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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비약적 증가를 통한 생산 세계화

과정 속에서 댄마크 정치경제체제가 경힘하고 있는 제도적 변동을 통해 기존의 ‘수럼
분산’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하는 데 있다 세계화의 효과를 둘러싸고 전개된

‘수렴{분산’ 논쟁은 선자유주의 체제로의 수렴이라는 전망과 개별 정치경제체제에 고유

한 제도적 지속성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간의 대립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쟁은 그 의의와는 별개로 세계화와 정치경제체제간의 상호작용을 동태적으로 분

석하는데 실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덴마크는 세계
화의 압력에 신자유주의 체제와는 구별되는 ‘제도적 유연성Onstitutional fle지미lity)’을 통

해 대응하는 전르떨 구사해 왔다 이른바 유연안정체제는 이러한 전략의 결과물로서 탄
생한 것이다. 서|계화의 심화와 더불어 덴마크의 유연안정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개입과 코포랴티즙을 기조로 하면서도 코포라티즘의 분절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확보하는 방항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진화 과정은 ‘수럼{분산’ 논쟁이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화 속에서 전개되는 개별 정치경제체제의 변동이 복합적이고 역
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수럼{분산 논쟁， 생산 세계화， 해외직접투자， 코포라티즘， 유연안정체제， 제
도적 유언성， 소규모 개방경제

I. 서론
20세기 후반 이후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적인 특정으로 자리 잡은 금융 및 생산의 세계화

는 국민국가 단위의 정치경제체제의 전망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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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분산(convergence-divergence)’ 논쟁이라 일컬어 지는 이 논쟁은 긍융 및 생산의 세계
화가 복지정책과 산업정책 등음 매개로 한 개입주의적인 정치경제체제의 비효율생음 증

가시켜 시장친화적인 영미식 선자유주의 정치경제체제로의 수렴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

(Friedman 1999; Ohmae 1990; Schwartz 1994)과 이에 대한 다양한 반론의 형태로 전개되
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위 ‘수렴론’에 대한 반론은 세계화가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로의 수렴 효과는 개별 정치경제체제를 특정짓는 제도적 구성에 의해 매개되어 변형되는
것으로서 세계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 단위의 정지경제체제는 그 기본적 특성
을 여전히 유지할 것이라는 논의로 요약할 수 있다(Garrett 1998; Hall and Soskice 2001;

Pierson 1998; Rhodes 1998; Swank 1998)

‘

그런데 이 논쟁은 그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개별 정치경
제체제가 경험하는 변화의 맥락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신자유주의로의 수렴론이 세계화라는 외생적 변수의 규정성을 지나치게 과장하
여 정치경제제제의 재편이 단일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면， 그에 대한 반론은 그 반대급부로서 기존 정지경제체제의 ‘제도적 지속성( institutional

stickiness )'을 지나지게 강조함으로써 정태적 분석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Crouch and Faπell 20004; Korpi 2006).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은 세계화가 개별 정치정제체제에 외생적 변수이자 동시에 내생적 변수로 기능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세계화가 한편에서는 개별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구조적 압력

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기원과 전개의 측면에서는 개별 국민국가 단위에서의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전략적 갈등파 선택의 산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백창재 외

2009) 세계화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개별 정치정제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지는 반면， 그 변화의 방향성과 내용은 개별 정치경제체제의 조건과 제도

적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수렴-분산’ 논쟁이 전제하고 있는 개
별 정치경제체제의 지속성과동일한방향성으로의 변동간의 대당은세계화가야기하는
국민국가 단위의 정치경제적 변동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다

복 연구는 세계화 속에서 진행되는 개별 정치경제체제의 변동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얀상을 띠고 전개된다는 문제의석을 바탕으로 댄마크의 생산 세계화 사례와 그 효파를 분

석한다. 본 연구가 덴마크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2 절에서 논의하
는 바와 같이 덴마크는 ‘소규모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라는 제약 요건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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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는 구조적 압력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반면 이러한 제약 요건을 활발한 해외직접
투자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해 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덴마크의 정치경제체제는 외생적 조건으로서의 세계화와 내생적 효과로서의 세계화
라는 두 측면 모두에 대한 반응을 통해 진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안고 있다 따
라서 덴마크 사례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수렴-분산’ 논쟁에서 노정된 한계를 념어 세계화

속에서 전개되는 개별 정치경제체제의 변통을 양자 사이의 통태적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둘째， 1990년대 이후 활발한 해외직접투자와 함께 전개되고 있는 덴마크 정치경제체제
의 변통은 신자유주의로의 수렴론과 그에 대한 반론 모두의 예측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중

층적인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소위 ‘유연안정체제 (flexicurity sysκm)’라 불라는 덴마크의
정치경제체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가 요구하는 대외 경제적 유연성을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지출과 코포라티즘적인 사회타협체제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
다(Cameron

1984; Katzenstein 1985; Madsen 2004) 이러한 특성은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

서 덴마크로 하여긍 정부의 복지개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로부터 야기되는 정
치경제체제의 경직성을 코포라티즘 체제의 분절화(decentr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제

도적 유연성 (institutiona1 flexibi1ity)을 통해 상쇄하는 일련의 제도변형을 추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수렴-분산’ 논쟁이 상정하는 것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체제
로의 수렴 혹은 기존의 제도가 지속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제도 변
화의 통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II절에서는 해외직접투지를 매개로 한 덴마크의 생산
세계화 과정과 그 효과를 선자유주의로의 수렴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I절

은 1990년대 이후 덴마크의 정치경제체제에서의 변화를 복지국가의 강화와 코포라티즘의
분절화를 통한 제도적 유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IV절은 논의를 요약하고 정
리한다.

11.

덴마크의 생산 세계화와 거시청제적 효과

세계화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수렴을 낳을 젓이라는 주장은 세계화의 본질적
인 속성인 자본 이동성의 증대가 높은 조세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특정으로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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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운용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전망에 기초해 있다， 이동성의 증대로 자본
부문이 향유하는 ‘출구 전략(exit option)’은 삿대적으로 노동비용과 조세부담이 적은 정치

경제체제로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을 낳게 되고， 이에 따라 개엽주의적인 복지 정책과노동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본의 ‘공동화{hollowing-out)’ 현상에 직면하여 그 수정이 불
가피해진다는 것이다(Eatwell 1995; Ohmae 1990; Tanzi 1996) 특히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에 따른 글로별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의 구축은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비우호적인 국내 투자환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공동화와 실업률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Gerreffi

1996; Hatch and Yamamura 1996; Sturgeon 2002)
세계화가 높은 조세부담파 노동비용을 정벌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이러한 인식은 덴마
크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로서의 특성음 가지면서 ‘민주적 코포라티즘 (democratic

corporatism)’을 통해 적극적인 복지개업과 경직된 이익대표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심
각한 경제적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Porter 1990; Schwartz 1994) 이

들 국가들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세계화와 같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취약한 반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복지정책과 코포라티즘적 이익대표체계가 높은 비용

과 정치경제제제의 경직성을 낳음으로써 자본 공동화에 따른 부정적인 거시경제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소득세 비
율과 GDP의 4.5% 에 달하는 사회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본의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그 정치경제체제의 존속이 불가능할 것
이라는 예측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화를 개별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외생
적 조건으로서만 인식한다는 점과 덴마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정치경제체
제를 근본적으로 정직된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상 소규모 개

방경제라는 개덤은 협소한 국내시장과 국제정치경제짐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
력이 부재하다는 조건으로 인해 국제경제로의 적극적인 편엽이 필수적인 국가들을 통칭
한다 (Katzenstein 2003). 이러한 사정은 이들 국가들이 세계화와 같은 국제경제의 구조적

변동에 취약함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한편，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동
인이 되기도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제약 요건을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와 시장 진출
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논의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탈리 멘마크를 비롯한 소규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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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들이 발전시켜 온 정치경제체제는 정직성을 특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소규모 개방정제라는 조건은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경제의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들이 발전시켜
온 복지국가와 ‘민주적 코포라티즘’은 소규모 개방정제체제의 운영에 펼수적인 유연성을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서 합의하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Kaspersen 2006;

Katzenstein 1985; Senghass 1985) 따라서 선자유주의로의 수렴론자틀이 전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덴마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그 정치경제체제에 장착된 유연성
을 통해 세계화의 부정적인 정제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았는 조건을 구비하고 었다 하
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댄마크와 같은 국가들이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경제적인 퇴행
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소한 국내시장이라는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적극적인 해외직접투 ^l플 모색하는 한편， 그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
화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림 1)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덴마크는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구사하여 왔으며， 덴마크 국내총생산에서
해외에 투자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직접
투자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0년대에 국내총생산의 20% 정도에 불과했
던 해외투자자본의 비율은 2000년대 초반 50%를 상회하여 2009년 현재에는 덴마크의 국
내총생산을 상회하는 규모의 자본이 해외에 투자되어 었다

덴마크가 전통적으로 닥농업 등의 I 차 산업과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가파른 상승세는 특기할 만한 일이다 덴마
크의 해외직접투자는 닥농업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에서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거대 기
업틀과 전기전자， 정밀가겨l 분야 등의 중소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배병인 2010). 닥
농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타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해외
직접투자가 가능한 것은 이틀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틈
새시장(niche market)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Kristensen

2006)
덴마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OECD 국가들의 평균 규모를 상
회하고 있는데， 이처렴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는 일차적으로 덴마크 기업들이 소규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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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덴마크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추OI(1990~2009， % GDP)

경제라는 구조적 제약 요인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극복하는 전략을 재택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국제경제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
하는선진국의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주도되어 왔다는점과닥농업 및 유관산업 분야에서
의 거대 기업을 제외하고는 덴마크의 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대규모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 단위에서의 전략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
다.

기업 단위의 전략과 더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와이플비탕으로한 정부의 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및산업정책이다 한인터

뷰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정당 지도자틀과 노동조합 지도자들 모두 소규모 개방경제로
서의 덴마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수적이라는 광범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Kuttner 2008).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정부가 적극적인 노
통시장정책과 산엽정책을 통해 가언들의 해외진출음 지원하는 정책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기츠가되고있다 덴마크는산업클러스터 정책을통해증소규모의 기업이 집합적으

로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유
휴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복지 지원의 형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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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 (0떼 er

2)

덴마크의 실업률(2000 ν2009)

et al. 1999).

댄마크의 유연안정체제를 특정짓는 이러한 정책들은 덴마크의 활발한 해외직접투자

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한편，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제어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비약적인 증가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멘마크
의 거시경제지표는 산업 공동화와 그에 따른 실업률의 불가피한 증가라는 예측과는 동떨
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2000년대 이후 벤마크의 설업률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였다

실업률의 측면에서 덴마크와 유사한 지표를 보여 주고 있는 국가들은 영국과 네털란드
정도이다. 이 중 네덜란드는 멘마크와 유사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영국은 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로 특정지어진다는 점에서 멘마크와 네털란드가 영국과 유사하
거나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적 코포라티즘 체제를 유지하는 국
가들이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퇴행을 겪을 것이라는 수렴론자틀의 주장이 근거 없읍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통일한 시기 동안 덴마크의 해외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정치경제체제가 생산의 세계화 속에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경험할것이라는예측은근본적으로잘옷된 것이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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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2000~2009)

실엽률이라는 정량적인 지표 외에 노동인구의 구성이라는 정성적 지표에서도 덴마크는

여타 국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3) 은 동일한 시기 동안 동입한
국가들의 취엄 인구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2000 년대를 통틀어 덴
마크의 비정규직 취엽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1%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여타 국가의

비율을 훨씬 믿도는 수준이다 특히 실엽률이라는 정량적 지표에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
을 보여줬던 영국이 덴마크의 그것을 휠씬 상회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은 특기한 만한데， 이는 선자유주의로의 수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덴마크의 정치경제제제가 영국 등의 선자유주의적 체제에 비해 오히려 건전

한 경제구조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000 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낮은 실엽률과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

선， 해외직접투자가 산엽 공동화와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의 여부는 해외투자의
성격과 목표에 탈려있다는 점이다 일반적 R 로 해외직접투자뉴 생산 과정의 기초 재료인
자연자원을 확보하거나 해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목적? 또는 노동비용의 절감 등

과 같이 생산과 정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해외직접투자가 노
동비용의 절감과 같은 효율성의 증대를 이유로 전개되는 경우 산업 공동화나 실엽 효과

생산 세계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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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ciεnce， T，εchno1ogy and 1nnovation, 2009

가 크게 나타나지만， 자연자원의 확보나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효과는 미미

하거나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대
제효과나 국내 산엽부문간의 연계 약화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garwal 1997) 덴마크가 높은 해외직접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고용구조를 유
지할 수 있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시장의 개척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실엽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덴
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이다 독일 등 여타 국가와는 달리 덴마크의 직엽 재교육 프로그램
은 취엽인구가 아니라 실엽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에서의 재교육 위주로 진행된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전액 학비 보조를 통해 실직자의 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해 숙련노동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한펀 실엽률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Kri stensen and Zeitlin 2005; Martin 2006)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실엽자 재교육 프로그램
은 중소기엽 위주의 산엽구조가 갖는 취약성을 대학과 연구기관， 기엽을 연결하는 산엽클
러스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산엽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의 공적 기술개발투자는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산엽 클
러스터를 통해 대학과 기엽을 연결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석과 기술의 생산과 축적을 도모
하는 한편， 실엽 인구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실엽률을 관리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해외직

접투자의 비약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낮은 수준의 실엽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은 이러한 정책에 기인하는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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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생산 세계화와 제도 변화의 통학: 복지 지출과 코포라티즘의
분절화
덴마크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공동화와 그에 따른 실업의 양산
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수렴론자듬이 가
정하고 있는 젓과는 탈리 덴마크의 정치경제처1 제가 근본적인 유연성을 목표로 작돔하

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른바 덴마크의 유연안정제제는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새
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높은 조세부담율과 대규모의 복지지출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체제
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착된 유연생 (embedded
flexi 바 ity)‘으로 인해 세계화의 확대와 심화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경제가 안정성과 건전성

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Kaspersen

2006; Madsen 2006)‘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유

연성은 덴마크 정치경제체제에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부단히 재
장착되는 제도적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유연성에 대한 강조가 세계화라는 조건 속

에서 덴마크 정지경제체제가 진화해 가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0 년대 이후 덴마크의 정지경제체제는 유연성 확보라는 복표 하에 제도적 진화를 거
듭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진화의 방향은 실업 인구에 대한 복지시출의 확대와 코포라티즘
의 분절회로 요약할 수 있다 덴마크의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은 1994 년의 관련 입법을 기

점으로 중대한 전환을 맞이한다 이 시점 이후 덴마크 복지 지출의 중심축은 실업 급여와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부터 섣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 사용자의 고용보장의무를 완화시카고 중앙 정부 단위에서 진행되던 단체협
약을 지방정부 및 하위단위로 이전시키는 등 코포라디즘 체제가 분절화되기 시작한다 이

러한 정책 기조는 2000 년대 이후의 일련의 제도 개혁을 통해 보다 강화된 형태로 자리 잡
는다(Kristensen

and Zeit1in 2005; Martin 2006)

이러한 제도 개혁은 복지 수요의 충족， 정부 재정 부담의 완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

성 확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1990 년대 이후 덴마크 기엽의
대규 R 해외진줍유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윤 가져 9_ -þ-- 요인이 되었다 생산 기지의 해외 이
전에 따라 팍내 고용 창출이 기회까 감소되었음 쁜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기엄 내 ]고역

을 통한 해외조달( outsourcing)이 급증하여 기존 국내 산업의 고용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브러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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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덴마크
스웨덴

너l 멸란드
영국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EU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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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의 실업 유발 효과，2001~2006 평균)
순효과

기업

일자리

손실

창출

손실

창출

일자리

기업

19886
11680
14782
49405
188634
3895
5886
332000

5937
1225
5602
23868
105493
3650
1880
166142

243
114
14787
426
1858
185
126
18322

96
31
5476
270
1376
111
44
8076

-13939
-10455
-9180
-25537
-83141
-245
-4006
-165858

-147
-83
-9311
-156
-482
-74
-82
-10246

Eurostat (hnp:llepp.eurostat. ec.europa.e uJporta1/page/portalleurostatlhome)‘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년부터 2006 년 사이의 기간 동안 덴마크는 해외조달의 증
대로 l 만 여개가 념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 수치는 덴마크의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상탕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덴마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따른고용시장의 불안은그에 대한복지 수요를급
증시카는 요인이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확대하는 전통적인 해법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경
제체제의 정직성을 가중시건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덴마크의 소규모 개방경제체제가 정치
경제체제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존속할 수 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식은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복지 정책의 중심축을 실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

로 이전시키는 한편 코포라티즘 체제를 분절화 하는 젓이었다. 복지 지출의 중심을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것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로 야기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
에 실직자의 재교육을 통해 숙련노동을 양성하기 위한 젓이었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덴마
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였다(Kristensen

and Zeitlin 2005).

복지 지출의 중심축이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실직자에 대한 덴마
크의 복지 지출은 l 인당 국내 총생산의 약 60%에 육박히는 대규모로서 정부의 재정 부담

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Hansen 2000) 이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젓이 코포라티즘을 분절화 하는 것이었다 코포라티즘의 분절화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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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DP 중 노동시장프로그램(벼bor Market Program) 공공 지출 비중

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차원은 사용자의 고용보장의무를 완화시켜 자유로운 해
고가 가능하도복 하는 것아었는데， 그 결과 덴마크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영국과 더불어

해고가 가장 용이한 노동시장을 갖게 되었다(World Bank 2004, 36)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고용보장을 과거와 같은 중앙 집중적인 단체협약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함으로써 코포
랴티즘을 분절화 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두 번째 차원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던 단체협약을 지방 정부 또는 기업 단위
로 하향 이동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기업 외에 지역 공동제의 다양한 이익집단이 잠여하
도록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결과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경제 현안에 이

해관계를 가진 모든 이익집단이 공동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협상 경제’

(negotiated economy) 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끌어올
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Pedersen 2006; Green-Pedersen 2003) 협상 경제 체제는 전

통적 q문 높븐 2존직륨음 바탕으로 코표라티즘을 주도해 왔던 'r:동부문의 목소리륜 상대
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전환이 보다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
는구조를창출한것이었다

코포라티즘의 분절화와 협상 경제 체제의 출범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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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의 도입파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

한 정부의 공공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들 정책의 결정파 집행이 지역 공
동체 단위로 이전됨에 따라 중앙 정부의 부담을 이들 지역 공동체가 분담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단위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업 등 사적 경제 행위자들의 비

용 분담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업 급여와 재교
육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 정책에 소요되는 정부의 공공지출 바중은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
게 되었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덴마크가 노동시장정책에 투여하는 공공 지출은 여전

히 높은 편이지만，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차상위 국가였던 네덜란드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이르게되었다
1990년대 이후 덴마크에서 실직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코포라티즘의 분권화를
핵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제도 개학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 세계화의 비약적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가는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에 필수적인 국민경제의 유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생한 유연안정체제는

복지 수요의 충족과 정부 재정 부담의 완화，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
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비약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덴
마크가 산업 공동화와 실업률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 경제적 성과는 기존의 정치경제체제를 유연성의 확대라는 목표 하
에 부단히 재구성함을 통해서 이룩된 것이었다 덴마크의 제도 개혁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체제의 유연성을 시장 원리에 따른 유연성이 아니라 제도
적 유연성 (institutiona1 flexibi1ity)’의 형태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Wi1thagen

and Tros

2004) 복지 지출의 중심을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코포라티즘을 분절화 하는 일련
의 과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의 추구가 해외직접투자
의 비약적안 증대가 야기히는 일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체
제로 수렴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과 코포라티즘적 이익대표체계를 유지할 수 있

는 가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도적 유연성을 통해 세계화의 압력에 대
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멘마크의 정치경제체제가 부단히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되
기도 한다 소규R 개방경제체제에 필수적인 유연성이 부단허 재장착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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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론
1990년대 이후 덴마크 유연안정체제의 수립과 진화과정은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개별

정치경제체제의 변동이 기존의 ‘수렴-분산’ 논쟁이 전제하는 젓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자본 이동성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가 멘마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과 코포라티즙을 특정으로 하는 정치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증가

시켜 영미식 선자유주의 체제로의 수렴을 낳을 젓이라는 전망은 해외직접투자의 비약적
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거시경제지표가 선자유주의체
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코포라티즘에 바탕을 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개업이 정치경제체제의

경직성을 기중시킬 젓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가정은 덴마크와 같은 소
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재택하고 있는 민주적 코포라티즘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응집력
을 기초로 국민경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의 산불로서 발전되어 온 젓
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았다， 멘마크와 같은 국가들

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운영에 휠수적인 유연성을 영미식 신자유주의 체제와는 탈리 국가
의 적극적인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에 기초한 제도적 유연성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 덴마크 경제가 세계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정지경제체제에 장착된 유연성에 기인하는 젓이다

덴마크의 정치경제체제가 제도적 유연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유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동학이 그 정치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속성임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 하다 1994년 이후 세계화의 심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정책
의 중심축을 실직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코포라티즘의 분절화를 추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체제 전반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해외직접투자의 증대가 산출하는 부정적
인 효과로부터 창출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1990 년대 이후 유연안정 제제의 진화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개입과 코프라티즘적인 이
익대표치1 계를 기조로 하는 덴마크 정치경제체제의 전통적인 구성 원리의 연장선상에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조의 일관성과는 별개로 코포라티즘의 분접화에서 확인되
는 바와 같이 덴마크 정치경제체제의 제도적 구생이 변화룹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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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안된다.

이 점에서 덴마크의 사례는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수렴론에 대한 반론들이 전제하고 있

었던 제도적 지속성의 관점에 내포된 문제점을 확인시켜 준다 개별 정치경제체제의 변동
이 제도적 구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경로 의존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은 부안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제도적 지속성이라는 정태적인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

의 사례는 환경에 대한 반응과 상호작용 속에서 개별 정치경제체제의 제도적 구성이 끊임
없이 진화하고 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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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oduction Globalization:
The Danish FDI and Corporatism
8young-lnn 8ai '

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critically the so-called convergence-divergence
debate through the lens of the Oanish

εxperiences

since the 1990s. The convergence-

divergence debate has revolved around whether the convergence on the Anglo-Saxon
neoliberal model would take place. Notwithstanding their relative achievements , both
sides of this debate have relied heavily on the static analysi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to
those who argue that neoliberal convergence is not likely due to the institutional stickiness
of national political economies. Yet , the Oanish case reveals that the emphasis on the
institutional stickiness is misleading to fully grasp the political economic changes under
the globalization. With the dramatic growth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
since the 1990s, Oanish political economic system has evolved into the more flexible and
decentralized one known as the flexicurity system. The creation of this system represents
Oenmark’ s commitment to institutional flexibility, which combines generous welfare
benεfit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under the auspice of democratic corporatism

While this system is far from the neoliberal one by any means , it at the same time moves
away from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formation of the Oanish political economy by
reshuffling it. Unlike the expectations from the convergence-divergence debate , the
institutional change taking place under the globalization is neither monolithic nor static
The Oanish case reveals that institutional innovation rather than institutional stickiness is
conventional practice ofthe day
Keywords: convergence-divergence, production glob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rporatism, flexicurity system, institutional flexibility, small open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