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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

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

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

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

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

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

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

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

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복지국가, 성찰, 사적 공간, 탈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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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것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

가 있을지라도, 모든 정파와 연구자가 동의하는 듯하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전개되어온 복

지국가 담론들은 각기 특정한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당파성에 천착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복지

국가의 제도목록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경쟁해 온 경향이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촉발된 

‘무상급식’논쟁은 사회복지제도의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으로 추상화되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주요 정파들이 복지국가 모

형들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수준에서의 복지국가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

지국가 담론은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회의적 성찰을 상당히 결여한 채, 다분히 관념적 레토릭으로서 

복지국가를 전제한 후 제도의 보편-선별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국가가 근대국가의 한 유형(김태성·성경륭, 1993)으로서, 근대성의 산물이자 그것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제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주로 유럽 

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근대성에 대한 성찰은  사회과학 영역 뿐 아니라 인문, 자연, 예술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근대를 태동시킨 전통사회의 토대가 근대를 통해 오히려 해체되고 있으며, 후기 근

대는 자신이 해체시켰던 전통과 다시 대면하게 된다는 성찰적 근대담론(임현진·정일준 역, 1998)은 

현재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복지국가 담론에서도 재현된다. 복지국가의 성립과 성장을 추동했던 요

소들은 이미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시적으로 적응해 

온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맞고 있다.

복지국가의 근대성에 대한 성찰은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당면한 새로운 위험들과 결합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신사회적 위험으로 명명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화는 소득보장제도들을 축으

로 하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Esping-Andersen, 1998; Taylor-Gooby, 2004)하게 한다. 신사

회적 위험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실효성과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위협으로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외부

성 위기(externality crisis)이며, 반드시 복지국가 체제의 내적 조건들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정합성 위

기이다. 복지국가를 성립시켰던 정치적 역동은 복지국가의 내부 모순을 통해 변화하면서 복지국가라

는 국민적 합의는 제도 대상자들의 분절적 이해관계의 틀 속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식민화(colonization) 논의에서 하버마스(Habermas, 1969)는 “사회의 물질

적 재생산 기능이 ... 시장경제체계와 관료주의적 행정체계를 통해 수행”됨으로써 “체계의 명령

이 생활세계를 도구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제도들이 비공식영역을 지나치게 

합리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관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고르(Gorz, 1999)의 통찰과 유사

한 맥락에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복지국가의 근대성 성찰의 핵심적 요소들이다. 

최근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도 복지국가의 조건 변화와 관련한 성찰적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 아시아 복지국가들의 탈생산주의 레짐에 관한 연구(Choi, 2012),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계급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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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비판한 연구(최혜지, 미간행), 생태위기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에 관한 연구(최경구, 2006; 

조영훈, 2013)과 대안적 이론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생태주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김형준·한동우, 

2009; 2012),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공급체계에 관한 논의 (김형용, 2013; 한동우, 2013) 등은 부

분적으로 이러한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이 복지국가의 정합성 또는 지속가능성

에 관해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한 점은 의미 있다 하더라도, 근대국가의 한 형태로

서 복지국가가 갖는 본질적 모순 혹은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특히 복지국가의 제도들이 

자신의 토대가 되는 정치공간을 개인화하는지에 관해서는 그 연관성이 매우 부족하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의 개인화에 대해 성찰한 외국의 연구들(임현진·정일준 역, 1998; 홍성태 역, 1997; 

Bauman, 2001)이 이 논문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연구들이 제도들의 총합으

로서 복지국가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다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논문의 목적은 복지국가가 제도들을 통해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도적 복합체로서의 복지국가의 본질

을 성찰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

여 제도실패(institution failure)와 제도의존(institution dependency)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복지국가가 자신의 성립과 

성장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정치공간을 분절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는 과정을 논증한다. 

복지국가의 사적 공간 조절기제를 밝히는 것은 이미 성찰적 단계에 들어서 있는 복지국가의 정치

적 역동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지

향하는 시민들의 ‘좋은 삶’은 선진적인 제도들의 도입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치를 복원함

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복지국가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

일찍이 “복지국가라는 정의 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에 대해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고 토로한 사람은 리챠드 티트머스(Titmuss, 1968: 124)였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이미 다양한 형태

와 방법,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포괄하는 관념적 레토릭이 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들을 찾아보는 것은 유용하다. 한국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

체는 없으며, 특히 지난 10여년 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함축하는 최소한의 공통 요소들을 발견하는 일은 

정치적 측면 뿐 아니라 학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브리태니카 온라인(Britannica Online)은 복

지국가를 “시민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안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 국가가 중심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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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체제로서, 특히 경제적 및 사회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연금 

등 급여를 제공하는 체제”로 정의한다.

복지국가의 토대와 제도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복지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복지국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재화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체계화된 사회적 

관심(systematic social concerns)'을 갖는 것(Goodin and Mitchell, 2001)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학자들이 동의한다. ‘체계화된 사회적 관심’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회적 행동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이를 직접 행하거나, 이러한 활동

을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복지국가는 ‘국가(state)’에 관한 것이며, 국가라는 실체가 시민사

회와 시장과의 각각의 관계 속에서만 인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역시 국가의 조절

(regulation) 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분류에 따라 복지

국가들을 유형화하는 경우, 사민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각

각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 양식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

장 간의 관계를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1)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 발전단계의 특정한 시기를 점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원은 영국의 빈민법, 공장법,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등에 선택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 및 제도적 기원들은 당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근대적 기획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42

년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

은 당시 영국의 사회문제를 이른바 5대 악으로 규정하고, 각각에 조응하는 제도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와 근대 이전을 구분하는 기준, 혹은 그 특성을 근대성(modernity)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 요소는 ‘합리성(rationality)’이다.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합리성을 통해 사회를 

설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통 사회를 탈주술화(disenchantment) 혹은  탈신비화

(demystification)한다는 점이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근대국가는 시민에 대한 효율적 통치

를 위해서 언어와 법률 담론의 통일, 통계 등을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읽어내기 쉬운 방식으로 재

편(Scott, 1998)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legibility)을 

높임으로써 국가 체제 자체를 단순화한다. 국가는 사회 전체를 약도처럼 재구성함으로써 사회 내의 

개인의 삶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며, 종종 국가의 의도에 맞게 희생하도록 강요한다. 

“모든 국가는 폭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트로츠키(Trotsky)의 말에 대해서 “사실 맞는 말

이 아닐 수 없다”고 한 사람은 막스 베버(Max Weber)이다. 근대국가의 합리성은 국가의 ‘폭력 독점’

을 정당화한다. 홉스(Hobbs)와 로크(Locke)의 국가관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한다. 국가가 독점한 폭력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우월하

1) 미국과 영국을 흔히 소극적 복지국가(reluctant welfare states), 혹은  꾸물거리는 복지국가(welfare 

state laggards)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하나의 유형으로서 복지국가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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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민들의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정당화된다. 시민의 대한 국가의 폭력은 문자 그대로 물리력으로 나

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국가의 독점적 폭력은 제도의 형태로 등장한다. 제도를 통한 국가의 폭력

행사는 종종 ‘행정력’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푸코(오생근 역, 1994)는 국가의 이러한 폭력행사 방식을 

‘규율권력’ 또는 ‘정상화 권력’으로 표현했는데, 학교와 감옥, 정신병원 등에서 개인이 다루어지는 방식

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그대로 복제한다. 푸코에 따르면, 정상화 권력이 행사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권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권력은 지식과 결합한다. 즉, 근

대 국가에서 행정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식엘리트들의 권력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국가의 폭

력을 일상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 현상들을 단순화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려고 한다는 점이 근대국가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 계산가능성(calculability)

합리성은 계산가능성으로 환원된다. 합리적 추론(rational inference)은 어떤 사회현상, 특히 복지국

가가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합리성의 요체는 현상과 현상 간 관계의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이론(theory)으로 정

립된다. 현상과 현상 간의 관계가 특정한 규칙을 갖고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문제를 패턴화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패턴화의 과정을 통해 현상들은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 속으로 축소된다. 사

회현상을 특정한 인과관계의 패턴으로 환원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론의 권력은 현상들 간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2)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후,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다음, 사회문제를 특정

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needs)로 치환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제적 조치들의 

배열이 복지국가의 제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요구-제도의 연결은 계산가능성

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통제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을 보여준다.3) 

사회현상을 계산가능성의 영역 속으로 환원하는 것은 무질서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어떤 사회가 질서에 민감해졌다는 것은 그 사회가 무질서 속에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울리히 벡(Beck)의 위험사회를 성찰한 기든스(홍욱희 역, 2009)에 의하면, 위험사회에 산다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실존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열린 행위의 가능성들에 대

해 계산적인 태도를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대의 생활양식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양산해 낸다는 것 이상의 통찰이다. 인류의 역사를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의 과정으로 이해한

다 하더라도,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근대 이후의 위험이 내용 상 과거의 그것과 다를지라

2) 근대성 비판의 선두주자들인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견해에 따르면, 계산할 수 없는 것과 유용

하지 않은 것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신화를 통해 구성되는 보편주의적 및 형이상학적 유산

은 해체될 수 없다(김유동 역, 2001).

3) 정책결정과정 혹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형들은 대부분 합리성(rationality)에 기반한다. 단지 합리

성의 사용범위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York,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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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류의 생존에 주어진 조건으로 포함되는 것이었다고 할 때, 위험사회로서 현대사회는 그것의 원

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세기 

후반의 복지국가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역시, 이러한 계산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계산가능성은 사회현상을 패턴으로 추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상과 현상 간의 관계는 

일종의 변수의 관계가 된다. 이것은 모든 자연현상을 수학적 패러다임으로 환원시켰던 뉴턴(Newton)

의 아이디어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수학적 패러다임은 모든 현상을 기호로 상징화하며, 이 기호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고도로 추상화하는 기능(mathematical function)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밀즈(강희경․이해찬 역, 2004)가 ‘추상적 경험주의(abstracted empiricism)의 방법론적 금기들이 

거대이론(grand theory)의 '개념’ 숭배를 똑같이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계산가능성은 인식론적 전통에서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의 지적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그

것을 강화한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결합한 과학철학으로서  논리실증주의는 지식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형이상학적 전제를 거부하고 경험에 의한 조회를 통해서만 정당화한다(Smith, 1986). 선험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지식을 비과학화한다는 점에서 논리실증주의는 행동주의(behaviorism)와 인식

론적 근거를 공유한다. 즉, 관찰 불가능한 현상을 논증의 요소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실증

주의적 추론은 “무엇이 왜(why) 그런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이 어째서(how) 그런가”에 

답하는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도의 합리성은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욕구, 그리고 욕구와 제도 간의 논리적 연계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제도에

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빈곤문제는 소득부족으로 단순화되고, 이는 다시 소득유지의 욕구로 치환된

다. 소득유지의 욕구는 직접적인 현금급여 또는 일자리 참여 등의 제도로 대응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

부조제도의 정책효과는 빈곤문제가 얼마나 완화되거나 해결되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소득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측정된다. 즉, 욕구와 제도 간의 논

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만, 문제와 욕구 간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아젠다로서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문제 자체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논리

적 근거는 미약하다. 이것은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에 속

한다. 제도 설정과 실행에 관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복지국가의 제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다는 벡 (Beck, 1997)의 통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와 제도의 

형식적 관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와 제도가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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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화(categorization)

계산가능성에 따라 추상화된 사회현상들은 위계적 범주를 갖게 된다. 현실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

들은 사회현상을 분류해야 할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문제들

을 범주화한다. 현상에 대한 분류(distinction)은 관료제적 조치들의 배열로서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

다. 

분류 자체가 근대성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분류는 문화의 속성이다(최종철 역, 

2005). 분류의 핵심 기준은 유사성인데, 유사성은 분류 대상에 담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인지

하는 주체에 담지된다. 유사성에 대한 담지가 공유되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없을 만

큼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사회문제들, 한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개인들, 공통적인 속성을 찾

아내기 힘든 전통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극도로 제한한

다. 위험사회 담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무질서’가 위험을 구성한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근대의 

합리적 인식론은 무질서한 사회현상들을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류함으로써 질서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거듭될수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액질’4)이 늘어만 간다는 것이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에 있어 분류에 의한 범주화는 제도의 핵심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소득보

장제도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을 범주화하며, 이렇게 범주화된 개인은 빈곤으로 범주화된 문제의 

대상자로 표상된다. 공공부조제도에서 자산조사는 범주화를 위한 행정 조치가 된다. 사회서비스제도 

역시 대상자들을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것이 제도 설계와 실행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제도 자체의 내용을 구성한다. 최근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제도들이 확대되면서, 범주화는 가장 필요하

고 핵심적인 제도의 구성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주화가 경계긋기 혹은 구별짓기라는 것에 있다. 모든 경계에는 포함되는 요소와 

배제되는 요소가 있고, 경계선 안과 밖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전

면적 적용과 전면적 미적용이라는 차이가 발생한다. 종종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계선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모든 유동적 경계도 또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므로, 경

계긋기가 갖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대상자들을 등급별로 

구분하는 것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차상위, 차차상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제도가 

갖는 고유의 문제로서 경계긋기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각각의 그룹에 속해있

는 대상자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연대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바우만(Bauman, 2001)은 사르트르 등의 견해에 기대어, 근대적 기획의 산물로서 개인화되는 인간들

은 “세계의 질서정연함과 분류체계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중 ‘간인들(inbetweens)'의 모습에서...모

든 질서 저변에 깔려 있고 질서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혼돈을 본다”고 말한다. 이러한 중간인들의 존

재를 ‘점액질’로 명명하였다. 즉, 분류체계가 다양하고 견고할수록, 분류체계의 경계와 경계 사이에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존재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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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 대한 범주화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al information)'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사회서비스 제도들은 공적 영역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되는데, 이렇게 시장거

래에 대한 공공부문의 가격보조가 있는 경우 수요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 대상자들이 자신

의 문제를 과장함으로써 서비스 과다 공급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제도의 비효율과 직결된다. 그런

데 어떠한 제도도 대상자 본인보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므

로, 이 경우 정보의 비대칭은 즉각 도덕적 해이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와 대상의 범주화는, 넓은 의미에서, 문제해결 방식으로 질병모델(diseases model)의 의학적 은

유(medical metaphor)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에  있어서 질병모델은 사회 문제를 일종

의 질병 증상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특정한 현상을 문제로 규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질병모델에서 인간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타자화된다. 즉, 인간으로부터 문제를 분리해서 대상화하기 때문에,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문제는 무인격적(apersonal) 아젠다5)가 된다. 이 때 인간의 문제는 ‘정상성

(normality)'의 관점에서 사유되는데, 무엇이 정상인지 를 판단하는 권한은 전문가(professional)들에

게 위임되거나, 아니면 민주적 합의과정에 의존한다. 이 권한이 전문가에게 위임된 경우, 어떤 증상이

나 문제를 특정한 질병으로 진단해 내기 위해서는 증상이나 문제의 목록을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

여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 대한 범주화는 지식권력과 결합한다. 문제를 규정

할 권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 - 지식 엘리트들 - 은 ‘정상성’을 판단할 기준을 생산해야 하고, 흔히 이 

과정은 통계적 정상성(statistical normality)으로 축소된다.

문제에 대한 정의를 민주적 합의과정에 의존하게 되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가 생

긴다. 특정한 사회현상을 문제로 규정하기 위해서 합의해야 한다면,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

의 의견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국가단위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적 투표를 통해 대리인을 지정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때 선출된 대리인들은 정치 엘리트들인데, 이들은 제도적 정치 공간에서 자신

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문제 정의를 위한 범주화는 분절된 내부 정치 공간 속으로 

후퇴한다. 분절된 공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역동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뒷 부분에서 논의하기

로 한다.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제도실패(institution failure)

20세기에 급속하게 성장해 온 복지국가는 선진산업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복지국가’는 많게는 

사회지출부문에 GNP의 1/3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복지국가의 견고성에 대한 질문

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경제성장을 토대로 이룩해 온 복지국가 황금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

5) 이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을 노동자와 분리해서 다루는 것과 유사하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

작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는 빈곤을 빈민으로부터 분리하여 제도의 대상, 심지어 전쟁

의 대상으로 선포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자본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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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커지고 있다. 20세기 말 이후 급격한 인구분포변화,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들을 변화시키고 있고(Taylor-Gooby, 2004),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지

국가의 체제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재편에 관한 논의는 사실, 체제(regime)로서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관

한 논의에 불과하다(Diderichsen, 1995; 박시종 역, 2006; 김윤정 외 역, 2006; Huber and Stephens, 

2001).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인 행복 추구, 불평등 해소, 빈곤 해결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달성

한 복지국가 체제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지배하의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반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복지국가 재편 논의에서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국가’ 이외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른바 황금기를 거치

면서 팽창된 복지국가의 지형이 1970년대 말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정치

이념의 확산으로 인해 재정적 실효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받게 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위

험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정치체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성찰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위협이 정치체제로서의 복지국가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

이라면, 신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위기는 일종의 ‘외부성(externality) 위기’이다. 

외부성 위기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반드시 복지국가 체제의 내적 조건들과 결합한다는 점에

서 정합성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적 분업, 제조업 중심의 축적체제, 단위 국가의 경

제적 및 정치적 배타성,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에 기초한 좌파의 정치적 연대 등에 기초해 있는 복지

국가 시스템은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지구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는 외부성 위기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은 주로 사

회서비스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200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을 비롯해서, 주로 돌봄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를 확장해 오고 있으며,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사회보장을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

하여 제도화하였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제도화는 보편적인 요구와 문제에 대해 공식

적인 기구(정부)와 재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갖는 자체의 완결성으로 

인해 비효율을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제도실패(institution failure)로 부

른다.6) 

사회제도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몰비용(sunk cost)이 워낙 커서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초의 틀과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속

되기 마련이다. 특정한 제도는 그 제도가 설계되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맥락 하에서만 유효하기 때문

에, 사회경제적 맥락이 급격히 변화하면 초기의 제도는 대응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많은 사회복지제도

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제도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제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점증적인 변화만을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래비용은 당초 

6) 제도실패는 일종의 정부실패이다.



170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예측되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고, 제도실패로 귀결된다.

4. 복지국가와 사적 공간

1) 조절체제로서의 국가

‘국가를 실체(entity)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루이 

14세 뿐 일 것이다. 국가를 무질서한 상태를 규율하기 위해 배타적으로 폭력의 사용이 허용된 사회적 

합의 혹은 공동권력의 산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노동의 대한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

로서 이해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유주의적 국가와 도구주의적 국가의 대치인 셈이다. 국가를 합의의 

산물로 이해하든, 아니면 자본가들의 위원회 체제로 이해하든, 분명한 것은 연구의 대상으로서 국가는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이라는 점이며, 다양하고 중층적인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다.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의 각각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회적 구성요소와의 관계도 배제된 채 국가는 단독으로 인식되거나 사유될 수 없다는 것이

다.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논증하기 위해서 18세기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7) 명백하게 이 시기에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반명사로서 존재

하는 국가는 단지 절대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착취체제의 점잖은 이름일 뿐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18세기까지의 국가는 ‘사회공학적 측면에서 훨씬 더 강압적 실험을 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강제력, 

치밀한 행정조직, 그리고 기술적 지식이 부족했다’(Scott, 1998)는 점이다.

국가를 사회적 관계 속에 배태된 제도들의 총합으로 이해하면, 정치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는 마땅히 

국가형태의 변화를 통해 대응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형태의 변화는 다시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변화하지 않는 선험적 속성을 갖춘 실체로 파

악할 수 없다. 국가체제가 재생산되려면, 제도와 조직을 합리화하는 형식적 통일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프로젝트들과 계급투쟁을 타협시키는 실질적 통일성이 필요하다(유범상․김문귀 역, 2010).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의무에 대해 “시장이 기대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실패하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 완전 고용, 낮은 인플레이션, 무역수지의 지속적 균형, 부와 수입의 정당한 분배 등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경우, 이를 시정하고 모든 시민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것이라고 규정

한 제솝의 견해는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체제를 재생산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케인지안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

7) 송호근(2013)은 한국의 근대형성을 인민의 탄생, 시민의 탄생이라는 다소 문학적 수사를 통해 사유

하는데, 그에 따르면 근대국가를 성립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은 19세기에 들어서서야 등장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추동요인은 언문의 보급에 의한 문해(literacy)였다. 즉,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이 문

자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권력체로서의 시민계급이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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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뒷받침하는 축적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완전고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자본과 노동의 

이해를 매개(김영화, 2010)하는 것이었다.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한계가 부분적으로 포디스트 생산방

식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면, 국가는 다시 자신의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적인 조절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식기반의 경제체제가 활성화되고, 유연한 생산과 네트워크 경제 

하에서는 문화적 조건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들(하태수, 2003)이 새로운 조절양식의 주요 요소들이 된

다.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조절은 필연적으로 그 영역들의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조절체제로서 국가의 의도이자 그 결과이다. 국가는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들 간의 불안정한 

균형에 의존하여 실질적 통일성을 유지한다. 즉, 물질적 양보와 상징적 보상을 통해 다양한 세력들 간

의 갈등을 억제하고 국가체제의 재생산에 상대적 통일성과 응집력을 보장받게 된다. 제솝(유범상․김

문귀 역, 2010)은 이를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명명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회화’ 양식들로 구

체화된다. 가족, 노동의 조직화, 여가, 사회보장, 소비규범 양식 등 사회제도 형태들을 창출하고 보장

함으로써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 사이에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적 조응인 ‘역사적 블럭’

이 만들어진다(김영화, 2010). 

2) 복지국가의 정치 공간 분절화

(1) 사회복지제도와 개인화: 제도의존(institution dependency)

사회보장제도 뿐 아니라, 노동시장제도, 주택정책, 교육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뒷받침하는 

사회권에 관한 법률 등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조건들은 개인의 기호와 생활 국면을 변화시키기 마련이

다.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 스스로의 일대기(chronicle) 뿐 아니라 그가 관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

계의 모양과 특성들에 영향을 미친다. 복지국가의 제도들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논의는 오랫

동안 있어 왔다. 아동수당제도가 특정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든지(Becker, 1960; Acs, 

1996; Cohen et al., 2007; Toledano et al., 2009 등), 공공부조제도가 이혼율을 높인다든지(Bitler et 

al., 2004), 공적연금제도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지(Bernheim and Scholz, 1993)하는 논의들이 

그 예이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은 제도 자체의 의도이기도 하고, 최소한 부수적 

효과이다.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은, 그것의 바람직성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매

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개인은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

기 마련이며, 반대로 이렇게 구성된 개인의 사회적 정체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다시 반영된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정체를 제도의 내용에 맞추어 구성한다. 제도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은 그 

제도의 성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공간의 맥락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

과 정치공간을 동일한 맥락에서 인지하게 된다.   

몇몇 학자들은(임현진․정일준 역, 1998; Beck, 2002)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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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미에서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가속화한다고 지적 하고 있으며8),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서구사회의 근대적 기획의 실패로 개인화 경향을 지적(Bauman, 2001)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개인화

는 서구사회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주의(individualism)과는 다른 것으로서, 다분히 복지국가의 

풍요로부터 오는 것이다(정태석, 2007). 근대적 기획이 가져온 제도적 접근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환원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내의 개인들을 제도의 대상으로 포획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위험을 개인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있다. 바우만(Bauman, 2001)은 ‘사

회적 모순과 위험을 해결해야 할 의무와 필요를 개인에게 덧씌우는’ 현상으로 개인화를 규정하면서, 

‘법률상의 개인과 실제의 개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생활세계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제도와 법률의 언어로 호명된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찾아 헤맨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공동체 열풍

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국가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찰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근대국가를 탄생시킨 

계급으로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공간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제도의 대상

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구성하는 정치공간은 다분히 폐쇄적인 집단적 결속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내부로 후퇴시키고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에만 몰

두하게 했다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들을 정치공론장의 외부에 주변화시켰다. 이것은 매우 아이

러니컬한 문제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팽창의 토대가 되어 왔던 정치적 역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

이 정교한 제도들로 구축되어 갈수록 약화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타인

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제도의존은 개인의 삶과 복지의 상당부분이 제

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야 한다

는 점에서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삶은 

매우 모순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대의 성공적 완성이 근대의 토대를 이루었던 전제들과 대면하게 된다는 기든

스와 벡(임현진․정일준 역, 1998)의 성찰적 근대 담론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는, 스스로 인식하든 아니든, 이미 성찰(reflexivity)9)의 단계에 들어서 있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

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참여한다. 이 권력게임은 제도와 개

인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개인 

8) 이들의 지적이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성찰적 근대성이 특히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9) 기든스 등(임현진․정일준 역, 1998)의 논의를 빌자면, 이른바 후기 근대성(post modernity)이라고 

불리는 시대 구분 혹은 사상적 담론구분은 근대성의 추동양식을 본질적으로 내부에 그대로 배태하

고 있기 때문에, 후기(post)보다는 성찰적(reflexive)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자동적이며, 바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행을 논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근대가 그 

자체를 추동하면서 해체했던 전통과 다시 대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성적(reflectiion)’이라는 표현

보다는 ‘성찰적(reflexivity)’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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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정치적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일방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제도의 

개선 혹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제도의 수급

권을 둘러싼 길거리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미 제도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매몰비용과 수익체증

(Arthur, 1989; David, 1985), 경로의존성(Pierson, 1995; 2001)에 대해 통찰한 연구들은 제도의 대상

자들이 형성하는 권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복지”라는 주제가 결국 시민사회의 행위자인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둘러싼 무대의 주연들은 언

제나 국가 또는 시장이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복지국가 논쟁을 둘러싼 담론들은 마치 공유재

(commons)가 시장과 국가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복지

라는 공유재를 정부(government)라는 통치체로 실현되는 국가의 관리와 규제 하에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가정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상응한다. 지구 

상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학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성공적으

로 극복한 사례들을 연구해 온 오스트롬(유범상․김문귀 역, 2010)에 따르면, 공유재와 관련해서 시장

과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복지국가의 성장과 축소사이에서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 - 혹은 자본과 정부 - 에 의해 차례로 식

민화되거나 주변화되어 왔다. 시장과 국가에 의해 식민화된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를 지배자의 

언어를 통해 구성할 수 밖에 없으며, 일상화된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구성된 상징세계 속에서 개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로서의 생활세계를 구성해 낼 능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주의 

혹은 식민성을 근대성의 핵심 구성요소로 파악한 미뇰로(Mignolo, 1998)의 지적은 탁월하다. 테일러

리즘과 포디즘에 포획된 자본의 노동지배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 동기와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을 자본의 특수한 존재양태로 치환했지만, 복지국가는 노동을 윤리적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관리영역으로 포섭했다. 

노동시장에서 교환되는 생산노동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서 ‘노동’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은 지나치

게 높아졌다. 노동을 통한 생산은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를 위한 객체(상품)의 생산으로 이해되지만, 

실상 생산의 궁극적 핵심은 주체성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은 그 주체인 

노동자와 분리되어 대상화되고 상품화된다. 노동은 임금과 교환되며, 노동을 판매한 노동자는 노동을 

재생산해야만 다시 노동을 팔 수 있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만이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활동도 노동이 되어 교환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

국가는 돌봄, 가사노동 등 재생산 노동을 탈가족화(박시종 역, 2006)함으로써 생활세계의 자활노동을 

타율노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Gorz, 1999). 돌봄과 가사노동은 사회서비스 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와 등가적 교환관계를 부여받음으로써 재생산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가장 비공식적인 공간에

서의 삶은 합리성이 지배하는 제도의 공간으로 편입되고 있다. 

(2) 복지국가와 정치공간의 분절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자격 문제로 환원시켜 온 제도들은 자신이 분절화한 개인들의 집합에 의해 

다시 변형되거나 확대되어 간다는 점은 매우 모순적이다. 개인들은 분절화된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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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편익을 중심으로 정치적 연대를 이합집산 방식으로 반복하게 되고10), 제도는 급격한 변화 또는 

폐기에 이르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의 불가역적인 팽창으로 치닫게 된다. 선거의 

규칙과 장치들로 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제공받는 정치 엘리트들(Przeworski, 

2001)은 종종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11)할 수 있기 때문에(Weingast, 1997) 내부 

정치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며, 제도의 대상자들

은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몰두하게 된다(김

윤태, 2013; 홍경준 외, 2013). 세분화된 사회문제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지제도에 

- 적어도 부분적으로 - 기인하는 이익집단정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로 귀결될 가능성

이 높다. 

복지국가의 제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공간의 분절화는 노동시장이나 상품시장의 분절화와 닮은 

꼴이다. 분절된 공간 안에서의 규범이나 교환방식은 따로 존재하며, 별개로 작동한다. 내부 정치공간

은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 투쟁의 공간이며, 주변화 된 정치공간은 제도 수급자들의 지위 투쟁 공간이 

된다. 적어도 두 개로 분절된 정치공간 사이에는 소통이나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만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형식적 합의에 의해 유지될 뿐

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과 가족의 복지 수준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과 잠정적으로 집단화한 수급 권

력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 글에서 저자들이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라고 부르게 될 현상이다. 

제도의 설계와 시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상자에 대한 범주화는  정치주체로서의 개인들을 이

해관계에 따라 특정한 제도적 진영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범위에 관한 

가입자의 행위분석을 시도한 한 연구(왕혜숙, 2013)는 특정한 제도가 규정해 놓은 대상자의 범위가 

대상자들의 지위투쟁을 통해 변형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일단 설정된 제도는 대상자

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형되며, 이는 역설적으로 제도에 관한 대상자들의 행위를 규정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우파정당과 반복지적 이익집단들이 생성하는 반복지정치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최종호, 2012)에서, 이익집단 중심의 반복지정치가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비

율과 탈상품화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양당제 정치체제는 선거에 있어 중위투표자들(median 

voters)의 결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양당의 이념적 혹은 정책적 구도가 극단적으로 나뉘

어있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좌파 혹은 우파로 선언한 유권자들은 대부부의 선거에서 

누구 편을 들지 고민하지 않는다. 한편,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거나 스스로 확인하기 어

려운 유권자들은 - 이들을 극좌와 극우의 중간쯤에 있다고 가정하자 - 정당의 이념에 따라 투표를 하

기 보다는 정책의 이해득실을 따져 투표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 때, 중위투표자 수가 비교적 적은 경

우에는 정당의 이념노선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지만,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중위투표자 수가 많

10) 무임승차를 위한 엿보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들도 포함된다.

1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구성하는 핵심적 상황으로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라고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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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이념노선으로 선거에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당들은 중위투표자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당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서구에서 적대적 세력 간의 갈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은폐되고, 합의와 타협을 신격화하는 탈정치

적 관점이 유행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무페(Mouffe, 2005)의 통찰은,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도 

재현되고 있다(안병진, 2006).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

할 것으로 믿었던 대리인들은 지지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중위투표자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

써 지지자들의 효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12)  

대의민주주의 방식에서 중위투표자 문제는 국가영역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

부실패(government failure)'현상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효율적으로 대변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은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전반적인 투표참여율의 감소로 

나타난다.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투표참여 동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김민

정·홍지영, 2011)나,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불신과 선거의 대의 기능이 낮다고 평가할수록 투표참여가 

낮아진다는 연구(허석재, 2013)는 정당정치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위투표자들이 탈

정치화되는 현상을 실증한다. 탈정치화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

철하기보다는 이익집단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OECD 주요 회원국들의 투표참여율이, 몇몇 예외적인 국가들을 제외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90%

를 상회하는 투표참여율을 보였던 오스트리아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2013년

도에는 74.9%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투표율 감소는 유럽대륙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투표율 감소는 전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표 1>).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와 최근의 투표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대체로 1980년대까지 투표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의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 ‘다수결에 의한 선거에서는 대부분 중위투표자들의 선호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Downs, Anthony(1957).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5: 135–150; 

Holcombe, Randall G.(2006). Public Sector Economics, Upper Saddle River: Pearson Prentice Hall,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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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주요 국가13) 투표참여율: 1945 - 2012*

(단 : %)

    연도

 국가

1945-

1948

1949-

1952

1953-

1956

1957-

1960

1961-

1964

1965-

1968

1969-

1972

1973-

1976

1977-

1980

1981-

1984

1985-

1988

1989-

1992

1993-

1996

1997-

2000

2001-

2004

2005-

2008

2009-

2012

노르웨이 76.4 82.0 79.3 78.3 79.1 85.4 83.8 80.2 82.9 82.0 84.0 83.2 75.9 78.3 75.5 77.4 76.4 

스웨덴 82.7 79.1 79.6 77.4 83.9 89.3 88.3 90.8 90.7 91.5 89.9 86.7 86.8 81.4 80.1 82.0 84.6 

덴마크 86.3 81.9 80.8 83.7 85.5 88.6 87.2 88.7 88.7 87.8 86.7 82.9 84.3 86.0 87.2 84.5 87.7 

핀란드 74.9 74.6 79.9 75.0 85.1 84.9 82.2 73.8 75.3 75.7 72.1 68.4 68.6 65.3 66.7 65.0 67.4 

네덜란드 93.1 95.0 95.5 95.6 95.1 95.0 79.1 88.0 87.0 81.0 85.8 80.3 78.8 73.2 79.1 80.4 75.4 

아일란드 74.3 75.3 76.5 71.3 70.6 75.1 76.9 76.6 76.3 76.2 73.3 68.5 65.9 65.9 62.6 67.0 70.1 

오스트리아 94.3 96.8 95.8 94.2 93.8 93.8 91.8 92.9 92.2 92.6 90.5 86.1 82.5 80.4 84.3 78.5 78.8 

프랑스 79.8 80.2 82.7 77.2 68.7 81.1 81.3 81.3 71.6 70.9 78.5 66.2 68.9 68.0 60.3 60.0 55.4 

독일 78.5 78.5 86.0 87.8 87.7 86.8 86.7 90.8 88.6 89.1 84.3 77.8 79.0 82.2 79.1 77.7 70.8 

스위스 74.7 69.8 68.7 68.5 64.5 63.8 56.4 52.4 48.1 48.9 47.5 46.0 42.3 43.2 45.2 48.3 49.1 

이탈리아 89.1 83.9 83.9 93.7 92.9 92.8 93.2 93.4 90.4 89.0 88.9 87.4 86.1 81.4 81.4 83.6 80.5 

영귝 72.6 83.6 76.8 78.7 77.2 76.0 72.2 78.9 76.0 72.8 75.4 77.8 71.5 71.5 59.4 61.4 65.8 

미국 　- - - - - 89.7 70.3 58.2 57.0 61.1 54.9 56.0 57.6 51.6 45.3 47.5 41.6 

캐나다 76.3 74.8 67.9 75.1 80.1 75.9 77.2 71.0 75.7 75.3 75.3 69.6 69.6 67.0 60.9 64.9 61.4 

한국 -　 91.1 91.1 87.8 72.1 76.1 73.2 71.4 77.1 78.4 84.6 71.9 63.9 57.2 60.0 46.0 54.3 

출처: http://www.idea.int/vt/

* 국가별로 총선개최 연도와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1945년 이후 4년 단위로 기간을 합치고, 각 단위별 최

초 수치를 그 구간의 대표치로 표시하였음.

분절된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탈정치화한 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연대할 동력을 상실한다. 특정 복

지 제도의 수급자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주변부 권력은 제도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된다. 외부성 위기와 결합한 복지국가의 근대성은 개인의 사적 공간을 체제 유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제도 수급권자들의 권력화 과정을 매개

로 강화된다. 개인의 일대기는 복지국가의 제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재구조화된다.14) 자연스럽게, 

개인의 ‘좋은 삶’은 복지제도 대상으로서의 급여 수급 여부와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복지수준’으로 환

원된다. 

13) 국가 선정은 의도적임. 투표참여가 강제적이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가적 이익에서 배

제시키는 국가들(예: 벨기에, 그리스, 터키,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포함하지 않았음.

14) 최근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러한 기획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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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복지국가는 스스로를 성립시켰던 정치적 토대를 자신이 발전시켜 온 제도들을 통해 해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정합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복지국가가 당면한 정합성의 위기는 체제의 재정적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로 구성되는 것이지만, 재정적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다시 확보한다고 해도, 

복지국가의 근대성에 배태된 내재적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문제에 대한 ‘복지국

가’적 해법이 유일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 확대되며, 당연히 복지공급과 관련한 대안 담론

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복지국가체제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조절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관료제적 

방식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공급에 관한 대안 담론은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 영역들 간의 협력 혹은 협치(governance)가능성

과 전망에 관한 성찰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대상으로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

은 생활세계의 주체로서 복원되어야 하며, 대의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분절된 정치 공간은 생활정치

(임현진․정일준 역, 1998) 공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체제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는 체제의 언어

만을 통해 구성되며, 소통의 언어를 상실한 개인은 생활세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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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Welfare State Colonize the Private Spheres
: Political Fragmentation and Depoliticization

Han, Dongwoo

(School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Choi, Hyej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he regulating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s on 

the private spher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the welfare state is to be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is based upon the 

'modernity,'the reflectivity on the welfare state is about to be on the modernity 

and on the institutions as well. Authors assume the welfare state as a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type of modern states. 

The critical components of modernity embedded in birth and growth of 

modern welfare states projected to their institutions are identified. Welfare states 

dissociates the political dynamics which have built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itself, and faces against the new political dynamics of the individualized 

society. Finally, welfare state confronts the institution failure due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tly individuals and families come across the 

institution dependency. 

Individuals in the overly rationalized spheres are being depoliticized, and they 

are identified themselves as the subjects of status-struggles of the institutions 

other than the subject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states.

Key words: welfare state, reflexivity, private spheres, depolitic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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