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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에서 코포라티홈몽 전체주의 정당 혹몰 사민주의 정당의 집

권융 배경으로 톨장하여 l 합의주의 정치구조와 노사 역관계 구조에 따라 사

회갈둥 해젊의 핵심수단으로서 장기적 · 지속적으로 기능하거나 제도화됨으
로써 정치체제화된 것이다. 따라서 코포라티홉문 정치 · 사회 · 경제적 배경
의 변확에 조용하는 방식으로서 집권당이 선핵한 흉치전략이자 구조적 요인
에 의해 직접 젊정된 정치체제라는 양면성옳 띤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코포라티줌이 전간기 유럽 정치 · 사회 · 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전

체주의척 국가정당의 통치전략이자 파시즙적 체제의 운영 원리 및 과정으로
둥장하였다면， 수요조철 (사효1)코포라티홈용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정

치 · 사회 · 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사민주의 정당인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의 홍치전략이자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운영 원리 및 파정으로 형성

되었으며， 공급조절 (사회)코포라티홉온 신자유주의적 셰계화 시기에 조웅
하여 슐페터적 경제정당으로서의 현대사민주의 국민정당의 홈치전략이자 신
자유주의 국가체제의 운영 원리 및 과정으로 전환된 유형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스웨덴의 코포라티홈

온 사민당의 정책 실꽤와 포뀔정당화 및 노동자 내부갈흉으로 인해 펴l 기될
위기에 봉칙한 반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훌 매우 강하게 받온 네덜
란드의 코포라티즙몽 노동당의 슐페터주의적 변화와 자본의 공세로 인해 공
급조절 코포라티즙으로 전환하였다.

1.

머리말
코포라티춤 (cotporatism) 1) 은 1970-80년대 사회과학의 주요 논쟁 대상이 된 이후

1) 코포라티즘온 20여년 전에 ‘조합주의’ 란 용어로 우리나라에 번역 · 소개되었고(한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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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그 형태와 강도를 달리할 뿐 지속적 논의 주제가 되어 왔으나 여전히

모호하고도 논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명칭은 비록 달라도 역사적 배경에 따라
코포라티즘이 일정하게 변화해 왔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국가 코포라티즘이 전간기(戰間期)의 나치즘과 파시즘 등 독재정치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안정된 의회민주주의적 부르주아 지배체제에서
피억압 계급을 체제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서 사회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소

하려는 형태가 ‘사회 코포라티즘’ 2) 이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정치가
더욱 강화되고 세계화 경제가 강력히 대두함에 따라 코포라티즘은 위기와 전환을
동시에 겪으면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supply-side corporatism) ’ 이라는 또다른 변

형으로 나타났으며 , 이를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거세어지고 았다 3)
국가 코포라티즘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코포라티즘 논의로는 셜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기존의 논의는 국가 코포라티즘에

서 사회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성과 성
격을 규명하는 데 치우친 까닭이다. 최근에 등장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에 관한
논의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과거 코

1983 , 21 1-5), 최근에는 ‘사회적 합의주의’ 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조합주
의’ 라는 용어는 노동조합주의 (trade 뻐ionism) 나 생디칼리즘 (syndicalism) 과 혼동되는 난

점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합’ 이라는 말은 계약에 기초한 근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이

익대표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코포라티즘이 함축하고 있는 유기체적이며 공동체적
인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 ‘사회적 합의주의’ 라는 용어도 코포라티즘적 협상의 핵심

요소인 정치적 교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며 국가와 관련된 논의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한 결정
처럼(최장집

1983 , 365와 1988 , 11-2 참조) 코포라티즘이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

하고자한다.
2) 네오 코포라티즘이나 민주적 코포라티즘으로도 불리지만. 여기에서는 국가 코포라티즘
의 대당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사회 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김인춘 (2002) 은 스웨덴， 멘마크， 노르웨이의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세계화의 영향과
코포라티즘의 위기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혜댄， 네덜란드， 오
스트리아의 사례를 고찰한 안재홍의 연구 (2002) 는 세계화의 영향올 받아 코포라티즘

기제가 변해 갔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도 세계화의 영향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코포라티즘의 변형이 세계화 자체뿐 아니라 그 진행 속도와도 관계가 있음
을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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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티즘의 전환 전체률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코포라티즘의 전환 과정 전체외 맥락율 토대로 하여 사회 코포
라티즘의 전제와 성격올 밝힌 후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각 전환 형태들의 둥장 요인에 대한 천착올 통해 코포라티즘의 성
격율 엄밀히 추척함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이 사회 코포라티
즘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사회 코포라티춤에 대한 고찰온 더욱 중요하다.
한편 현대 의회민주주의 체계의 작동에서 정당의 역활은 핵심적인데， 그것은 사
회 코포라티즘이 강력한 나라률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국가 코포라티춤이
전체주의 정당의 둥장을 배경으로 하고 사회 코포라티즘 형성이 사민주의 정당들

의 집권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코포라티즘의 정당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코포라티즘이 법제화된 경우에는 우파정부나 중도-우파
정부도 이 운영 훤리와 방식올 쉽게 해체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법제화룰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으로 합의주의라는 권력 작동방식과 계급간 힘의 균형이라는 역관
계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포라티즘은 특정한 정치 · 경제 · 사회적
배경에 조용하여 집권당이 선돼한 통치전략이자 구조적 요인에 의해 규정된 정치

체제이기도 하다는 이중성옳 갖는다고 활 수 있다.
이 글온 최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기에 나타난 코포라티줌의 전환을 중심으
로 특정한 정치 · 경제 · 사회적 배경에서 코포라티즘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그
두 가지 성격에 맞추어 규명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에도 많온 비중올 두겠지만.
그 검증옳 위해 구체적 사례도 고찰활 것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과거 강력한 사회

코포라티츰 나라들 중에서 신자유주의척 세계화의 영향율 받았으나 다른 형태로
변해간 대조적인 두 개 국가훌 선별하였다. 신자휴주의척 세계화의 영향에서 공급

조절 코포라티츰으로 전환해간 네럴란드와 전환의 문전에서 수요조절 코포라티즘
옳 고수하다 코포라티즘 자체의 폐기 뀌기훌 맞윤 스웨덴이 그 대표척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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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코포라티즘의 연원과 개념 및 가설적 정리

코포라티줌의연원

코포라티즘은 그 명칭과 개념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자율적 직능집단들 (corporations) 의 정책결정 참여를 통해 안정된 사회질서
를 유지하고자 했던 중세 장원제도에서 연원하였으며， 이후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

에 의해 유일정당의 전일적 정책 조정과 사회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코

포라티즘’

형태로 도입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Hancock 1989 , 3: 이호근

2002 , 101) ,4)
반면，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와 달리 사회 코포라티즘의 등장배경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맞물려 여전히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대별하면， 중앙
집권화되고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기원을 찾는 입장(사민주의적 관점)과
국가의 사회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입장(맑스주의적 관점) 그리고
최근의 주장으로서 단일화된 노동세력과의 중앙집권화된 협상체계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고용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촉진되었다는 입장이 있다(Thelen

1995: Fulcherl99 l),
그러나 이 관점들은 모두 비역사적이고 일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포라티즘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자본의 사회통합 전략의 일환이기
도 하다는 야누스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코포
라티즘은 어디까지나 노자간 역관계의 산물로 보아야 마땅하다. 곧， 노자간 이해

관계를 둘러싼 역관계가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코포라티즘은 가능하며，

어느 일방이 균형을 깨트릴 정도로 강할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나라와 시기에 따라 노동자들의 요구라는 측면이 강하기도 하고 국가의

4) 슈미터 (Schmitter) 에 따르면， 마노일레스코 (Manoi1esco) 가 처음으로 이른바 ‘종속 묘포
라티즘 (corporatisme subordonné) ’ 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Schmitter

1979 , 20) , 이것은 국

가가 그 정통성과 효율성이 다른 형태의 대표와 개업형태에 기반하면서 국가에 의해 창
출되고 국가의 보조적이며 종속적인 기구로 유지되는 것을 지칭한 표현이다(이호근

2002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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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척 도구라는 점이나 사용자물의 요구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 코포라티즘의 연원 및 동장배경파 판련해 자본주의 사회，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회 ·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단체의 중요성이 커지
고 사민주의 정치가 대두한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은 사회 코포라티즘의 연원과 관
련된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동의되는 점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와 경제에 대
한 국가개입이 중대됨으로써 이 사회단체들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형성 과정의 일부도 되며 국가기구와 함께 공공정책 형성에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Cawson

1986 , 11-12 참조).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생산이 핵심

적 이해관계로 동장하게 됨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사회단체가 대표적인 코포라티
줌적 사회단체가 된 것이다 (Cawson 1986 , 12 참조) .

2 ，코포라티홉의개념

코포라티즘의 개념에 관해서는 크게 경제체제나 구조로 보는 입장과 이해관계
조정 (in없st intem빼iation) 체계로 보는 입장， 사회 · 정치척 과정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구조주의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첫 번째와 동일하나 구체적으로는 다소 차
이를 보이는 기타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 었다.

먼저. 경제체제나 구조로 보는 입장은 코포라티즘을 사민주의 정부가 노동조합
운동을 자본주의 국가에 순치시키는 수단으로 도입한 기제 (P，뻐itch 1977; 1980a;

1980b; 1986a; 1986b) , 국민들의 경제적 기눔올 토대로 구성된 사회단체
(corporation) 라는 형태 속에 대표와 개입이 제도적으로 융합된 국가형태 (Jessop

1979; 1990) , 혹은 사적 소유에 기반하나 공적 통제가 작동하는 체제로서 자본주
의와 다른 하나의 경제체제 (Win입er

1976; 1977) 로 본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코포라티즘과 다원주의를 대당으로 놓고 산업자본주의 국
가에서의 통치가능성에 관한 이론홀을 가지고 조직흔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특히
사회

코포라티즘용 구조기놓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판계조정기제로 보거나

(Schmitter 1974; 1977; 1983) ,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조직 내적 · 외적 네트워크’
로 보아 투입 변의 이해관계 대표유형이자 국가정책의 형성파 집행에도 참여하는
제도화된 정책형성으로 보는(Le뼈lbruch

1977; 1979; 1982; 1984) 입장이 있다.

한편 코슨 (Cawson) 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 관점에서 코포라티즘은 기능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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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들을 독점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들이 조직원들의 이해관계 대표와 공공정책

집행을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국가기구들과 공공정책 산출에 관해 정
치적 교환을 하는 특수한 사회 ·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Cawson 1986 , 38).
마지막으로 기타 구조주의적 입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하부구조 중의 하
나로 파악하거나 (Kastendiek

1981) , 포드주의적 축적양식과 연결하여 케인즈주의

양식 이 사라지고 포스트포드주의로 이 행과는 과정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때rsch

and Roth 1986) , 수렴이론의 입장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대체한 것 (Harrison
1980) ,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제 3의 체제적 대안으로 보거나 (Wiarda
1997 ), 적절한 위기관리 방식으로 본다(E<;ser et 따. 1979).
이와 같이 다양한 여러 입장들 중에서도 코포라티즘의 공통적 특정이 되는 이론
적 핵심은 ‘국가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집단들의 독점적 ·

기능적 이해관계 대변조직들이 이해관계대변과 국가 정책집행을 연결하는 고리로
서 노 · 사 · 정 3자의 정치적 교환에 참여하는 사회 · 정치적 과정’ 이라는 것이

다 5) 그러나 이 사회 · 정치적 과정은 전체주의 혹은 사민주의 정당의 단순한 정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구조화된 정치체제로도 기능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코포라티즘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노사간 힘의 일정한 균

형상태에서 국가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독점적 · 기능적 사회단
체들이 자본주의 질서의 유지에 합의하고 이해관계 대표(정책 형성)와 공공정책
집행에 참여하는 노 · 사 · 정 3자의 정치적 협상과 교환이 사회갈동 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제도화되거나 적어도 장기적 ·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 정치적 운영
원리와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5) 이 때 사회집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의약 집단이냐 종교집단 퉁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사의 대표조직은 다원주의자들이
비차별적으로 등치시키는 사회 내의 무수한 다른 조직들과는 상이한 핵심적 이해관계
대변조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사 대표조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대표하는데， 특히 코포라티즘적 체제에서는 독접적으로 대표하

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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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포라티홈의 성격에 판한 가성쩍 정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글의 코포라티츰 규정온 구조적 채약도 인정하는 정치
과정 모댈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코포라티즘의 성격에 판한 가셜

적 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코포라티즘은 정치 · 사회 · 경제척 배경의 변화에 조용하는 방식으로서， 집
권당이 선택한 흉치전략이자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직접 결정된 정치체제이다: 따라
서 코포라티즘적 통치전략올 선호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코포라티즘 체제흘 철져히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코포라티즘 정
치는 약하게 현상하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유지된다.

@ 홍치전략적 성격은 집권당 배출과 이 집권당의 정당 정체성 변화라는 정당정
치척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집권당의 정책적 선태파 판련된다 6)

@ 정치체제적 성격은 계급한 역관계와 권력의 작동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
적 요인에 의해 직접 결정되어 집권당의 선태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
되는 정치척 운영원리 및 운영방식과 관계된다.

@ 국가 코포라티줌운 전간기 유럽 정치 · 사회 · 경제적 배정에 조웅하여 전체
주의적 국가정당의 통치전략이자 파시즘적 체제의 훈영원리 및 과정으로 풍장하
였고， 수요조절 (사회)코포라티즘용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정치 · 사회 · 경

제적 배경에 조용하여 사민주의 정당인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7) 의 통치전략이자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운영원리 및 과정으로 행성되었으며， 공급조절 (사
회)코포라티츰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기에 조용하여 숨페터적 경제정당으로서
의 현대사민주의 국민정당의 통치전략이자 신자유주의 국가체제의 운영원리 및

6) 정땅 청체성 변화도 물론 구조적 요인에 의혜 영향올 받지만， 여기서는 코포라티즘의
전환에 영향율 미치는 요인옳 두 가지로 분휴하여 다환는 것으로 단순화한다.

7) ‘친근로자척 국민정당’ 윤 계굽정당의 대당개념으로서 계급정당옳 포기한 사민주의 정
당옳 지칭하는 개념이다. ‘친근로자적 이라는 수식어도 계급성이 탈각되었다는 의미에

서 ‘친노동자’ 란 개념 대신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친근로자척 국민정당’ 이란 노자간
계급갈동에서 노동자계급율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척 조정자의 역할올 수행한다고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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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전환된 유형이다.

III.

코포랴티즘의 전환과 주요 조건 및 성격

국가 코포라티즘에서 사회 코포라티즘으로

양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의 나치즘과 파시즘 동 독재정치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을 의미하는 국가 코포라티즘은 의회민주주의 체계에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코포라티즘은 부르주아가 약해지거나 분열되어 자유민주주의 지배

질서에서는 비특권계층의 합법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억압적 방
식으로 지배계급을 대선해온 것이었다
반면 제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자본은 파시즘 경험의 실패와 새로운 노동투쟁의
압력 속에서 노동과 화해를 모색하였다. 즉， “투쟁을 겪고서 개혁올 하기보다는
우월한 입장에 있으면서 양보를 통해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더 안전하며

“협력이 전체적으로 볼 때 강력한 상대와의 장기적인 투쟁보다 더 낫다”는 입장으
로 선회한 것이다 (Wells

1991 , 18 1).

그에 따라 안정된 의회민주주의적 부르주아

지배체제에서 피억압 계급을 체제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서 사회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사회 코포라티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 코포라티즘은 강력하나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국가 그리고 대개 수
와 기능이 한정된 구조화된(총체적으로 통제되지도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은) 이
해관계집단(사회단체)이 존재하고， 이 이해관계집단이 국가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Wi따da

1997 , 7).

그리고 사회 코포라티즘의 주요 당사자인 노동

과 자본간에 타협을 통한 정치적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단위노조와
기업 및 노동과 자본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노사 양측에 권위 있고 중앙집권화된
포괄적 정상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노동의 정상

조직과 자본의 정상조직간 일정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양자의 협

약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협약 준수를 보장하며 협약에 따르는 단기적 희
생을 복지 및 사회안전망 등 사회정책을 통해 보상해줄 수 있는 국가의 상대적 자

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넷째， 그러한 구체적 국가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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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이 집권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양보와 타협의 문화가 정
착한 합의 민주주의 의 가 발전해 있어 야 한다(김 인춘

2002 , 175-6 참조).

2, 수요조젊 코포라티홈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흩으로
1970년대 중후반에 시작되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자본

이동의 중대， 생산방식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화

퉁윤 코포라티즘의 또 다른 전환을 가져왔는데， 그 결파가 꽁급조절 코포라티즘

(supply-side c01pOratism) 이다 8) 그에 따라 기존의 사회 코포라티즘은 완전고용， 노
사관계 안정， 사회복지의 확대를 주요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수요조절 코포라티
즘 (demand-side c01pOratism) ’ 이 라고 불리 게 되 었다. 불론 이 전환은 국가 코포라티
즘에 대한 사회 코포라티즘의 핵심적 전제를 유지하고 었으므로 두 유형 모두 사
회 코포라티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조웅이라는 점에

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윤 그 구체적 성격을 달리한다.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의 성공은 성장과 물가안정， 고용과 인금인상자제가 제도
적 보장과 사회적 힘의 균형올 통해 합의되고 달성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구조 변화(제조업 약화와 서비스업 증

대， 기업별 단협 증가， 노동자계급의 분화， 톡히 사무직 노동자충의 증가로 사무직
노조와 각종 자율노조 분리， 린생산방식과 외주 동의 생산합리화， 국제적 상호의
존 증대)에 의해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의 성공조건들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반면， 공급조절 코포라티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생산성 증대 그리고 사
회복지지출 통제률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열패자에 대한
보호 및 재취업 기회의 제공， 불공정해고의 제한 그리고 경제성장 파실에 대한 공

정한 분배 동의 이슈률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김용철 2000 , 5),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8) 공급촉면에서외 정부개업윷 강조하면서 코포라티즘 모텔을 언급한 예는 이미
Katzens빼， Peter J.

1985. Small States in

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Traxler

Worlμ Markets. 11haca:

Comell University Press에 서

있

동의 오스트리아 연구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논

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코포라티즘의 종언올 주장하는 입장의 대부분은 꽁급조절
코포라티즘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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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요조절 코포라티즙과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수요조절코포라티즘

공급조절코포라티즘

주도정당의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현대적 경제정당

유형과성격

(케인즈주의적 사민주의 정당)

(숨페터주의적 사민주의 정당:
.제 3의 길’

)

노동시장조직

중앙집중화

조직화된분산화

협의의수준

거시적

중위적

(중앙수준)

(산별/부문별 수준)

재정팽창， 공공고용확대，

직업교육， 재교육，

국유화， 사회보장망 확대

고용증대，소득보전

노: 거시정책결정과정 참여

노: 고용안정 , 소득보전

자: 임금억제， 노사관계 안정

자: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크고강력한개업국가

작으나강력한국가

협의의내용

교환의 근거

국가의 역할
출처 :

Traxler 1995;

김 용철 2아lO， 4를 참조하여 보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이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에 입각

한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인 케인즈주의적 사민주의 정당의 선택이라면，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이 사민주의 정당이 ‘제 3의 길’로 포장한 현대적 경제정당， 즉 숨페
터주의적 사민주의 정당으로 변화한 이후의 선택이다. 따라서 수요조절 코포라티
즘은 노동과 자본이 모두 중앙집중화된 조직을 통해 재정팽창， 공공고용확대， 국

유화， 사회보장망 확대를 두고 전국 차원의 거시적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를 상호
교환해 가는 형태라면，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노동과 자본의 조직이 소산별이나
기업 수준으로까지 분산화된 조직을 통해 직업교육， 재교육， 고용증대， 소득보전
을 두고 산별 혹은 부문별로 중위적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를 상호 교환해가는 형
태이다 이 때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의 제 3의 행위자인 국가의 역할은 사회 · 경제

정책적 개업에서 범위가 넓고 기능적으로 강력하며， 이러한 크고 강력한 개입국가
의 조절 아래 노동측은 거시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위해， 자본측은 임금억제와
화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교환에 응한다. 반면.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에

서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축소를 위해 기능적으로 강력
하게 개입하며， 이러한 작고 강력한 국가의 조절 아래 노동측은 고용안정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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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올 위해. 자본측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판계 안쩡율 위혜 교환에 용한다.
따라서 꽁급조철 코포라티즘에서는 더 이상 거시정책결정 파정에의 참여라는 노
동측의 장기적 이익용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금인상의 자제도 고용안정이라
는 명분 아래 당연시된다. 결국 공급조철 코포라티즘윤 코포라티즘의 전제인 노사
간 일정한 혐의 균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강화된 자본이 고

용을 인질로 하여 과거 케인즈주의적 노사관계의 균형율 깨트려 나가는 과정이라고
활수있다.

IV.

뀔포라티흩 전환의 대쪼쩍 얘: 스웨댄과 l홉뭘란드

1, 스쐐헨: 수요조젊 코포라EI 홉외 휘기
1) 코포라EI즘태훌기의 양자협약: 1940년대 중반 이전

스웨덴의 산업화는 영국， 프량스， 독일 둥 주요 서유럽 국가률보다 늦온 1870년
대에 시작되었으며 189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 궤도에 훌어섰다. 그러나 산업화는
빠르게 진전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치 · 사회변동도 격심했다. 노동운동도 급속히

생장하여 이 01 1907년에 산업노동자의 48% 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며， 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온 수치훌 보였다. 스웨덴 노동운동용 이미 제 1 차 세계대전 이전
에 유럽에서 가장 격렬한 노동쟁의를 주도활 만큼 노풍계급의 동원에 성공적이었
다고 알려져 있다 (Korpi

1983 , 165 , 172).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스웨덴의 사민당 (SAP) 과 노
동조합훈동도 혁명척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화와 정친척 개혁이라는 의회주의
적 사회주의 노선을 선태하였다. 곧 자본주의는 ‘발전의 정도’ 에 따라 사회주의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민당은 .노동계급의 현재척 판심올 고려하는 민중의 당’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사민당의 입장이었다(안채흥 2()(싸). 스훼멘 사민당

의 이러한 의회주의적 전략용 성공올 거두어 1920년에 최초로 소수정부를 구성한
후 1932년에는 다수당이 되어 정권용 장악했으며， 1936년에는 농민당과 연합하여

정권의 기반올 꽁고히 하고 이후 복지국가의 기툴올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0/30년대 세계 대공황은 스쩨덴도 펴해가지 않았다. 경제공황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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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930년대 말까지 10% 를 상회하는 높은 구조적 실업은 국가， 노동 및 자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조화된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노동운동을 분열과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이
다. 1921 년부터 사민당과 노동조합전국회의 (LO) 가 구제노동에 참여하는 실업자들

에 대한 저임금정책을지지한 반면， 구제노동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산업의 노동
조합들은 구제노동의 확대에 반대한 것이다(안재홍 2004) .

이러한 분열을 겪는 와중에서 노동운동 지도부는 .생산합리화’ 에 관심을 가지
고 사용자연합 (SAF) 과의 관계 변화를 모색했다

1931-32년의 경제대공황으로

LO와 SAF간의 산업평화회의가 한동안 무산되기도 했으나， 1934년 이후 LO는
SAF와 산업평화에 관심을 갖고 그 제도화를 위한 노사협상에 국가개입을 배제한
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3자 협상의 형태를 띠지 않았으므로， 코포라티
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민당도 산업평화의 제도화에 적극적어서 1934년
에 발생한 건설부문 노동쟁의를 입법화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LO에 압력을
가했고 LO가 응함으로써 이듬해에는 코포라티즘적 3자 협상이 시작되었다(강명
세 2α)4; 안재홍 2(삐4 참조).

그러나 1936년에 LO는 다시 국가 개입을 배제한 양자협약을 선호하는 SAF의 제
안을 두고 2년을 끌기는 했지만 1938년에는 합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살트쉐바
멘 (S따tsjöbaden) 협약이다. 이로써 스웨멘은 산업화 이래 처음으로 노사 대립에서
산업평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1935 -

38년의 예외적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포라티즘 형성의 맹아기로서 양자간 산업적
이해관계의 교환에 의해 산업평화가 제도화되었다는 특정을 갖는다.

2, 복지제도의 확립과 코포라티즘적 안정: 194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스웨멘에서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회주의

적인 사민당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1932년 이후 집권한 사민당
은 1976년까지 주요한 기간(1옛6-57 ， 1969-76) 의 대부분을 단독정부로 통치했으
며， 나머지 기간에도 비경쟁적 제 1 당의 입장에서 연정을 주도했는데. 이것이 코포

라티즘 형성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사민당의 노선

은 완전고용과 사회개혁 동을 가져오는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의 지위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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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전략은 2차대전 종전 후 일정한 성공율 거두어 1960
년대를 거치면서 노 · 사 · 정의 긴밀한 협력올 통해 이른바 ‘스웨덴 모델. 로 불리
는， 노사관계와 사회보장이 제도화된 복지국가를 구축활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톡기할 만한 것은 ‘렌-마이드너 모텔 (Rehn-Mei，띠lerModel) ’ 이었다.
이 모텔은

LO

소속 경제 학자인 렌 (G. Rehn) 파 마이 E너 (Mei，띠κr) 에 의 해 마련된

것으로， 1951 년 개회된

LO

총회에서 발표되었고 8년 후에 공식척으로 채태되었

다. 렌-마이드너 모텔온 비록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유럽 각국의 노동조
합에서 논의되고 제안되었던 아이디어롤 수정한 것이라는 지척도 있지만， 스웨덴
의 실정에 적절히 맞추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노사관계의 핵심 정책으로 선태되고

실행될 수 있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임금정책과 기업정책， 노동시장정책이 하나
의 정책패키지로 묶여 순순환척 고리를 형성했다는 정으로 평가된다(송호근

1998 ,

103).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 내용은 연때입금정책， 엄격한 거시경제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동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완전고용과 구조조정에 기여하였다. 이 모델의 요접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대임금제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평균임금율 기준으로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는 최대한 축소한다. 이 때 명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엄격

한 거시경제정책에 따라 시장력에 의해 도태시키며， 임급비용이 축소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초파이윤윤 부가연금 (ATP) 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부가연금은 노동조
합과 정당 및 경영자단체간 합의롤 통해 정책산업투자， 기술개발. 노동계급의 임
대주택 건설. 보조연금 동의 용도로 활용한다. 또한 한계기업의 도산으로 발생하
는 실업자는 정부주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옳 통해 홉수한다(강명셰 2αμ; 김
인춘 20(4).

3) 자본의 공세 강화와코포라티즙의 위기:

197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의 1970년대 후반은 새로운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임금협상의 분산화

또는 기업화롤 중심으로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사민당이 40여년만에 실각함으
로써 새로훈 변동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게다가 1980년대 세계화의 영향은 비록

네덜란드에 비해 심하지는 않았지만 스훼덴 경제에도 일청한 타격올 줌으로써 자

본의 공세에 명분옳 주었다. 그러나 노자간 계급 역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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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가 강화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노노갈등의 장기적 효과의 영향이

기도하다.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스웨멘 코포라티즘의 위기 징후와 관련해 우선 중앙집
중적 임금협상기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3차산업의 팽창

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노조의 세력분포가 변화하고 노노갈둥이 더욱 심화
된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온 서
비스 부문의 화이트칼라 노동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조직체들(전문직노련

SACO , 사무직노련 TCO) 이 ω로 단결해 었던 제조업 및 수출부문 노통자들과 갈
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연대임금제에 따른 임금인플레

를 공격하던 시점에， 기계부문 노조도 자신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높
은 생산성과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수당의 결과라며 생산성이 낮은 공공 및 서비
스 부문 노조의 요구에 반대함으로써 사용자와 같은 이해를 표출했다. 결국 기계
산업 사용자연합은 금속노조와 함께 전국협약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산별협약
을 체결하였고， 1991 년 SAF는 3자협의를 거부했다(강명세

2004).

스웨덴의 전통

적인 연대임금제가 효과를 상실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정당정치적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1976년 총선결과 약 반세기만에 실각한
후 사민당은 선거전략 중심의 포괄정당 (caκh-a11 p따ty) 으로 변해 간 것이다. 또한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심각하게 인식한 나머지 케인즈주의를 포기하였
다. 그에 따라 사민당은 1980년대에 재집권에 성공한 후 환율 저평가를 통해 국내
위기를 타개할 수도 있었으나 자본이동이 급속해 짐에 따라 이 환율정책조차 효력
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국제금융의 세계화 속에서 스웨멘은 금융시장 자

유화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스웨덴 모델을 지탱해주던 저금리 신용정책 역시 사
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수용함에 따라 환윷 안정과 재
정 ·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게 되는

‘3위 일체 불가능성’

(Obsfeld2뼈 참조)의 질곡에 빠지게 된 것이다(강명세 2뼈) .
이러한 정책적 실패로 말미암아 사민당은 1991 년에 다시 실각하게 되었고 집권

한 보수 연정은 1994년에 스웨멘 모델이 특정으로 했던 코포라티즘 정치에 종지부

를 찍는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보수연정 역시 세계화에 노출된 스웨
멘 경제를 살려내지 못해 같은 해 선거에서 사민당이 재집권하게 되지만， 이미 스
웨멘 코포라티즘은 땅 속에 묻히고 있었으며 새로운 모색의 길은 아직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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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훨란드: 공굽조젊 코포라EI훌으로의 전환
1) 합의주의의 전홈과 코포라티즘의 생성: 1958년 이전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의 중요한 정치경채척 배경온 ‘합의 민주주의’ 와 ‘협

의 경제’ 이다. 노자간 자본주의적 균열 외에도 신 · 구교간의 오랜 종교적 균열이
존재하고 파시즘의 첨략이라는 정치적 외환올 겪었으며， 상업과 무역에 의존하는
작은 국가로서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훌 가진 네덜란드는 정치척 합의와 경제적 타

협 의 모델올 도출하여 문제훌 해결해 왔다 (Crouch & Menon 1997. 154: 진영 재

1999 , 5). 이러한 합의주의자 경제적으로 현상한 것융 협의 경제라 일걷는다. 이러
한 협의 경제는 스웨벤의 경우와 닿리 양자협상체계에서 자연스럽게
협의 경제 (etatist concertation

.국가중심적

economy) 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노동

당(PvdA)이 비록 단독정부 구성의 경험용 없지만 1948년 이후 10년 동안 연정올
주도했다는 정치적 배경에서 가농했다. 네덜란드 노동당 역시 스웨덴 사민당과 마
찬가지로 의회주의적 계급정당으로 출발하여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으로 변천해 갔다.

이른바 ‘네덜란드 모텔’ 9) 의 구체적인 기원윤 나치 독일의 점령기간에 노동과
자본의 대표가 비밀회동율 통해 전후 경제재건율 위한 사회 파트너의 관계훌 형성

하기로 합의한 데 있다. 그 직접적인 결실로 나타난 것이 2차대전 이후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춤 모텔의 양대 핵심 기제의 하나로 작풍해온 양자협의기구 ‘노동재

단. 의 설립 (1945년)이다. 그리고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이러한 경제척 협의는
1950년에 정부의 본격척인 개업과 지원으로 확대되어 3차 협의체적 산업관계로 제

도화되기 시작했다. 코포라티즘의 법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제가 바로
‘사회경제명의회. 이다.

사회경제평의회률 통해 국가는 완전고용파 사회복지의 확장 정책울 대가로 강
력한 임금 가이드정책에 의한 임금자제훌 요구했고， 노동재단도 이률 지지해 온

9) 네덜란드 모텔은 폴더 5!.텔 (PolderM여eI)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해면보다 낮은 네덜
란드 해안 간척지( ‘풀더’ )롤 형성하기 위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협동에 역사적 기원율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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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중앙계획청이 경제전망치와 임금권고안을 제시하
면 사회경제평의회가 검토하여 노동재단과 노동부에 사회경제평의회 권고안 형태
로 임금인상안을 다시 제안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재단과 정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임금 관련 협의를 거친 후 정부가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표해
왔다. 1950년대 이전 시기가 양자 협상 체계에서 코포라티즘적 체계로 이전하는
시기라면， 노동당이 집권한 후 한두 해가 지난 후인 1950년대는 코포라티즘이 제
도화된 시기였다.

2)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의 위기: 1958-94년
적어도 lO여 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대가로 임금자제정책
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초가 되자 완전고용을 토대로 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증대와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욕구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렀던 임금 수준을 더 이상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노동당은 1958년
실각한 후 1973-77년 4년간 연정에 참여했을 뿐 1994년까지 야당으로 머물렀다

법제화된 코포라티즘 체계라 할지라도 노동측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조정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1%3년 국가의 임금 가이드라인도 철회되고 정부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던
임금결정권은 노동재단에 위임되었으나. 노동재단을 통한 노사간의 중앙 집중적
임금결정 메커니즘조차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고，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는 실
질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물론 정부는 1970년에 황급히

임금협상법’ 을 제정하여

임금을 동결 혹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재장악한 이후 노동당이 다시 연정에 참
여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1970-82년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임금결정과정에 개입

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강력한 파업에 부딪혀 정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다른 한편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유가 파동에 따른 충격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자본측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
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1980년대 네덜란드 경제의 세계화 경향은 절대적인 수치와

속도에서 스웨멘을 훨씬 능가했다(아래 〈표 3) 참조). 그러나 노동 진영에서는 새
로운 도전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직종과 지위에 따른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이 급속히 탈규제되고 유연화되는 가운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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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급격한 조직률 하락10) 과 혐의 약화활 막지 못했다. 더욱이 오랜 복지국가
적 운영의 전통에서 1970/80년대의 경제 위기는 국가 재정의 파탄을 경고하고 있
었다. 결국 자본의 신자유주의척 구조조정 공세와 정부의 재정위기 해소 및 노동
조합의 영향력 회복이라는 각자의 요구로 인해 기존의 코포라티즘은 위기롤 맞게
되었다.

3) 공릅조절 코포라티즙의 동장: 1994년 이후
실업과 경제 위기로 인해 중도-좌파 연립정부는 약 1 년의 단기 집권올 마감하고
1982년 선거에서 다시 실각하여 기민당 (CDA) 과 자유당 (VVD) 의 중도-우파 연립
정부가 출범하였다. 루버스 (Lubbers) 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1980년대 내내 집권

하는 동안 급속한 세계화 전략올 구사하면서 건전 재정 회복， 기업의 채산성 향상.
일자리 꽁유 (work-양laring) 를 풍한 고용안정 풍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주도 구조조

정외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경제불황 타개롤 위해 기존의 노사
정 협의체제률 탈피하는 것이었다.
실업률 증가와 조직률 하락에 직면한 노동조합도 1977년 이후 수셰척 자세로 전

환하여 자신의 노통시간단축 제안파 자본이 요구하는 임금자제를 교환하고 실업
률올 최소화하여 조직률의 회복을 꾀하였고， 자본측도 기업의 인사관리 및 영업전
략에 직접 영향을 미철 수 있는 정부의 물가 및 임금 동결에 지극히 부정적이어서
노동과의 자윷척 협상올 선태하였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재빨리 대웅한 노동

과 자본은 같은 해 11 월 24일 노동재단의 결정을 통해 이른바

‘바째나 협약’

(Wassenar Accord) 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네탤란드 병’ 올 치유한 새로운
‘네덜란드 모텔’의 시작올 알리는 첫 협약이었다. 1993년 임금자제와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촉진한 신노선 협약(Een Nieuwe Koers Accord) , 1996년 노동시장의 유연
성율 강화함파 동시에 파트타임 노동자 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체제의 강
화를 가져온 ‘유연화와 보장에 관한 협약(Flexibiliteit en Zekerheid Accord) ’ 및 그 후
일련의

10)

‘유연안정성 (flexicurity )’ 에 관한 협약과 법령들은 이 협약의 맥락에서 이

물론 1970년대의 조직률은 주로 남생들만이 사회노동으로 진출하여 있었으므로 주로

남성률만옳 위주로 계산된 반면， 1980년대에는 여성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한 요인
도 통계에 감안된다(주진우

1999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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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으로 전형적인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의 성격을 띤다 (Wilthagen

1998

참조).

바쩨나 협약 1 1)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김용철， 2(00). 첫째，
노동자대표는 임금물가 연동제의 폐지 등 임금인상 억제에 협력하는 대신 사용자
대표는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보를 약속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
고 경제를 회생시킨다. 둘째， 정부는 임금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기업
에게 각종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의
확대를 유도한다. 셋째， 기존의 중앙수준 노사교섭을 산별 혹은 부문별 차원의 교
섭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신노선 협약 은 기본적으로‘바쩨나 협약을 계승한 것
으로서 , 노조의 노동시 간 단축과 파트타임 노동자 보호를 수용하되 공급조절 측면

을 더욱 강화하여 유연화를 확대한 것이다(전창환

2003 , 217).

바쩨나 협약이 아직 양자협약의 단계였다면， ‘신노선 협약’ 은 본격적으로 3자협
약의 코포라티즘으로 전환해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두 협약은 1950년대에

법제화되어 이미 정치체제로 작동하게 된 코포라티즘을 배경으로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1960년대의 대립과 투쟁의 시기를 거쳤으나 1970년 후반부터 다시 약화
된 노조가 방어적 노사타협을 시도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새로운 네덜란드 모델이 추구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1994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출범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네덜란드 노
동당은 1994년 재집권을 전후하여 이른바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간의

.제 3

의 길’을선언하면서 프랑스사회당보다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정책을더 수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가시화된 1996년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1996년 노동재단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합의， 1997년 제출되어 1999년 l 월부터 발효된 유연성과

안정 성 에 관한 법 (Wet Flexibiliteit en Zekerheid) , 2애0년 노동시 장조정 법 (Wet

Aanpaasing Arbeidsduur: 파트타임노동 보호법) 및 2002년 11 월 ‘2003년 노사간 고

용조건 정책’ 으로 대표된다. 이 조치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진전에 대해 파트타
임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유연안정성’에 관한 이 협약과

11) 이 명청은 헤이그 근처의 바째나라는 마을에 있는 사용자총연합회 회장 자택에서 체결
되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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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틀은 이미 전 단계에 시작되고 강화된 노동비용 감혹과 유연화 및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툴올 홉수하는 형태였다.

V.

비교와 맺훌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국가 코포라티즘올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강성 사회
코포라티즘 국가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기에 각기 대조적인 전환올 노정했
다는 점에서 비교가놓성이 충분하다. 논문의 범위가 코포라티즘 일반의 전환올 포
함하고 있으나， 사회 코포라티중에 초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우선 코포라티즘의 형성기를 보면， 스워}덴과 네덜란드에서 공통적으로 양자협
상체계에서 의회주의적 계급정당인 사민주의 정당의 친근로자적 국민정당화와 더

불어 3자 협상의 수요조절(사회)코포라티즘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사민당은 단독정부의 경험올 자주 가진 비경쟁적 제 1 당으로서 연정 주도
기간도 길었던 반면， 네덜란드 노동당은 단독정부의 경험도 없고 연정주도 기간도
그다지 길지 못했다((표

2) 참조). 따라서 코포라티즘은 스훼덴에서 1940년대 중

반에 이미 정착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것과 달리， 네덜란드에서

는 노동당 집권기인 1948년에 가서야 태동되었으며 노똥당이 다시 설각한 1958년
이후 노사간에는 오랜 대립과 투쟁의 시기가 도래했다.
한편 양국 모두 1970년대에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아 사민주의 정당이 실각하거

나 재집권에 실패하고 중도-우파 정부에 의해 코포라티픔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
다. 스웨덴에서 1976년 집권한 중도당과 온건당에 의해 코포라티즘 해체가 시도되
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1977년 이후 정부의 공격에 대해 노동측은 방어적 노사타
협 노선으로돌아섰다.

이어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고 1990년대에 더욱 심화되는 선자유주의척 세계

화의 물결 속에서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대조적인 코포라티즘의 전환융 노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세계화의 수준과 속도가 달랐다는 정이 지적되어야 한다. 아래
〈표 3) 에서 보듯이 1980년대 스웨덴의 세계화 수준은 지수 64로 네덜란드에서의
세계화 영향 지수인 110의 절반 정도이며 . 1960/70년대의 세계화 대비 1980년대

셰계화 정도로 나타낸 속도 변에서도 스웨덴은 14로서 네덜란드의 19보다 낮게 나

깅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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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적 요인과 코포라터즘의 변화

나라

주도정당의

주도정당성격

정체성 변화

사민당 (SAP): 1917년 이후 온 76년 선거 실패
건당 (MSP) 약화 이후 비경쟁 이후 포괄정당

적 제 l 당 유지. 중도당 (CP) 과 화하고，
온건당 (M) 이 제 2당 각축

• 단독정부:
스웨덴

20 , 21-23 , 24-26 ,
46-57 69-76 82-91. 942002
• 연정주도: 32-36 , 36-46, 5769 , 2002-현재
• 비집권기 : 00-20 , 20- 21 , 2324 16-32 36 76-82 91-94

.40년대 중반 이전: 코포라티

즘 태동기

(35-38

초기 코포

라티즘)

80년대 신자유
주의적 공세에
대해 대안 없이

.4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수요조절 코포라티즘
.76년 이후 코포라티즘 해체

케인즈주의를

시작(중도당， 온건당 주도)

포기하는 수세

.90년대 초반. 코포라티즘적

대안부재와위기

적 대응

노동당(PvdA): 50년대， 70년대 사회적 균열의

.58년 이전(특히 50년대): 전

중반， 94년 이후 주도정당(단 심화로 인해 자

통적 수요조절 코포라티즘

독정부경험 없음)

• 연정주도:

네덜란드

주요묘포라티즘변화

48-58 , 73-77 , 8182 94-2002
• 대 연정 65-66(3 개 당)， 89
94
• 비집권기 : 58-65, 66-73 , 77-

신의 정체성을 I • 58-73: 대립과 투쟁
통합의

역할로

• 77-94: 정부공격에 대한 방

인식하여， 노사

어 적 노사타협 (82년 바쩨나

관계에 개입하
고자 적극
도

94년 이후

‘제 3 의

81 ， 82-89 ， 2α)2-현 재

시

길’

협약)

.94-2002:

공급조절 코포라

티즘

선

택
출처 :

Ismayr 1999 , 97-111 , 338-49: Hartmann 1984 , 126-8 , 137-41:

http:νwww.swede'맨ov，빼'systemofgo에govemm삐삐oveπiew.htm( 검 색 일 :

2004/4/8)

타났다. 이러한 세계화 수준의 차이는 양국의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양국의 대응방식은 또한 각국 사민당의 정체성

변화와 연관되어 달리 나타났다(위 〈표

2) 참조). 스웨멘 사민당이 1976년 선거패

배 이후 포팔정당화로 노선을 수정한 뒤 1980년대 집권기에도 세계화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케인즈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수세적 대응 양식을 보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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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화， 구조적 요인과 코포라티즘의 변화

계급간역판계

세계화1)

나라

스웨덴

64(14)

노사관계의 특정
-60년대 후반 노

권력 작동방식
노초

합외민주주의의

코포라티즘의

조직윷

특정

변화

81

노갈동시작
-LO( 전국총연
맹)， SACO( 전
문직

·비례대표제

강성 수요조절 코

·법정당합의

포라티즘 코포라티

·비교적

즘적 대안부재

단순한

사회균열

노련) ,

TCO(사무직 노
련)의 분립

네댈란드

110 (1 9)

·사민주의-가톨
릭

32

통합노조

(FNV) 와 개신

교

·비례대표제

강성 수요조절 코

• 범정당 합의

포라티즘 공급조절

·북합적 사회균얼

코포라티즘

정파노조

(CNV): FNV
주도

·세계화이후 자
본 강화， 노조
양보

1) (수출+수입 )/GDP (%), 1980~90: 괄호안은 1980~90평균에서 1966-79명굵올 감산
한수치

2) (사회보장지출-이전지급 )/GDP (%): 괄호안은 이전지굽/GDP (%)
출처: 세계화， 노조조직률-안재홍 2002 ， 400에서 발훼
기타

- Ismayr 1999 , 93-127 , 331-364 참조.

결과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채집권했움에도 코포라티륨적 대안이 부재한 채 수요
조절 코포라티즘이 폐기훨 위기롤 맞았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는 1970년대 초반
까지의 대립과 투쟁울 지나 중도-우파 정부의 개업 공세에 대해 노사는 방어적 양

자협상구도률 유지하다가 다시금 코포라티즘 기제률 작동서켰다. 그러나 네덜란
드의 새로운 코포라티츰온 더 이상 수요조절 방식이 아니라， 노동비용 감축과 유
연화 및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들올 홉수하는 형태인
이른바 ‘유연안정성’을 위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이었다. 그 정당정치적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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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4년 네덜란드 노동당이 신자유주의척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제 3의 길’ 노선을 선택한 노선변화가 있었다.
한편 이러한 대조적 사례를 정치체제적 성격에서 살펴보면， 양국의 일반성과 특
수성에는 권력작동방식과 계급간 역관계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양국은 비례대표제에 입각해 범정당 합의가 가

능한 합의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웨댄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균열구조가 다양하지 못한 반면，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균열구조를 띠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네덜란드에서는 스웨덴과 달리

계급균열이 비경쟁적인 정당구도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웨댄은

비교적 단순한 사회람열구조로 인해 계급균열이 지배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노동
측에게는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는데， 80% 가 넘는 높은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
고 계급균열 내에서 노노갈둥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스웨벤의 계급 역관

계에서 갈등의 심화에 따라 노동측의 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노동측이 새로운 코포라티즘의 형태를
두고 양자협상을 토대로 노동당 소수정부나 중도-우파 정부의 참여를 끌어낸 네덜

란드와 달리， 스웨벤의 노동진영은 내부 분열로 인해 사용자의 공세와 사민당의
정책적 실패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네덜란드 중도-우파 정부의 코포라
티즘 정치의 유지는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뒷받침되어 법제화된 정치체제

로서의 코포라티즘 기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다른 한편， 계급간 역관계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사회 코포
라티즘은 일정한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자본의 양보라는 측면도 있으
나 새로운 통제와 동원의 기제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급조절 코

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질서에 대한 조응이라는 성격을 띠므로 수요조
절 코포라티즘에 비해 자본의 이익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코포라티즘을 노동측의 요구에 따른 정책참여기제이자 새로운 동원과 통제기
제라는 야누스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후자의 성격을 상대적

으로 강하게 띨 수밖에 없으며， 계급간 역관계가 더욱 자본측으로 기울 경우 코포
라티즘 자체가 폐기되는 전단계로 위치지어질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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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Transfonnation of Corporatism in the Period of
Globalization: Character of Govemmental Sσategyand αlaracterof
Political System in the Case of Sweden and the Netherlands

I~unghll

πle

Jung

앉%내 Nat때1aI University

Corporatism in capitalistic societies has appeared when totalitarian or social democratic

parties have come into power, and have become a political system with continuously
functioning or being institutionalized as the main instrument of the settlement of social
conflicts on the structural basis of consociationa1ism and industrial power relations. Therefore
the c아poratism has a double-faced character as a form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chang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for one thing the character of govemmenta1
strategy which govemment

p따ties

select, and for another the character of political system

which is detem피lated directly by the structural factors.
While state corporatism has appeared corresponding to the european political , soci떠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between the two World Wars as both a govemmenta1 strategy of
totalitarian parties and a prlα;ess and principle of movement of fascistic system, demand-side
social corporatism has appeared corresponding to the Keynesian

p이itical ，

economical circumstanc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as both a govemmenta1

social and
sσategy

of

social democratic ‘ pro-workers Volksparteien’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movement of
welfare state system, and supply-side social corporatism has appeared corresponding to the
period of neolibera1 밍ob빼.tion 잃 b아h a govemmenta1 stra앵 of modem social democratic
Schumpeterian ‘ economy-partles ’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movement of neolibera1 st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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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wedish demand-side

corpor뼈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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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relatively not strongly influenced has

faced with the crisis of denouncement of corporatism itself because of political failure and
change into catch-all

p따ty

of SAP and inner-conflict of workers movement, but on the

contrary the demand-side corporatism of the Netherlands which was

sσongly

int1uenced has

transformed into supply-side corporatism because of the change into Schumpeterian
‘economy-p없ty’

and offensive movement of cap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