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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복지 축소와 마찬가지로 선거 위험을 수반한다.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본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주도하여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를 설명한다. 비인기 정책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한편,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

본 민주당이 취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된다. 하나는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프레이밍 정치(framing politics)이며, 다른 하나는 인기 없는 증세정책과 

인기 있는 사회정책의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통한 비토세력과의 타협이

다. 이 연구는 재분배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일본 민주당, 소비세 인상, 비난 회피, 프레이밍, 사회보장

I. 서론

복지국가 연구에서 중위수 투표자들(median voters)에게 인기 없는 개혁의 정치

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행태는 ‘비난 회피의 정치

(politics of blame avoidance)’로 설명되어 왔다(Rose 1985; Weaver 1986; Pierson 

1994: 1996; Bonoli 2001; Brooks & Manza 2006; Vis & Van Kersbergen 2007; Vis 

2010). 증세는 복지 축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다. 비난 회피 세력

은 투표자들이 정책 효과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도록 정책의 가시성(visibility)을 최

대한 낮추거나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로 비난을 분산시키려는 등의 노력을 한다

(Pierson 1996, 147). 

그러나 ‘인기 없는 개혁’이 늘 회피의 대상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압력으로 정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 
S1A5A2A01012882).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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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기 없는 개혁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비인기 개혁이 추진되기도 한다(Elmelund-Præstekær and Emmenegger 

2013).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기 없는 개혁은 대부분 비난 완화를 

위한 전략과 동시에 시도된다는 점이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때에도 그랬다. 이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 결정과정과 비난 완화의 

정치를 분석하여, 인기 없는 개혁에서 정당의 정치 전략 및 정당간 정치적 상호작용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70년대 이래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을 주도한 정부는 예외 없이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런 학습효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가 왜 소비세 인상을 주도했

는지, 그리고 어떻게 10% 소비세 인상안을 입법화할 수 있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지만,1) 후자에 

관한 연구는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증세정책은 야당과 유권자

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

비세 인상 정책은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었을까?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조세 저항에 대응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민주당 지도부가 증세라는 비인기 정책의  정

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한편,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정치전략을 구사하였는지

를 분석한다. 민주당의 비난 완화 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개

혁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프레이밍 정치(framing politics)이며, 다른 하나는 

인기 없는 정책과 인기 있는 정책의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통한 비토세력

과의 타협이다. 이는 1970년대 말 이래 일본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인기 없는 개혁의 

비난 완화 정치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정부의 인기 없는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프레이밍 정치와 타협

  1) 소비세 인상 원인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재정적 제약(정미애 2013), 재무성의 강한 영향력, 민주당의 

낮은 이념적 응집성, 조직 기반의 취약성 등에 따른 당 지도부의 정책 자율성 증대(이정환 

2013), 일당우위체제 하에서 체질화된 관료들의 친자민당화, 포괄정당화, 야당의 비현실

주의화(上川 2013), 투표자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는 카르텔 정당화(三浦 2013), 재정적 

제약 속에서 집권한 친복지정당의 전략적 선택(권순미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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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를 통한 본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밝힌다. III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소비세 인상 

정책결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증세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활용한 프레이밍전략과 

인기 있는 정책과의 결합을 통한 타협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V장의 결론

에서는 본론을 요약한 후,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 사례가 복지국가 연구에 주는 이론

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피어슨(Pierson 1996)이 주장하듯이, 인기 없는 정책은 이에 반대하는 여러 이익집

단들과 투표자들로부터 선거 처벌(electoral punishment)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재선을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들은 비인기 개혁을 피하려고 한다(Rose 1985; 

Weaver 1986; Pierson 1994: 1996; Bonoli 2001; Vis and Kersbergen 2007; Vis 

2010). 복지 축소나 증세는 대표적인 비인기 정책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인기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사회경제적 상황, 특히 악화하는 경제난과 재정난이 

닥쳤을 때에 그러하다(Pierson 1996; Nygard 2006; Vis 2010). 유로 존(Eurozone)과 

같은 단일시장 혹은 통화연합을 위한 제도적 규제나 재정파탄 상황에서 IMF 등 국

제 채권단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긴축안도 인기 없는 개혁을 강제한다. 

비인기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적·제도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의 입장이  엇

갈린다. 피어슨은 정치적 상황이 정부에 유리할수록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기가 훨

씬 쉽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가 인기 없는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선거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위치에 있을 때, 급격한 개혁이 추진될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Pierson 1996, 176-177). 반면, 비스(Vis 2010)에 따르면, 정치

적 입지가 약한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의 필요조건이고, 정치적 입지가 공고한 정부

는 ‘인기 없지 않은 개혁(not-unpopular reforms)’의 필요조건이다.2) 정부가 인기 없

는 개혁에 따른 선거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정치

적 입지가 정부에게 매우 불리한 ‘손실 영역(losses domain)’에 있을 때이다(Vis and 

  2) 여기서 ‘인기 없지 않은 개혁’은 “중위 투표자에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정책 

변화”를 의미하며, 일례로 노동시장정책을 들 수 있다(V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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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sbergen 2007; Vis 2010). 어차피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큰 비관적 상황에서나 

인기 없는 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손실과 이득을 평가

할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Elmelund-Præstekær and Emmenegger 2013).

인기 없는 개혁에 대한 제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도주의자들의 기본적 견해는 제

도적 비토 행위자가 많을수록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Immergut 1992; Huber 

et al. 1993; Kittel and Obinger 2003; Jensen and Mortensen 2014). 그러나 복지국가 

연구자들은 많은 수의 비토 행위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기 없는 개혁을 촉진할 수 있

다고 말한다(Pierson 1996; Avdagic 2013). 영국, 스웨덴처럼 정치적 권위가 집중되

어 있을 경우, 정부는 인기 없는 결정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개혁의 가시성

을 모호하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전략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파

편화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정부는 제도적 비토 포인트에 의해 다양하고 급격

한 정책 변화가 어려운 반면, 인기 없는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성을 은폐하기가 더 쉬

울 수 있다(Pierson 1996, 177).  

또 다른 학자들은 정부 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의 역할을 강조한다. 피어

슨은 복지 축소의 정치에 대한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approach)의 한계를 지적

하며, 복지국가의 신정치(new politics of welfare states)로 맞선다. 그에 따르면,  좌

파 권력 자원의 쇠퇴와 복지 축소 정도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정부 당파성과 무관하

게 서구 선진국가에서 복지 축소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퇴직자, 장애인, 

건강보험 및 돌봄서비스 대상자 등 복지 급여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이익집

단들이 복지 확대기 동안 형성되었고, 이들이 노동조합과 정당, 그리고 사회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좌파운동을 대체하여 복지 축소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되었기 때문이

다(Pierson 1996). 

이와 달리, 사회경제적 계급의 역할이 복지 축소의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

장하는 연구자 집단도 있다. 가령, 선진국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 개혁은 좌파

정부보다 우파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좌파정당은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핵심 유권자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사회보호의 

확대나 적어도 사회보호의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우파정당은 자

본가를 비롯한 자신들의 핵심 지지자들이 노동시장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어서 자유

주의 개혁을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Korpi and Palme 2003; Allan and 

Scruggs 2004; Amable et al. 2006). 당파성 이론과 비토 행위자 이론을 결합한 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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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직(Avdagic 2013)의 연구도 신정치론보다는 권력자원론에 더 가깝다. 그녀에 따르

면, 높은 정도의 권력 분점이 이루어지고 우파정당이 집권하고 있으면, 노동시장 자

유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정치권력이 강력히 중앙집중적인 국가에서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노동시장의 내부자를 보호하는 규제 개

혁(regulatory reforms)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인기 개혁과 관련한 정치·제도적 논쟁은 일본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 정치를 이

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상황은 정책 변화의 중요한 조

건이지만, 그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치 상황은 유

동적으로 변한다. 간(菅直人) 총리가 소비세 인상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2010년 6월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중의원 총 480석 중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3석을 제

외하고서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308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참의원에서는 241석 중 

절반에 가까운 116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신당의 6석을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과

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 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된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방침이 2010년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참

의원 의석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민주당 10석, 국민신당 3석 감

소). 내각 발의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의원에서 부

결된 법안이 중의원에서 재가결될 수 있는 2/3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한 것도 아니었

다. 요컨대, 어떤 조건이 인기 없는 정책결정에 보다 유리한가 못지않게 정부가 어떤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는냐에 따라 정치적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참

의원 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다른 주요 야당의 협조 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입

법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당 내각과 당 지도부가 높은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

에 없는 상황, 즉, 비난 회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비세 인상 방침이 결정되었다. 

일본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사실상 양당제 경향을 보였고, 자민당이

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지도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

마(村山富市) 내각에서 단행한 5% 소비세 인상 이후, 자민당은 증세에 대한 어떤 적

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그 동안 소비세 인상 반대의 입장에 서 있

었던 민주당은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태도를 바꾸어, 소

비세 인상을 공식화하였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이 무렵의 민주당은 중 ·참의원에서 

다수당이었으며,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존재감이 워낙 미약하여 사실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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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독 내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정치적 당파성은 개혁의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호소카와 총리의 

국민복지세 구상, 무라야마의 5% 소비세 인상, 그리고 노다(野田佳彦)와 간(菅直人) 

총리의 10% 소비세 인상 결정에 이르기까지 친복지정당의 예외적인 정권 참여는 항

상 소비세의 인상 시도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막대한 재정 

적자 상황에서 친복지정당이 성장을 중시하는 우파정당보다 복지 증세의 압박을 더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권순미 2015). 

그러나 특정 정당이 항상 인기 있는 개혁 혹은 인기 없는 개혁만 추진하는 것은 아

니다. 정당의 정책 태도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자민당은 

복지 확대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축소정책에도 앞장섰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

대 초까지는 복지 지출 및 제도적 확대가 두드러진 시기로, 전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

험제도가 실현되었고, 고령자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법이 정비되었다. 1973년

에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를 전국 수준에서 실시하고, 예산 편성은 전년도 당초 예산

보다 4,731억엔(증가율 28.8%)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 해를 ‘복지 원년’으

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석유 위기로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자 나카소네

(中曽根康弘) 총리는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을 내걸고 행정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복지 지출비를 엄격히 억제하기 시작했다. ‘복지 원년’에 확충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등이 개혁 대상이었다(厚生労働省 2011). 

“복지 확대기는 업적 선전의 시기이지만, 복지 축소의 시기는 비난 회피의 시기”

(Pierson 1996)라는 등식도 성립하기 어렵다. 복지 확대기에도 비난 회피의 정치는 작

동했다. “복지 개혁은 조세 증가에 의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Korpi and Palme 

2003, 430). 마찬가지로, 증세 시기에도 업적 선전의 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 증세 자

체는 대중에게 인기가 없지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증세인가, 그리고 어떤 정책

들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지지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난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프레이밍(framing) 전략이다. 

효과적인 프레이밍은 정책에 대한 투표자의 관점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Weaver 

1986; Pierson 1996; Ross 2000; Cox 2001; Hood 2002; Schmidt 2002: 2010; 유범

상 2015). 구미 선진국에서 복지 축소를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라는 용어로 프레

이밍하고, 개인의 선택을 더 많이 제공한 경우, 복지 축소 정책은 상당한 지지를 얻기

도 했다. 이는 특히 복지국가의 규범적 역할을 사회적 평등보다는 잔여적 복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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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던 자유주의 복지레짐에서 확인된다(Ross 2000, 157). 사민주의 복지레짐으로 

분류되는 덴마크에서는 2011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 내각이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조기퇴직 급여의 축소를 발표하였다. 자유당 정부는 이를 경제위기를 단축시켜주는 

합리적 조치로 프레이밍함으로써 야당과의 정책 및 선거 경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

었다(Elmelund-Præstekær and Emmenegger 2013). 멕시코에서는 2004년 공적 연금

개혁에서 정부가 이를 사회경제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

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Marier and Mayer 2007). 

개혁안은 의원 다수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의회 비토파를 무력화하거나 이

들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개혁안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Pierson 1996; Green-

Pedersen 2002; Nygard 2006). 비토세력은 야당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집권당 내에서

도 형성될 수 있다. 비토파를 대중으로부터 충분히 고립시킬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 입법에 대한 비토파와의 정책 거리를 좁혀 이들의 정책 태

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들이 선호할만한 대안적 정책들을 제시한다거나 증세로 

손실을 입게 될 집단에게 물질적인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이 비토파가 저항 대신 협

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비토세력과의 정치 

협상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는 개혁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믿음

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소비세 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

고 민주당은 효과적인 프레이밍 전략과 비토파가 동의할 수 있는 다른 인기 있는 정

책들(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연계한 개혁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그 덕분에 5%의 소

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이른바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社会
保障 ·税一体改革)’은 단지 소비세율 인상만이 아니라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제고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포괄한 것이었다. 

그러나 참의원선거 패배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히 불리해진 정치적 지형 위에서 

벌어진 야당과의 협상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고, 애초의 개혁 

취지는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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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주당의 비난완화 정치

1. 프레이밍 정치:  사회보장을 위한 소비세 인상

비난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프레이밍 전략은 소비세 인상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사

회보장과 재분배 기능 강화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내각 출범 당시, 강력한 

정치 리더십으로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일체적으로 실현하겠다

고 강조했던 간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 후에도 초당파적으로 소비세 인상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정부는 단지 소비세 인상이라는 단일 의제의 해

결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사회

보장 ·조세 일체개혁’(이하 일체개혁)이 그것이다. 2010년 10월에는 ‘정부 ·여당 사회

보장개혁검토본부’를 설치하였고, 2011년 6월 말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

로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하는 내각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일체개혁은 민

주당의 사전 심사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개혁을 어떻게 프레이밍하였는지는 일체 개혁 관련법안이 제출된 제180회 국회 

노다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2012. 1. 24)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본은 “세계 최고

속의 초고령화로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비를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

에 도달”했으며, 일체개혁은 “사회보장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국민

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노다는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정권교체의 슬로건이었던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기본 

이념을 상기시키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건설” “모든 사람이 거처와 일

자리를 갖는 온기 가득한 사회의 실현”등을 역설하였다. 또한 소비세 인상은 미래 세

대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며, 소비세 인상이 경

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

상을 도모하고, 인상된 소비세수의 전액을 사회보장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

다. 소비세 인상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 모든 국민에게 이익으로 환원될 것임을 강조

하여 증세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재정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3)로 증가하는 사회 지출과 세입 사이의 

  3) 197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한 고령화 사회, 1994년에 14%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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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 3조5천억엔이

었던 사회보장 급여비는 1990년에는 약 47.2조엔, 2010년에는 103.5조엔으로, 지난 

50년간 약 30배나 상승했다. 사회보장 총 급여비를 100으로 했을 때, 2010년을 기준

으로 비중이 큰 것은 연금(50.7%, 52.4조엔), 의료(31.2%, 32.3조엔), 그리고 개호 등 

기타 복지(18.1%, 18.7조엔) 순이다.4) 현재의 제도로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도 매년 1조엔이 넘는 급여비의 자연 증가분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세출 대비 세수 비중은 장기 경제 불황의 초반기인 1990년

도만 하더라도 87%였지만, 2012년에는 42%로 대폭 감소했다(OECD 2012). 일본 정

부는 세출과 세수 사이의 공백을 주로 국채(건설국채와 특례국채)로 메워 왔다. 2012

년도 GDP 대비 일본의 채무는 약 200%에 달했다. 1990년대의 채무 증가는 주로 경

기대책 실시로 인한 공공사업비에 의한 것이었지만, 1999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사

회보장비 지출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세입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경기 

악화 및 감세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이어졌다. 특히, 버블 붕괴 후 1994년부터 1999년

과한 고령사회, 2007년에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4) 기타 복지에는 사회서비스, 개호대책과 관련한 비용, 생활보호의 의료부조 이외의 각 종 

부조,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 종 수당, 의료보험의 상병수당, 산재보험의 휴업보상급여, 고
용보험의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그림 1> 사회보장 급여비 추이(197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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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국세에서 1조엔이 넘는 감세가 거의 매년 있었고, 1997년도 순감세액은 7조엔

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뚜렷한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이고, 그 다음은 개

인 소득세이다.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5) 개인 소득세율

도 최저세율과 최고세율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6) 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과 2015년 사이,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의 감소 추세 속에

서도 유독 소비세의 비중은 급증했다. 소비세는 1988년에 세율 3%로 관련법이 제정

  5) 법인세는 버블 붕괴 후 거의 일관되게 감소했다. 1990년에 37.5%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기

업 활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 등을 이유로 1998년에 34.5%로, 1999
년에 다시 30%로 인하되었다(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12). 2011년에는 국제 경쟁력 강화, 
일본 국내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할 명목으로 기존 30%에서 25.5%로 4.5%p가 

추가적으로 인하되었다.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 현재 

35.64%이다(内閣府 2012).
  6) 1986년과 2013년 사이, 최저세율은 10.5%에서 5%로, 최고세율은 70%에서 40%로 인하

되었다(財務省 2013). 

주: 1.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5년의 경우, 국세는 예산액, 지방세는 전망치.
     2. 소득과세는 자산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포함.
자료: 財務省 홈페이지(2015).

<그림 2> 세목별 세수 구성 비 추이(국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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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1997년에는 5%로, 2014년에는 8%로 인상되었고, 2011년부터는 세수에서 가

장 큰 세목이 되었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집권한 민주당이 “증세를 통한 복지”로 정책

을 전환한 만큼, 이를 정당화하는 프레임의 개발은 신뢰할만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

로 했다. 민주당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의 전액을 사회보장을 위

해 전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소비세의 사회보장 목적

세화를 결정하였다. 사실, 소비세의 사회보장 목적세화 발상은 1970년대 말의 일반

소비세 도입 구상 이래, 여러 번 있었다. 그럼에도, 그것이 언술적 차원에 그치고 말

았던 것은 자민당 집권기에 조세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대장성(현 재무성)

이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加藤 1997, 275-276; 岩崎 2013, 43). 1994

년 2월에는 호소카와(細川護熙) 총리가 소비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세율 7%의 국

민 복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당시 연립여당의 일원이

었던 사회당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그러다 1999년부터 의회에서 매년 재정운

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예산총칙에서, 소비세수를 소위 “고령자 3경비

(기초연금, 고령자 의료, 개호)”에 쓰도록 제한하였다. 소비세 인상을 위한 전략적 프

레이밍으로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증수(增收)의 사회보장 목적

세를 법률로 보장한 것은 민주당이 처음이다. 

2012년 2월에 각의 결정된 ‘사회보장 ·조세 일체개혁 대강’(閣議決定 2012/02/17)은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만이 아니라, ‘공평·투명·납득’의 3원칙

에 기반한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했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의 변화,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 등 고용기반의 변화, 가족형태·지역기반의 변화, 빈

곤 ·격차 확대 등 사회경제적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기능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제시된 사회보장 개혁 방향에는 아동 ·보육지원

의 강화, 의료 및 개호서비스 보장의 강화, 빈곤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중층적 안전

망 구축, 단시간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피용자의 연금 일원화,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 2분의 1의 항구화 등 포괄적 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아동 ·보육지

원의 강화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프레이밍되었다. 이를 위해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생활 및 보육환경을 보장하고, 보육과 가정을 응원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시설의 양적 확충, 유치원과 보육원을 일체화하는 기능 강화 등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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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보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었다. 이때까지도 민주당이 보편적 복

지 확대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금제도는 양극화 완화, 재분배 기

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자 및 장애인

에게는 노령기초연금액을 일정하게 가산하며, 무연금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급 

자격기간을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최저보장 기능은 강화하되, 고소득자의 노령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그 일부(국고 부담 

상당액까지)를 조정하는(사실상 인하하는) 제도를 두기로 했다.

세제개혁 방향도 기본적으로 재분배 기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노다 내

각은 “2015년 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10%로의 소비세 인상과 이의 사회보장 재원

화, 소비세수 중 국세 부분 전액의 목적세화”라는 방침을 세웠다. 인상된 세수를 관

(官)의 비대화에 사용하지 않고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5%의 사회보

장 재원은 기존의 고령자 3경비에 아동 ·보육을 추가하여 사회보장 4경비로 확대되

었다. 구체적인 용도는 <그림 3>과 같이, 소비세의 1%(약 2.7조엔)는 사회보장 충실

화에, 4%(약 10.8조엔)는 사회보장 안정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사회보장 충실화에는 

자료: 内閣官房(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3> 인상된 소비세수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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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개호의 충실, 연금제도의 개선(빈곤 ·격차 대책의 강화), 대기아동의 해소, 고

도 급성기 의료자원의 집중 투입, 저소득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급부, 수급 

자격 기간의 단축, 저소득자 사회보험료 경감 등이 포함되었다. 4%를 사용하는 사회

보장의 안정화는 사실 현행 사회보장 제도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연금의 국고 부담 

2분의 1, 후대의 부담 경감(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나 안정재원이 확보할 수 

없는 기존의 사회보장비),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연금 및 진료보수 

등의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가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조세 번호제도’ 도입을 목표로 급부

가 붙는 세액공제의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전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이

루어졌던 대규모 소득세 감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소득세 감세로 고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고, 누진적 소득세 구조의 재분배 기

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閣議決定 2012/02/17). 특히 고소득계층의 소

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담 증가를 요구함으로써 누진성을 제고하고, 자산과세에

서는 상속세의 기초 공제액의 수정을 통해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점

을 두었다. 단,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고용과 국내 투자의 확

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세제를 개정하여 2012년부터 과세 기반 확대와 더불어 법

인세율을 4.5% 인하하고, 중소 법인에 대한 경감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閣議決定 

2012/02/17). 소비세수에 의해 “사회보장 개혁의 안정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화의 동

시 달성”이라는 일체개혁의 기본 목표는 2012년 6월의 중의원과 8월의 참의원을 통

과한 개정 소비세법등 관련 법안에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자민당 집권 시기에도 소비

세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때, 사회보장 강화와 조세 불공정성 시정이 약속된 바가 

있다. 그러나 자민당정권의 소비세 인상은 예외 없이 선 직접세 감세, 후 간접세(소

비세) 인상으로 끝났다(加藤 1997; Kato 2003; 岩崎 2013; Akaishi 2013; Sekiguchi 

2013; 藤井 2015). 그 결과, 조세의 재분배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고, 새로운 세수의 

사회보장 재원으로서의 기능도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정권의 프레이밍 전략이 여론을 호전시키는 데 기여했음은 두 가지로 확

인할 수 있다. 첫째, 과거에 비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훨씬 우호적으

로 변화했다. 나카소네 총리가 매상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인 1987년 초의 여

론조사에서 매상세 반대여론은 압도적이었다. 언론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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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약 80%의 유권자가 매상세 도입을 반대하였다. 자민당 비토파와 이익집단들

의 반발을 고려하여 다케시타 내각에서 대폭 수정된 매상세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

던 무렵인 1987년 3월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보다 3배나 많은 약 

60%에 달했다7). 그런데 간 내각 출범 직후인 2010년 6월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여론조사에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찬반 비율은 찬성 49%, 반대 44%였고, 노다 내각

이 일체개혁법을 각의 결정한 2012년 4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 반대 51%로 

나타났다. 일체개혁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2012년 6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비율

이 39% 대 52%로 다소 벌어졌다가 참의원에서 법안이 가결 ·성립된 8월의 여론조사

에서는 42% 대 48%로 다시 좁혀졌다. 소비세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찬반 격

차가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비세 인상을 사회보장과 

관련지어 질문할 경우에는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2년 4월, 요

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여론조사에서 “재정재건과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해 소

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는 답변(55%)이 

“그렇지 않다”(39%)는 답변보다 훨씬 높았다. 비슷한 시기의 마이니치신문(毎日新

聞)의 여론조사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가능하다”가 28%, “가능하지 않다”가 68%로 압도적으

로 높았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

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여론도 호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비토파와의 타협정치: 인기 없는 정책과 인기 있는 정책의 정치적 교환

  

민주당이 선택한 또 다른 전략은 소비세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인기 있는 정책 즉, 

사회보장과 조세제도의 개혁을 포괄적으로 결합하여 당 안팎 비토파의 지지를 확보

하는 것이었다. 사회보장 강화에 대한 기대는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

인이었고, 조세제도의 불공평성 시정은 오히라(大平正芳) 정권 이래 꾸준히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이슈였다. 민주당이 일체개혁관련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비토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 의원들과 제1야당인 자민당 의원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

  7) 나카소네와 다케시타 내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민주당 집권 이후의 여론조사는 岩崎

(2013)의 125-128쪽과 345-350쪽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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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토파들은 공히 “공약 위반”을 문제 삼았지만, 숨겨진 의도는 서로 달랐다. 민주

당 비토파는 여전히 증세 대신 행 ·재정 개혁을 통한 복지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거나 소비세의 역진성을 크게 우려했다. 반면, 자민당 의원들은 경기 후퇴 등 다양

한 이유로 민주당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통한 정권 교

체를 희망했다.     

2010년 10월에 정부 및 여당 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가 설치되는 등 소비세 인상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민주당 비토파는 오자와(小沢一郎) 전 대표를 중심으로 100

명 정도가 ‘새로운 정책연구회’를 발족시켰다. 간 내각은 ‘정부 ·여당 사회보장개혁검

토본부’를 설치하여 사회보장 ·조세 일체개혁안을 수립하였다. 이 안은 보편주의, 안

심에 기반한 활력이라는 세 개의 이념과 전(全)세대 대응, 미래에 대한 투자, 분권적·

다원적 공급체제, 포괄적 지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안정 재원이라는 5대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와 가족관계의 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보장 개혁과 

이를 통한 중규모 ·고기능 사회보장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政府 ·与党社会保障改

革検討本部決定, 2011/6/30).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반대파를 고려하여, 첫째, 소비세

의 10% 인상 시기를 2015년까지로 명기하지 않고, “2010년대 중반까지”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무원 인건비의 삭감, 특별회계 개

혁, 공공조달 개혁 등 부단한 행정개혁과 예산 재편에 의한 세출 낭비의 철저한 배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또한 복지 재원 확충의 부담과 고통을  유권자들에게만 전

가시키는 것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간 총리에 이어 노다 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여러 차례에 걸

친 의견 조율을 거쳐 2012년 3월 28일의 정부 ·민주당 합동총회는 사회보장 ·조세 일

체 개혁 초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岩崎 2013, 214-215). 첫째, 세율 인상 시기

를 정부 세제조사회가 제시한 원안보다 반년씩 늦춰, 2014년 4월에 8%, 2015년 10

월에 10%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둘째, 소비세 증세분은 전액 사회보장 목적

세로 하되, 이 중 사회보장 기능 강화 및 안정화에 3%를, 현재의 서비스 유지와 증세

에 따른 지출 증가에 각 1%씩 사용하기로 했다. 셋째, 경제 정세가 악화할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부칙의 경기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목 ·실질 

성장률, 물가동향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인상의 정지를 포함하여 필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넷째, 소비세의 역진성 

대책과 관련하여, 8%로 인상하는 단계에서 저소득자층에게는 간소한 급부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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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2015년 1월에 공통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세율이 10%가 되는 단계에서 급부

에 세액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섯째, 소비세 증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주민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부

유층에 대한 증세 조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섯째, 지방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

해 증세분 5% 중 지방에 1.54%(이 중 1.2%는 지방소비세이고, 나머지 0.34%는 지방

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면, 배분 몫은 중앙이 

63%, 지방이 37%(현행: 중앙 56%, 지방 44%)로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의 협상 파트너로 삼은 것은 공산당이나 사민당이 아니라, 

자민당과 공명당이었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대중적 지지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인데

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여론을 주도하

는 자민-공명당의 동의 없이 소비세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돌파하기는 어려웠다. 더

욱이 사회보장 재원 확충의 유력한 수단이 소비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요 정

당들 사이에서 더 이상 대립 이슈가 아니었다. 고이즈미에 대한 열풍이 반고이즈미·

반신자유주의로 돌아선 2007년 11월, 자민당 정부의 세제조사회의 중기답신 ‘근본

적인 세제개혁을 향한 기본적 사고방식’은 증세 규모, 세율 수준 등 구체적 안을 명

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증대하는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소비세가 가장 적합하다

고 단언했다.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의 중핵”으로, 근로세대 등 특정 세대에 부담

이 집중되지 않고, 간소하며, 저축과 투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에 미치는 왜곡이 적다

는 것이 그 이유였다(坂本 2010, 41). 아소(麻生太郞) 내각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축과 그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한 중기 프로그램’에서도 “급부에 알맞는 부담 및 사

회보장 비용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관점에서 소비세를 주요 재원으

로 확보하며, 이를 세제 근본개혁의 일환으로 실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閣議決定, 

2008/12/24.). 2010년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매니페스토에 소비세 10% 인상 계획

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민주당의 “공약 위반”을 문제 삼아, 관련법안의 국

회 제출 전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전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두 야당과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증수분을 사회보장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각료회

의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현행 어린이수당 대신에 2012년부터 도입되는 새

로운 현금 급부제도의 명칭을 과거 자민당 집권기와 같은 아동수당으로 환원하고, 

고소득세대에는 소득 제한을 도입하여 1인당 5,000엔을 당분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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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편적 복지주의에서 선별적 복지주의로 후퇴한 것이다. 이는 이중적 의미를 갖

는다. 한편으로는 ‘복지를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프레이밍을 민주당 스스로 부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당의 가장 상징적인 복지정책조차 포기

해야 할 만큼 복지재원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

었다.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

당의 소비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주의를 공격하

여 당 내부의 분열과 중의원의 조기 해산, 새로운 총선 실시에 의한 정권 복귀를 원

했다.8) 자민-공명당은 민주당 복지노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어린이 수당의 

정책 후퇴가 확인된 후에야 태도를 바꾸어, 중의원에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표 1>은 정부 ·민주당의 합의 후 노다 내각이 의회에 제출한 일체개혁관련 법안과 

이후 2012년 6월 15일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3당 합의로 중 ·참의원을 차례로 통

과한 수정안을 비교한 것이다. 조세개혁 분야에서는 첫째, 소비세의 세율과 용도가 

수정 없이 합의되었다. 즉, 현행 5%(지방소비세 1% 포함)의 소비세율을 1차로 2014

년 4월부터 8%(지방소비세 1.7% 포함)로 인상하고, 2차로 2015년 10월부터 10%(지

방소비세 2.2% 포함)로 인상하며, 사회보장 4경비로 전용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소비세의 역진성 완화책의 일환인 저소득자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9) 급부에 붙는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지만, 야당과의 협상에서

  8) 실제, 중의원 특위에서 소비세 관련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자 자민당 총재는 법안 

통과의 협력 조건으로 ①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걸었던 매니패스토의 철회, ② 조

기 중의원 해산의 확약, ③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오자와 전 대표와의 결별을 요구했다

(岩崎 2013, 230). 
  9) 단일 세율 유지가 바람직하며, 경감세율은 세제가 복잡해 세수를 줄일 수 있어 역진성의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복수 세율 구조를 취하려면 세액 공제가 정확해야 

하는데, 이는 상품마다 세율과 세액을 명기하는 인보이스 시스템(invoice system)의 도입

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중소영세기업을 포함한 사업자의 사무 부담과 세무 행정상의 비

용 등을 고려하면, 경감세가 저소득자대책의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면세점 제도, 간이과세 제도의 개혁 없이 경감세율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鈴木 2012, 204-205). 게다가 어떤 품목을 어떤 단계에서 경감 세율을 적용할지도 논란거

리이다. 민주당이 경감 세율 대신에 단일 세율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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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체개혁 관련법안의 주요 쟁점별 원안과 수정안 비교

개혁 의제 민주당 정부의 의회 제출 법안 3당 합의·중의원가결법안

조

세

제

도

소

비

세

①

세율 ·용도

• 세율 인상

 - 2014년 4월 8%로 인상

 - 2015년 10월 10%로 인상 

• 세수 용도 명확화

 -   사회보장 4비용(연금, 의료, 노인요양, 
저출산대책)에 국한

좌동

②

저소득층재

분배 대책

• 단일 세율 유지

•   종합 합산제도, 급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재분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   종합적인 시책 마련 이전까지 저소득층

에 간소한 급부 조치 시행

• 복수세율 추후 검토

•   종합 합산제도, 급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추후 

검토

• 좌동

③ 면세점 

제도등

• 면세점제도 및 간이관세제도 유지 

• 인보이스제도는 도입 않음(현행 유지) 
• 좌동

④

부칙 18조

•   평균 명목 3%, 실질 2% 정도의 경제성장

을 목표(2011~2020년도). 
•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정지를 포함한 

필요조치

•   재정의 기동적 대응이 가

능한 취지 규정 추가 

소득세

• 최고세율 인상

 -   과소세득 5,000만엔 초과 45% 인상(현
행 1,800만엔 초과 40%)

• 소득세 관련 조항 삭제

  (추후 검토)

상속세

• 상속세 기초공제 축소 및 최고세율 인상

 -   기초공제 3,000만엔+600만엔×상속인 

수(현행: 5,000만엔+1,000만엔×상속인 

수)
 -   취득 상속재산액 3억엔 초과 55% 인상

(현행: 3억엔 초과 50%)

• 상속세 관련 조항 삭제

 (추후 검토)

법인세
•   2015년 이후, 실효세율 인하 효과 및 주

요국과의 경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좌동



 일본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과 비난 완화 정치   155

<표 1> 일체개혁 관련법안의 주요 쟁점별 원안과 수정안 비교(계속)

개혁 의제 민주당 정부의 의회 제출 법안 3당 합의·중의원가결법안

사

회

보

장

연

금

제

도

① 기초연

금국고부담 

1/2

•   소비증세로 2014년부터 국고 부담 1/2 

항구화 
• 좌동 

② 재분배 

방안

•   기초연금에 있어서 저소득자에 대해, 
정액 6,000엔과 면제기간에 따른 최대 

10,666엔 연금을 가산

•   연수입 850만엔 이상 고소득자의 연금을 

최대 반액 감액

•   기초연금가산이 아닌 , 
납부기간에 따라 최대 

5,000엔과 면제기간에 

따라 최대 10,666엔의 복

지적인 급부 시행 

•   고소득자 연금감액 삭제

(추후 검토)

③ 수급

자격기간
•   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좌동 

④ 산휴중 

보험료 

•   산휴 중 후생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면

제
• 좌동 

⑤ 피용자연

금 일원화
• 2015년10월에 피용자연금을 일원화 • 좌동 

보

육

정

책

① 유치원 ·
보육소 일체

화 

•   유치원 ·보육소 일원화시설인 종합어린

이집을 신설(보육소의 이행의무 있음)

•   기존 인정어린이집제도

를 개선하여, 유치원 ·보
육소 일체화 추진(보육

소의 이행의무 없음)

② 보육의 

양적 확대 

•   시정촌재량이 큰 인가성을 대체하여 지

정제를 도입하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해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를 촉진

•   기존의 인가제를 개선(공
급과다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인가)

사

회

보

험

적

용

확

대

① 대상 

•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주 

노동시간 20시간 이상, 근문기간 1년 이

상, 월 임금 7.8만엔 이상, 종업원 501인 

이상 기업(45만 명)

•   주 노동시간 20시간 이

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월 임금 8.8만엔 이상, 종
업원 501인 이상 기업(25
만 명)

② 시기 • 2016년 4월부터 • 2016년 10월부터

③ 수정 • 시행 후 3년까지 범위를 더욱 확대 
•   시행 후 3년 이내에 검토

해 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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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감세율 및 세액공제 문제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경감세율이 명기

된 것은 공명당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협상에서 공명당은 8% 인상 단계에

서부터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소비세 도입 당시부터 쟁점이 되었던 면세점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인보이

스 제도(invoice system)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다. 정부 초안

개혁 의제 민주당 정부의 의회 제출 법안 3당 합의·중의원가결법안

사

회

보

장

사

회

보

장

개

혁

추

진

① 신연금제

도

•   최저보장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통합하

여 신연금제도법안을 2013년 통상국회

에 제출

•   향후 1년 이내에 사회보

장제도개혁국민회의에

서 논의

② 고령자의

료

•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법안을 제출

•   향후 1년 이내에 사회장

국민회의에서 논의

③ 의료보험

•   장기고액의료 및 고액요양비의 변경 급

부의 중점화, 70~74세의 환자부담의 변

경을 검토

•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

보, 의료보험의 급부범

위의 적정화등 추진

④ 개호보험
•   급부 중점화 ·효율화와 자립지원형 케어

메니지먼트 실현을 향한 대응 검토 

•   개호서비스 효율화 ·중
점화를 도모하고, 국민

부담 증대를 억제하면서 

개호서비스 확보

⑤ 저출산대

책

•   신시스템 실현 전에도 대기아동대책 노

력 

•   취로 등을 지원하고, 대
기아동문제 해소 위한 

법제 및 재정적 조치 강

구

⑥ 생활보호

•   생활빈궁자대책과 생활보호제도의 개정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생활지원전략

을 책정 

•   의료부조의 적정화등을 통한 부정수급

대책 강구

•   취로빈궁자와 곤란하지 

않은 자의 차별적 지원

책 강구

•   생활부조 , 의료부조의 

적정화 시행

•   적정한 이유 없이 취로

하지 않을 시, 엄격한 대

처 검토 

자료: 連合(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 1> 일체개혁 관련법안의 주요 쟁점별 원안과 수정안 비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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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현행 면세점 및 간이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사업자의 사

무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유통업자의 반발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부칙 18조의 경기 조항은 소비세 인상을 지연해 보려는 민주당 및 야당의 반

대파 의원들의 선호가 반영되었다. 정부안은 소비세 인상의 전제로 명목 3%, 실질 

2%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했다. 자민당은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이 이것이 증세의 조건이 아니라 노력 의무라고 설명하여 자민당이 수용하였다. 대신 

“세제 개혁으로 재정의 기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가운데, 경제의 수요와 공급 상황, 

소비세율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추가하였

다.

다섯째, 정부안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고, 상속세는 기초공제를 축

소하고 최고세율을 55%로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하여 법안에서 삭제하

였다. 사실상의 부자 증세 시도가 실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일본 역사상 소비

세 (도입 및) 인상 과정에서 소득세 감세가 선행 혹은 병행되지 않은 최초의 결정이

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1/2의 항구화, 연

금 수급자격 기간의 단축(25년에서 10년으로), 산휴 중 후생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

료의 면제,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피용자연금을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그 밖의 쟁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양

보가 두드러진다. 

첫째,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저소득자의 기초연금을 매 달 

일률적으로 6,000엔씩 가산하는 것이었지만, 3당 합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연금제도

와는 별도로 복지적인 급부조치로 현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월 최

대 5,000엔을, 면제기간에 따라 월 최대 10,666엔의 급부를 가산하는 것으로 수정되

었다. 또한 고소득자의 연금감액 조항은 삭제되었다. 

둘째, 보육정책에서는 유치원 ·보육소를 일원화한 종합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대신

에 기존의 인정 어린이집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 ·보육소의 일체화를 추진하되, 보

육소의 이행 의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셋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후생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하

여, 주 노동시간 20시간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월 임금 7.8만엔 이상, 종업원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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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기업 규모를 모두 만족시키는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실시

하겠다고 한 정부안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월 8.8만엔 이상, 종업원 

501인 이상 기업의 약 25만 명으로 축소되었고, 시행 시기도 2016년 10월부터로 늦

추어졌다. 참고로, 현행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노동자이다.

넷째, 그 밖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신연금제도 창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폐지, 장기 고액 의료 및 고액 요양비의 변경과 급부의 중점화 등은 추후 보험

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 의료보험의 급부 범위의 적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후퇴

했다. 

다섯째, 생활보호정책과 관련해서는 선별적 근로연계 보호정책을 선호하는 자민당

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었다. 즉, 생활빈궁자대책과 생활보호제도의 개정과 관련해

서는 취로 빈궁자와 곤란하지 않은 자의 차별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고, 생활부

조 및 의료부조의 적정화, 적정한 이유 없이 취로하지 않을 시 엄격한 대응책을 강구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의 목표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소득 재분배의 기

능 제고에 두고, 사회보장과 조세제도를 상호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동시적으로 개혁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초당파적 합의로 입법화된 일체개혁 관련법안은 6월에 중의

원을, 8월에 참의원을 각각 통과하였다. 가결된 법안은 소비세관련 2법(소비세법개

정안,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개정안) 외에도 연금기능강화법안, 피용자연금일원화법

안,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안, 어린이 ·육아지원법안 및 동관계법률정비법안, 인정

어린집법개정안 등 총 8개 법안이다. 민주당의 내부 협상이 대체로 소득 재분배 기능

을 강화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면, 야당과의 협상은 ‘민주당의 자민당화’(上川 2012)

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민주당의 정책후퇴와 양보가 두드러졌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와 달리 법안이 가결되기까지 의회 밖 이익집단들의 조직적 저

항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권 탄생의 주역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는 일체 개혁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재계는 법인세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된 상황이었던 데에다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보험료의 인상보다는 광범한 

대중에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소비세의 인상을 훨씬 선호하였다. 유통업자와 

중소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제도와 면세점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일정하게 보장되는 한, 특별히 소비세 인상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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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비인기 개혁은 비난 완화의 정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인

기 없는 소비세 인상을 감행하면서 그 목적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와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조

세제도와 연동시켜 재분배 기능의 강화라는 공적 이익 및 민주당의 친복지적 성향을 

강조하는 프레이밍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여론

의 흐름을 비교적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아가 사회보장과 조세제도의 연계를 통한 패키지 개혁 전략은 의회 비토파와의 유연

한 협상을 가능케 했고, 결국 주요 정당간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일체개혁의 입법화

로 이어졌다. 이 같은 비난 완화 전략으로 소비세 인상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성공했

지만, 의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보수정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과적으로 유권자

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자 정권교체의 원동력이었던 보편적 복지주의를 대폭 후

퇴시켜야 했다.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행된 의회 협상 과정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양보가 두드러졌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비난 완화 정치는 정당 

간 힘의 균형 속에서 확보된 대등한 ‘정치적 교환’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논문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기 없는 개

혁 압력에 직면한 정부에게 위험 회피 전략은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때로는 정

부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비인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적극적인 비난 완화 전략의 구사는 반대파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만이 아

니라 정부가 선호하는 공공정책의 개혁을 적시에 단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비난 완화를 위한 프레이밍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효과적인 프레이밍 전략과 인기 있는 다른 정책과의 연계전략은 비난 완화 정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전략은 개혁의 목적과 결과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실질적

인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공식화하여 개혁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일본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재원 확보 차원에서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프레이밍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 맥락에서 사회보

장과 조세 제도를 상호 연계시키는 패키지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략이 당 안

팎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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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말았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악재 속에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민주당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였던 보편적 복지노선을 포기해야 했

고, 이후 중의원선거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는 프레이밍 전략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집권당의 일관성 없는 정책, 외생적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당 내 응집력의 결여 등은 기존 지지세력의 광범한 이탈을 초래하였

고, 결과적으로는 프레이밍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재분배 정치에서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복지 확대의 시기와 달리, 

복지 축소의 시기에 복지국가 발전에서 과연 정당이 중요한지는 학문적 논쟁거리이

다. 권력자원모델을 비판하며 이익집단의 역할을 중시하는 ‘신정치’(Pierson 1994: 

1996; Huber and Stephens 2001)와 권력자원모델을 지지하며 “정당이 여전히 중요하

다”고 보는 연구자들(Korpi 2003; Korpi and Palme 2003)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현

재진행형이다. 일본의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1990년대의 정치개혁 

이후 일본의 주요 공공정책 결정에서 정당은 관료나 이익집단의 역할에 비해 그 중요

성이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주도의 소비세 인상과정에서도 눈에 띄는 것

은 과거와 달리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

신에, 주요 정당 및 현직 의원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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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ption Tax Increase and the Politics of Blame 
Avoiding under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Soon Mee Kwon | Employment and Labor Training Institute

Tax increase involves a substantial electoral risk as welfare state retrenchment 

does so. This paper aims to explain how the Democratic Party(DPJ) has successfully 

worked to institutionalize the consumption tax hike in Japan despite its expected 

electoral risk of an unpopular tax policy. For avoiding the blame of consumption 

tax hike and minimizing its political risk, the Japanese government ruled by the 

Democratic Party took the following two strategies: one is to construct the politics 

of framing to legitimize the cause and purpose of the tax raising; the other is to 

build the political consensus and to make the political compromise with veto players 

through the process of political exchange between the unpopular tax increase policy 

and the popular social policy.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still matters in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Keywords: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consumption tax increase, blame 

avoidance, framing politics, social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