의 부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생정당은 기존의 이념으로    

271) Rinus Penninx, “Dutch Immigrant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Van Gogh 

Murder,”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Vol. 7, No. 2 
(2006), pp. 241-254; Maarten P. Vink, “Dutch Multiculturalism beyond the 
Pillarisation Myth,”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5, No. 3 (2007), pp. 337-350; 
고상두 이옥연, 2012; , 2013.

272) 년 개정된 국적법은 귀화하려는 외국인에게 언어 및 통합 시험을 의무화 2003
하도록 했으며 네덜란드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혼외 출생한 신생아가 자동적, 

으로 네덜란드 국적을 얻을 수 있었던 선택권을 소멸시켰다 년 통과된 해. 2006
외사회통합법은 네덜란드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전 통
합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년 외국인 거주자 사회통합. 2007

법은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회통합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만약 기한 내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체류 허가가 제한되거. , 
나 벌금 등을 내야하는 제재 조항을 두었다 네덜란드의 국적법 변천사에 대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이옥연. , 2013, pp. 535-536.
273) Gallya Lahav,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Does It Matte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7, No. 10 (2004), pp. 
1151-1183.

274) 장붕익 NRC Handelsblad, 21 September, 2002; , 2010, p. 172.

275) 장붕익 , 2010, pp. 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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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대해 높은 반응성

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276)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신생정당의 영향력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른 정당을 압도하거나 연립정부 구성의 주요 파트너

가 될 정도까지 성장한 경우는 많지 않다.277) 삠포르뚜완당 역시 년  2002

선거 이후 내부 갈등으로 해체되었고 이 후 삠의 정신, ‘ (de geest van 

을 이어받은 자유당Pim)’ ( 도 국소정당으로 Partij voor de Vrijheid: PVV)

위축되었다 따라서 이옥연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 정. , 

당정치에서 극우정당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

다.278) 그보다는 점진적인 유권자 선호 변화를 감지한 기존 정당들 이  ‘ ’
어느 정도까지 반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 , 

당의 반응성 정도에 따라 신생정당의 영향력 범위도 결정되리라는 것이

다 결국 여전히 중요한 것은 기존 정당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던 정당들이 얼마나 새로운 유권자 집단인 서비스 노동자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이다.

소결4)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성이 증가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진행됐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 

업률이 급증한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내부자성을 확보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증가한 불안. 

정한 일자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내부자성을 높였다 시. 

276) 다운스 , 2013, p. 199.
277) 전후 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비교 분석한 레이파트 36 · (Arend 

의 연구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의 유효정당수L ijphart) , 1945 2010 (effective 
와 년부터 년까지의 유효정당수에number of parliamentary parties) 1980 2010

서 큰 차이가 없었다 탈산업화가 본격화된 년대 이후에 많은 신생정당. 1980

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미있는 행위자로 성장하는 경, 
우는 많지 않은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 Lijphart, 
2012, pp. 305-306.

278) 이옥연 , 2013, p.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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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 혹은 파견근로의 형태는 유지하되 그밖에 시간외 수당 휴가 교육 , , , 

등은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을 두지 않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 , ’
지키도록 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기존에 네덜란드 노동시장은 주로 남성 중심의 정규직 일자리로 구    

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정책 변화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 

유 중에 하나는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의 특징인 구심력과 중재의 정

치가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 기민당은 노동당과 자민당 사이에. 

서 중도정당의 역할을 맡으며 년부터 년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1918 1994

이 오랜 기간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했다 바꿔 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 , 

기민당을 제외하고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

다 심지어 년대 노동당은 기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고도 연립정. 1980

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반복됐다 이런 상황 하에서 노동당과 자민. 

당은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기민당에 수렴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기민당 중심의 구심력은 기민당을 제외한 연립    

정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노동당은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 

위해 년대 중반 이후 기민당과의 대립각을 줄이고 보다 실용적인 방1980

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이른바 노동당의 기민당화 를 본격화했다 이‘ ’ . 

런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당은 중도정당인 민주 뿐만 아니라 우파66

정당인 자민당과의 이념적 간극을 줄여나갔다 그 결과 년 이래 처. 1918

음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기민당을 제외한 좌우정당의 연립정부인 보라색 

정부가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 하에서 정당들은 급증하는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선 정당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해 . 

온 기민당은 탈종교화로 기존 지지기반이 빠르게 이탈하는 상황에서 새

로운 지지그룹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를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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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년 집권한 기민당의 루버스 총리. 1982

는 노동시장 외부자들 특히 실업자들에 집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상 , 

과제로 선정했다 기민당 정부는 년 포괄법을 통해 기존 남성 중심 . 1982 ‘ ’
정규직 고용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간제 일자리와 같이 보다 유연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당 역시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    

정책을 포기하고 년대 중반부터는 기민당이 주도하는 시간제 일자리 1980

중심의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 결과 년 기민당의 새로. 1989

운 연립정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이 후 노동당은 당 안팎의 비판에. 

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보험 개혁에도 앞장서

면서 기민당과 정책적 노선을 공유했다.

보라색 정부에서도 각 정당은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들을 적    

극적으로 입안했다 년대 이 후 시간제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년. 1980 1990

대 중반부터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방점이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에서 불안‘ ’ ‘
정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 로 이동한 것이다 노동당과 민주 그리고 자’ . 66, 

민당은 이전 기민당 정부가 주도했던 유연성 중심의 고용정책을 이어받

으면서 동시에 불안정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정성도 접목시키고자 했

다 년대 중반 이후 보라색 정부가 입안한 일련의 유연안정성 정책. 1990

들은 바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를 정책결정과정 속에 반영하려고 

했던 이러한 정당들의 전략적 산물이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 

유연안정성 정책은 보라색 정부 이후 등장한 기민당 정부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요컨대 네덜란드에서 연립정부 구성과 큰 상. , 

관없이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책들이 어느 특정 정당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중도정당 중심

의 정당체제가 갖는 구심력과 중재의 정치라는 특징과 긴밀하게 맞물려

서 입안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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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2. : 

이번 장에서는 스웨덴의 노사관계와 정당정치의 특징을 살펴보고    , 

탈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과거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스웨덴 모델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급증하는 .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던 사민당 정부

의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제조업이 위축, 

되고 서비스업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사민당의 반응성 전략이 오히려 노

동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내재적 모순 과정을 추적한다. 

스웨덴 모델1) 

살트쉐바덴 협약(1) 

전후 스웨덴은 완전고용과 임금평등 그리고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 

관리를 통해서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년대 석유파동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실업과 임금 . 1970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스웨덴은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률을 유

지하면서 학계에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279) 실제로 스웨덴 

은 비교정치경제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비교정치경제. 

학의 주류 이론인 권력자원론은 애초에 스웨덴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역

사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를 일반적인 정치학 이론의 경지에 올려

놓은 것이었다.280)

279) 이 시기 국제 시장의 압력과 석유 위기 하에서도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 
대성을 동시에 확보했던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소국들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
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Katzenstein, 1985.

280) Korpi, 1978; Walter Korpi,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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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자발적인 자기규제    , 

를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 모델 의 기원은 년 살트쉐바덴 협약‘ ’ 1938

에서부터 시작한다(Saltsj baden Agreement) .ö 281) 이 협약은 자본을 대표 

하는 스웨덴경영자연맹 과 노동을 (Svenska Arbetsgivaref reningen: SAF)ö
대표하는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 이 정부의 간(Lands Organisationen: LO)

섭 없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자는 계급타협을 의미한다.282) 크 

게 노동시장위원회 임금협상 노동자 해고 노동쟁의 등 개 조항을 담, , , 4

고 있는 살트쉐바덴 협약의 핵심 내용은 노조는 자본의 경영권을 그리, 

고 자본은 노조의 단결권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었다.283)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채 진행된 만큼 노사간 합의 내용은 주로 임금과 노동조건과 관, 

련된 것이었다 살트쉐바덴 협약을 통해 계급타협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 

각되면서 산업안전에 관한 합의 년 직장평의회에 관한 합의(1942 ), (1946

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 동작 연구에 관한 합의 년 등 일련의 ), (1948 ) 

노사 합의가 도출됐다.

세기 초반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 계급 간 격렬한 갈등과 마찰을     20

기억한다면 이러한 계급타협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년대 이래 , . 1890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은 해고에 대한 사용자 권한과 생산 합리화 문제로 

파업과 직장폐쇄를 반복했다.284) 년 월 와 는 노동조합을  1906 12 , LO SAF

조직할 권리와 노동자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서로 인정하는 내용

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년 . LO 1909

& Kegaii Paul, 1983); Korpi, 2006. 
281) Folke Schmidt,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Sweden (Stockholm: Almguist 
& Wiksell International, 1977); Korpi, 1978; Walter Korpi and Michael Shalev, 

“Strikes, Industrial Relations and Class Conflict in Capitalist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0, No. 2 (1979), p. 170; Lennart Forseback,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in Sweden (Uppsala: The Swedish 

Institute, 1980), p. 12; 안재흥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한, , 「 」 『
국정치학회보 제 권 호, 29 3 , 1996, pp. 493-523.』

282) Schmidt, 1977, p. 31.
283) 신광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 ( : , 2015), p. 40.『 』 
284) 안재흥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서유럽 강소 복지 개국 , : · 5『

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 서울 후마니타스( : , 2013), pp. 1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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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년사회주의자들 주도로 파업이 시작됐고 사용자는 공장폐쇄로 LO , 

대응하면서 결국 전체가 공식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LO .285) 이 후 노동 

조합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적 지원 문제 등으로 일부 조합이 해

체됐고 조합원도 급감했다 지도부는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총파업. LO 

을 철회했다 총파업에 실패하면서 년 조합원 수는 절반 이하로 . 1909 LO 

급감했다 년에 이르러서야 는 다시 총파업 이전의 조합원 규모. 1917 LO

로 복원할 수 있었다.286) 

특히 년대는 경제공황 여파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노동계급    1920

과 자본계급 사이에 파업과 직장폐쇄가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다. 

스웨덴은 차 세계대전 중에도 실업률이 를 넘지 않을 만큼 고용이 1 8%

안정적이었지만 경제공황 이 후 년에는 실업률이 까지 치솟았, 1922 34%

고 이후에도 년까지 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했다1930 10% .287) 노동시장의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계급 내부의 갈등도 격화됐다 예를 들. 

면 사민당 정부와 지도부가 실업자들에게 저숙련 일자리를 제공하, LO 

자 지자체 노동자 노조연맹 도로 및 수로 건설 노조연맹 그리고 미숙, , 

련 공장 노동자 연맹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불만을 갖·

고 년과 년 구제 노동 현장을 1928 1929 봉쇄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 . 

편, 는 노동계급의 집단행동에SAF 대해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엔지니어링 펄프 및 제지 철강 등, , 

과 같은 수출산업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요구에 대해 직

장 폐쇄로 응수했던 것이다.288) 실제로 표 을 보면 다른 시기에  < 4-7> , 비

해 년대 1920 파업과 직장폐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년 . 1920 대

285) Berndt Schiller, “Years of Crisis, 1906-1914,” Steven Koblik (eds.), Sweden’s 
Development From Poverty to Affluence, 1750-1970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5), pp. 208-217.

286) Franklin D. Scott, Sweden: The Nation’s History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8), p. 418.
287) 안재흥 , 2013, p. 199.
288) Peter Swenson, Capitalists against Markets: The Making of Labor Markets 

and Welfar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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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웨덴 파업 및 직장폐쇄 현황 건< 4-7> (1920-1995, )

기간 직장폐쇄 파업 합법( ) 파업 불법( )
총계

불법포함( )
총계

합법만( )

1920-29 - - - - 271

1930-39 - - - - 124

1940-49 3 102 - - 105

1950-59 1 21 - - 22

1960-69 이하1 14 9 23 14

1970-79 이하1 10 131 142 11

1980-89 1 12 108 121 13

1990-95 4 11 27 42 15

출처( ): Kjellberg, 1998, p. 81.出處

파업과 직장폐쇄는 매년 평균 회에 달한 반면 년대에는 그 절반 271 , 1930

수준인 회로 줄어들었고 년대 회 년대 회로 급감했124 1940 105 , 1950 22

다.289)

그렇다면 세기에 진입한 이 후 줄곧 갈등을 반복했던 스웨덴 노동    20

과 자본이 년 살트쉐바덴 협약을 통해 자발적 협조 관계를 맺은 이1938

유는 무엇일까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이면에 기민당 정부의 존재가 ?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살트쉐바덴 협약에서도 사민당 정부의 역할, 

이 컸다 년 사민당은 의 의석을 얻으며 비록 소수내각이긴 하. 1932 45.1%

지만 처음으로 단독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미 년 이른바 . 1928

국민의 집 연설을 통해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 (folkhemmet)’ 
는 사민당의 한손 대표는 집권 이후 파업과 직장폐쇄(Per-Albin Hansson) 

가 반복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특별위원

회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했다.290) 국가특별위원회는 년 보고서를  1935

289) Anders Kjellberg, “Sweden: Restoring the Model?,” Anthony Ferner and 

Richard Hyman (eds.),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Oxford: 
Blackwell, 1998), p. 81.

290) 한손 총리의 국민의 집 연설의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 ’ 
것. Timothy Alan Tilton, The Political Theory of Swedish Soci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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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노동과 자본 간의 자발적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강력

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민당은 같은 . 

해 파업금지와 직장폐쇄금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비록 이 법안은 소. 

수내각의 한계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지만 노동집단과 기업집단에, 

게 사민당의 개입 의지만큼은 충분히 전달될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사민당이 소수내각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경우 파업금지, , 

와 직장폐쇄금지법안은 언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소수내각으로는 집권 이후 정국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    

험한 사민당은 년 선거에서 농민당과 적녹 연합1936 (red-green coalition)

을 맺으며 년까지 장기집권의 정치적 토대를 만들었다 농민당과의 1959 . 

연립정부 구성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 

패한 파업금지 및 직장폐쇄금지법안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적녹 연합 정부는 노사가 자발적 합의를 . 

하지 못할 경우 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년에 이르면 자본계급도 사민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전망을 인정하는 1938

분위기가 팽배해졌다.291) 보수당의 득표율은 점차 하락해 년  1928 29.4%

에서 년 선거에서는 를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1936 17.6% . 

간섭을 통해 노사관계가 강제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와 LO SAF

는 이러한 정부의 압력 하에서 살트쉐바덴 협약에 합의했던 것이다. 

렌 마이드너 모델(2) -

비록 사민당 정부의 압력 하에서 진행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살트쉐바    

덴 협약은 노동과 자본 간에 맺어진 양자주의 에 기반한 것이(bipartism)

었다 그만큼 합의 내용도 임금이나 고용처럼 노동시장 영역에 한정되었. 

Through the Welfare State to Soci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126-127.

291) 안재흥 기업 지배구조와 복지 자본주의의 동학 스웨덴 사례 한국복지국, : , 「 」

가연구회 엮음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서울 아연출판부, ( : , 2012), p.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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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민당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사 관계에 개입한 것은 년대에 렌. 1950 -

마이드너 모델 이 등장한 이후부터다 스웨덴 정부(Rehn-Meidner model) . 

의 적극적 개입 이 후 계급타협의 내용은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과 조세정책 등으로 확장되었다.292)

경제공황 시기와 전간기에 고실업을 경험했던 사민당은 집권 이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었다 특히 실업률은 임. 

금인상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이른바 필립스 커브 현(Phillips curve) 

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민당 정부는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실

제로 년의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다1949-1950 2 .293) 하지만 이 후 국제 경 

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1951

년과 년에는 다시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임1952 . 

금인상 억제를 통한 인플레이션 관리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

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사민당의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

다.294)

    렌 마이드너 모델은 사민당 정부가 이러한 임금상승과 실업률 간의 -

딜레마 문제로 고민하던 시기에 등장했다 이 모델은 소속 경제학자. LO 

인 요스타 렌 과 루돌프 마이드너 가 년 (G sta Rehn) (Rudolf Meidner) 1951ö
총회에서 제시한 노동조합운동과 완전고용LO (Fackf reningsr relsen 「 ö ö

이라는 이름의 경제개혁안에 기초하고 och den fulla syssels ttningen)」ä
있다.295)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연대임금정책 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 ‘ ’

292) Colin Crouch, Industrial Relations and Europe State Traditions (Oxford and 
New York: Clarendon Press, 1993), p. 178.

293) Phillips,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a, Vol. 25, No. 

하지만 이 후 경제학자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항상 100 (1958), pp. 283-299.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 . 
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Olivier Blanchard and Jordi Gal , “Real í
Wage Rigidities and the New Keynesian Model,”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39. No. 1 (2007), pp. 35-65.

294) 신광영 , 2015, p. 94.
295) LO, Trade Unions and Full Employment (Stockholm: Arbetarnes Trickeri,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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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계하는 것이다.296) 우선 연대임금정책은 중앙 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막고 고임금과 저임금의 폭을 

줄여 노동자들 간의 임금 불평등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297) 

의 경제학자들인 렌과 마이드너가 연대임금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당시 LO

섬유산업과 같은 사양산업들의 저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산양산업의 임금 인상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노동자들    

의 임금 억제를 동반해야 했다 그래야만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실업 .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대임금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노조의 높은 조직률과 중앙화된 단체교섭이 필수적이었다 사실 . 1930

년대부터 연대임금정책에 대해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LO , SAF

도 경쟁적 임금 인상을 우려해 연대임금정책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이러. 

한 제안은 높은 임금을 받는 금속노조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었다.298) 

한편 제 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는 블루칼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 2 LO

다른 산업에서의 노조가입률을 더욱 늘려 나갔다.299) 이를 통해 다양한  

직종과 임금 격차를 갖는 노조들이 내부로 유입되면서 노조 내 다양LO 

성이 증가했다 내 유입된 저임금 노조들의 주요 관심사는 연대임금. LO 

296) G sta Rehn, “Swedish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ö
Industrial Relations, Vol. 24, No. 1 (1985), pp. 62-89.

297) 케인즈 모델은 경기불황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 
해 렌 마이드너 모델은 오히려 호황기에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국가개입, -

을 통해 임금 인상을 통제할 것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케인즈의 . 
주장과 렌 마이드너 모델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
것. Lennart Erixon, “A Swedish Economic Policy: The Theory, Application and 

Validity of the Rehn-Meidner Model,” Henry Milner and Eskil Wadensj (eds.), ö
G sta Rehn and the Swedish Model at Home and Abroad ö (Aldershot: Ashgate, 
2001).

298) Jonas Pontusson, The Limits of Social Democracy: Investment Politics in 

Swede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 63; Peter 
Swenson, “Bring Capital Back In, or Social Democracy Reconsidered,” World 
Politics, Vol. 43, No. 3 (1991), pp. 513-544.

299) 실제로 연대임금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블루칼라 중심의 노동조합은 다양한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예컨대 애초 스웨덴 화이트칼라 노동. , 
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블루칼라 노동자들보다 뒤쳐졌었지만 년대로 진입, 1970

하면서 그 격차는 사실상 사라졌다. Kjellberg, 1998,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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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한 임금 상승이었다 년대부터 이들은 가 와 연대임. 1950 LO SAF

금정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했

다.300) 높은 가입률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던 는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이러한 안팎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결국 LO

년대 중반부터 연대임금정책을 수용했다1950 .301)

렌 마이드너 모델의 또 다른 축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연대임금    -

정책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살트쉐바덴. 

협약에 의한 노동과 자본 양자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추가하는 삼

자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302) 연대임금정책은 사양산 

업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산 합리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양산업은 파산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수출 중심의 성장산업은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함으로. 

써 초과 이윤을 축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산업간 격차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 마이드너 모델은 직업훈련 직업알선 지역 직업 - , , /

이동보조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산양 산업에서 발생하

는 실업자들을 성장 산업으로 재취업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

다.303) 

년 렌 마이드너 모델이 총회에서 소개된 이 후 노조와 사민    1951 - LO 

당은 이 모델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스웨덴 노동시장에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내부 논쟁을 펼쳤다.30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민당 정부는  

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렌 마이드너 모델이 제시한 정책들1950 -

300) Peter Swenson, Fair Shares: Unions, Pay and Politics in Sweden and West 

German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ontusson, 1991, p. 63.
301) Rudolf Meidner, Coordination and Solidarity: An Approach to Wage Policy 

(Stockholm: LO, 1974), p. 32.
302) Crouch, 1993, p. 178.
303) Rehn, 1985, p. 62.

304) 논쟁의 자세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것 . Andrew Martin, 
“Trade Unions in Sweden: Strategic Responsed to Change and Crisis,” Peter 
Gourevitch (eds.), Unions and Economic Crisis: Britain, West Germany, and 

Swede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4), pp.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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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했다 정책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사민당 정부 하에서 연대임. . 

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시행된 이 후 년대 말까지 산업 및 1960

작업장 간의 임금 불평등이 상당 부분 감소했던 것이다.305)

하지만 렌 마이드너 모델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

가정하고 만든 것인 만큼 탈산업화 시대로 진입할수록 스스로의 한계에 ,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렌 마이드너 모델의 핵심축인 연대. , -

임금제도는 제조업처럼 고성장 산업의 임금 억제가 담보되어야 하는 것

인데 이런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탈산업화 상황에서 , 

고임금과 저임금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의 임금협상을 도출하는 것

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사민당 정부가 렌 마이드너 모. -

델을 실제 스웨덴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 

사민당이 노동시장 외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살펴본다.

사민당의 반응성 전략 공공 부문 확대2) : 

렌 마이드너 모델이 제시한 완전고용의 형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을 통해 사양산업에서 일하던 실업자들을 성장산업에 재취업시키는 것이

다 많은 연구들은 년대까지 이러한 렌 마이드너 모델이 스웨덴에서 . 1970 -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있다.306)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민 , 

당이 추진했던 정책은 렌 마이드너 모델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보고서 속- . 

의 이상적 모델을 현실 노동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다 실제로 렌 마이드너 모델을 스웨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민당 정. -

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사실상 사양산업의 실업자들을 성장 산업이 아

닌 공공 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307) 그것이 고용창출 효과를 보다  

305) Douglas Jr. Hibbs and H kan Locking, “Den solidariska l nepolitiken och å ö
produktiviteten inom industrin,” Villy Bergstr m (eds.), ö Arbetsmarknad och 
tillv xtä 재인용 안재흥 (Stockholm: Ekerlids F rlag, 1997), p. 35 ( : , 2013, p. 234).ö

306)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 Esping-Andersen, 1990,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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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직접적으로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민당 정부는 국가노동시장위원회 를 (Arbetsmarknadsstyrelsen: AMS)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고용창출 직업교육 노동시장 정보 제공, , , , 

지역 직업이동 보조 등을 추진했다 년대 들어 사민당 정부는 를 / . 1950 AMS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국회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운

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소수정부를 구성하. 

는 경우가 많았던 사민당 정부가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칠 경우 야당들의 

견제와 반대로 노동시장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것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308) 이 때문에 야당들은 를 국가 안에  AMS ‘
국가 라고 비판하면서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State within the State)’
요구했고 실제로 년 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1965 AMS .309) 

하지만 조사 결과 는 뿐만 아니라 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 AMS LO SAF

차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충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야당들도 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AMS .310) 

실제로 의 정책결정과정은 폰투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주    AMS , , ‘
의적 운영 기구의 교과서 라고 (a textbook of a corporatist state agency)’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사정 간의 균형을 갖추고 있었다.311) 예컨대 , AMS 

감독이사회는 총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대표와 부대15 , AMS 

표 와 에서 각각 세 명 사무직 노조에서 세 명 에서 두 명, SAF LO ,  (TCO , 

에서 한 명 여성과 시골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추천 인사 SACO ), 

두 명 그리고 투표권을 갖지 않는 직원 두 명이었다, AMS .312) 물론 전체  

307) 신광영 , 2015, p. 45
308) Bo Rothstein, “The Success of the Swedish Labour Market Policy: the 
Organizational Connection to Poli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13, No. 2 (1985), pp. 161-162; Pontusson, 1992, p. 66.

309) Rothstein, 1985, p. 162.
310) G sta Rehn, ö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Social Partners 

on Labour Market Policy in Sweden (Stockholm: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84), p. 12.

311) Pontusson, 1992, p. 66.

312) Bo Jangen s, ä The Swedish Approach to Labor Market Policy (Uppsal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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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에서 노동을 대표하는 인원이 다수였지만 이사회의 의사결정, 

은 주로 투표에 의한 다수결보다는 비공식적 협상과 합의를 중심으로 진

행되었고 그만큼 가 추진했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사 간에 큰 , AMS

갈등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313)

년까지 지속되었던 는 총 개의 지역사무소와 개의 지    2007 AMS 330 24

역 노동시장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특히 는 막대한 정부재정을 기반. AMS

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였던 만큼 실무차원에서는 노동 현장에, 

서의 작업 경험이나 노조 경험이 있는 노조 출신들을 중심으로 를 AMS

운영할 수 있었다.314) 이 때 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는 정 AMS

부재정이 빠르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공 부문에 집중되었

다.315) 실제로 의 기능이 강화된 년대 중반부터 공공 부문 종사 AMS 1950

자가 급증했다 년부터 년 기간 동안 공공 부분 일자리 증가율. 1950 1984

은 에 달할 정도였다342% .316) 요컨대 사민당은 노동시장 외부자들인 사 , 

양산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규모 공공 일

자리를 제공하는 반응성 전략을 펼쳤던 것이다. 

   공공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노조 가입률도 급증했다. 

표 은 스웨덴 노조의 구성비율을 산업별로 구분한 것이다 제조업 < 4-8> . 

노조원의 비율은 년에 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해 년에 이1960 37.1% 1998

르면 로 떨어져 포인트가 감소했다 특히 스26.1% 11% . 웨덴 노동조합을 

주도했던 금속공업 노조의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증1960 16.0% 1975 17.4%

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해 년에는 로 떨어졌다 반면 노조 1998 12.5% . 

내 서비스업의 비율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년 였던 서비스업 . 1960 45.4%

비율은 년에는 까지 증가했다1998 66.2% .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Swedish Institute, 1985), pp. 18-20.
313) Pontusson, 1992, p. 67.
314) 의 조직 및 운영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AMS . Jangen s ä

1985, pp. 18-22.
315) 신광영 , 2015, p. 45.

316) 안재흥 , 2013,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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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웨덴 노조 내 산업별 구성 비율< 4-8> (1960-1998, %)

구 분 제조업 금속공업( )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 금융업 운수업

1960 37.1 (16.0) 45.4 (22.0) 5.1 10.1

1965 36.6 (16.9) 47.6 (24.1) 6.1 9.3

1970 35.4 (17.0) 50.5 (28.0) 6.7 7.9

1975 33.8 (17.4) 55.2 (32.4) 7.3 7.5

1980 29.6 (14.8) 60.5 (38.8) 7.2 6.8

1985 27.0 (13.5) 63.8 (42.2) 7.1 6.4

1990 26.3 (13.0) 64.3 (42.9) 7.1 6.2

1995 25.2 (12.3) 66.0 (43.9) 7.0 6.1

1998 26.1 (12.5) 66.2 (43.9) 7.2 5.9

출처( ): Visser, 2015.出處
 

하는 사회 서비스업 비율의 증가폭은 주목할 만하다 같은 기간 사회 서. 

비스업의 노조 내 구성 비율이 에서 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2.0% 43.9%

것이다 이러한 규모는 금융업이나 운수업뿐만 아니라 금속공업 노조원. 

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구분의 . 

범위를 좀 더 넓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을 비교하더라도 노조 구성의 

탈산업화 추세는 뚜렷하다 예를 들어 년 제조업 노조원은 였. , 1960 37.1%

지만 년에는 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 노조원의 1998 26.1% . 

비율은 에서 로 급증했다45.4% 66.2% . 

특히 주목할 점은 증가한 공공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여성    

이었다는 점이다.317)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했던 스웨덴은 년 1960

대부터 서비스 제공 부담의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 of servicing burdens)’
를 중시했다.318) 즉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던 가사노동을 시 , 

장이라는 대안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 때 . 

창출된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저숙련 서비스업에 

317) Kjellberg, 1998, p. 100.

318) Esping-Andersen, 1999,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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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웨덴 노조 내 여성노동자 비율< 4-5> (1960-2003, %)

출처( ): Visser, 2015.出處

집중되어 있는 만큼 낮은 임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스웨, . 

덴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 부담의 탈가족화를 시장에 완전히 맡기지 않

고 정부의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일자리 형태로 제공했다 따라서 , . 

저학력 저숙련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유·

지하면서 가사일도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일자리는 매력

적인 직업이었다.319) 그만큼 여성 노조원의 비율 역시 급증했다 그림  . <

는 여성 노조원의 비율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4-5> . 

년 여성 노조원은 에 불과했지만 년에 를 확보해 처1960 25.6% 1987 50.3%

음으로 스웨덴에서 남성보다 여성 노조원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후에. 

도 여성 노조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년에는 에 달했2002 52.3%

다.320)

319) Laura Carlson, Searching for Equality: Sex Discrimination, Parental Leave 
and the Swedish Model with Comparisons to EU, UK, and US Law (Uppsala: 
IUSTUS FORLAG, 2007), pp. 215-218.

320) Viss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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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동계급의 무게 중심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고임금 금속    

노조에서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부문으로 넘어오면서 노동 내

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아이버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화된 임금. , 

협상체제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자 집단들 간

의 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때 연대임금제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321) 따라서 어떤 노동집단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구성되느냐에 따 

라 집단내부 협상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intra-organizational bargaining) 

게 된다 과거 노동조합이 제조업 금속노조 중심이었을 때는 금속노조가 . 

자신의 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내함으로써 다른 노조와의 협

상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한된 정부재정을 기반. 

으로 하는 공공 노조가 중심이 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공공 노조는 . 

성장산업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금속노조처

럼 자신의 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내하면서 협상을 이끌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하에서 스웨덴 공공 노조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 ‘
일 임금 이 아니라 모든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혹은 동일가치노동에 ’ ‘ ’ ‘
대한 동일 임금 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노조 내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
다.322) 즉 와 소속의 공공 부문 노조들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 LO TCO 

주도권을 잡고 임금 인상 요구를 주도했던 것이다.323)

특히 공공 부문 여성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    

일 임금에 적극적이었다.324) 스웨덴은 공공 부문의 규모가 컸고 그 대부 

분을 여성 노동자들이 구성함으로써 직업 간 임금 격차가 곧 성별 임금 

격차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스웨덴의 직종은 성. 

별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동일한 직종 내에서 . , 

남녀간 비율이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스웨덴의 개 직종 40~60% 350

321) Iversen, 1999, p. 29.
322) 우명숙 스웨덴 공공부문 여성지배직종의 임금불평등과 노동조합의 대응 , , 「 」

한국사회학 제 집 제 호 안재흥44 2 , 2010, pp. 29-58; , 2013, p. 275.『 』 
323) Kjellberg, 1998, p. 83.

324) Kjellberg, 1998,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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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직업군은 모두 특정한 성별에 편향되는 경향7 . 

이 나타났다.325) 이처럼 직업별 임금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와 맞물리면 

서 스웨덴 여성 노동자들 중에 가장 높은 조직력을 갖췄던 공공 부문 여

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직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의 여성조합원들은 스웨덴 노조들 중에서도 . LO

가장 급진적인 그룹 중에 하나 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 .326)

하지만 고임금을 그대로 둔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임금 균등화 전략은 노동 내부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년대1970  전문직노조(Sveriges Akademikers 는 Centralorganisation: SACO) 임

금 균등화 전략에 반발하며 사무직노조(Tj nstem nnens Centralorganisation: ä ä
TCO)와 함께 중심의 임금협상체제에서 이탈해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LO 

마련했다 또한. 년 금속노조는 공공 부문 노조와의 임금 균등화에  1983

반대하면서 산하 엔지니어링사용자연합과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맺SAF 

었다 그러자 년 월 공공 부문 노조는 독자적으로 의 추가임금. 1985 5 3.1%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 스웨덴 국외무역이 거

의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년대를 거치면서 중앙협상체제. 1970-80

를 기반으로 하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는 점차 와해됐고,327) 그 결과  

년대 이 후 작업장 및 산업 내에서 임금은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됐1970

다.328)

사민당은 이러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어지    

는 것을 우려했다 사민당이 렌 마이드너 모델을 적극 도입한 이유도 인. -

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이러. 

니하게도 사민당 개입에 의한 공공 일자리 창출이 노조의 임금협상체제

325) 우명숙 Statistics Sweden, 2008, p. 65; , 2010, p. 31.
326) Jane Jensen and Rianne Mahon, “Representing Solidarity: Class, Gender, and 

the Crisis in Social Democratic Sweden,” New Left Review, Vol. 201, 
(September-October, 1993), p. 97

327) Torben Iversen, “Power, Flexibility, and the Breakdown of Centralized Wage 
Bargaining,” Comparative Politics, Vol. 28, No. 4 (1996), pp. 414-415. 

328) 안재흥 Hibbs and Locking, 1997, p. 40; , 2013,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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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산시키면서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다 사민당은 노조의 임금 상승 요구를 자제시키기 위해 그 대안으로 직. 

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화를 진행했

다.329) 년대 통과된 일련의 법안들 피고용자 기업 이사회 참여법 1970 –
년 고용보호법 년 노조대표법 년 교육휴가권법 년(1973 ), (1974 ), (1974 ), (1975 ), 

노사공동결정법 년 노동환경법 년 남녀고용평등법 년(1976 ), (1978 ), (1979 ) - 

은 이런 배경 하에서 통과된 것이었다.330)

또한 사민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노동자간 임금 불평등을 억제    

하기 위해 임노동자기금 을 도입했다(Lontagarfonder, Wage Earner Fund) . 

이를 통해 연대임금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억제하

고자 했던 것이다 애초 이 제안은 총회에서 년에 채택된 것으로 . LO 1976

당시 내용은 종업원 수가 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이윤의 50-100

를 산별 노조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이었다20% .331) 또한 이 기 

금의 사용과 관련한 투표권과 소유권은 단위 노조가 행사하도록 했다 이. 

런 제안에 대해 는 임노동자기금은 기업의 사유재산 영역을 침범하는 SAF

기금 사회주의 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와 전면전을 ‘ (fund socialism)’ LO

펼쳤다.332) 는 년 임노동자기금에 반대하며 대규모 직장폐쇄를  SAF 1980

단행했고 스톡홀름에서는 만 명 이상의 기업집단과 자영업자들이 참여, 10

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다 년 사민당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반. 1982

영해 와 함께 수정된 임노동자기금안을 확정했다 수정된 기금안은 LO . 

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 단일 형태가 아닌 개의 지역 연금으로 분SAF 3

할해 관리하고 기금에 의한 기업주식의 소유는 로 제한했다8% .333)

329) 신광영 , 2015, p. 109.
330) 안재흥 , 2013, p. 277.
331) 임노동자기금은 경제학자인 마이드너가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LO . 

을 참고할 것. Rudolf Meidner, Employment Investment Fund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8).
332) 임노동자 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신정 . 
완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 : 『
주주의 서울 사회평론( : , 2012).』

333) 하지만 년 여러 차례 추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임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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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민당은 스웨덴 정당체제를 주도하면서     

실업자들에게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성

을 증가시켜왔다 공공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력을 갖추기도 수월했다.334) 이런  

공공 부문이 탈산업화 시대 스웨덴 노동계급을 이끌면서 스웨덴 노동집

단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노동에 대한 ‘ , ’ ‘
동일 임금 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자본계급뿐만 아니라 노동’ , 

계급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노. 

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민당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집단 간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 

책들도 꾸준히 입안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직업 간 임금격차가 가장 낮. 

은 국가 중에 하나로 남을 수 있었다.

한편 노동집단들 간의 갈등 심화는 사민당 지지기반의 분열을 의미    ,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민당의 득표율은 . < 4-9>

지속적으로 증가해 년에는 를 기록할 정도로 일당 우위 체제1968 50.1%

를 확보했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니 년대 말에 이르면 1990 30%

대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과거 전국 차원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 

일한 목소리를 내던 시기에는 노조와 사민당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가능했지만, 공공 부문 노조의 투쟁적 임금 협상을 필두로 노동집단 간

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민당의 정책결정도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 게 

된 것이다 요컨대 사민당은 렌 마이드너 모델을 기반으로 공공 부문 . ,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후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 

급증한 공공 부문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장악해 전투적 임금인상을 

주도하면서 노동집단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결국, 이러한 노동  분열이

동자지금안은 결국 시행된 지 년 후에 폐지되었고 년 기금으로 이전된 7 , 1991
주식은 스웨덴 전체의 에 불과했다 신광영5% . , 2015, p. 53.

334) 실제로 비세르 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공공 서비스업 집단의 조 (Jelle Visser)
직률이 다른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Jelle Visser, 
“Union Membership Statistics in 24 Countries,” Monthly Labor Review, Vol. 
129, No. 1 (2006), pp. 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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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웨덴 정당별 득표율< 4-9> (1948-2010)

구분 SAP M FP MP C V KD
1948 46.1 12.3 22.8 12.4 6.3
1952 46.1 14.4 24.4 10.7 4.3
1956 44.6 17.1 23.8 9.4 5.0
1958 46.2 19.5 18.2 12.7 3.4
1960 47.8 16.5 17.5 13.6 4.5
1964 47.3 13.7 17.0 13.2 5.2 1.9
1968 50.1 12.9 14.3 15.7 3.0 1.5
1970 45.3 11.5 16.2 19.9 4.8 1.8
1973 43.6 14.3 9.4 25.1 5.3 1.8
1976 42.7 15.6 11.1 24.1 4.8 1.4
1979 43.2 20.3 10.6 18.1 5.6 1.4
1982 45.6 23.6 5.9 1.7 15.5 5.6 1.9
1985 44.7 21.3 14.2 1.5 10.1 5.4 2.3
1988 43.2 18.3 12.2 5.5 11.3 5.8 2.9
1991 37.6 21.9 9.1 3.4 8.5 4.5 7.1
1994 45.3 22.4 7.2 5.0 7.7 6.2 4.1
1998 36.4 22.9 4.7 4.5 5.1 12.0 11.8
2002 39.9 15.3 13.4 4.7 6.2 8.4 9.1
2006 35.0 26.2 7.5 5.2 7.9 5.9 6.6
2010 30.7 30.1 7.1 7.3 6.6 5.6 5.6

출처( ): Nordsieck, 2017, pp. 502-503.出處
주 사회민주주의당 보수당 자유당 녹색당 중앙당 좌( ): SAP( ), M( ), FP( ), MP( ), C( ), V(註
파당 기독교민주당), KD( )

사민당의 지지기반을 위축시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민당은 이러한 .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어지는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 

자. 

내부자 외부자 정치와 사민당의 딜레마3) -

    스웨덴은 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상뜨 라기1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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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채택하면서 상대적으로 과대대표되었던 사민당의 (Sainte-Lagu )’ë
의석률은 점차 줄어들고 과소대표되었던 다른 정당들의 의석률이 증가하

는 다당제로 전환되었다.335) 년대로 들어오면서 중앙당 1970 (Centerpartiet: 

의 득표율이 를 넘어섰고 보수당 역시 C) 20% , (Moderata Samlingspartiet: M) 

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자유당20% . (Folkpartiet: FP), 

좌파당 기민당(V nsterpartiet: VP), (Kristdemocraterna: KD) ä 등의 득표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득표율 하락에 직면한 스웨덴 사민당은 의회에서 .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입법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웨덴 사민당은 연립정부를 구성    

하기보다는 단일 정당 소수 내각을 유지했다 대신 사민당은 다른 정당. 

들과 정책 공조를 통해 소수 정부를 유지하는 이른바 계약 의회주의‘
를 도입했다 계약 의회주의란 소수 내각이 연(contract parliamentarism)’ . 

립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과 문서화된 계약을 맺고 사실상 다수 정

부의 형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336) 예컨대 년 단독 소수 내각을  , 1994

구성한 사민당은 중앙당과 정책 공조를 맺고 중앙당 추천 인사를 재무부

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자문관으로 임명했다.337) 또한 사민당은 년에  1998

다시 단독 소수 내각을 구성하고 이번에는 좌파당 및 녹색당과 공식적‘
으로 재정 고용 분배 정의 성 평등 환경 등의 분야 에서 협조관계를 , , , , ’
맺었다.338) 요컨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민당은 소 , 

335) 상뜨 라기방식은 동트식 에 비해 나눔수 간의 차이를  - (Viktor d’Hondt) (divisor)

더 크게 함으로써 군소정당에게 의석 확보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특징
을 갖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 Arend Lijphart,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Appendix A; Ellen M. Immergut and 
Sven Jochem, “The Political Frame for Negotiated Capitalism: Electoral Reform 
and the Politics of Crisis in Japan and Sweden,” Governance, Vol. 19, No. 1 
(2006). pp. 99-133.

336) Tim Bale and Torbj rn Bergman, “Captive No Longer, but Servants Still? ö
Contract Parliamentarism and the New Minority Governance in Sweden and 
New Zealand,”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41, No. 3 (2006), p. 424.

337) Bale and Bergman, 2006, p.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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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각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계약 의회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입법 , 

과정의 무게중심을 의회에서 정부로 옮겨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이다.3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득표율 하락과 지지기반 이탈은 사민당    

에게 큰 도전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에다는 년대 이후 . , 1990

사민당의 득표율 하락을 노동시장의 이원화 문제와 연결해 설명한 바 있

다.340) 루에다는 공공 부문 서비스 노동자들을 비롯한 정규직 노동자를  

내부자로 이들보다 불안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와 실업자를 , 

외부자로 구분하고 스웨덴 사민당이 선거에서 두 집단의 지지를 동시에 , 

확보하기 힘든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사민당이 선거. , 

에서 외부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승리하기 힘들어지고 반대로 , 

외부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내부자의 지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다 결국 사민당은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높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 

노동시장 내부자를 위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외부자를 소외시키고 그 결, 

과 외부자는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함의를 루에다의 연구에

서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내부자와 외부자로 이원화하고 특정 시점에 한정    

해 사민당이 내부자와 외부자 중에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를 분석

하는 루에다의 접근은 노동시장과 정당정치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 

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사민당 정부는 사양산업에서 발생한 ,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 < 4-6> 같

이, 이러한 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의 고용구조는 년대2000

338) 안재흥 , 2013, p. 352.
339) Torbj rn Bergman, “Sweden: When Minority Cabinets are the Rule and ö
Majority Coalitions the Exception,” M ller and Strøm, 2000, p. 218.ü

340) Rueda, 2005; Rueda 2007; Lindvall and Rueda, 2012; Lindvall and Rued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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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웨덴 서비스업 일자리 비율< 4-6> (1980-2007, %)

출처( ): EU-KLEMS.出處

후반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서비스 고용. 

률과 비교하더라도 스웨덴의 복지 서비스업은 눈에 띄게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1) 스웨덴에서는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직업군이 바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서

비스업인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재정 . 

지원이 없으면 언제라도 노동시장 외부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만큼 내부

자 보호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외부자에게 내부자성을 강화시켜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민당이 외부자보다 내부. , 

자를 더 보호하는 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년대부터 시행되어 왔던 , 1950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장려했던 사민당의 고용정책과 년대 통과1970

된 고용보호법 남녀, 고용평등법 등과 같은 일련의 법안들이 갖는 경로의존

적(path-dependency)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41)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직업별 고용률 변화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그림 를  < 4-2>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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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고용 증가율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통 서비스업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크기 때문. 

에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경우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은 공공 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낮은 전통 서비스 산업들의 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전통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표 과 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스웨덴의 서비스업 증    < 4-10>

가율은 역동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업과 전통 서비스업 등 모

든 서비스업 분야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비. 

교 사례로 분석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 비해 스웨덴의 서비스 

일자리 증가율은 눈에 띄게 낮다 네덜란드의 전체 서비스업 일자리 증. 

가율은 평균 이고 아일랜드는 인 반면 스웨덴은 에 불2.25% , 3.18% 0.68%

과하다 각 서비스 직업별로 세분화하더라도 격차는 크다 역동적 서비. . 

스업의 평균 증가율의 경우 아일랜드는 네덜란드는 인데 비3.65%, 3.19%

해 스웨덴은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복지 서비스업의 평균 증가율은 1.8% . 

아일랜드 네덜란드 에 비해 스웨덴은 를 나타냈다 마2.74%, 1.55% 0.19% . 

지막으로 전통 서비스업 증가율 역시 아일랜드는 네덜란드는 3.19%, 

를 기록한 반면 스웨덴은 에 그쳤다2.07% , 0.53% .

    물론 특정 시점에 한정한 국가별 고용증가율 비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고용률은 이미 년에 에 달할 정도로 시작. 1979 79%

점이 높은 만큼 년부터 비교할 경우 고용증가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1980

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켄월시. (Lane Kenworthy)

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점을 감안 하더라도 스웨덴의 고, 

용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썩 좋은 수준은 아

닐 뿐만 아니라 년대 이후부터는 2000 고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342) 특히 복지 서비스업은 다른  

342) Lane Kenworthy, Jobs with 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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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별 서비스업 고용증가율 평균< 4-10> (1980-2007, )

출처( ): EU-KLEMS出處
주 역동 서비스업 복지 서비스업( ): DS( , dynamic services), WS( , welfare services), 註

전통 서비스업 전체 서비스업NDS( , non-dynamic services), TS( , total services)

서비스업과 달리 강력한 조직력과 협상력을 갖춘 만큼 이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적 유연성을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343)그런 측면

에서 일자리 확장력이 낮은 복지 서비스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스웨덴 

사민당의 노동시장 이원화 전략은 탈산업화가 심화될수록 적어도 고용 

창출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소결4) 

스웨덴 노동시장의 내부자성은 사민당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확보됐다 애초 스웨덴 노조가 제안한 렌 마이드너 . -

모델은 사양산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을 재교육해 성장산업으로 이전하

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축소되는 . 

p. 105.

343) Martin and Thelen, 2007.

국 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율(%)

DS WS NDS TS
호주 3.03 2.58 2.29 2.60
영국 1.92 1.10 1.05 1.33
미국 2.59 1.80 1.75 1.99

아일랜드 3.65 2.74 3.19 3.18
독일 2.36 1.17 1.46 1.61

오스트리아 1.96 1.41 1.36 1.55
벨기에 1.86 1.15 1.29 1.40

네덜란드 3.19 1.55 2.07 2.25
덴마크 1.9 0.77 1.22 1.21
스웨덴 1.8 0.19 0.53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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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 사회에서 이러한 모델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렌 마이드. -

너 모델을 스웨덴 노동정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민당은 를 통해 AMS

실업자들에게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했다 공공 일자리. 

는 정부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비록 성장산업 노동자들보다 임금은 , 

낮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었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 사민당은 실. 

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내부자성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높은 생산성을 갖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조의 중심이었던 시기에는 

사민당 정부의 이러한 노동자성 확대 정책에 대한 노동 내부의 갈등이 

크지 않았다 제조업 노조는 스로의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생산성이 낮은 .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조 내외부

로부터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산업화 사. 

회로 접어들면서 제조업은 점차 위축되면서 노조 내에서 제조업 노동자

의 비중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년 전체 조합원 중에 금속공업의 비중. 1980

은 에 그쳤고 그만큼 영향력도 낮아졌다 반면 사민당의 내부자성 14.8% . 

정책으로 인해 공공 부문 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해 년에 이르면 사회, 1980

서비스업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조합원의 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42.2% .

노조의 주도권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공공 부문으로 넘어가면서 노    

조 지도부는 과거처럼 자신의 임금을 낮추면서 연대임금제 전략을 유지

하기 힘들어졌다 금속 노조 대신 주도권을 잡은 공공 노조는 스스로의 .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더욱 낮은 전통 서비스업 노동자의 임금

도 올리는 이른바 모든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전략을 통해 주도권을 ‘ ’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 간 임금 불평등은 줄일 수 있을. 

지 몰라도 큰 폭의 물가상승을 촉진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집단뿐만 , 

아니라 수출산업의 금속노조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민당은 공공 부문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었다 사민당의 내부자    . 

성 전략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던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사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집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동의 분열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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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는 전반적인 임금 인상에 무조건 동의할 수

도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민당은 임금 인상 대신 노동시장 외부자. 

들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주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을 제안

했고 실제로 고용보호법 노사공동결정법 등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킴, , 

으로써 노동시장 내부자성을 확보해주었다.

강력한 좌파정당이 정당체제를 주도함에 따라 스웨덴에서 노동시장    

의 이원화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 내부, 

성을 확보하는 전략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재정의 규모가 한정되어 . 

있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증가하

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격탄력성이 높은 전통 서비스업의 가격을 높임으

로써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위축되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림 . <

에서 보듯이 년부터 년대 후반까지 스웨덴의 복지 서비스4-6> 1980 2000

업과 전통 서비스업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3. : 

켈틱 타이거의 기적 해외직접투자와 사회협약1) : 

 

년 월 영국의 대표적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988 1 , (The Economist)

는 아일랜드를 자선을 구걸하는 거지국가‘ (beggar nation seeking alms)’
라고 묘사했다.344) 하지만 불과 년 만에 이코노미스트는 정반대의 평 10

가를 내리면서 아일랜드를 유럽의 빛나는 불빛‘ (Europe’s shining light)’
으로 치켜세웠다.345) 주요 경제 지표만 살펴보더라도 이 시기 아일랜드 

344) “Poorest of the rich: Survey of Ireland,” The Economist, January 16th, 1988.

345) “Ireland Shines,” The Economist, May 15t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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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년대 초반 아일. 1980

랜드의 경제성장률은 까지 추락했지만 년대 중반부터는 평균 0.4% 1990–
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10% .346) 정부부채는 급격히 줄었다 년  . 1987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까지 치솟았으나 년에는 로 GDP 116.8% 2002 32.4%

감소했다 물가 역시 안정을 찾았다 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에 . . 1981 20.3%

달했지만 년대에는 평균 물가상승률이 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1990 2.3%

유지됐다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실업률도 크게 줄었다 년 . . 1985 17.4%

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년에 이르면 로 감소했다2001 3.9% .347)

특히 년은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상징적인 해였다    1997 .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가 인당 국민소득에서 식민지 모국인 1

영국을 앞선 것이다 년만 하더라도 아일랜드의 인당 국민소득은 . 1970 1

영국의 수준에 불과했고 그 격차는 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하지67% , 1980 . 

만 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한 아일랜드는 년 영국을 추월한 데서 1990 1997

그치지 않고 년에는 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국2003 1

가가 되었다.348) 

이러한 아일랜드의 변화는 많은 학자들과 정책분석가들에게 흥미로    

운 연구 대상이었다 예컨대 년 모건 스탠리 의 한 . , 1994 (Morgan Stanley)

보고서는 아일랜드의 빠른 경제성장을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

과 비교하며 켈틱 타이거(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 ‘ (Celtic 

로 묘사했고Tiger)’ ,349) 이 후 많은 연구들이 년대 이후 아일랜드의  1990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350) 아일랜드가 유 

346) 예컨대 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였으며 년 년  1995 9.7% , 1997 10.7%, 2000

를 기록했다11.0% .
347) 검색일 https://data.worldbank.org ( : 2018.3.17.)
348) 권형기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 아일랜드  , ? : 『

사회협약 모델의 수립과 진화 서울 후마니타스( : , 2014), pp. 112-113.』 
349) K Gardiner, “The Irish Economy: A Celtic Tiger,” Ireland: Challenging for 
Promotion, Morgan Stanley Euroletter, August 31th, 1994, pp. 9-21.

350)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 Denis O’Hearn, Inside the Celtic 
Tiger: The Irish Economy and the Asian Model (London and Sterling: Pluto 

한편 보다 최근엔 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에 Press, 199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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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거지국가 에서 켈틱 타이거 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 ’ ? 

이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한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 기반의 경제    ,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성장구조다.351) 년대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공화당 1930 (Fine F il: á
집권 시절 아일랜드 정부는 보호주의에 기초한 수입대체산업화 전FF) ‘ ’ 

략을 펼쳤다 하지만 아일랜드 토착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로 .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대규모 해외이민이 지속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 

년부터 외국자본에 기초한 수출 중심의 산업화 로 발전 전략을 변1958 ‘ ’
경했다.352) 아일랜드의 경제 발전 전략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 

다.353) 우선 외국인직접투자 도입 초기인 년부터 년까지는 아일 1958 1973

랜드가 기존 보호무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기반한 적극적인 개방정책

으로 선회한 시기다 당시 영국 미국 독일계 다국적기업들은 아일랜드. , , 

를 유럽의 수출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시기 아일랜드로 들. 

어온 외국계 대기업들은 대부분 섬유 의류 신발 플라스틱 등과 같이 , , , 

빠졌던 아일랜드의 상황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켈틱 , ‘
타이거 는 여전히 년대 이후 아일랜드의 빠른 경제성장을 묘사하는 단어’ 1990

로 활용되고 있다. Peadar Kirby and Mary P. Murphy, Towards a Second 
Republic: Irish Politics after the Celtic Tiger (New York: Pluto Press, 2011); 
Donal Donovan and Antoin E. Murphy, The Fall of the Celtic Tiger: Ireland 

and the Euro Debt Cri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Se n á Ó
Riain, The Rise and Fall of Ireland’s Celtic Tiger: Liberalism, Boom, and B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351) William R. Roche, “Between Regime Fragmentation and Realignment: Irish 

Industrial Relations in the 1990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 29, No. 2 
(1997), pp. 112-125; Patrick Gunnigle and David McGuire, “Why Ireland?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ocation of US 

Multinationals in Ireland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mpact of Labour 
Issues,” Economic and Social Review, Vol. 32, No. 1 (2001), pp. 43-68; Frank 
Barry,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Co-Evolution in Ireland,” 
Scandinavian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5, No. 3 (2007), pp. 262-288.

352) 세기 아일랜드 산업정책의 변화과정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에 기반한 산업 20 , 
화 정책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아래 연구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권형. 
기, 2014, pp. 183-246.

353) 권형기 , 2014, pp.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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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 규모도 

크지 않았다.354)

년부터 년대 말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이전의 노동집약적     1973 1980

산업에서 점차 컴퓨터부품 전자 제약 의료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 하이, , , 

테크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외국인직. 

접투자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문제는 당시 아. 

일랜드 토착 기업들의 상당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년 기준으로 아일랜드 주요 수출 . , 1980

품목 중에서 농산품 및 식료품 그리고 섬유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 

에 달한 반면 전보기기 및 화학 통신 장비 등은 에 불과했46.2% , , 21.3%

다.355) 따라서 이 시기 아일랜드 노동집약적 산업에 침투한 외국계 기업 

들은 노동집약적 토착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이 없는 토착 기업들이 대거 몰락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356)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경제는 전반

적인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일랜드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동한 것은 1980

년대 말부터다.357) 외국인직접투자가 이전과 달리 아일랜드 경제발전에 도 

움을 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투자 규모가 급증했다 년대 연. . 1980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억 달러였다 하지만 년 기간1.8 . 1991-1995

에는 연평균 투자액이 억 달러로 증가했고 년에는 억 12.4 , 1996-2000 120.4

달러 년에는 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2001-2003 204.9 . 이 시기 외국인직접투 

354) 권형기 Barry, 2007, pp. 264-265; , 2014, pp. 123-124.
355) 강유덕 아일랜드 경제의 발전과 위기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원 , : ? , EU「 」 『

연구 제 호, 37 , 2014, pp. 187-235.』
356) Frank Barry, “Peripherality in Economic Geography and Modern Growth 
Theory: Evidence from Ireland’s Adjustments to Free Trade,” The World 
Economy, Vol. 19, No. 2 (1996), pp. 345-365; Lucio Baccaro and Marco 

Simoni, “The Irish Social Partnership and the ‘Celtic Tiger’ Phenomenon,” 
D iscussion Paper, No. 154 at Decent Work Research Programme, International 

권형기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eva, 2004; , 2014, p. 124.

357) Riain, 2014, pp. 51-52.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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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연평균 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투자 규모는 배 가까이 급40% , 20

증했다.358) 두 번째로 특히 주목할 점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도 외국인직접투자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년대까지 아일랜드. 1980

로 들어온 외국계 자본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 투자했던 반면 년, 1990

대부터는 미국계 컴퓨터 및 제약 회사들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했다.359) 년대 유럽연합에 투자한 미국 제조업 자본의  1990 1/3

이 아일랜드에 집중될 정도였다 하이테크 산업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면. 

서 아일랜드는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년대 이후 수출 규. 1990

모가 급증해 년 대비 였던 수출 비중은 년 까지 1990 GDP 56.9% 2001 99.6%

상승했다.360) 요컨대 이 시기 아일랜드는 국내 토착 기업들의 발전을  , “
통한 산업화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 다시 말하면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통, 

해 산업화를 이룬 전형적인 국가 라고 할 수 있다” .361)  

둘째 켈틱 타이거의 기적과 관련해 많은 학자들은 아일랜드의 노사    , 

정 사회협약 에 주목한다(social pact) .362) 사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전통을  

따라 세기 내내 대표적인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체제를 갖춘 국가로 분20

류되어 왔다.363)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에서는 이익집단들이 단일화되어  , 

있거나 중앙집중화되어 있기보다는 분산화 파편화되어 있었고 정당과 · , 

이익집단 간의 연계도 느슨했다 아일랜드는 슈미터. (Philippe C. 

가 말한 노사정간 코포라티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Schmitter)

358) 강유덕 , 2014, p. 200.
359) Roche, 1997, pp. 112-125.
360) 강유덕 , 2014, 201-202.
361) 권형기 , 2014, p. 119.
362) Rhodes, 2001, pp. 165-196; Kerstin Hamann and John Kelly, “Party Politics 

and the Reemergence of Social Pacts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8 (2007), pp. 971-994; Tim Hastings, Brian 
Sheehan and Padraig Yeates, Saving the Future: How Social Partnership 
Shaped Ireland’s Economic Success 신동 (Dublin: B lackhall Publishing, 2007); 

면 아일랜드 발전모델 사회협약과 경쟁적 조합주의 한국정치학회, : , 「 」 『
보 제 권 호 선학태 아일랜드의 기적 사회협약정39 1 , 2005, pp. 299-323; , : 』 「
치의 혁신성 한국정치연구 제 집 제 호, 17 2 , 2008, pp. 273-301.」 『 』 

363) Roche, 1997,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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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이다.364) 특히 아일랜드 노동조직은 동일한 조 

합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복수노조 체제였기 때문에 노조 내부의 갈등

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예컨대 아일랜드 교직원 노조는 크게 아일. , 

랜드중등교사협회(Association of Secondary Teachers of Ireland: ASTI) 아, 

일랜드전국교사조직(Irish National Teachers' Organisation 그리고 : INTO), 

아일랜드교원노조(Teachers' Union of Ireland 등 세 단체가 있는데: TUI) , 

교육 부문에서 더 많은 노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노조는 서로 경쟁적

인 임금인상 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쟁방식도 

더욱 전투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착화

되었다.365)

하지만 표 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놀랍게도 년부터     < 4-11> , 1987

아일랜드 노사정은 사회협약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금융위기가 

찾아온 년까지 약 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성공적인 사회협약 2008 20

체결을 지속했다 년 첫 사회협약인 국가재건 프로그램. 1987 (Program for 

의 주요내용은 향후 년간 노동집단은 임금인상National Recovery: PNR) 3

률을 매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보상 차원에서 소득세율2.5% 

을 낮춰 궁극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년대 . 1970

아일랜드의 연평균 임금 증가율은 로 유럽 주요선진국들 중에 가장 18%

높은 수준이었다 높은 임금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결국 실. 

업률과 재정적자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년대까지 반복되었던 것이다1980 . 

그런 의미에서 임금인상률을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조세정책을 2.5% 

통해 가처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은 아일랜드의 거시 경제를 안정화 시

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사회협약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 

증가했다 년에서 년 사이 미혼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기혼 . 1987 1992 5%,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정도 각각 증가한 것이다3% .366)

364) Philippe C. Schmitter,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Philippe C. 
Schmitter and Gerhard Le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an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9), pp. 7-52.

365) 권형기 , 2014, pp. 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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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일랜드 사회협약 주요내용< 4-11> 

사회협약명 기간 주요내용

국가재건 프로그램(PNR) 1987-1991
- 거시경제 안정화
- 국가부채 축소 조세원 확대, 
- 매년 임금안정과 소득세 감면2.5% 

경제 사회 진보 프로그램·
(PESP) 1991-1994

- 협약의 기본전략 유지PNR 
- 지방 수준으로 협약 확장
- 년차 년차 년차 1 4%, 2 3%, 3 3.75% 

임금인상
경쟁력 일자리 프로그램·

(PCW) 1994-1997 - 임금안정과 세금감면의 이전 협약 유지
- 고용 창출 노력

파트너십 2000(P2000) 1997-2000 - 사회협약을 회사 단위로 확장
- 불평등과 소외 극복 프로그램

번영 공정성 프로그램·
(PPF) 2000-2003 - 임금안정과 세금감면 기본틀 유지

- 노동 기술 공급측면으로의 정책 전환

지속적 진보(SP) 2003-2005

- 작업장 혁신위한 미래형 작업장 ‘
포럼 설립’ 

- 와 에 의한 공동직업훈련 ICTU IBEC
강화

년을 향하여2016
(T2016) 2006-2008 - 국가경쟁력 향상 위한 년간 10

사회협약틀 정립

이행기 합의
(Transitional Agreement) 2008-2009

- 사적부문 개월간 임금 인상21 6% 
- 공공부문 개월 임금인상 자제 및 11

이후 임금인상6% 
- 고용보장

출처 권형기( ): , 2014, p. 249.出處

    첫 번째 사회협약을 통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세로 전환

되면서 년 단위의 후속 사회협약들도 수월하게 체결되었다 국가재건 프3 . 

로그램 이후 경제 사회 진보 프로그램· (Program for Economic and Social 

경쟁력 일자리 프로그램Progress: PESP), · (Program for Competitiveness 

파트너십 and Work: PCW), 2000(Partnership 2000: P2000), 그리고  번영·

공정성 프로그램(Program for Prosperity and Fairness: PPF) 등 일련의 연속

된 합의는 큰 틀에서 국가차원의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억제하는 대

366) 권형기 , 2014,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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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낮은 인플레이션과 조세정책을 통해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

는다.367) 예를 들면 경제 사회 진보 프로그램은 년간 임금인상률을 매 , · 3

년 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제한적인 수준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장기4% , 

실업자 및 시간제 노동자의 보호 등을 합의했고 경쟁력 일자리 프로그, ·

램에서는 년간 임금인상률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세금감면의 3 8% 

보상을 제공했다.368) 또한  번영 공정성 프로그램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일정 ·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신 향후 년간 의 조세감면을 약속했다3 25% .36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대 후반부터 아일랜드 경제가 빠르게     , 1980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된 외국인직접투자의 대규

모 유입과 사회협약을 통한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는 두 축이 뒷받침하고 있었

다. 

절반의 성공 일자리 창출과 임금 불평등의 심화2) : 

켈틱 타이거 시절 아일랜드 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에 하    , 

나는 실업률의 감축 바꿔 말하면 일자리 창출이었다 실제로 년대 중반 , . 1980

실업률이 까지 치솟으면서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임금인상17%

보다 어떻게 하면 실업을 줄일 수 있느냐였다.370) 정부의 우선순위 역시 첨 

단 산업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대 이후 아일랜드의 일자리 증가    < 4-7> , 1980

는 역동 서비스업과 전통 서비스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융업과 

367) Rory O’Donnell and Damian Thomas, “Ireland in the 1990s: Policy 
Concertation Triumphant,” Stefan Berger and Hugh Compston (eds.), Policy 
Concertation and Social Partnership in Western Europe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2002), pp. 171-172.
368) Ferdinand van Prondzynski, “Irealnd: Corporatism Revived,” Anthony Ferner 

and Richard Hyman (eds.),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London: 
Blackwell, 1998), pp. 67-69.

369) OECD, OECD Economic Survey: Ireland, (Paris: OECD, 2001), p. 9.

370) Hastings, Sheehan and Yeates, 2007,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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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일랜드 서비스업 일자리 비율< 4-7> (1980-2007, %)

출처( ): EU-KLEMS.出處

통신업 그리고 기업서비스업과 같은 역동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년 에 불과했지만 년에 이르면 까지 포인1980 12.6% 2007 19.6% 7% 

트 성장했다 또한 전통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에서 로 포인. 20.3% 25.5% 5.2% 

트 증가했다 한편 복지 서비스업은 증감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같은 기간 . 

에서 로 포인트 늘어났다17.9% 21.9% 4% . 

아일랜드에서 생산성이 높은 역동 서비스업과 전통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년 이후 전기 전자와 소프트웨어1987 · IT 

와 같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선 금융업이나 기업서비스업 등은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과 접목했을 때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년부터 년까지 주요선진국들의 산. , 1990 2004

업별 평균 생산성을 보면 제조업이 인 반면 금융업은 기업서비스2.2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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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을 기록했다3.68 .371) 금융업이나 기업서비스업은 노동자의 인지적 능 

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과 맞물릴 경우 보완적 도(complement) 

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직업이 증가할수록 전통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전통 서비스업은 가사노동을 통해 쉽게 대체가능하기 때문. 

에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증가할수록 전통 서비스업을 

가사노동이 아닌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수요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372) 특히  

중간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서가정리 점원 서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노동, , 

은 정보통신기술이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어 그 수요가 감소하는 (substitute) 

반면 전통 서비스업과 같은 면대면 노동은 정보통신기술로부, (face-to-face) 

터 영향을 덜 받게 된다.373) 그 결과 아일랜드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기 

반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발전할수록 노동시장에서는 역동 서비스업과 

전통 서비스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로체와 티구 같은 학자들은     (William K. Roche and Paul Teague)

놀라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모델이 다른 나라에 추천할 만큼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unappealing) .374) 무엇보다 아일랜드는 눈 

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년대 개 주요 국가들을 비교분석한 놀란과 스미딩2000 30 (Brian Nolan and 

에 따르면 아일랜드보다 불평등이 높은 국가는 미국Timothy M. Smeeding) , , 

러시아 그리고 멕시코에 불과했고 특히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 , OECD 

는 두 번째로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375) 또한 파헤이 는  (Tony Fahey) 2005

년 자료를 통해 왜 아일랜드에서 불평등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OECD 

371) Wren, 2013, p. 7.
372) Gershuny, 1978; Esping-Andersen, 1999
373) Autor, Levy, and Murnane, 2003, pp. 1279-1333.
374) William K. Roche and Paul Teague, “Successful but Unappealing: Fifteen 
Years of Workplace Partnership in Irel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25, No. 6 (2014), pp. 781-794.
375) Brian Nolan and Timothy M. Smeeding, “Ireland’s Income Distrib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51. No. 4 

(2005), p. 53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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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년대 이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1990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376)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동시장 이원화 지표 역시 비슷한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을 보면 아일랜드에서 전통 서비스업과 역동 서비. < 3-1>

스업 간의 임금 격차가 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 .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단연 높은 수치다. 

사회협약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당한 집단은 대부분 실업자 가사노동자    , , 

여성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이었다, .377) 실제로 년 아일랜드에 1987

서 사회협약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노동집단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시

민사회단체 그리고 실업자 조직과 종교집단까지 나서서 경제적 번영의 혜, 

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표현해왔다.378) 이런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노사정은 년 네 번째 사회협약인 파트너십 내용 안에 1997 ‘ 2000’ 
불평등과 소외 극복 프로그램 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적 파트너십에 참여의 ‘ ’ 
깊이와 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국가 파트너십 센터(National Centre for 

설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정간의 사회협약은 Partnership: NCP) . 

작업장 단위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중앙에서의 협약 내용이 노동시

장 하부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379) 아일랜드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은  

중앙 수준에서 노사 간 갈등관계를 분명 완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기업의 

유연성 강화 전략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다.380)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특정 소수집단에만 집중되는     

376) Tony Fahey, “The Welfare State: An Overview,” Brigid Reynolds and Se n á
Healy and Miche l Collins (eds.), á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Dublin: 
Social Justice Ireland, 2010), pp. 1-20.

377) Kirby and Murphy, 2011, pp. 94-116.
378) O’Donnell and Thomas, 2002, p. 181.
379) Roche and Teague, 2014, p. 792.

380) George Taylor, “Labour Market Rigidities, Institutional Impediments and 
Managerial Constraints: Some Reflections on the Recent Experience of 
Macro-political Bargaining in Ireland,”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Vol. 

27, No. 3 (1996), pp. 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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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계속되자 아일랜드 사회집단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예컨대 아. , 

일랜드전국실업자조직(Irish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Unemployed: 

과 종교지도자위원회 는 파트INOU) (Committee of Religious Superiors: CORI) ‘
너십 이후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협약 내에서 배제되어 2000’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되는 자원 역시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사회협

약에 참여하는 다른 파트너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381) 또한 노동시 

장의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사회협약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이탈하는 단체들도 증가했다.382) 요컨대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모 , 

델은 평등 없는 연대성 에 그치고 만 것이다‘ (solidarity without equality)’ .383)

노사정간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했음    

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서 불평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일? 

랜드의 노사구조는 애초에 다원주의적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중앙수준에, 

서의 사회협약이 맺어지더라도 갑자기 그 협약의 구속력이 작업장 단위까

지 미치기 힘들었다 게다가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파편화된 서비스. 

업 일자리는 더욱 증가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포괄적 사

회협약의 적실성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협약의 영향력이 . 

미치지 않는 노동시장의 주변부까지 경제성장의 혜택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입법.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회협약은 전국 차원의 강제성을 갖기 , 

못하고 권고적 수준으로 남게 된 것이다‘ (hortatory)’ .384)

아일랜드의 노동시장정책을 앞서 살펴본 네덜란드와 비교해보면 네덜    , 

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자들의 내

381) O’Donnell and Thomas, 2002, p. 181.
382) Peadar Kirby, Celtic Tiger in Collapse: Explaining the Weakness of the Irish 
Model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0), p. 180.

383) Sean O’Riain and Philip O’Connell, “The Role of the State in Growth and 
Welfare,” Brian Nolan, Philip O’Connell, and Christopher T. Whelan (eds.), 
Bust to Boom: The Irish Experience of Growth and Inequality (Dubli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0), pp. 338-339.

384) Roche and Teague, 2014, p.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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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성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네. 

덜란드의 경우 협약 이 후 각종 유연안정성 법안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외

부자들을 보호한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입법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서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방치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과 달리 . 

아일랜드의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하

는 반면 불평등의 축소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 

까 입법과정은 결국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정당들과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우파정당이 주도하는 아일랜드 정당체제의 특. 

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노동시장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일랜드의 반응성 전략 시장을 통한 고용창출3) : 

공화당 우위 정당체제의 기원과 특징(1) 

아일랜드 정당체제의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유럽에서는 매    

우 드물게도 보수정당인 공화당 주도의 정당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

다는 점이다.385) 년 집권에 성공한 공화당은 년까지 한 차례도  1932 2007

빠짐없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내각을 

주도해왔다. 

표 에서 보듯이 공화당은 전후 지속적으로 이상의 득표    < 4-12> 40% 

율을 얻었으며 특히 년에는 를 얻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 1977 50.6%

보했다 이후 년대로 넘어오면서 잠시 후반대로 떨어지기도 했. 1990 30% 

지만 전반적으로 공화당은 정도의 득표율을 확보하면서 제 당의 , 40% 1

지위를 유지했다 물론 이 기간에도 . 공화당은 단독으로 혹은 노동당이나 

385) Richard Dunphy, The Making of Fianna F il Power in Ireland 1923-1948 á
(Oxford: Glarendon Press, 1995); Peter Mair and Liam Weeks, “The Party 
System,” John Coakley and Michael Gallagher (eds.), Politics in the Republic 
of Irela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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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일랜드 정당별 득표율< 4-12> (1948-2007)

구분 FF FG LAB SF PD WP
1948 41.9 19.8 8.7
1951 46.3 25.8 11.4
1954 43.4 32.0 12.1 0.1
1957 48.3 26.6 9.1 5.3
1961 43.8 32.0 11.6 3.1
1965 47.7 34.1 15.4
1969 45.7 34.1 17.0
1973 46.2 35.1 13.7 1.1
1977 50.6 30.5 11.6 1.7
1981 45.3 36.5 9.9 2.5 1.7
1982 47.3 37.3 9.1 1.0 2.3
1982 45.2 39.2 9.4 3.3
1987 44.1 27.1 6.4 1.9 11.8 3.8
1989 44.1 29.3 9.5 1.2 5.5 5.0
1992 39.1 24.5 19.3 1.6 4.7 0.7
1997 39.3 27.9 10.4 2.5 4.7 0.4
2002 41.5 22.5 10.8 6.5 4.0 0.2
2007 41.6 27.3 10.1 6.9 2.7 0.2

출처( ): Nordsieck, 2017, pp. 255-257.出處
주 공화당 아일랜드통일당 노동당 신페인당 진보민주( ): FF( ), FG( ), LAB( ), SF( ), PD(註
당 노동자당), WP( )

진보민주당 과 연(Progressive Democrats: PD) 합해 정부를 구성했다 다시 . 

말해 아일랜드 정치에서 공화당 정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 (natural 

party of government)’이다.386)

공화당은 아일랜드 정당체제에서 어떻게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를 확    

보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기 초반 아일랜드가 ? 20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정당. 

체제에서 가장 큰 두 정당인 공화당과 아일랜드통일당은 년 아일랜1922

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곧이어 발발한 시민전쟁을 겪으면서 등장했

386) Riain, 2014, p. 181.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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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정당 간 가장 첨예했던 갈등축은 민족문제였다 민족주의적 성향. . 

을 강조한 공화당은 북아일랜드를 영국령에 속한다고 인정한 년 영1921

국 아일랜드 조약에 반대한 반면 아일랜드통일당은 이 조약을 인정해· , 

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사회경제적 이슈가 아닌 국. 

가의 독립과 같은 민족주의 문제로 정당 간 대립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아일랜드 정당체제는 타협과 협의보다는 우군 대 적군 이라는 대립관계‘ ’
가 부각되었다.387)

이 때 공화당은 아일랜드 독립에 앞장섰던 아일랜드공화국군    (Irish 

을 기반으로 빠르게 정당을 전국 차원에서 조직화Republican Army: IRA)

할 수 있었다 독립 및 시민전쟁 이 후 사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 

황에서 각 지방까지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던 아일랜드공화국군 

조직은 공화당이 초창기 정당체제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도

움을 주었다.388) 따라서 공화당은 특정 이익집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소농과 극빈층 그리고 노동계급을 포함해 사실상 전국의 모, 

든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른바 포괄정당 의 형태를 갖게 되었‘ ’
다.389) 

이러한 광범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년대 후반까지 공화당은 별    1960

다른 노력 없이도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년까지  . 1977

체계적인 정책 공약집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을 정도였다.390) 아일랜드 

통일당과 노동당의 무기력함은 공화당의 장기집권을 더욱 견고히 했다. 

아일랜드통일당과 노동당 역시 정책 공약집을 내거나 서로 연립정부를 

구성해 공화당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펼치지도 않았고 공화당이 선거승, 

리를 당연시한 것처럼 자신들의 선거 패배를 당연시했다 요컨대. , 1960

387) Kirby and Murphy, 2011, p. 29
388) Mair and Weeks, 2005, p. 141.
389) Peter Mair and Michael Marsh, “Political Parties in Electoral Markets in 
Postwar Ireland,” Peter Mair, Wolfgan C. M ller, and Fritz Plasser (eds.), ü
Political Parties and Electoral Change, (London: Sage Publications, 2004), p. 
238.

390) Mair and Marsh, 2004,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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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까지 아일랜드 정당정치는 공화당의 압도적 우위와 야당들의 무기력

함 속에서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사실상 소멸 직전의‘ (moribund)’ 
단계에 있었다.391)

공화당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체제의 구도를     

공화당과 기타 정당들 간의 대결구도로 만들고자 했다.392) 정당체제를  

공화당 대 반 공화당 구도로 양분함으로써 아일랜드통일당이나 노동‘ ( ) ’ 反
당이 공화당의 지지기반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화당은 설령 내각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전략을 펼쳤다.393) 실 

제로 년 진보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전까지 공화당은 단독정1989

부를 구성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대신 , 

야당이 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스완크가 분류한 바와 같이 공화당과 아일랜드통일당은 기본    

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394) 따라서 아일랜드에서 선거는 정 

당간 정책 차원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단순히 여당이냐 야당이냐“ ”
를 결정하는 것이었다.395)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 정당체제는 진보정당과  , 

보수정당 간의 정책대결보다는 보수정당들 간의 대결구도였고 그만큼 , 

정당간 핵심 갈등축은 사회경제적 이슈보다는 민족주의나 전통적 가치 

등을 두고 벌어졌던 것이다 예를 들어 년대 치러진 두 번의 선거. , 1990

년 년 에서 아일랜드의 보수정당인 공화당 아일랜드통일당 그(1992 , 1997 ) , , 

391) Mair and Marsh, 2004, p. 244.
392) Mair and Weeks, 2005, p. 146.
393) Michael J. Laver and Michael D. H iggins, “Coalition or Fianna F il? The á
Politics of Inter-Party Government in Ireland,” Geoffrey Pridham (eds.), 

Coalitional Behaviour in Theory and Practice: An Inductive Model for We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Michael J. Laver, 
“Coalition and Party Policy in Ireland,” Michael J. Laver and Ian Budge (eds.), 
Party Policy and Government Coal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p. 41-43; Mair and Weeks, 2005, p. 146.

394) Swank, 2013.
395) Martin E. Hansen, “The Positions of Irish Parliamentary Parties 1939-2006,” 
Irish Political Studies, Vol. 24, No. 1 (2009),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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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진보민주당의 득표율 합은 평균 애 육박했는데 이는 같은 기70% , 

간 다른 서유럽 보수정당들의 득표율 평균인 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45%

였다 또한 서유럽 진보정당들의 득표율은 평균 에 달한 반면 아일. 40% , 

랜드의 좌파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노동자당 등 진보정당들의 득표율 , , 

합은 평균 수준에 그쳤다20% .396) 우파정당인 공화당과 아일랜드통일당 

이 오랜 기간 원내 제 당과 제 당을 차지하면서 의회 내 주도권을 확보1 2

한 반면 노동당을 비롯한 좌파정당들은 소수정당에 머무르면서 아일랜, 

드 정당정치는 우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로 고착되어갔다.

년대로 접어들면서 아일랜드 정당체제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1980

변화들이 나타났다 우선 다른 유럽 국가들에는 진작부터 존재했던 전통. 

적인 자유주의 정당인 진보민주당을 비롯해 녹색당과 같은 이념 정당들

이 등장했다.397) 진보민주당은 년 공화당 내 진보파가 독립해 만든  1985

정당으로 유럽의 자유주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반대하는 한편 공화당과 달리 낙태와 이혼, 

의 자유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년 등장한 아일랜드 녹색당은 . 1981

다른 국가들의 녹색당과 같이 사회적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정당이었다. 

년 처음으로 의석을 확보한 녹색당은 이후 점차 의회에서 그 영향력1989

을 높여갔다.

둘째 공화당의 압도적 우위가 점차 상실되었다 년 아일랜드통    , . 1973

일당과 노동당은 공동의 정책공약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거에 돌입했

다.398) 선거 결과 아일랜드통일당이 노동당이 를 얻어 두  , 35.1%, 13.7%

정당이 합계 를 확보하면서 에 그친 공화당의 재집권을 저지48.9% 46.2%

했다 공화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년 이후 년 만이었. 1954 20

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후 년과 년 그리고 년에도 아일랜. 1981 1982 , 1994

드통일당과 노동당 연합이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통일당과 . 

396) Michael Gallagher, Michael Laver and Peter Mair,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Modern Europe, 3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2001), p. 230.

397) Mair and Weeks, 2005, pp. 139-140.

398) Mair and Marsh, 2004,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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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공화당의 집권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정책과 조직을 보다 . 

견고하게 준비해야 했다.399) 실제로 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처 1977

음으로 당내 상근 정책 고문을 고용하고 정책 자료집도 출간했다.400)

셋째 단독정부만 고집하던 공화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    , 

다.401) 년대 이후에는 공화당이나 아일랜드통일당이 단독으로 집권 1980

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특히 아일랜드통일당이 노동당과 선거연합을 맺. 

으면서 공화당은 더 이상 과거처럼 내각을 독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실제로 년 이 후 공화당은 한 차례도 빠짐없이 연립정부를 . 1989

통해 집권했다 선거에 따라 연립정부의 파트너만 노동당 진보민주당. , , 

혹은 녹색당 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처럼 아일랜드 정당체제는 . 1980

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당정치와 유사한 모습을 갖

춰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 측면에서 보면 공화당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이슈보다는     

민족주의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402) 년에 또 다시 아일랜 1982

드통일당과 노동당 연합에 패배하자 공화당 대표였던 호히(Charles 

는 북아일랜드와의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해 민족주의 성향의 Haughey)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또한 낙태와 이혼의 자유에 반. 

대하며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민. 

심과 동떨어진 이러한 전략은 결국 당내 분열을 일으켜 진보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지지기반도 크게 축소시키는 , 

결과를 초래했다.403) 

399) Maurice Manning, “The Political Parties,” Howard R. Penniman (eds.), 
Ireland at the Polls: the D il Elections of 1977á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8), pp. 82-87.

400) Mair and Marsh, 2004, p. 246.
401) Mair and Weeks, 2005, pp. 149-151.
402) Peter Mair, The Changing Irish Party System: Organisation, Ideology, and 
Electoral Competition (London: Frances Pinter, 1987), p. 215.

403) 김윤태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동향과  , : , 「 」 『

전망 제 호75 , 2009,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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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본격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더 이    

상 기존과 같은 민족주의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아일랜드에서 년 사1980 . 1987

회협약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정 건전성과 실업 등과 같은 이

슈들을 진지하게 다뤘던 공화당 정부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년대 후반 공화당이 주도하는 아일랜드 정당체제는 노동시장에 어떤 1980

영향을 주었을까 아일랜드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들은 어떤 ?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졌을까?

공화당의 반응성 정치 사회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2)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년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단독     , 1987

정부를 구성했을 당시 아일랜드의 경제 상황은 유럽의 거지국가 라는 ‘ ’
평가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였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으. 

로 임금은 빠르게 인상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 

로 치솟아 결국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생활수준도 낮아졌다 예컨대 국. , 

가경제사회협의회 의 연구에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ESC)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일반적인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1980 1987

은 정도 하락했다7-11% .404) 이러한 고임금 고물가와 함께 국가경쟁력 , 

까지 하락하면서 년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를 넘어섰다 실업은 1985 17% . 

전체 사회에 역병처럼 퍼져나갔고 노동자들은 임금보다 실업 문제에 더 ,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405)

년 국가경제사회협의회는 임금 억제와 공공지출 억제 그리고     1986 , 

조세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년 선, 1987

거 과정에서 공화당은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공약에 반영했

다.406) 이러한 공약은 선거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다 집권 이후 공화당  . 

404) William K. Roche, “Social Partnership in Ireland and New Social Pact,” 
Industrial Relations, Vol. 46, No. 3 (2007), p. 397.

405) Hastings, Sheehan and Yeates,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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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제로 과감한 재정지출 삭감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부문 명예 퇴직안‘ (voluntary 

도 성사시켰다 이는 공공 부문 인원 감축의 신호탄으로 severance deal)’ . 

그간 공공 부문 노조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매번 실패했던 것이었다.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화당 정부는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노조원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

다.407)

년 이전까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만남이 없을 정도로 공화당과     1987

노조는 긴장관계를 유지했지만 호히 수상 때 큰 변화가 있었다 공화당 . 

정부의 호히 수상은 국가 재정과 관련해 수시로 노조의 자문을 구하면서 

노동집단과의 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408) 이는 년에 노동당이 아 1982

일랜드통일당과 함께 연립정부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목소리

가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노조와 노동당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공략하기 위한 공화당의 전략적 선택이었다.409) 

노조 입장에서도 실질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공화당의 제안은 매력    

적이었다 이 시기 아일랜드는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노조 조직률이 . 1920

년대 이래로 가장 낮아졌다 특히 당시 영국에서는 대처 보수당 정부를 .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노조가 큰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 아일랜드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운 진보민주당이 부, 

상하면서 노조는 진보민주당과 아일랜드통일당이 연합할 경우 영국의 신

자유주의가 아일랜드까지 번질 것이라고 두려워했다.410) 이런 상황에서  

406) O’Donnell and Thomas, 2002, pp. 178-179; Girvin, 1990, p. 9.

407) Philip J. O’Connell, “Astonishing Success: Economic Growth and the Labour 
Market in Ireland,” Employment and Training Paper, No. 44, Employment and 
Training Department, ILO (1999), p. 53; O’Riain and O’Connell, 2000.

408) 권형기 , 2014, pp. 354-356.
409) Hastings, Sheehan and Yeates, 2007, p. 32.

410) William K. Roche, “Pay Determination, the State and the Politics of 
Industrial Relations,” Thomas V. Murphy and William K. Roche (eds.), Irish 
Industrial Relations in Practice, 2nd edition (Dublin: Oak Tree Press, 1997), pp. 

145-226; Roche, 2007, p.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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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도부는 공화당의 제안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

다.

하지만 이러한 공화당의 전략은 고용주들의 협조와 경제성장 없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미 년 정부부채가 대비 까지 . 1987 GDP 116.8%

급증한 상황에서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전략은 물가상승률

은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자칫 국가부도 사

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높은 경제 성장과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재정을 뒷받침해줘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

이었다.411) 이를 위해 공화당 정부는 산업개발청 (Industrial and Development 

을 통해Agency: IDA)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직접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이를 토착 기업 육성과 연결시키고자 , 

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년과 년에 정부가 작성한 텔레시    1982 1992 ‘
스 보고서 와 컬린턴 보고서 에 잘 정리(Telesis report)’ ‘ (Cullinton report)’
되어 있었다 텔레시스 보고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토착 기업들이 부. 

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지나치게 외국계 기업들에만 집중될 경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토착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부의 투자규모를 더욱 늘릴 뿐

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도 토착 기업들과 보다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

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412) 텔레시스 보고서의 문제의식 

을 기반으로 작성된 컬린턴 보고서는 산업개발청이 맡고 있는 국내산업 

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분리해 토착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413) 

411) Paul Teague and Jimmy Donaghey, “Why Has Irish Social Partnership 
Survived?,”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47, No. 1 (2009), pp. 
55-78; Riain, 2014, p. 182.Ó

412) Cormac Gr da, Ó á A Rocky Road: The Irish Economy since the 1920s (New 
권형기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pp. 116-119; , 2014, p. 226.

413) Denis O’Hearn, “Global Restructuring and the Irish Political Economy,” 
Patrick Clancy, Sheelagh Drudy, Kathleen Lynch, and Liam O’Dowd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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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집권에 성공한 공화당은 텔레시스 보고서 의 내용을 충실히     1987 ‘ ’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년부터 산업개발청 예산의 절반가량. 1988

을 토착 기업에 투자했다.414) 또한 공화당 정부는 컬린턴 보고서의 권고 

사항도 받아들여 년부터 산업개발청은 해외투자유치만 전담토록 하1993

고 국내산업은 기업진흥청 의 전신인 포르바이르트(Enterprise Ireland, EI)

가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Forbairt) . 

공화당 정부의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년대에 걸쳐 전체 고    . 1990

용은 증가했으며 그 핵심은 지식 경제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26.5% 

야에 집중되었다.415) 표 에서 보듯이 고용은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 < 4-13>

라 토착 기업에서도 급증했다 고숙련 지식 경제 산업에서의 고용률 성장. 

은 전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주도했지만 토착 기업 역시 높은 성장률을 ,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의 고용률은 년과 년 . 1991 1999

사이에 증가했고 같은 기간 토착 기업에서도 의 증가율을 보404% , 258%

였다 전기 전자 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년에서 년 사이 외국계 . · 1991 1999

기업의 총 고용증가율은 였고 토착 기업은 그보다 조금 낮은 111.7% , 

를 기록했다84.7% .

년대에는 투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 금융이나 기업 서비스    1990 R&D . 

업처럼 교역가능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tradable) R&D 

자 증가율이 로 토착 기업의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주941% 59% . 

목할 점은 그 밖의 소프트웨어나 전기 전자장비 그리고 기기 산업의 경우· , 

Irish Society: Sociological Perspectives (Dublin: Institute of Public 
권형기Administration, 1995), pp. 90-131; , 2014, pp. 226-227.

414) 그렇다고 텔레시스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정책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 
예컨대 텔레시스 보고서의 제안 내용에 대해 국가계획원, (National Planning 

은 토착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축Board: NPB)
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r da, 1997, pp. 118-119; Dan Ó á
Breznitz, “Ideas, Structure, State Action and Economic Growth: Rethining the 

Irish Miracl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9, No. 1 
권형기(2012), pp. 98-101; , 2014, pp. 227-228.

415) Se n Riain, “State. Competition and Industrial Change in Ireland 1991-1999,” á Ó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Vol. 35, No. 1 (2004), pp.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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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일랜드 고용 및 증가율< 4-13> R&D (1991-1999, %)

구분
토착 기업 외국계 기업

고용 R&D 고용 R&D

소프트웨어 258 841 404 681

교역가능 서비스 - 59 - 941

전기 전자 장비· 84.7 570.8 111.7 281.6

기기 245.5 1030.5 65.1 315.6

출처( ): Riain, 2004, pp. 35-37.出處 Ó

에는 토착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외국계 기업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R&D 

이다 그만큼 이 시기에 아일랜드 정부는 기업진흥청을 중심으로 토착 기. 

업 그 중에서도 첨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 육성했다고 할 수 있, 

다 년대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전과 달리 높은 경제성장과 . 1990

고용률로 연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공화당 정부의 발전 전략이 

있었다 아일랜드의 이런 특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 

관료적 발전주의 국가 와 구별해 아일‘ (bureaucratic developmental state)’
랜드 모델을 네트워크 발전주의 국가 라고 ‘ (developmental network state)’
부르기도 했다.416)

년대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자     1990

국난 극복의 위기감 은 점차 안이함 으로 바뀌었다‘ ’ ‘ ’ .417) 국가 부도의 위 

기로부터 벗어나자 당장 그 동안 긴축 재정의 피해를 받아왔던 공공 부

문 주도로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졌다 조직력이 높은 공공노조를 중심으. 

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다.418) 실제로 년 1988

부터 년까지 사적 부문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였던 반면 공공 1997 6.8% , 

416) Se n Riain, á Ó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417) 권형기 , 2014, p. 412.
418) 파트너십 성과센터 (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NCPP)

에 따르면 년 기준으로 공공 부문의 노조가입률은 였던 반면 사적2009 68.7% , 

부문은 에 불과했다 권형기24.9% . , 2014,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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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상승률은 에 그쳤다4.3% .419) 

사실 앞서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 위기가     , 

끝난 이 후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노동의 임금인상 요구는 일반적인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처럼 같은 직종 내에서도 복수노조를 . 

허용할 정도로 노동조합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각 직

종별로 더욱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년 교원연합. , 2000 (Association 

은 사회협약의 합의안을 파기하of Secondary Teachers of Ireland: ASTI)

고 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간호원 노조30% , (Irish Nurses and 

의 의 임금 인상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Midwives Organization: INMO) 25%

이었다.420) 

년대에 들어서면서 파편화된 노조들 간의 경쟁적 임금인상이 더    2000

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년부터 년 사이 아일랜드의 임금 상승률. 1997 2004

은 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독일을 28.8% . 5.2%

비롯해 평균인 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OECD 19% .421) 단위노동비용 역 

시 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다 년에서 년까지 아일랜드의 단1990 . 1987 1995

위노동비용 증가율은 약 로 독일의 영국의 보다 낮은 수준11% 19%, 30%

이었다 하지만 년에서 년 사이에 독일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 1996 2004

로 안정화되었고 영국은 로 이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아일랜드의 4% 29%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약 까지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8% 2 . 

평균인 보다 높은 수치였다OECD 22% .422)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편화된 노조들 간의 경쟁적 임금인    , 

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철저히 소

외되었고 그 결과 년대 중반 이후 아일랜드의 임금 불평등은 급증했, 1990

다 네덜란드에서는 유연안정성 법안들을 통해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대. , 

419) “How Wage Agreements Eroded Competitiveness,” The Irish Times, 
권형기2008.8.22.; , 2014, p. 429.

420) Industrial Relations New 권형기s, 2000.12.21., pp. 15-17; , 2014, p. 413.
421) OECD Economic Outlook 권형기, No. 73, June, 2003; , 2014, p. 431.

422) OECD Economic Outlook 권형기, No. 73, June, 2003; , 2014, pp. 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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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안 등을 통해 노동시‘ , ’ 
장 이원화를 방지해왔던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입, 

안되지 않았다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회협약을 통해 권고적 수준에. 

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을 뿐이다 왜 아일랜드 정부는 일. 

자리 창출과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년대 중, 1990

반 이후 나타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첫째 아일랜드의 정당체제에서 강력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    , 

의 지지기반이 불평등 완화보다는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그룹들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정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 

같이 공화당은 단순히 하나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의 핵심 제도 ‘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one of the key institutions)’ .423) 그만큼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집단, 

이 어떤 선호를 갖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일랜드 국가 선거조사. (Irish 

가 년 분석한 정당별 유권자 이념분포National Election Study: INES) 2002

를 보면 부터 의 범위에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0 10

다고 할 때 공화당 지지자들은 평균 를 기록해 이념적 보수성이 가장 7.4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아일랜드통일당의 지지자들이 진보민주당 . 7.0, 

지지자들이 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유권자의 이념적 평균은 을 기6.9 . 7.0

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당 지지자들조차 중도인 보다 더 보수적인 . 5.0

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일랜드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6.1 . 

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424)

게다가 유력한 제 정당인 아일랜드통일당의 지지자들도 사실상 공    2

화당과 큰 차이가 없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불, 

평등 문제와 같은 진보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높지 않았다. 

이미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해 한 차40% 

423) Fintan O’Toole, “Everything and nothing has changed,” Irish Times, 12 
March, 2011, p. 1.

424) Irish National Election Study, 2002; Michael Laver, “Voting Behaviour,” 
Coakley and Gallagher (eds.), 2005, pp. 2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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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도 빠짐없이 원내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공

화당의 보수적 지지자들이 아일랜드통일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굳이 진보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유인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공화당은 소농과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 사회의 다양한 집단으    

로부터 지지를 받는 포괄정당인 만큼 우파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년대1970

까지 재정적자를 기반으로 하는 케인지언 경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한 사회협약 과정에서도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노동집

단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와 실업. 1990

자 그룹으로부터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파트너십 사회협약부터 ‘ 2000’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여시키는 

한편 사회협약에 불평등 극복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

하지만 노동시장 외부자들 특히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공화당의 일    , 

련의 조치들은 입법화를 동반하지 않은 실용주의적인 선거 전략 차원의 ‘ ’ 
대응일 뿐이었다.425) 사회협약은 노동시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 

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사회, 

협약 테이블에 앉은 외부자 집단의 대표자들은 외부자를 대표하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부 역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426)

둘째 아일랜드 정당체제에서 노동당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아일    , . 

랜드 노동당은 년 한 차례 의 득표율을 얻은 것을 제외하면 일1992 19.2%

반적으로 내외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당은 10-15% . 1944

년부터 년까지 차례에 걸쳐 연립정부에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연2010 7 . 

립정부 내에서 그 역할은 크지 않았다 아일랜드 노동당은 세기 서유럽 . 20

민주주의 좌파정당들 중에 원내 제 정당조차 된 경험이 없는 유일한 정2

당이었다.427)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두 개의 보수정당 사이에서 노동당이  

425) 최태욱 경쟁력을 위한 사회합의주의 발전의 정치제도 조건 네덜란드와  , ‘ ’ : 「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 동향과 전망 제 호, , , 88 , 2013, pp. 125-126.」 『 』

426) O’Donell and Thomas, pp. 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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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정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노동당보. 

다 훨씬 보수적인 진보민주당을 비롯해 노동당의 왼쪽에서 경쟁하는 노

동자당과 녹색당 등이 등장하면서 노동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노동당은 연립정부에 참여하더라도 공화당이나     

아일랜드통일당으로부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그럴수록 노동당의 , 

지지율은 더욱 감소했다 실제로 년 의 득표율을 확보한 노동당. 1992 19.4%

이 년과 년에 공화당과 아일랜드통일당을 상대로 중추정당의 역1993 1994

할을 시도하면서 각각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당

의 역할은 미비했고 그 결과 년 선거에서 노동당의 득표율은 , 1997 10.4%

로 거의 반토막났다.428) 요컨대 아일랜드 노동당은 정권에 참여하게 되 , 

면 자신의 색깔을 잃게 되면서 지지율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정권참여와 ‘
의석확보 간의 딜레마 에 빠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제약 ’ . 

하에서 아일랜드 노동당이 의회 혹은 정부 내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

해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셋째 정당보다 인물을 중시하는 정당체제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 .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후보보다 정당의 정책을 중시하는 반면 아일랜, 

드는 정당에 대한 불신이 유독 높았다 년 아일랜드 국가 선거조사에 . 2002

따르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정당이 인 반면 인물은 38% , 

였다 심지어 지지하는 인물이 경쟁정당으로 소속을 옮기더라도 그 62% . 

인물에 대해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에 달했다40% .429) 

정당보다 인물을 중시하는 경향은 일정 부분 아일랜드 선거제도의     

특징 때문이었다 우선 아일랜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 

개의 선거구로 세분화해 상대적으로 다른 비례대표제 국가들에 비해 43

불비례성이 높다 예컨대 년에서 년까지 아일랜드 선거제도의 . , 1981 2010

불비례성은 평균 로 다른 비례대표제 국가들인 네덜란드 스웨4.17 (1.08), 

427) 김수진 정당정치와 계급정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의 예외성에 관한 고 , : ‘ ’「
찰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집 제 호, , 26 3 , 2008, p.12. 」 『 』

428) Mair and Weeks, 2005, p. 151.

429) Laver, 2005,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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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보다 훨씬 높았다(1.95), (1.60), (2.55), (2.02) .430) 

선거구가 클수록 정당 선거경쟁은 보다 전국차원의 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거구가 작은 곳에서 정당 간 경쟁은 보통 , 

지역 이슈에 매몰되기 쉽고 그만큼 지역 내 특정 선거구민에게 선심을 

쓰는 이른바 포크 배럴 정치 로 흐를 가능성이 높(pork barrel politics)

다.431)

또한 아일랜드가 도입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 (Single Transferable 

는 다른 비례대표제에 비해 상Vote-Proportional Representation: STV-PR)

대적으로 정당보다 인물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아일랜드는 개 선거. 42

구에서 인구수에 따라 각 선거구마다 명의 후보를 선출한다 이 때 각 3-5 .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소속정당과 후보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등이 표, , , 

시되어 있고 정당이 아닌 후보 이름 순서로 표시되어 있다 애초 투표용, . 

지에는 소속정당이 없었지만 년에 이르러서야 정당명을 표시할 정도, 1965

로 아일랜드 선거는 정당이 아닌 인물 중심의 선거였다 특히 주목할 점. 

은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 내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이나 아일랜드통일당은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정당의 정책이 아닌 인물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432) 요컨대 아일랜드는 선거구의 크기도  , 

작고 인물 중심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선거구 내 유권자와 정치인 간에 후견주의 적 경향이 강하게 (clientelism)

나타나게 된 것이다.433) 

430) Lijphart, 2012, pp. 306-307.
431)  Persson and Tabellini, 2005, pp. 16-19; Jong Hee Park and Nathan Jensen, 

“Electoral Competition and Agricultural Support in OECD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2 (2007), pp. 314-329. 

432) Mair and Marsh, 2004, p. 244.

433) Riain, 2014, pp. 172-174.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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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 

아일랜드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내부자    

성을 확보해나갔다 공공 일자리가 아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 

유도함으로써 실업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내부자성 전략은 네덜란드의 단계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1 . 

네덜란드는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유연안정성 정책들을 입안해 노

동시장 이원화를 관리한 반면 아일랜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 

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아일랜드 노동시장은 일자리 . 

증가율뿐만 아니라 임금 불평등도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년대 중후반까지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정부부채로     1980 ,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아일랜드는 년대부터 평균 에 육박하는 1990 10%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한 때 실업률이 를 상. 17%

회했던 아일랜드는 하이테크 지식 경제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

면서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이다 이는 년 정권을 잡은 공화. 1987

당 정부의 전략이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 배. 

치하는 한편 토착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도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함, 

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렸다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증가하자  . 

전통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이 높은 . 

산업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통 서비스업 일자리도 함께 급증하

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화당 정. 

부는 소득세 인하를 약속하며 노동집단을 사회협약에 동참시켰다 임금 .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물가안정과 소득세 인하를 통해 실질임금의 인상

을 기대했던 노동집단은 년 사회협약에 참여했고 그 결과 사회협약1987

의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자 노동집단은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스웨덴과 달리 노동집단이 파편화되어 있는 . 

상황 하에서 이러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조직력을 갖춘 노동자집단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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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내에 임금 불평등 문제가 불거졌. 

다 실업자 그룹을 포함해 각종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임금 불평등 문제. 

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정부는 이를 사회협약의 권고사항

으로만 다룰 뿐 입법화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임금 불평등 해소에 대한 . 

요구가 입법화로 연결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평등 완화

를 요구하는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아일랜드의 

보수정당 중심 정당체제 때문이었다. 

우선 공화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분배보다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더욱 중시했다 공화당은 포괄정당의 성향을 가졌지만 공화당 지지자. 

들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들로부터 매 . 

선거마다 내외의 지지를 얻으며 원내 당을 유지하는 공화당은 굳40% 1

이 임금 불평등과 같은 진보적 이슈를 다룰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게다. 

가 공화당과 경쟁하는 아일랜드통일당 역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만

큼 공화당이 진보적 이슈를 추진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아일랜드통일당, 

에게 빼앗길 위험을 감수할 유인도 낮았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당이 사. 

회협약을 통해 임금 불평등 문제를 언급한 것은 결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 

째 아일랜드 정당체제는 임금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진, 

보정당의 영향력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 사실상 보. 

수 양당제 하에서 노동당이 설령 연립정부의 파트너로 동참하더라도 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정책보다 . 

인물을 중시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아일랜드 정당들은 유럽의 다른 비례

대표제 국가들에 비해 전국에 파편화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를 반

영하기보다는 지역구 내 특정 유권자들과의 유대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요컨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외부자들의 목소리는 이. , 

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갖는 아일랜드의 정당체제 하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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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1. 요약과 함의

    전후 유럽 복지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는 복지예산의 수입

과 지출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웠던 .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세기에 들어와 초반까지 줄어들었고 이제21 20% 

는 전체 일자리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를 넘어섰다 문제는 새로운 70% .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등장한 서비스업의 상당수가 낮은 생산성과 낮은 

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복지 선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 

제조업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대체하면서 일

자리가 창출될수록 오히려 임금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를 해결할 재원 마

련도 점차 힘들어지면서 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결국 탈산업화가 심화될수록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내부자와 . 

그렇지 않은 외부자로 노동시장이 이원화되면서 최근 비교정치경제학에

서는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

고 있다. 

정치시장으로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정당    

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유권자들의 선호에 반응해야 했다. 

하지만 그 반응성의 형태와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했다 파편화되고 조직. 

되지 않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선호에 대한 반응이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가 이 질문에 대한 상당수의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은 좌파정당의 ? 

역할에 주목해왔다 예컨대 당파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 

의 약자를 보호해왔던 좌파정당이 강력할수록 외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통해 노동시장 이원화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434) 

루에다와 같은 학자들은 좌파정당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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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외부자를 위한 정책을 주저한다고 주장한

다.435) 한편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좌파정당이 강력할수록 노동시장 이 

원화 정도는 감소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중도정당이 주도하

는 연립정부에서는 사실상 우파정당이 주도하는 국가와 유사할 정도로 

노동시장 이원화 정도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436) 이처럼 최근 비교정치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 이원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지

만 노동시장 이원화를 줄이는 역할을 주로 좌파정당에서 찾고 있다는 , 

점에서 유사하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 내의 임금 불평등과 관련해 기존 비교정치경제    

학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에 주목했다 설령 ‘ ’ . 

좌파정당이 약하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체제 

하에서 서비스업 노동시장 이원화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리란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갖는 특징은 크. 

게 두 가지였다 첫째 구심력의 정치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증명한 . , .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정부의 지속성을 , 

확보하기 위해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서로 합의가 가능한 파트너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중도정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 

확보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좌우에 위치한 이념정당들이 연립정부에 참여

하기 위해 중도정당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유럽 대륙에. , 

서 오랜 기간 강력한 중도정당의 위치를 차지했던 기민당이 존재한 국가

들에서는 이른바 사민당의 기민당화 현상이 목격될 정도로 중도정당으‘ ’ 
로의 정책적 수렴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재의 정치다 중도정당은 좌우 이념정당에 비해 자신의 이    , . 

념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른 정당과의 타협과 중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도정당의 지지기반이 계급 연합적. (cross-class coalitions)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노동계급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 

434) Pontusson, 2011.
435) Rueda, 2005; Rueda, 2007; Lindvall and Rueda, 2012.

436) Iversen and Sosk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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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던 좌파정당에 비해 중도정당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

우 다양한 집단들 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왔다 예컨(heterogeneous groups) . 

대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기민당을 비롯해 핀란드의 , , , , 

중앙당과 같은 중도정당들은 과거 종교정당 혹은 농민정당에서 대중정당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우의 이념적 색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포괄하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지지기반을 확보해왔던 

것이다 조직화된 노동집단이 아닌 여러 사회경제집단으로부터 지지를 . 

확보해온 만큼 중도정당은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노동시장, 

으로 유입된 집단들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이상의 . 

두 가지 특징이 맞물려 이념적 유연성이 높은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 

제에서는 정당들이 탈산업화 시대에 급증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친 외부자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이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인과적 추론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

다 우선 정량적 연구를 통해서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간의 .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량적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다양한 경험적 분석모델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임금 불평등 정도. , 

는 좌파정당뿐만 아니라 중도정당이 강한 정당체제 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 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 .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높지 않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

는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가 사실상 좌파정당이 우세한 정당체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

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정당체제와 노동시장 이원화 간의 인    

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실 정치에서 정당체제와 노동시장 이원화 사이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당체제와 노동시장 이원화 간의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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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해 각 정당체제마다 어떤 정책을 펼

쳤으며 그것이 노동시장 이원화의 폭을 줄이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 

는지를 추적하는 정성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스웨덴 그리고 우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 

하는 아일랜드와의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인과적 과정을 살펴봤다.

우선 네덜란드는 두 단계의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성을     

확보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업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 

로써 실업자들에게 내부자성을 높여주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련의 . 

유연안정성 정책들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태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었다 네덜란드가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부자성 강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민당 중심의 정당체

제가 큰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 기민당은 년부터 년까지 한 차. 1918 1994

례도 빠짐없이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할 정도로 정당체제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탈종교화로 지지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 

기민당은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기민당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외부자는 실업자 집단이었다    . 

년대 초반 실업률이 급등하자 기민당 정부는 년 노사대표들이 1980 1982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가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이었다 이는 기존의 정규직 남성 중심으로 진행됐. 

던 네덜란드 고용정책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기민당 정부는 . 

노사를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포괄법을 통과시켜 시간제 일자‘ ’
리와 같은 유연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당은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기민당과 이념적 정책적    ·

으로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에 동참할 

수 없었다 년대 중반 이후 노동당은 점차 기민당에 수렴하는 정책. 1980

을 펼쳤다 예컨대 노동당은 정부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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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라는 고용정책을 포기하고 기민당이 강조했던 시간제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장애보험의 혜택을 감축하, 

는 개혁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수렴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노동당은 비. 

로소 년 기민당의 새로운 연립정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1989 .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노동자와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    

가함에 따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했다. 

년대부터는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1990

다 기민당 정부는 년 최저임금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정책. 1993

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년 등장한 보라색 . 1994

정부는 이전 기민당 정부가 주도했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지속하

는 한편 일련의 유연안정성 정책들을 통해 취약한 노동집단에게 안정성, 

을 보장해주었다 또한 유연안정성 정책은 보라색 정부 이 후 다시 집권. 

에 성공한 기민당 정부 하에서도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노동시장 이원화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부. 

자들을 위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부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민당을 중심으로 좌우정당들이 정책적으로 수렴하

는 정당체제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스웨덴은 사민당 정부 주도로 실업자들에게 공공 부문 일자

리를 제공함으로써 내부자성을 확보했다 사양산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을 . 

재교육해 성장산업에 재취업시키자는 렌 마이드너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사민당 정부는 국가노동시장위원회를 통해 실업자들을 성장 산업보

다는 공공 부문으로 취업시켰다 생산성이 높았던 제조업 일자리는 탈산업. 

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줄어들었던 반면 공공 부문 일자리는 정부 재

정 투입에 비례해 빠르게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해 년대가 되자 노조 내 주도권    1970

이 금속노조에서 공공노조로 넘어가게 되었다 과거 높은 생산성을 바탕. 

으로 하는 금속노조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감내함으로써 노

조 내에서 연대임금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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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성과 임금이 낮았던 공공노조는 금속노조처럼 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내하면서 협상을 이끌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 

에서 스웨덴 공공노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아닌 모든 노동에 대‘ ’ ‘
한 동일 임금 원칙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다’ . 

이러한 공공노조의 요구는 노동집단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부추기    

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위험부담이 큰 제안이었다 하지만 사민당은 자신. 

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공공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었다 임금 인상. 

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동시에 노조의 불만도 잠재우기 위해 

사민당은 고용보호법 노사공동결정법 등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켜 노동, 

시장에서 외부자들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주도

록 했다 강력한 좌파정당이 정당체제를 주도함에 따라 스웨덴에서 노동. 

시장 이원화는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 다만 고용증가율 측면. 

에서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스웨덴의 공공 일자리 창출 전략은 일

정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공공 부문 노조가 주도권을 잡고 가격탄력성. 

이 높은 전통 서비스업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전략을 취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전통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 역시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는 정부재정이 아닌 외국인직접투자를 포함해     

시장의 역할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부자

성 전략을 펼쳤다 년대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에 육박할 정도로 . 1980 17%

심각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은 를 넘어섰고 정부부채는 . 20%

대비 까지 치솟았다 오랜 기간 아일랜드 정당체제를 주도해GDP 116.8% . 

온 공화당은 년 집권한 이 후 산업개발청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1987

하이테크 지식 경제 산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진흥청을 신설해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착 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렸다 또. 

한 사회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한편 물가, 

안정과 소득세 보전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전

략을 펼쳤다 그 결과 년대로 넘어오면서 경제성장률은 평균 . 1990 10% 

내외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로 안정화되었으며 실업률도 대로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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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왔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국내외투자를 집중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제조    

업과 역동 서비스업의 일자리와 소득이 급증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 

조직력을 갖춘 공공 부문 노조들이 년대부터 사회협약에서 이탈해 1990

경쟁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 결과 년부터 년 . 1997 2004

사이 임금 상승률이 약 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파편화되고 30% . 

조직되지 않는 저숙련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임금폭은 미비했다 노동시. 

장 외부자들의 요구는 사회협약 과정은 물론이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제

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일랜드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공화당은 노동시    

장 이원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았다 공화당은 . 

아일랜드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지지자들로부터 매 선거에서 

내외의 높은 득표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쟁 정당인 아일40% . 

랜드통일당 역시 보수적 성향을 갖는 상황에서 굳이 불평등과 같은 진보

적 이슈를 추진해 자신의 지지기반이 경쟁정당으로 이탈할 수 있는 위험

을 피하고자 했다 또한 아일랜드 정당체제는 유럽에서 좌파정당의 영향. 

력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만큼 내각이나 의회에서 임금 불. 

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공간이 협소했다 마지막으로 아일. 

랜드는 다른 비례대표제 국가들에 비해 선거구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불

비례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보다 인물의 강점을 부각하는 단기이

양식제도를 접목해 정당들로 하여금 전국으로 파편화된 노동시장 외부자

를 위한 정책개발보다는 선거구 내 특정 집단에게 선심을 쓰는 데 집중

하도록 만들었다 아일랜드의 정당체제는 노동시장 외부자들 중 실업자. 

를 위한 일자리 창출 요구에는 민감했던 반면 저임금 저숙련 서비스 , ·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높은 경제성장. 

을 바탕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은 줄일 수 있었지만 불평등은 

더욱 증가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탈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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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파성의 정치 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유권자들의 ’
선호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반응성의 정치 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증‘ ’ . 

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간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해왔던 

바와 달리 이념적 유연성을 확보한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에서는 

정당들이 새롭게 등장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노동시장 이원화의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 

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좌파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 

던 노동시장 이원화 논의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유럽국가에 대한 연구결과 적용 가능성 한국 사례2. : 

본 연구는 탈산업화 사회에서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노동시장     

이원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주로 의. 

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국가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사실 탈

산업화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의 보편적 문제이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중도정당의 역할

에 준하는 기능적 대체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 

구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나 결론에서는 한국사례를 통해 , 

이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서비스업의 임금 불평등은 매우 높    

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원화 지표를 적용해보면 년부. , 1980

터 년까지 한국의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는 평균 로 다른 2007 3.69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극단치 로 구분할 만큼 높, ( , outlier)極端値  
다 한국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원화가 높은 국가인 영국의 이원화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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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이 이고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평균값은 에 불과할 정1.88 , 1.46

도로 한국 서비스업의 임금 불평등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 문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이원화의 

심각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437) 예컨대 정이환은 최근 연구에서  , 

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별 규모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급1997

격히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원화된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을 신자유, ‘
주의적 분절 고용체제 로 규정했다’ .438)

한국의 고용구조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대표되는 전통 서비스업    (NDS)

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반면 복지 서비스업 의 비중은 매우 낮은 , (WS)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다른 일자리. < 5-1>

에 비해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통 서비스업의 비·

중이 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저숙련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 는 32.3% . ‘ ’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의 고용구조와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한 국가들 중 한국보다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없을 정도

다 반면 복지 서비스업 일자리의 비중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지. 

나치게 낮다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갖춘 스웨덴의 경우 년 . 2007

기준 복지 서비스업의 비율이 에 달했고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32% , 

인 네덜란드가 였으며 우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인 아일랜드조차도 25% , 

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를 차지한 것에 반해 한국은 그 비중이 22% , 14%

에 그쳤다.

437)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유선 한국 노동자 . , 『
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서울 후마니타스 이시균 비정규노동의 ( : , 2005); , 』 「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노동정책연구 제 권 제 호, 6 2 , 2006, pp. 」 『 』 
성재민 국제적으로 본 한국의 임금 불평등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321-324; , : 「

으로 산업노동연구 제 권 제 호 정이환 김유선, 16 1 , 2010, pp. 61-101; · , 」 『 』 

노동시장 유형분류와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경제와사회 제 호, 92 , 「 」 『 』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2011, pp. 275-304; , ( : , 『 』 

정이환 한국 고용체제론 서울 후마니타스2013); , ( : , 2013). Hyeok Yong 『 』 

Kwon, “Labor Market Dualism and Insider-Outsider Politics in South Korea,” 
presented at the SSK Workshop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Market and Government,’ May 11, 2018, Korea University, Seoul. 

438) 정이환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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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 서비스업 일자리 비율< 5-1> (1980-2007, %)

출처( ): EU-KLEMS.出處
 

하지만 한국에서 파편화된 전통 서비스업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사    

각지대로 남아있어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년대 초. 2000

반부터 네덜란드가 추진했던 유연안정성 정책들을 도입하고자 했다 예. 

컨대 노무현 정부는 초창기부터 네덜란드 모델에 주목했다 특히 참여, . 

정부 당시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교수는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 

표명했던 이정우 교수는 곧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우선 재계는 네덜란드 모델 중에 하나로 꼽히던 노조의 경영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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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의 경영참여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 

것이다 보수언론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예를 들면 조선일. . , 

보는 네덜란드 모델로 낭비한 한국 경제의 년 이라는 사설을 통해 ‘ ’ 2「 」

네덜란드와 같은 노사정 합의 모델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조정비용

이 너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또 다른 논리로 반대했다 노동계는 네덜란드 모델    . 

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 결국 시간제 일자리나 임시직 등 비

정규직 증가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

다 이미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향으로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

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이익집단들로부터 동의를 . 

구하기 힘들게 되고 이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정당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약해지면서 결국 참여정부에서 네덜란드 모델은 소멸했다.

잊혀졌던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관심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계    

속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으면서 그 해결방안을 .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네덜란드 모델에 주목하면서 년에 네덜란드 2009

현지로 조사팀을 파견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 의 명칭을 고용노동. ‘ ’ ‘
부 로 바꿀 만큼 고용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그 방안으로 정규’ , 

직 중심의 일자리에서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을 확보한 일자리를 창출‘ ’
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실행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의지는 임기 중. , 

반 이후에도 계속되어 년 월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기획재정부 장2011 6 , 

관으로 역할을 바꾼 박재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임“
금과 고용조건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네덜란드 ‘
모델을 고용 창출의 해법으로 적극 도입하겠다 고 밝히기도 했다’ ” . 

한편 이 시기엔 진보 진영에서도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졌    

다 한겨레신문은 창간 돌을 맞은 년 특집호로 네덜란드 모델을 . 21 2009

다루었다 보수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관심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안. 

정성에 있었다 시간제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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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상여금 휴가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 , 

받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뒤이어 오마이뉴스는 . 2010

년에 회에 걸쳐 네덜란드 노동시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네덜란드 현12 . 

지에 기자들을 파견해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요기관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한 년 월에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 2012 9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

식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덜란드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네덜란드 노동시장과 관련한 국내사회의 반응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의 찬. 

성과 반대가 맞물려있던 유연안정성 담론은 한국 노동시장에 제대로 ‘ ’
정착되지 못한 채 표류했다 각 진영은 네덜란드 노동시장을 둘러싼 정. 

치경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각 진영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부

분만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 

증할 뿐만 아니라 임금 불평등도 어떤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유연안정성 정책의 도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

하고 왜 한국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연안정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

체적인 법안들이 입안되지 못했을까?

이런 상황이 지속된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의 연장    , 

선에서 살펴보면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 

한국 정당체제의 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국. 

내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투표선택이 출신 지역이나 세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정당의 반응성이 왜

곡된다고 분석하고 있다.439) 하지만 최근 일련의 연구들이 분석한 바와  

439) 이갑윤 박정석 지역민 호감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 · , , 「 」 『
제정치 제 권 제 호 김성모 이현우 출신지 거주자27 3 , 2011, pp. 131-158; · , 』 「
와 비거주자의 지역주의 행태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 권 제 호, 49 5 , 」 『 』 

김용철 조영호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의 사회심리적 토2015, pp. 243-2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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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계층 그리고 재산정도, , 

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440)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에 , 

대한 국내 정당들의 반응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 

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 . 

본 연구에서 다뤘던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 정치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한   

국은 오랜 기간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였다 물론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 

당정치의 특성상 자민련 등의 충청 지역 정당들이 존재했고 미약하나마 

년 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2004

는 등 여러 소수 정당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년부터 . 1981

년까지 한국의 유효정당수는 로 미국 이나 영국 에 비2010 2.85 (2.37) (2.27)

해서는 상대적으로 양당제의 성격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441) 하지만  

한국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사실상 석 이상을 확보한 교섭20 ‘ 단체(交涉
정)’ 團體 당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양대 정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오랜 기간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런 의. 

미에서 그간 한국정치의 실질적 의사결정은 양당제 하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포괄의 정치. ‘ (politics of 

보다는 배제의 정치 가 작동하는 경우가 inclusion)’ ‘ (politics of exclusion)’

대 상징적 지역주의 로의 진화 한국정당학회보 제 권 제 호: ‘ ’ ? , 14 1 , 2015, 」 『 』 

박명호 년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pp. 93-128; , 2008「
분석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 권 제 호: 386 , 8 1 , 2009, pp. 」 『 』 
65-86.

440)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배반 투표 와 사회계층 한국정당학회 , ‘ ’ , 「 」 『

보 제 권 제 호 장승진 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12 3 , 2013, pp. 5-28; , 2012』 「
계층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 권 제 호, 47 4 , 2013, pp. 」 『 』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51-70; · · , , 「 」

이갑윤 이현우 편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서울· , : , , ( : 『 』
오름 이현경 권혁용 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의 계층, 2014), pp. 109-139; · , 「
화 한국정치학회보 제 권 제 호, 50 5 , 2016, pp. 89-108.  」 『 』 

441) Lijphart, 2012, p.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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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직된 힘을 갖기 힘들었던 파편화된 노동시장 

외부자의 목소리는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이다.442)

한편 년 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한국의 정당체제는 큰 변화를     , 2016 20

겪었다 우선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석을 얻으며 교섭. 38

단체 지위를 확보했다 이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으며 . 

정당들이 새롭게 재편되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 30

년 월 일 바른정당을 창당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약 개월 2017 1 24 , 4

만에 다시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 으로 복당하며 20 ( )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그러나 년 월 일 국민의당에서 안철. 2018 2 13

수 대표를 구심점으로 하는 국회의원 일부와 바른정당이 합당해 국회의

원 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며 새로운 교섭단체가 만들어졌30

다 뒤이어 월 일엔 국민의당에서 분파된 민주평화당 석과 진보정당. 4 2 (14 )

인 정의당 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하 평화와정의모임 을 만들(6 ) ‘ ( )’
어 공동교섭단체 구성했다 그 결과 대 국회 후반기에는 더불어민주. 20

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모임 등 총 개의 , 4

교섭단체가 구성되면서 다당제 정당체제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대 국회에서 정당체제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다당제로 전환되    20 , , 

면서 정당 간 정체성 대결도 심화됐다 이는 주로 새롭게 창당한 정당들. 

이 기존 정당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등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월 출범식. 2

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도개혁정당 으로 정의했다 또한 평화와정의‘ ’ . 

모임은 비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독자적인 정당 활동은 유지하기로 , 

했지만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최초의 진보정당 교섭단체라는 , 

점을 부각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수 있을까 중도정당과 진보정당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미 있는 ? 

행위자로 성장할 경우 한국에서도 노동시장 이원화의 증가폭은 줄어들 , 

수 있을까?

442) 강명세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서울 백산서당 최태욱 , ( : , 2006); , 『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위하여 서: (『 』 

울 책세상: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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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한국 국회의 특성    

을 감안할 때 중도정당과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로 진입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안건 심의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임위‘ ’ , 

원회 내의 의사 결정은 교섭단체 간사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443) 그만큼 국회 내 정책결정과정에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 없 

느냐의 차이는 극명하다 예컨대 어떤 법안을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원. , 

회에 상정하거나 통과시키고자 할 때 교섭단체의 간사 중 누구 한 명이, 

라도 반대할 경우 해당 법안을 상정 혹은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또한 .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표결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중도

정당이나 진보정당의 영향력이 강하면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

써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노동위원회나 보건복. 

지위원회와 같은 상임위에 바른미래당이나 평화와 정의모임 소속 간사들

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법안, 

이 입안되고 가결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망은 보다 조심    

스러울 필요가 있다 첫째 지속성의 문제다 국회에서 개의 교섭단체를 . , . 4

구성할 수 있는 다당제가 언제까지 지속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수. 

대표제 하에서 현재의 다당제는 언제라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될 가

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대 국회의 다당제 상황은 예외적 현상이라. 20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소수정당들은 년 국회의원선거를 전후로 의. 2020

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 

현재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지 않는 한 중도정당과 진보정당, 

이 계속해서 교섭단체로 남아 있을 확률은 높지 않다 중도정당 혹은 좌. 

파정당이 지속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의미 있는 세력으로 참여했던 대부

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며 비례대. ‘

443) 국회법 제 조 제 조 제 조 등을 참고할 것 33 , 48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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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확대 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 나온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포괄의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제도적 조. , 

건 없이 노동시장 이원화에 대한 정당의 반응성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두 번째로 신생 정당들의 이념적 불확실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 

같이 대 국회에서 중도정당과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두 원내교섭단체, 20

는 이념적 통일성을 갖추기보다는 사실 이질적인 두 정당의 연합을 통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 그만큼 여러 이슈에서 당내 세력 간 갈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를 결속할 수 있는 . 

분명한 이념적 정체성과 사회세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개혁중. , 

도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에게 중도정당이란 스스로 출범식에서 밝, 

힌 바와 같이 합리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진보세력이 뭉친 정당 일 뿐이, ‘ ’
다 하지만 물감을 섞듯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한다고 저절로 중도가 탄. 

생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중도정당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결. , 

정과정에서 적어도 중추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

는 중도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도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이념적 가

치를 갖고 계급 연합적 전략을 통해 다양한 사회집단들 특히 기존 정, , 

당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과

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의 선호를 대변해야 할까 한국 노동시장에서 영    ? 

세 자영업자와 같은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 서비스

업의 고용 비율은 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에 달했다 고용2007 32.3% .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

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노동시장 외부자. 

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은 찾기 힘들다 누가 파편화된 노동시. 

장 외부자의 선호를 반영해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국 정당정? 

치에서 보수적 양당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대 국회에 새롭게 등장한 두 20

교섭단체 즉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모임은 각각 중도정당과 진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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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동시장 외부자를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연결

시킬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 . 

분명한 것은 대 국회의 다당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지 아니20 , 

면 지속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랜 기

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를 신생 정

당들이 대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각 정당의 지지기, 

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논문의 의의와 향후 연구주제3. 

본 연구는 왜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하에서 서비스업의 임금 불    

평등이 감소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본 연구의 정, . 

량적 정성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갖는 두 ·

가지 특징 즉 구심력과 중재의 정치가 맞물리면서 각 정당들은 외부자, 

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들을 펼쳤고 그 결과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은 효과적으

로 관리될 수 있었다.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본     . 

연구는 서비스업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원화 양상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탈산업화 시대에 노동시장 이원화는 제조. 

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

하고 정작 년대 이후부터 회원국 전체 일자리의 이상을 2010 OECD 70%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내에서의 노동시장 이원화가 국가마다 어떻게 

나타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 

구는 서비스업을 직업의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 간의 임금 불평등 정도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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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내에서의 노동시장 이원화 지표로 제시했다. 

본 연구가 갖는 두 번째 이론적 의의는 기존 노동시장 이원화 연구    

들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정당체제 그 중에서도 중도정당 중심, 

의 정당체제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새롭게 재해

석하고 분석의 다양성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원화 연구에서 . 

당파성 정당연합 선거제도 등을 강조했던 많은 기존 연구들은 결국 노, , 

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은 좌파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집중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 

하는 하나의 보완적 시각으로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의 역할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유럽대륙의 기민당이나 북유럽. , 

의 중앙당이 내각 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서는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증하는 탈산업화 노동시장에서도 임금 불평등 정도

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주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의회    . , 

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의원내각제 달리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힘이 강

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중도정당의 위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강한 유럽 국가들로 . 

한정함으로써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외생변수로 처리했다 물, . 

론 개 회원국 중에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OECD 34

국 미국 칠레 멕시코 등 네 개 국가에 불과한 만큼 의원내각제 국가, , , , 

들 중심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폭넓은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 

경험적 적실성뿐만 아니라 이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권력구조의 틀 속에서 중

도정당의 위상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당체제 차원이 아닌 의회 내 제도적 특징에 따른 중도정당    , 

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다 예컨대 동일한 정당체제라 하더라도 의회에. , 

서의 정책결정과정이 영국처럼 본회의 중심주의냐 아니면 한국처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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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원회 중심주의냐에 따라 중도정당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 

의사진행 과정에서 안건의 상정 혹은 반대를 결정하는 교섭단체 선정 기

준 의석수 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중도정당(threshold)

의 영향력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만약 교섭단. , 

체 기준을 현재 석에서 석으로 줄일 경우 다수대표제 하에서 지속20 10 , 

적으로 석 이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중도정당의 영향력은 의회 정20

책결정과정 속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노동시장 이원화의 특징과 이에 대한 반응성 정치의 등    , 

장 가능성이다 앞서 시론적 접근을 통해 한국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 

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원화는 이미 사회 연대성을 훼손할 정도로 ,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성의 정치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탈산업. 

화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갈수록 커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당들의 반응성은 낮

은 것일까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어? , 

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빠르게 급증? 

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원화 경향을 생각했을 때 국내 비교정치, 

경제 연구자들이 묻고 답해야할 시급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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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선진국 내각 구성 현황: 

1. 네덜란드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7 CDA-VVD Dries van Agt (CDA) CDA
1981 CDA-PvdA-D66 Dries van Agt (CDA) CDA
1982 CDA-VVD Ruud Lubbers (CDA) CDA
1986 CDA-VVD Ruud Lubbers (CDA) CDA
1989 CDA-PvdA Ruud Lubbers (CDA) CDA
1994 PvdA-D66-VVD Wim Kok (PvdA) -
1998 PvdA-D66-VVD Wim Kok (PvdA) -
2002 CDA-VVD-LPF Jan P. Balkenende (CDA) CDA
2003 CDA-VVD-D66 Jan P. Balkenende (CDA) CDA
2007 CDA-CU-PvdA Jan P. Balkenende (CDA) CDA

출처( ): Nordsieck, 2017, pp 366-376..出處
주 기민당 자민당 노동당 자유민주주의( ): CDA( ), VVD( ), PvdA( ), D66( 66), LPF(註 삠
포르뚜완당 기독교연맹), CU( )

오스트리아2.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9 SPÖ Bruno Kreisky (SPÖ) -
1983 SPÖ-FPÖ Fred Sinowatz (SPÖ) -
1986 SPÖ-FPÖ Fred Sinowatz (SPÖ)
1987 SPÖ-ÖVP Fred Sinowatz (SPÖ) ÖVP
1990 SPÖ-ÖVP Fred Sinowatz (SPÖ) ÖVP
1994 SPÖ-ÖVP Fred Sinowatz (SPÖ) ÖVP
1996 SPÖ-ÖVP Fred Sinowatz (SPÖ) ÖVP
1997 SPÖ-ÖVP Vitkor Klima (SPÖ) ÖVP
2000 ÖVP-FPÖ Wolfgang Schüssel (ÖVP) ÖVP
2003 SPÖ-FPÖ Wolfgang Schüssel (ÖVP) -
2007 SPÖ-ÖVP Alfred Gusenbauer (SPÖ) ÖVP
2008 SPÖ-ÖVP Werner Faymann (SPÖ) ÖVP

출처( ): Nordsieck, 2017, pp. 20-29.出處
주 오스트리아인민당 오스트리아사민당 오스트리아자유당( ): VP( ), SP ), FP ( )註 Ö Ö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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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3.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9 S Anker Jørgensen (S) -
1982 KF-RV-CD-KRF Poul Schlüter (KF) CD, KRF
1984 KF-RV-CD-KRF Poul Schlüter (KF) CD, KRF
1988 KF-V-RV Poul Schlüter (KF) -
1990 KF-V Poul Schlüter (KF) -
1993 S-RV-CD-KRF Poul Nyrup Rasmussen (S) CD, KRF
1994 S-RV-CD Poul Nyrup Rasmussen (S) CD
1998 S-RV Poul Nyrup Rasmussen (S) -
2001 V-KF Anders Fogh Rasmussen (V) -
2005 V-KF Anders Fogh Rasmussen (V) -
2007 V-KF Anders Fogh Rasmussen (V) - 

출처( ): Nordsieck, 2017, pp. 111-131.出處
주 사민당 좌파자유당 보수당 중도민주당 기독당( ): S( ), V( ), KF( ), CD( ), KRF( ), RV註
급진당( )

스웨덴4.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9 C, FP, (M) Thorbörn Fälldin (C) -
1982 SAP Olof Palme (SAP) -
1986 SAP Ingvar Carlsson (SAP) -
1988 SAP Ingvar Carlsson (SAP) -
1991 M-C-FP-KDS Carl Bildt (M) C, KDS
1994 SAP Ingvar Carlsson (SAP) -
1996 SAP Göran Persson (SAP) -
1998 SAP Göran Persson (SAP) -
2002 SAP Göran Persson (SAP) -
2006 M-C-FP-KDS Fredrik Reinfeldt (M) C, KDS

출처( ): Nordsieck, 2017, pp. 497-505.出處
주 사민당 연합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 ): SAP( ), M( ), FP( ), C( ), KDS( )註



- 197 -

핀란드5.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9 SDP-KESK-SKDL-SFP Mauno Koivisto (SDP) KESK, SFP
1982 SDP-KESK-SKDL-SFP-LKP Kalevi Sorsa (SDP) KESK, SFP
1983 SDP-KESK-SFP-SMP Kalevi Sorsa (SDP) KESK, SFP
1987 KOK-SDP-SFP-SMP Harri Holkeri (KOK) SFP
1991 KESK-KOK-SFP-KD Esko Aho (KESK) KESK, SFP
1995 SDP-KOK-SFP-VAS-VIHR Paavo Lipponen (SDP) SFP
1999 SDP-KOK-SFP-VAS-(VIHR) Paavo Lipponen (SDP) SFP

2003 KESK-SDP-SFP
Anneli Jäätteenmäki 

(KESK)
KESK, SFP

2003 KESK-SDP-SFP Matti Vanhanen (KESK) KESK, SFP
2007 KESK_KOK-SFP-VIHR Matti Vanhanen (KESK) KESK, SFP

출처( ): Nordsieck, 2017, pp. 168-180.出處
주 사민당 중앙당 인민민주연맹 스웨덴인민당( ): SDP( ), KESK( ), SKDL( ), SFP( ), 註

자유당 농촌당 국가연합당 기독교연맹 녹색당LKP( ), SMP( ), KOK( ), KD(SKL, ), VIHR( )

벨기에6. 

출처( ): Nordsieck, 2017, pp. 36-50.出處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9 CVP-PSC-SP-PS-
(FDF)-(PVV)-(PRL) Wilfried Martens (CVP) CVP/PSC

1981 CVP-PSC-SP-PS Mark Eyskens (CVP) CVP/PSC
1981 CVP-PSC-PVV-PRL Wilfried Martens (CVP) CVP/PSC
1985 CVP-PSC-PVV-PRL Wilfried Martens (CVP) CVP/PSC
1987 CVP-PSC-SP-PS-VU Wilfried Martens (CVP)
1991 CVP-PSC-SP-PS Wilfried Martens (CVP) CVP/PSC

1992 CVP-PSC-SP-PS Jean-Luc Dehaene 
(CVP) CVP/PSC

1995 CVP-PSC SP-PS— Jean-Luc Dehaene 
(CVP) CVP/PSC

1999 VLD-PRL-SP-PS-
AGALEV-ECOLO Guy Verhofstadt (VLD) -

2003 VLD-MR-SPA-PS Guy Verhofstadt (VLD) -

2007 Open VLD-MR-CD&V-
CDH-PS

Guy Verhofstadt 
(Open VLD) C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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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독교인민당 기독교사회당 기민당 자유개혁당( ):  CVP( ), PSC( ), CD&V( ), PRL( ), 註
자유진보당 사회당 사회당 플레미쉬 자민당 휴머니스PVV( ), SP( ), PS( ),  VLD( ), CDH(

트 중도민주당 개혁운동 녹색당), MR( ), ECOLO( )

이탈리아7. 

출처( ): Nordsieck, 2017, pp. 260-291.出處
주 기민당 공산당 사회당 사민당 공화당 자유( ): DC( ), PCI( ), PSI( ), PSDI( ), PRI( ), PLI(註
당 북부동맹 녹색연합 민주좌파당 국가연맹 기독중), LN( ), VERDI( ), DS( ), AN( ), UDC(
도민주연합 인민당 인민자유당 자치운동 중도연합), PPI( ), PDL( ), MPA( ), UD( )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80 DC-PSI-PSDI-PRI Arnaldo Forlani (DC) DC
1981 DC-PSI-PSDI-PRI-PLI Giovanni Spadolini (PRI) DC
1982 DC-PSI-PSDI-PLI Amintore Fanfani (DC) DC
1983 DC-PSI-PSDI-PRI-PLI Bettino Craxi (PSI) DC
1987 DC Amintore Fanfani (DC) DC
1987 DC-PSI-PSDI-PRI-PLI Giovanni Goria (DC) DC
1988 DC-PSI-PRI-PSDI-PLI Ciriaco De Mita (DC) DC
1989 DC-PSI-PSDI-PLI-(PRI) Giulio Andreotti (DC) DC
1992 DC-PSI-PSDI-PLI Giuliano Amato (PSI) DC
1993 DC-PSI-PSDI-PLI Carlo Azeglio Ciampi DC
1994 FI-LN-AN-CCD Silvio Berlusconi (FI) UDC
1995 Independent Lamberto Dini (-) -

1996
PDS-PPI-RI-UD-LD-
VERDI

Romano Prodi (ULIVO) PPI

1998
DS-PPI-UD-LD-VERDI-
SDI-PDCI-(UDR)-(UDEUR)

Massimo D’Alema (PDS) PPI

2000
DS-PPI-DEM-LD-SDI-
VERDI-PDCI-UDEUR

Giuliano Amato (ULIVO) PPI

2001 FI-AN-LN-UDC-NPSI Silvio Berlusconi (FI) PPI

2006
ULIVO-PRC-SDI-RI-PDCI-
IDV-VERDI-UDEUR

Romano Prodi (ULIVO) -

2008 PDL-LN-MPA Silvio Berlusconi (P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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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8. 

출처( ): Nordsieck, 2017, pp. 198-218.出處
주 사민당 자민당 기민당 기사연 녹색당( ): SDP( ), FDP( ), CDU( ), CSU( ), GR NE( )註 Ü

아일랜드9. 

출처( ): Nordsieck, 2017, pp. 251-259.出處
주 공화당 노동당 아일랜드통일당 진보민주당 녹색당( ): FF( ), LAB( ), FG( ), PD( ), GP( )註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80 SPD-FDP Helmut Schmidt (SDP FDP
1982 CDU/CSU-FDP Helmut Kohl (CDU) FDP
1983 CDU/CSU-FDP Helmut Kohl (CDU) FDP
1987 CDU/CSU-FDP Helmut Kohl (CDU) FDP
1991 CDU/CSU-FDP Helmut Kohl (CDU) FDP
1994 CDU/CSU-FDP Helmut Kohl (CDU) FDP
1998 SPD-GRÜNE Gerhard Schröder (SPD) -
2002 SPD-GRÜNE Gerhard Schröder (SPD) -
2005 CDU/CSU-SPD Angela Merkel (CDU) -
2009 CDU/CSU-FDP Angela Merkel (CDU) FDP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9 FF Charles Haughey (FF) -
1981 FG-LAB Garret FitzGerald (FG) -
1982 FF Charles Haughey (FF) -
1982 FG-LAB Garret FitzGerald (FG) -
1987 FF Charles Haughey (FF) -
1989 FF-PD Charles Haughey (FF) -
1992 FF-PD Albert Reynolds (FF)
1993 FF-LAB Albert Reynolds (FF) -
1994 FG-LAB-DL John Bruton (FG) -
1997 FF-PD Bertie Ahern (FF) PD
2002 FF-PD Bertie Ahern (FF) PD
2007 FF-PD-GP Bertie Ahern (FF)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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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10. 

출처( ): Nordsieck, 2017, pp. 181-197.出處
주 공화국연합 민주운동 사회당 좌파급진주의운동( ): RPR( ), UDF( ), PS( ), MRG( ), 註

공산당 시민운동 녹색당 대중운동연합 신중도당PCF( ), MDC( ), LV( ), UMP( ), NC( )

스페인11. 

출처( ): Nordsieck, 2017, pp. 472-296.出處
주 민주중도연합 사회노동자당 국민당( ): UCD( ), PSOE( ), PP( )註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8 RPR-UDF Raymond Barre (UDF) -
1981 PS-MRG Pierre Mauroy (PS) -
1981 PS-PCF-MRG Pierre Mauroy (PS) -
1984 PS-MRG Laurent Fabius (PS) -
1986 RPR-UDF Jacques Chirac (RPR) -
1988 PS-UDF-MRG Michel Rocard (PS) -
1988 PS-UDF-MRG Michel Rocard (PS) -
1991 PS-MRG Édith Cresson (PS) -
1992 PS-MRG Pierre Bérégovoy (PS) -
1993 RPR-UDF Édouard Balladur (RPR) -
1995 RPR-UDF Alain Juppé (RPR) -
1997 PS-PCF-PRG-MDC-LV Lionel Jospin (PS) -
2002 RPR-UDF-DL Jean-Pierre Raffarin (DL) -
2002 UMP Jean-Pierre Raffarin (UMF) -
2005 UMP Dominique de Villepin (UMP) -
2007 UMP-NC François Fillon (UMP) -

연도 내각참여정당 수상 정당( ) 중도정당
1979 UCD Adolfo Suárez (UCD) -
1981 UCD Leopoldo Calvo-Sotelo (UCD) -
1982 PSOE Felipe González (PSOE) -
1986 PSOE Felipe González (PSOE) -
1989 PSOE Felipe González (PSOE) -
1993 PSOE Felipe González (PSOE) -
1996 PP José María Aznar (PP) -
2000 PP José María Aznar (PP) -
2004 PSOE José Luis Zapatero (PSOE) -
2008 PSOE José Luis Zapatero (PS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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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e newly emerging labor classes tend 

to be composed of low-skilled and low-income workers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thus transitional employment growth is likely to lead to 

economic inequalit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deindustrialization, 

the low-skilled service sector, which has been rapidly growing since the 

mid-20th century, also consisted mostly of low-wage workers. Then, is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sector inevitabl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creation in the service 

sector and wage inequality an axiom in the transition period? If not, 

why does the degree of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sector vary 

among advanced democracies in the age of deindustrialization?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politics of responsiveness.’ As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voters who have new preferences enter 

into the political market on a large scale and the competition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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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arties to respond to the newly emerging voters drive political 

chang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to an 

industrialized society, for example, left parties had become one of the 

main political actors because they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preferences of the manufacturing workers whose numbers had 

increased dramatically in that period. Likewise, in the age of 

deindustrialization, political parties need to reform existing policies to 

capture the votes of emerging outsiders. Specifically, whether or not 

political parties can adopt a flexible posi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at can minimize the opposition of the existing supporters and 

at the same time, appeal to the preference of the emerging outsiders 

such as low-skilled service workers and unemployed workers is — —
the key to winning elections.

    In this study, I argue that under the party systems with a strong 

center party, parties tend to enact policies to create more service 

sector jobs for the unemployed and offer more protection for the 

unprotected because party systems with a strong center party induce 

the centripetal force which makes both left and right parties converge 

to the position close to the center party that operates as the mediator. 

As a result, pro-outsider policies will be enacted by the politics of 

mediation and thus the degree of wage inequality in service sectors will 

be effectively managed.

    To support my argument, I present a mixed methods research 

design, using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order to enhance validity of the causal inferenc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party systems and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sector by analysing data from 10 

advanced democracies with center parties from 1980 to 2007.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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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systems with 

a strong center party and wage inequality in service sector is strong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should be noted that, in 

countries where left parties are weak, the correlation between party 

systems with a strong center party and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sector remains negative, and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departs from variable-oriented 

analysis by tracing the context of policy making process to reveal 

causality between party system and wage inequality. In order to prove 

the argument that the degree of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economy depends on party systems, this study examines how a set of 

socioeconomic policies such as employment policy, wage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which are key linkages between party systems and 

wage inequality, were enac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s a case 

stud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ree countries: the Netherlands 

(center party-centered system), Sweden(left party-centered system), and 

Ireland(right-party centered system).

    This dissertation makes two main contributions: one theoretic and 

one empirical. Theoretically, this dissertation sheds light on the role of 

the ‘center party-centered party system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literatures of comparative politics or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Empirically, this dissertation makes a contribution to the existing 

literatures by focusing especially on the service sector in terms of 

labor market dualization. By distinguishing the service sector from 

other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this study can 

trace the varieties of degrees of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sector 

during the age of dualization when the service sector jobs expanded 

shar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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