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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김교성 / 중앙대학교 교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떤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 0416 인권선언 중 일부

국문초록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

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 

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 

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 유동화된 근대사회에 들어 케인스주의에 기초한 복지국

1) 이 글은 2016년 사회복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부산)와 제16차 BIEN 세계대회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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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혁신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감소와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세계화로 인해 자본은 노동자 계급의 

협조 없이 어디서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 없는 성장’

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는 동안 복지국가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노동자 계

급은 붕괴하고 말았다. 근대사회의 고정체에 균열과 침식이 진행되면서 다

양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함

께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쓸모를 고민하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

을 위한 대안으로 글로벌 기본소득을 제언하였다. 새로운 재/분배구조의 

확립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기획이다. 노동과 

분리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주제어: 복지국가, 기본소득, 글로벌 불평등, 유동화된 근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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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며

이 글은 ‘복지국가’와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2) 글로벌 불평등 현상에 주

목할 것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유동화된 근대에 복지국가의 적합성에 대한 관심이다. 

근대사회는 복지국가라는 수정된 자본주의 형태를 통해 발전해 왔고, 경제ㆍ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유동화된 근대사회로 전환되어 왔다. 

근대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시장구조와 인구ㆍ가족구조를 

기반으로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ㆍ사

후의 연대적 처방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질임금과 사회적 급여가 확대 제공되었고 불

평등 수준은 낮아졌다. 하지만 경제ㆍ사회적 기반의 균열과 함께 성장의 동

력은 떨어졌고 공정한 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분배구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고 글로벌한 

차원까지 확산되었다.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평등한 사회’ 구현에 실패하

면서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의문은 국가 역할

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추락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

었을까? 대안은 없나? 연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환경과 기반 속에서 고전적 복지국가의 적합성을 검

토하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재/분배 방식을 제언할 것이다. 제

언의 근거는 복지국가의 ‘수단’과 관련이 있는 노동의 문제와 소비중심사회 

혹은 개인화 등 복지국가를 둘러싼 ‘토양’의 특징적인 변화에서 찾는다. 연

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국가의 악화된 현 상태에 주목하기 

위해 불평등 현상에 대한 확인과 진단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후 복지국가

2) 글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뒤섞여 등장하지

만, 논의의 주 대상을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상정하면 핵심적인 논지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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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황금기에 대한 좋은 기억을 회상하며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한다. 연구의 핵심은 원활한 복지국가의 작동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ㆍ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부각된다. 근대사회와 유동적 근대의 

‘노동 중심’에서 ‘소비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면 하게 분석하여 

복지국가의 정합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불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임금주도성장론’의 주요 내용

과 한계를 지적하고, ‘기본소득’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글로

벌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I. 글로벌 불평등의 확산과 구조화 

우리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일국적 차원과 글로벌 관점 모

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우선 일국적 차원의 분배구조는 다수의 

국가에서 양극화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

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다양한 증거는 역사 속에 축적되어 왔다. 지난 

30년간 지니계수, 소득 10분위, 5분위 배율, 소득점유율 등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수치가 이를 예증한다. (최)상류층이 전체 소득에 상당 부분을 독식

하며 자체 추진력에 의해 불평등 수준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

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지속적 속성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신광영, 2013: 18). 다른 문제는 불평등 현상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평등과 병리적 현상들 간 

높은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대체로 범죄, 십대 임

신, 비만, 건강,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ilkinson & Pickett, 2010).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여 세대 간 이전을 통

해 불평등 현상을 ‘고착화’ 시킨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에 영향

을 미치면서 민주주의의 악화, 사회정의와 공정성의 훼손, 개인과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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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성 하락, 국가 정체성의 위기 등의 ‘대가’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Stiglitz, 2013). 이 또한 모든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다양한 사회

적 위험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김

교성, 2013: 40; 2014: 283~287). 

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되고 

있다(Atkinson, 2015; Reich, 2015; Sturn & Van Treeck, 2013). 최근 불평

등 논의의 화두인 ‘기능적 소득분배’(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 혹은 가계의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

고 있는 동시에 국가 총소득에서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총보수의 비중이 크

게 감소하고 있다. 실질임금수준의 축소로 인해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해졌

다는 의미이며(Atkinson, 2015: 107), 총수요의 감소와 함께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된다(Sturn & Van Treeck, 2013: 128). 따라서 불평

등에 대한 논의도 ‘가계’ 혹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사회 전

반의 ‘실질임금’ 수준이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은 거시적 지표 변화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총소득에서 ‘노동’과 ‘자본’, ‘임금’과 

‘이윤’ 간 소득분배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의 노동소

득분배율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다소 하락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김교성, 2014: 290).3)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

는 아니다. 다른 복지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도 1970년대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였고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이상

헌, 2014: 75).4)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이 확대된 시기와 일치한다. 핵심은 

3)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계정에 ‘노동자 총보수’ 항목으로 잡혀 있는 수치를 사용한

다(이상헌, 2014: 71). 다만 자영업자의 노동소득과 이윤소득에 대한 구분의 어

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정방식에 대한 합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16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

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한 추

세이다. 하락폭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소득에 상위 1%의 소득

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를 ‘노동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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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성장에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실질

임금 증가의 둔화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수요측면에서 내수를 위축시키고 

공급측면에서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홍장표, 2014).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이윤독점’에 있다(Atkinson, 2015; 

Bauman, 2013a; Hacker & Pierson, 2010; Reich, 2015; Stiglitz, 2012; 김

교성, 2014; 장하성, 2015). 지난 3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순이

익은 증가하였고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 비중도 확대되어 왔다. 노동시

장의 유연화와 임금억제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수익은 확대되었으나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크게 인상되지 않았다. ‘임금 없는 성장’의 결과로 경

제성장의 혜택은 기업에게 집중되고, 노동자의 삶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더

불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김교성, 2014: 288~292). ‘승자독식의 사

회’(winner takes all society)를 건설하는 데 관여한 정부도 불평등의 원인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5) 기업과 부유층 감세에 집중하고 불공정한 임금

교섭 과정을 못 본 척 하며, 낮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지출을 방관하고 노동

이 존재한다. 그들의 소득을 제외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6%p 정도 더 하락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ILO, 2013; 이상헌, 2014: 75에서 재인용).

5) 정부는 분배와 재분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제, 임금조정, 임금상한제 등과 같은 노동규제를 통해 실

질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임금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

를 가질 수 있다. 대체로 중앙화된 임금교섭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

되며, 자본의 다양한 압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준

거가 될 수 있다. 북구의 복지국가들은 오랜 기간 연대임금과 적정 최저임금의 

실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저항하는 복지정치’(politics against market)를 

수행해 왔다(김교성ㆍ김성욱, 2011: 139, 146). 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

주자인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정규직을 대체

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임금분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불평등하게 배분

된 자원을 좀 더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일도 정부의 다른 역할 중 하나이다. 북구

의 복지국가들은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실행을 통해 불평

등 현상을 일정 수준까지 축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수준을 확대하여 

가구소득의 증대와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유효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선순환 시스템까지 확립할 수 있다(김교성, 2014: 302~305, 

3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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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복지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협박하고 있다(Hacker & Pierson, 

2010, 김교성, 2014: 315에서 재인용).

각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동시적 완화는 불평등 문제를 글로벌한 차원까

지 확대시켰다. 무역의 증대와 글로벌 기업의 ‘초국가적’ 투자 확대는 단지 

일부 국가에게 이윤을 몰아주었고 발전의 수혜를 부유한 국가로 제한하였

다.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루 $2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8억 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글로벌 불평

등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문제는 일국적 국가(혹은 현존하는 

국제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세계경제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할 능력도 없고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

할 능력도 없으며 통제받지 않는 글로벌 금융세력의 막대한 권력 앞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Bauman, 2010a: 172~174; 2012: 38~44). 불평등의 당사

자인 개인은, 영토국가 내 정치적 공간의 한계로 인해 동등한 분배와 참여

의 제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지거나 단지 자선과 구호

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와 원인이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책도 현재와 같은 시장 혹은 일국적 국가에 맡기기보다, 전 지

구적 차원의 등가물을 통해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Bauman, 2013b: 

39~44).6) 

III. ‘황금기’에 대한 추억

과거 복지국가 혹은 사회국가7)를 구축하여 나름 ‘평등한 사회’를 경험한 

6) Pogge(2001: 14)는 ① 지구적 빈곤층은 잘못된 과거 역사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고, ② 인류 전체가 단일한 지구적 경제 질서 속에서 공존하고 있으

며, ③ 동일한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한 나라들만 그것을 독

차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적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재분배 의무를 정당화하

고 있다(김원식, 2010: 125에서 재인용).

군산대학교 | IP: 203.234.59.*** | Accessed 2017/02/08 13:44(KST)



186 비판사회정책

적도 있었다.8) 강력한 임금교섭, 적절한 고용보호, 관대한 복지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임금과 급여가 제공되던 시기였다. 자본주

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의 문제는 ‘케인지언’적 

합의와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실행을 통해 완화되었고 ‘완전고용’과 ‘경제성

장’의 목표도 함께 달성되었다. 이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

였다. 분배와 격차의 해소는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신념과 상호협력에 기반

하여 세 행위자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완전고용은 

상호관계 유지의 필수조건이었다(Judt, 2011: 70). 국가는 노동과 자본의 

합의를 중재하여 성장의 과실을 최대화하면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장의 결과로 늘어난 세금을 활용하여 시장경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개인의 최소한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정도를 축소시키며, 국민의 삶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Briggs, 1961: 221~258). 자본은 ‘계급’화된 

노동자와 적극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구매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윤추구와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노동자는 자본이 제공하는 고정된 작

업공간에서 —자본의 통제와 임금을 맞바꾸며—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

하면서, 생계 혹은 노동과 관련된 자본주의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급여와 함께 평등한 생활을 

향유하는 동시에 총수요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였다. 

직업안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와 신분 상승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발

전을 통해 자신감과 연대감이 확산되는 부수적 효과도 가질 수 있었다.

복지국가는 사민주의자들의 작품이었다. 핵심 가치는 자유, 평등, 연대

(형제애)이다. 사회적 평등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삶’

7) Bauman(2013b: 28)은 물질적 분배보다는 재화의 제공을 통해 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는 동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회국가’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8)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경제성장과 ‘낙수효과’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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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의 크기를 확대시켜 왔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자유는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약자(노동자)에 대한 강자(자본)의 억압과 차별이 배제되어 있

는 오직 평등한 사회에서 개인은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불평등

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본성 유지가 불가능하고 능력과 재능

이 낭비되며 비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정의와 자연권에 배치

되며 부정의이므로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다. 평등에 대한 지향은 특권이 없

는 사회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을 향상시키

며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균등한 대우’와 ‘동일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다수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권

리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개인의 복지를 위해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연대’ 의식도 

중요하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상호책임을 위해 집단적 자기이익의 

관점을 초월하고, 연대적 재정충당 방식을 선호하며, 경쟁보다 협동, 권리

보다 의무, 개인보다 공동체, 자조보다 의타심을 강조한다(Brandal, 

Bratberg, & Einar Thorsen, 2013: 165~191; Carlsson & Lindgren, 2009: 

25~48).9) 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공동 

관리를 통해 집합적 연대를 높은 수준에서 달성하며,10) 평등한 보호를 통

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수준을 크게 완화해 왔다(신

9) 초창기의 노동자 연대는 다소 강제성을 띠었고 비조합원에 대한 배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편적 연대의 목표는 평등한 사회의 건설이었지만 노동자 간 ‘차

이’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일부 노동자 간 결속에 기초하여 젠더, 인종, 지역, 노

동유형 등이 다른 노동자나 실업자에 대한 배제의 특성을 보인다(Zoll, 2008: 

82~85).

10) 복지국가라는 차갑고 추상적인 기구가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게 되면서 가족

이나 이웃, 지역사회 등 소규모 공동체 구성원 간 형성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 한 연대감이나 배려, 책임의식 등을 훼손한다는 다른 주장도 있다(신정완, 

20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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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2014). 역설적이게도 다소 사회주의적 접근을 통해 자본주의는 생존

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Judt, 2011: 56).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였고, 동질적인 사회는 이후 유동적이고 이질적인 사

회로 변화하게 된다.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과 기반이 변화하면서 일부 국

가에서 주요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었다. 197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의 감

소, 실업률의 증가, 정부부채의 확대 등 복지국가와 관련한 부정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 축소, 재편, 재구조화 논의가 끊임없이 반복

되었다(김교성, 2008: 29~30).11)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

주의 경제ㆍ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구사회 위험에 대응체계로 기

능하던 복지국가의 유효성은 축소되었고, 복지국가를 지탱하던 전통적 합의

구조도 위기에 당면하였다(Esping- Andersen, 1996, 2002; Taylor-Gooby, 

2006). 신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상하였고, 비용억제, 재상품화, 재조정

을 활용하여 합리화(rationalization) 혹은 최신화(updating)의 과정을 경험

하였으며(Pierson, 2001a), 새로운 복지국가 체계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

게 등장하였다.12) 그 과정에서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복지와 경제간 선순환

적 관계보다는 복지의 비생산성을 강조하며 양자 간 상충관계를 가정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현실적합성을 지닌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았다(김교성

ㆍ유희원, 2015: 433~434).13)

11)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 지속적인 정치적 지지, 광범위한 복지이해

관계자(공급자와 수급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위기나 축소라기보다 질적인 변

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적응 혹은 재편의 관점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12) 구사회 위험에서 비롯된 소득중단 및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던 소비적/사후적/

수동적 성격의 소득보장정책 외에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투자적/사전적/적극적 성격의 신사회정책과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Perkins, Nelms, & Smyth, 2004; 김교성ㆍ유희원, 2015: 434에

서 재인용).

13) ‘TINA’(there is no alternative)를 강변하던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은 복지국가의 사회적 급여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역설하였다. 실업

급여와 사회부조는 실업과 빈곤을 생산하고 연금과 현금형 급여는 저축률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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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적 차원에서 황금시절을 구가하던 복지국가의 기억 속에 글로벌 불

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케인스주의-베스트팔렌적’ 

(Keynesian-Westphalian) 복지국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성찰도 없었고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단지 영토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

에만 집중해 왔다. 글로벌 불평등의 문제를 국내적 영역의 문제로 치환하

여, 그 원인이 글로벌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전환하고, 당사

자를 문제 해결의 장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 글로벌 이슈의 원인이 글로

벌 정치ㆍ경제체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받는 사회들’ 내부 구조

의 결함에 있다는 주장이다. 지구화 시대의 부정의 문제를 정치적 경계로 

구분된 국내적 문제의 틀에서 조망하는 ‘메타-정치적 부정의’로 규정할 수 

있다(Fraser, 2010). 복지국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신

식민주의적 착취 그리고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일련의 배제와 무시에 의존해 

발전해 왔다(Fraser & Honneth, 2014). 글로벌한 문제와 이슈에 대한 ‘관

심’과 해결 ‘능력’의 부족은 일국적 복지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원천적인 결

함이다. 

IV. 변화

1.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와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지만 핵심

적인 내용은 기술의 진보, 세계화, 산업구조 및 인구ㆍ가족구조의 변화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Huber & Stephens, 2001; Pierson, 2001a; 2001b; 

소시켜 낭비적인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Atkinson, 2015: 

370~371). 자본의 자유로운 이전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실행하면서 감

세와 임금/복지축소 그리고 ‘경쟁’체제 안에서 성장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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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 2001; Taylor-Goodby, 2004).14)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자본

의 힘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노동과 자본 간 결속은 크게 침식되었다. 

첫째, 기술의 진보로 인해 생산양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혁을 경험하

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 증가와 탈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감소해왔다. Rifkin(1995)은 이미 20년 전부터 기술

혁신과 자동화로 인해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노동의 종

말’을 예견해 왔다. 향후 로봇기술, 인공지능(AI), 생명과학, 사물인터넷, 자

율 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이 순

조롭게 진행된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15) 전통적 일자리

가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 감소 경향

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기술혁신은 직접적인 일자리의 감소뿐

만 아니라 생산양식의 변화도 추동하였다. 노동시간과 장소의 탈집중화를 

가속화하여 ‘집단적 생산 활동’ 자체를 축소시키고, 노동과 비노동 간 경계

를 약화하여 ‘고용관계의 유연화’를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노동자

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탄력적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의 세분화로 인해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인 노동자간 연

대와 결속의 약화가 관찰되며, 이 시대 노동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근본적

인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무역의 증가, 생산의 다국적화, 자본의 이동, 금융/자본/통화시장

의 규제완화 등의 세계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Huber & Stephens, 2001; 

14) Schwartz(2001)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추동하는 용의자로 SAM, ILSA, RICK을 

주목하고 있다. SAM(low wage Southern competition, technological Advances, 

Monetary policy constraints)은 기술혁신과 세계화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불

평등 구조의 확산 등의 외부적 요인을 의미하고, ILSA(Inflation control, Low 

Service sector productivity growth, and Ageing)는 물가, 인구고령화, 서비스 

섹터의 성장과 낮은 생산성의 문제 등 내부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RICK(property Right, Income streams, and Coalitions)은 시장과 다양한 행

위자간 정치적 선호와 압력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15) 앞으로 5년 간 세계에서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2016 

다보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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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son, 2001a).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과정을 

통해 국민국가는 환율과 이자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으며, 자본의 이

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였다(Pierson, 2001a). 자본은 노동자 계급의 협조 없이 어디

서든 값싼 노동력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였고, 노동

자의 임금교섭력이 약화되고 노동과 자본간 균형적 관계의 변화가 목도되

면서 복지국가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은 붕괴하고 말았다. 

세계화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

다. 자본은 임금수준의 격차를 확대(임금유연화)하거나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수량적 유연화)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하였다. 유연화된 노동시

장은 불평등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을 통

해 실업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였고 임금격차 수준이 확대되면

서 불평등 현상은 심화되었다.16) 손쉬운 해고와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적

극적인 활용은 전통적인 노동의 개념도 변화시켰다. 고정된 일터에서 동일

한 시간동안 표준화된 작업에 종사하며 균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형적 

형태의 일자리는 빠르게 잠식되었다. 종신고용이 보장되었던 정규직 노동

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백만의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생겨났

다.17) 이들은 장기고용에 대한 보장이 없고 소득이 불확실하며, 일에 기반

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사회적 급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함께 일하는 피고용인이 얼마나 되는지, 장래에는 얼마

16) 실업자의 양산은 자본이 이동하기 전ㆍ후 국가 모두에서 공히 발견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비용이 낮은 주변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 감축과 실업률 상승을 견인하였

다. 신흥국에서는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가 갖는 높은 생산성이 자국 기업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폐업을 유도하여 높은 수준의 실업을 유발하였다

(Schwartz, 2001). 

17) ‘불안정’(precarious)과 ‘노동자계급’(proletariat)이 합성된 말이며 전자의 특징

이 부각되는 반면 후자의 계급적 특성은 다소 파편화되고 있다. ‘불안정한 삶을 

사는 노동자’라는 비계급적 의미가 강하며, 일종의 ‘형성 중인 계급’(a class-in 

the making)이다(Standing, 2014; 이광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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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

한 신분과 임금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Standing, 2012: 21~33). 

기본적인 시민권을 박탈당한 ‘외부자’이며 노동 연계형 복지가 발달되어 있

는 국가에서 배제 현상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과정은 국민국가가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를 양산

하였다. 초국가적 기업과 국제적 환투기세력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개별 국민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글로벌 불평등을 비롯하여 

지구온난화, 국제 테러리즘, 이민자, 전염병, 초강대국의 일방주의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지구적 차원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

결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영토중심의 일국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글로

벌 이슈에 대한 특별한 성찰 없이 내부 질서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이다. 아니면 초국가적 사적 권력의 지배하에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

양하지 못했거나, 글로벌한 과제들을 다루기에 부적합하며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국가 없는 국가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Bauman & 

Bordoni, 2014: 38~44; 54~55).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단위의 실험에

서도 지구적 대안의 가능성은 쉽게 포착되지 않고 있다(김원식, 2010: 

116~117).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는 반숙련 제조업의 쇠퇴 및 서비스 섹터의 확장

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성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친다. ‘포드주

의’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추동한 생산양식이었다.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변화는 중앙집권화한 연대교섭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실질임금의 축소와 불

평등의 확대로 귀결되었으며,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Huber & Stephens, 2001; Pierson, 2001a).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연속적이기 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인 경향이 많고 

노동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시적 혹은 임시직 노동의 

증가를 추동한다(Standing, 2011: 73~75). 많은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으로 대체되고 외주와 파견이 일상화되었다. 세계화/금융화로 인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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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글로벌 금융자본이 상주하면서 서비스 영역의 

정규직 대체와 불안정 고용의 확산은 강화되었으며,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직 노동자들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거나 더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며 

‘근로빈곤층’이 되어 갔다. 제조업 기반 생산체계의 붕괴는 불안정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의 확산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의식 혹은 연대의식을 상실하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넷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대 간 갈등과 재정압박의 핵심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노동인구에 의존하는 고령인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미래세대

는 생산과 복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분배와 

관련한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회적 급여수준이 낮은 국가의 

노인들은 늦은 나이까지 근로활동에 종사하며 미래세대와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성숙한 복지국가의 노인들은 미래세대에게 막대

한 재정적 부담을 책임지우는 ‘짐’일 뿐이다. 한편 가족구조의 변화는 욕구

의 ‘다양성’과 ‘유동화’를 추동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의 향상은 가

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출산, 육아, 가족 돌봄에 대

한 정치적 요구를 자극한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한부모 가구와 단독가구는 

증가하여 전반적인 가구의 크기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Pierson, 2001a). 세대/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의식과 관습, 공적 약속과 

연대의식 등이 흔들리면서 ‘개인화’된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과 욕구도 모든 

세대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해지고 유동화된 특성을 보인다(주은선, 2013: 

92). 남성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고전적 복지국가의 변화가 요구되

는 지점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불평등 문제에 적절

한 대응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복지급여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며, 세계화 시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책임을, 

‘근로동기의 약화’라는 명분하에 ‘재상품화’와 ‘보조화’의 과정을 통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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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가하였다. ‘탈규제’와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구현과 ‘작은 

정부’에 대한 지향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은 정리해고와 파산을 경험하고 

부채를 상환하며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해 버렸다

(Bauman & Bordoni, 2014: 32~33). 

2. ‘노동 중심’에서 ‘소비 중심’ 사회로

근대사회가 원활하게 발전해 온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재/생산과 자본축적의 핵심에 

‘노동’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

속적인 노동공급을 통한 생산성 상승은 부를 축적시켰고, 인간의 노동력은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 되어갔다. 임금노동은 경제적 독립

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인간의 자기실현으로 미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

발전과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능적 도구로서 근면한 노동을 강조

하고 노동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게으름을 배척하는 윤리가 바람직한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종교적 의무와 결합하면서 노동은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의 주요한 의무와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규범에 따르면 대부분

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판 대가로 생계를 이어가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들이 판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 쉼 없이 노동에 종사하겠

다는 의지에 대한 보상이다(Bauman, 2010a: 13~14). 인간의 노동은 ‘정상’

적인 것으로 규범화되었으며 일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었다. 근

대화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재된 ‘노동윤리’(work ethic)는 다

양한 차원에서 사회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개인측면에서 노

동은 기본적인 생계수단이지만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신감과 긍지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가족측면에서 노동윤리에

서 권장하고 인정하는 노동은 구매와 판매가 가능한 유급노동만을 의미하

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생활은 생계부양자의 노동에 종속되며 다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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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무급노동은 인정되지 않는 ‘가부장적’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체제측

면에서 부의 확장과 체제의 재생산을 위해 노동의 상품화는 필수적이었으

며 구성의 핵심에 노동윤리가 있었다. 근대사회의 발전을 추동한 핵심 요인

이었던 것이다(Bauman, 2010a: 3~40).

사회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해 노동은 더 이상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귀속적 지위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면 근대사회에서는 노동을 통해 사회적 인정과 지위

가 결정되었다. 지위는 대체로 평생직장에 근무하면서 취득하는 영구적인 

정체성이었다. 유동화된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영구적이며 안정적이며 

확실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정체성의 유연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Bauman(2010b)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본질

과 변화를 ‘고체’ 근대성과 ‘유동적’ 근대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고체 근

대국가는 노동과 자본의 강한 결속을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국민국가의 시

기이다. 전근대 사회의 붕괴로 인한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국가는 노

동과 자본의 공고한 결합과 강고한 가족체계에 기반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고정체’(solidity)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

민국가에 기초한 복지국가는 고체 근대사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

기덕, 2014: 169~170).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근대적 기획과 구조가 전면적으로 용해된다. 단단

하게 고정되어 있던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고정체의 약화와 ‘유동

성’(liquidity)의 강화 현상이 동시에 목격된다. 경직성은 완화되고 기존의 

질서들은 침식되며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구

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근대와 현대, 그리고 미래의 구조가 연속

선상에서 중첩되는 과정이다. 근대에 고정되어 있던 사회의 축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용해되면서 유동화된 근대사회의 새로운 모습이 근대사

회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욕구의 다양성 혹은 유동성

이 부각되면서 ‘개인화’와 함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적 특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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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시작한다(김기덕, 2014: 169~170; 이혁수, 2016: 26~27).

고체근대의 ‘노동 중심’의 사회는 근대가 유동화(liquid modernity) 되면

서 ‘소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노동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고(김진석, 2007: 34), 근대사회

에선 모든 사람이 생산자(혹은 노동자)이길 기대하였지만 유동화된 사회의 

모든 사람은 소비자로 변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Bauman, 2010b). 근대

사회에 대한 분석은 생산과 노동측면의 변화로 설명해 왔지만 그것은 동시

에 발생한 소비의 발전과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Cambell, 2010). 경제발

전을 설명하는 핵심 동인 중 하나는 수요의 증가였으며 구매력의 증대가 생

활수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동화된 근대사회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사회적 삶의 경험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는 점에 주목한다(Bourdieu, 1979; 이혁수, 2016: 38에서 재인용). 노동의 

윤리가 지배했던 부분을 이제 ‘소비의 미학’이 지배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Bauman, 2010a: 63). 노동윤리의 강제와 노동에 대한 통제로 작동하던 사

회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새로운 규범과 운영방식은 소비자의 소비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에 의해 구성된다. 모든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

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정체성을 찾게 되며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김기덕, 

2014: 171). 소비를 위한 선택의 자유가 많을수록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

회적 지위는 높아지고, 존경과 자부심의 크기는 커지며, ‘멋진 삶’이라는 이

상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Bauman, 2010a: 60). 사회학자들은 이제 생

산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iddens, 1997, Bauman, 2010a, Cambell, 2010). 소비는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여 욕망을 충족하는 경제적 차원의 행위만이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

서 발생하는 관계적 활동으로 노동을 대신하여 사회와 개인이 관계를 형성

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핵심도 생산이 

아니라 소비가 (생산을) 결정하는 것이며, 소비되지 않는 생산물은 자원의 

낭비이고 재생산되고 소비되는 것만이 생산물로 의미를 갖게 된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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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가 소비사회를 작동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이혁수, 2016: 

36~40). 

소비사회의 구체적 모습은 노동자를 소비자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Bauman, 2010a). 소비중심사회로의 이동도 사실은 노동중심사회의 핵심 

기제였던 노동중심적 복지제도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이다. 노동력의 재생

산과 증가하는 생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

금과 소득을 보장해 주었고, 여가와 소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제

공하였다. 임금인상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소비

자로 변환시켜 왔다. 따라서 소비중심사회는 노동중심사회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계급(자본)만 소비하여 사용했던 물건들

이 누구나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대중화되면서 노동자의 소비욕구는 더욱 

확대되었고, 소비의 대중화와 함께 노동자는 소비자로 변환되어 갔다. 사회 

구성원은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닌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된다(이혁수, 2016: 41~43). 소비사회에서 

역할이 없거나 ‘쓸모’ 없는 사람은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소비할 능력

이 없는 청년과 빈곤층이 ‘부수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유동적 근대사회에 들어와 ‘개인화’ 현상은 이전의 노동중심의 사회에 비

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목격되며 이러한 현상은 소비

의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소비는 생산과 달리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외

로운 활동이고 집합적 소비는 존재하지 않는다(Bauman, 2010a: 59). 개인

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면서 자기성찰과 자기계발이 개인이 수행하

여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하였고, 인간관계는 필요할 경우에만 접

속하고 원할 때 단절이 가능한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김기덕, 2014: 

171~172). 이는 근대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공동운명체로 결합시켰던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식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이혁수, 2016: 31). 분

배 권리를 위한 투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개인화된 소비자들은 과거의 공동

체주의적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자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18) 개인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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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욕구의 유동성’과도 관련이 있다. 표준화된 생애주기에 적합한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사후 치료에 집중하던 복지국가의 사회보호 체계는 모든 생

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신ㆍ구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소비윤리와 개인화의 확장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쇠

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Bauman, 2010a; 김기덕, 2014; 이혁수, 

2016). 근대사회의 속성들이 용해되면서 나타난 노동의 위기와 소비사회

로의 변화는 탈노동 복지국가의 쟁점을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소

비의 불평등과 부채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노동중심사회에서 노동이 

윤리였던 것처럼 소비사회에서 소비가 윤리가 될 수 있다. 소비가 중요한 

사회행위이자 의무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개인적인 

윤리의 등장은 사적 이익과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집단적 혹은 상호의존

적 비용을 분담하던 방식을 포기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따른 개별적

인 행위와 사회적 비용의 충당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의 중요한 가치도 노동자 계급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시민의 욕구 충족에

서 개인의 삶의 질, 만족, 행복 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제 복지국가는 생산자(노동자)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기

제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소비자의 재생산 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집단적인 물질적 보장의 강화보다 개인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성을 배분하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Surender, 

2004).

18) 심지어 긍정적 차별 혹은 집합적 복지급여를 통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온 수

급자가, 그러한 성취를 개인의 재능과 근면한 노력의 결과로 간주하고, 사회적 

임금의 부정적 영향과 철폐를 주장하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Bauman, 

2010a: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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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의 기반 변화와 ‘위기’19) 

복지국가는 개인의 존엄한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노동자 문제의 수용과 해결을 위해 계

급 간 혹은 계급을 초월한 연대를 추구하였다. 시민권에 기반하여 다양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였지만 사실은 노동에 종사하는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제한적인 시민권에 불과하다.20) 복지국가는 생산에 필요한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하며 노동력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가

부장적 가족구조를 지지하였다. 남성 노동자는 안정적인 고용의 유지와 적

절한 임금을 수령하여 가족을 부양하였고 여성은 가족임금에 의존하면서 

가정에서 육아와 돌봄 기능을 수행하여 생계와 노동력 재생산에 용이한 환

경을 조성하였다(이혁수, 2016: 49).21) 전형적인 구호의 대상도 평균적인 

생계부양자(노동자)와 피부양자들(가족)이었으며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

람들도 구사회 위험의 보호를 받는 ‘내부자들’이었다. 

자본축적과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합의의 필요

성이 감소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국가와 노동은 악화된 조건

에서 초국가적 자본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복지국가가 추구

했던 전반적인 사회/경제 질서에 대한 관리체계는 노동과 자본의 합의가 붕

19)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함께 찾아온 ‘복지국가의 위기론(?)’에서 의미하는 재

정적 위기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운영을 추동해 온 기본적인 원리의 해체라는 

차원에서 위기를 의미한다. 

20)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노동시장에 정규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된다는 점에서 ‘허구의 탈상품화’라는 평가도 있다. 급여수급을 위해 시장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기 어렵

다는 의미이다(Standing, 2011: 91~92). 

21) 이 부분에서 ‘젠더’ 불평등과 관련한 복지국가의 다른 한계가 부각된다. 복지국

가는 일면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인정투쟁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노동자가 아닌 집단 혹은 일로 인정되지 

않는 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에 대한 무시와 함께 발전해 왔다. 노동 측면에서 남

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유급/무급의 차원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종속을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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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하고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복

지국가의 가장 큰 위기는 근대적인 복지국가가 노동과 자본의 연계, 가족구

조, 국경의 의미가 변화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욕구와 위험에 대응하

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에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라는 완전고용의 전제가 

깔려 있다. 국가는 노동시장에 건강하고 고용 가능한 노동력을 끊임없이 유

지ㆍ공급하기 위해 노동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노동이 가능한 집

단에게는 노동과 기여를 전제로 한 급여를 제공하고 노동이 불가능한 집단

에게는 노동을 조건으로 혜택을 지급하여, 가입자의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지지되거나 수급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

다. 이러한 내용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도입에서부터 ‘사회보험’의 실행

과 ‘근로연계복지’의 강화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복지정책의 자명한 역

사이다. 복지국가는 언제나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집단과 불

가능한 집단으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노동계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해 왔다. 노동계층은 노동경력을 전제로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의한 일시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보상받았으며,22) 비노동계층은 노

동계층에 종속된 존재로서 차별적인 대우와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

다.23) 호혜성의 원리를 강조하며 ‘자격 없는 빈자’라는 낙인과 함께 급여의 

수급은 노동의무에 대한 이행을 통해 완수되었다. 

사회보험은 노동과 자본의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22) 사회보험은 노동계층을 중심으로 상호 연대성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노동

과 자본의 계급 간 상호의존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급여는 노동을 전제로 ‘선가

입’하고 위험이 발생한 이후 ‘후지급’하는 방식이다. 위험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노동력 상실분에 대해 보충해 주는 후불 임금적 성

격이 강하다. 임금에 기반한 기여금을 전제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제공

하며 임금수준과 기여기간을 반영하여 ‘차등적’ 급여수준이 결정된다(이혁수, 

2016: 59). 

23) 대상 측면에서 비노동계층은 노동계층에 종속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으며, 부조의 재원은 

유급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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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사회보험의 세대 간 합의도 노동중심의 

경제체제와 기여기반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성립

된 약속이다.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와 괜찮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과 노

동공급의 유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노

동과 관련한 기존의 확고한 관계가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노동의 형태로 변

화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비정규직 취업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

대’에서 어렵고 불편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완전고용’의 신화가 무너지

면서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임

금이 축소되고 사회적 급여 수준이 감소하면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악화

되었고 불평등 수준은 확대되었으며, 총수요의 감축과 더불어 국가경제도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 ‘경제성장’의 신화도 함께 추락하면서 복지국가의 제

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집단적 비용부담 방식의 지

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사고

가 확산되었다. 국가는 매번 자본의 지시(?)에 따라 ‘위기담론’(예를 들어, 

경제위기, 외환위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영역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근대사회의 복지국가는 표준

화된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였다면, 유동화된 근대사회의 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개인과 가족, 이웃 등의 사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화’ 시대가 전

면에 등장하였다. 

이제 산업화 이후 유지되어오던 노동에 관한 믿음을 내려놓고 노동과 소

비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소비를 창출하

는 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폭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역할

은 노동을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한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욱 평등한 재/분배를 위해 소비사회에 보다 적합한 방식을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과의 재분배에서 기회의 재분배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임금주도성장론이 대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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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살펴보자. 

V. ‘임금주도성장론’의 내용과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후기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적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의 기본원리와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해 보자.24) 이 담론은 지난 30년에 걸쳐 진행된 ‘임금안정화’ 정책이 복

지국가의 다른 목표인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데 실패했다는 전제에서 출발

한다. 과거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인하, 단체교섭과 고용보호 

관련법 약화, 복지축소 등의 ‘기업친화적’ 혹은 ‘친자본적’ 분배제도의 운영

을 통해 임금억제를 위한 ‘바닥으로의 경주’를 지속해왔다(Lavoie & 

Stockhammer, 2013: 12). 노동비용을 축소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부와 기업의 주된 전략이었다.25) 실질임금수준의 하락

은 불평등 수준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와 상류층에게 축적된 부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낙수

효과’의 주장은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빈부격차는 확대되었고 경제발

전의 성과는 미미했으며, 총수요가 추락하면서 경기는 장기적 침체기에 접

24) 우리나라에선 임금주도성장 이외에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

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

여 ‘임금’이 ‘소득’으로 개명된 것으로 보인다. 두 용어 모두 노동소득을 의미하

며, 자영업자의 조정된 임금소득의 비중(adjusted wage share)까지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담론의 형성과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

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등에서 활용하고 있

는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임금’을 선택한다. 

25) 반대로 최상위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 ‘기업가 정신’

이 확산되어 경제적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어 온 여러 사회적 변화들은 최상위층과 (대)기업, 금융산업을 위

한 ‘노다지’였던 셈이며 지난 30년간 성장한 경제적 파이의 대부분은 그들의 소

득과 부의 축적에 활용되었다(Lansele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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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다.

담론의 핵심 내용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었던, 

임금(노동비용)을 총수요와 노동생산성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새로운 전략

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금인상을 통해 평등한 소득분배와 내수 진작을 

모색하고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

다.26) ‘친노동적’ 분배정책(복지확대)을 함께 추진하지만 핵심은 가계소득

을 견인하는 실질임금의 상승에 있다.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총수요와 경

제성장, 고용성장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Storm & Naastepad(2013: 

108~110)에 따르면, 임금협상을 통해 실질임금수준이 성장하면 —실질임

금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다소 높게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wage share)도 함께 상승하며, 이것이 총수요의 확

대와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고용증대까지 견인할 수 있다. 

다른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다수는 ‘임금주도경제체

제’(wage-led economic regime)에 해당된다.27) 따라서 모든 국가가 동시

에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추구한다면 총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28) 다만 지

26) 총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두 가지 방식도 있다. 하나는 자국의 유효

수요 부족의 문제를 다른 국가에서 찾는 방식이다.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수요

를 창출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경제체제(wage-led economic regime)를 강화

하는 방식으로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방식은 가계

가 부채를 활용하여 점차 커지는 소비를 유지하는 ‘부채주도형’ 체제(debt-led 

consumption)로 미국, 영국,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자에는 일국이 순수출을 늘리면 다른 국가는 순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성의 오류’가 존재한다. 일국의 임금억제를 통한 ‘근린궁핍화전

략’(beggar-thy-neighbor policy)은 전지구적 차원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적확

한 전략이 아니다. 후자인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경기대몰락

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미 대위기를 경험하였다

(Hein & Mundt, 2013; Lavoie & Stockhammer, 2013; 이상헌, 2014).

27) 일국의 국민총소득 중 임금비중의 증가가 총수요의 구성요소들(소비, 민간투

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를 임금주도경제체제라고 

하고, 이윤비중의 증가(임금비중의 감소)가 총수요의 구성요소들의 합의 증가

를 가져오는 경제를 이윤주도체제라고 한다(Lavoie & Stockhammer, 2013; 

Onaran & Galan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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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0년간 다수의 임금주도체제에서 신자유주의적 친자본적 분배정책을 

추구함으로 인해 발생한 내재적 특성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

지게 된 것이다(Lavoie & Stockhammer, 2013: 33).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Onaran & Galanis(2013: 83)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을 1%p 상승시키면 전지구의 총생산은 0.36%p 성장할 것

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임금주도성장론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선택 가

능한 담론이며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

략이 될 수 있다. 임금주도성장론의 다른 표현이 ‘글로벌 케인스주의 뉴

딜’(Global Keynesian New Deal)인 이유이다(Hein & Mundt, 2013). 논의

의 핵심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분배의 불평등성, 글로벌 ‘비균형성’ 

등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섹터에 대한 (재)규제, 거시경제정

책의 방향전환, 국제적 공조를 위한 재구조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

다. 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 장기적 

투자자에 대한 보상, 금융거래세 도입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경제ㆍ사회정

책에는 최저임금 인상,29)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분배적 

사회정책 강화, 임금교섭력 증대, 이자율 상승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임금주도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몰락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윤추구 활동을 통해 쌓인 기업의 거대한 이

익도 다시 축소되어야 하며, 금융 중심의 경제가 공공/비금융 중심의 경제

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Hein & Mundt, 2013: 174~179).30) 

28) 반대로 임금삭감이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며 

노동자의 소득이 침식되면서 소득분배의 악화와 수요/고용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Blecker, 1989; 이상헌, 2014: 84 재인용).

29)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실험이 전지구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

상이나 생활임금의 대체 적용 등을 통해 가계소득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대

체로 12,000~15,000원 수준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6

년 현재 6,030원에 불과하다.

30)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도 취임초기 경기침체의 원인을 가계소득 부진에

서 찾으며 임금주도성장론을 지지하였다. 다만 ‘메시지’ 부총리라는 평가와 함

군산대학교 | IP: 203.234.59.*** | Accessed 2017/02/08 13:44(KST)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205

임금주도성장론의 한계는 ‘노동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토대에 적합한 대안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임금상승

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주 내용도 고용창출 문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임금/소득으로 표현되는 ‘노동소득’은 총고용과 평균노동소득을 활용하여 

계산되므로 대체로 ‘고용친화적’이지만, 임금성장과 고용성장 간에는 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Storm & 

Naastepad(2013: 110~113)는 실질임금이 1%p 증가하면 노동생산성과 총

생산은 각각 0.38%p와 0.16%p 정도 증가하지만 고용성장률은 오히려 

0.30%p 정도 감소한다는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금상승과 

총수요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의 상승효과를 동반하지만,31) 생산성의 향상

이 이윤비중의 증가로 이어져 임금비중이 다소 축소되며, 총수요와 경제성

장 규모의 감소를 유발하여 고용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설명이

다. 두 변수 간 관계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 1980년대 네덜

란드의 루버스(Rudd Lubbers) 총리는 과도한 복지지출과 경기침체 문제

(Dutch Disease)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바세나르 협

약’(Wassenaar Agreement)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고용의 기적

(Dutch Miracle)을 만들어 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임금인상 자제와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두 

께 실효성 있는 정책의 입안과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임금확대를 위해 그

가 활용한 수단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인데 임금과 배당에 돈을 많이 쓴 기업에

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맞았으나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정책의 성과는 임금인상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

으며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일부 상품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인 ‘Korea Black Friday’까지 기획했지만 소비절벽 

현상은 고질적 문제가 되었다. 단기적인 부양책의 한계이며 증가하는 가계부채

는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1)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기업은 노동비용의 축소를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투자에 힘쓰게 되므로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형성

될 수 있다(Kaldor-Verdoorn effect). 반대로 생각하면, 임금억제는 노동생산

성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임금억제를 통한 경제침체의 본질은 ‘생산성의 

위기’ 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산대학교 | IP: 203.234.59.*** | Accessed 2017/02/08 13:44(KST)



206 비판사회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잘 알려진 사실이고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정책32)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된다.33) 임금수준이 하락하면 ‘형식적(?)’ 고

용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두 변수 간 부적(-) 관계가 확인된다. 따라

서 임금수준을 인상하면 고용확대에 대한 기대는 다소 요원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나 환경 분야(green jobs)에서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다만 단

축된 노동시간만큼 부족한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다. 

VI.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기본소득

개인화된 사회에서 ‘개인’에게 평등한 자원의 분배를 통해 불평등 수준을 

32)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은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정규직 수준으로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덴마크의 ‘황금의 삼각형’(golden triangle)과 차별화된 

접근이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안정화하여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시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정희정, 2007: 62). 이러한 내용은 수량적 유연성 측면에서 영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관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운영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미숙련 노동자들은 점차 노동시장에

서 배제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적극적노동시

장정책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관대한 사회보

장제도에 대한 축소를 통해 정부지출을 감축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정원호, 

2005: 65).

33) 실제 성과는 알려진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1980년대 네덜란드의 실질 GDP 

성장률은 이전 시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임금억제로 인해 

총수요가 축소되면서 가계소비의 원천이 자산이나 부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

였다는 평가이다. 임금수준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생산성과 

총생산의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동반하였다. 낮은 실업률은 단지 저임

금과 시간제 근로자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일 뿐이었다(Storm 

and Naastepad, 2013: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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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총수요를 확대ㆍ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부상하고 있다. 노동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유동화된 근대사회에서 (유급)노동과 소득/복지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다

양한 욕구를 시민권적 권리를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실질적 자유’의 ‘평등

한 분배’라는 사회정의(Van Parijis, 2006: 39)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

이다. 

전지구적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

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

득’을 의미한다.34)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조방식과 구별

되며,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과정과 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

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낙인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다. 수급권은 모든 형태의 노동행위와 단절되어 있다. 과거 기여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유급노동에 종사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사회보

험이나 현재 근로의무 조항을 수용하여 노동에 참여하거나 기꺼이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사회부조와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Raventos, 2007; Van Parijis, 2006; 김교성, 2009: 40~41). 따라서 부족한 

일자리와 저임금, 불안정 노동, 노동 연계형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사각

지대,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유일한 전략

으로 논의되고 있다.35)

34) 기본소득의 이론화 작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반 빠레이스(Van Parijs, 2006: 4)

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이 개인 단위로 

정치적 조직에 의해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단위의 정부이

건 모든 시민 혹은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이나 인정된 거주자에게 가구가 아닌 개

인을 단위로 소득유무나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수준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35) 유사 형태의 제도들도 존재한다. 우선 ‘참가소득’은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의 근

로의무를 부과하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사회적 일자리, 가사노동, 자원봉

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급여에 대한 의무와 호혜성의 원칙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Atkinson, 1993; 1996). ‘일시적’ 기본소득은 생애 일정기간의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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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36) 모든 사람

에게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이고 적극

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

지 않으며 의존성 문제와도 무관하다. 근로의욕은 더 커질 수 있으며 노동

자의 생산성은 부가적 임금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노동자의 교섭력은 강

화되어 자본으로 하여금 괜찮은 근로조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요

하며 자유로운 직업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유연화된 노동시장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소비중심사회에 적합하고 총수요의 확대

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활동의 가치는 새롭게 부각되

며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자아실현의 과정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

을 유지할 수 있다(김교성, 2009: 53). 

비판점도 일부 존재한다. 우선 호혜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

는 무임승차에 대한 지적이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여성의 돌봄 

제한을 두고 제공(예를 들어, 25세 이상의 시민에게 최대 10년에 걸쳐)하자는 

제안이며(이명현, 2006: 65), ‘전환적’ 혹은 ‘부분적’ 기본소득은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급여의 수준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충족선보다 조금 낮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연령에 이른 모든 사람에게 사회참여에 대한 보다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밑천’의 의미로 일정수준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적 지분급여’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이 21세가 되었을 때 4년에 걸쳐 매

년 $20,000씩 총 $80,000를 목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교육이나 창업의 발판을 

만들어 주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안은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이 ‘푼돈’에 불과

하여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나 ‘지분탕진’의 

문제가 치명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Ackerman & Alstott, 2006; 서정희ㆍ조

광자, 2008). 다만 현 부과방식의 연금은 젊은 세대에서 노령세대로 이동하는 

데 반해 사회적 지분급여는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분이 이동한다는 점에

서 차별성이 부각된다. 

36) BIEN은 제16차 세계대회(서울)에서 ‘충분성’을 새로운 개념의 원칙으로 포함하

였다. 기본소득 실시의 가장 큰 쟁점은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수준과 관련이 있

으며, 기본소득이 갖는 다양한 장점 혹은 정책적 목적들도 충분한 급여가 제공

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대체로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의 50%가 충분한 

수준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혹은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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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단념시켜 젠더관점에서 반 평등적이고 

그간의 역사적 진보가 한 번에 후퇴할 것이라고 걱정한다(Bergmann, 

2010: 5~6). 노동조합 입장에선 기본소득이 유발할 수 있는 ‘스핀햄랜드 효

과’ (Speenhamland effect)와 불안정 노동의 확대, 임금노동의 감소와 노

동조합의 전반적인 영향력 침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Vanderbought, 

2006). 그러나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확인하고 다수의 실질적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부 악용자를 용인할 수 있으며, 생산적 공헌에 

사회적 활동과 무급노동을 포함시킨다는 면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호혜성

의 원리를 확장시키는 기획이다(이명현, 2010).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

와 상관없이 지급되므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키고 가구 내 권력

관계의 변화를 가져와 젠더평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돌봄 노동에 대한 가

치를 인정하여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obeynes, 2008). 고용관계에 대한 의무감을 

낮추어 자발적인 노동형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노동자의 자립성을 확

대하고 임금 교섭력을 강화하여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 

필요한 재화(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관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택

과 능력의 불평등성이 반영되어 복지급여 자체에 불평등성을 내장하는 방

식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Brandal, et al. 2013: 179). 모든 가치재의 구매

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발전된 스웨덴 방식의 선진화된 복

지국가를 선호하는 주장도 있다(Bergmann, 2010). 기본소득이 소득 연계

형 급여를 포함한 모든 복지제도를 대신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기우이다. 기

본소득을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며, 사

회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다른 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하

나의 정책 ‘묶음’으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Offe, 1996: 214, 이

명현, 2008: 228에서 재인용). 한편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주의적 특

성으로 인해 차별적인 욕구를 가진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지나치게 단일한 

욕구로 축약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별적 정체성과 개인화된 욕구가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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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기산업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원주의적 접근(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의 확대)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주은선, 2013: 99).

지구화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

해 전지구적 차원의 글로벌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다. 문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글로벌 거

버넌스’가 구축될 전망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

로 지명되고 있는 조직이 유럽연합(EU)이다(Atkinson, 2015: 312).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지를 통해 하나의 ‘경제적 유럽’을 운영

하고 있지만 ‘사회적 유럽’으로의 이행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Meuris(2008)은 ‘40/30 계획’이라고 불리는 제안을 통해 유럽형 기본

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 GDP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추징하여 기본소득의 재원

과 정부의 관리운영비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37) 이렇게 되면 유럽의 구성

원은 연간 약 7,000 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38) 전지구적 차원

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구총생산을 기준으로 

20~25% 수준(연간 약 $1,036~1,295)을 적절한 급여수준으로 제시하고 있

다. 재원은 전지구적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통해 충당한다. 이를 

위해 환율에 대한 조정과 통합, 지구적 차원의 재정관리,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연방)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Frankman, 2008; 2010). 현 시점

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제안들이다.39) 

37) 온전히 소득에만 과세하며 환경세와 소비세 등은 지방세로 유지한다. 부유세

는 징수하지 않고 부를 활용하여 획득한 소득에는 과세한다. 

38) 이 금액을 각국의 구매력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면 벨기에는 9,000 유로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헝가리에는 4,000 유로만 지급하면 된다. 매년 실질구매

력 평가(PPP)를 통해 기본소득 급여에 대한 국가 간 조정이 필요하며 과정을 

지속하게 되면 종국에는 하나의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다. 

39)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Picketty, 2014)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하고 있다. 매우 높

은 수준의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

다(Atkinson, 2015: 284~2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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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복지선진국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획기적인 복지확대를 위해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40) 우리나라에 유사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도 존재한다.41)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점은 제도전환 비용과 막대한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된다. 사회ㆍ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교한 분석과 검토가 요

구된다. 적절한 소득보장과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대가와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분배

된 임금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보다 평등한 재분배의 의미를 따져 보면서 세

금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Atkinson, 2015: 378). 다른 문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복지국가의 근간과 글로

벌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오랜 시간이 필

요한 작업이고,42) 사회 구성원들 간 합리적인 의견교환에 기초한 공감대 

40) 스위스는 2016년 6월 기본소득(월 300만원)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

행하였으며, 핀란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2019년간 완전기본소득과 부

분기본소득에 관한 네 가지 방안을 비교하는 실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네덜란

드에서는 위트레흐트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호혜성과 관련한 실험을 주도하고 

있으며,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정

책을 구상 중이다(한겨레신문; 2016, 4, 11). 논의의 중심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지만 복지행정 비용 축소라는 다른 이슈도 

존재한다. 

41)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한시적 시민수당 혹은 사회적 지분급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화폐의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정책 기획의 패키지적 성격이 부각된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소득이 과연 

‘친소비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선택권

을 보장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가 소비 대상이나 기준

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 지향’적이지만, 사용 측면에서 친소비적이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재화에 대한 보유를 통해 기본적인 소비가 가

능하도록 이용권이나 지역화폐 등의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42) Fitzpatrick(1999: 70)은 기본소득의 이행과정을 ‘현 사회보장의 수정 → 과도적 

기본소득 → 참가소득 → 부분적 기본소득 → 완전 기본소득’으로 구분하여 최

대 9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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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노동윤리의 단

단한 굴레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좀 더 여유 있고 느린 삶에 대

한 깊은 사유와 진실한 실천이 필요한 순간이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

편성은 성, 인종, 소득, 종교, 성적취향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참정권의 성격

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20세기 초반에 유럽의 많은 시민들은 보편적인 투

표권 쟁취를 위해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고 투쟁하였다. 우리의 삶이 자본과 

불평등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자유의 가치

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평등한 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Raventos, 

2007; 김교성, 2009: 54).

VII. 맺음말

우리는 20세기 중반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의 정치를 구현하며 실질임

금의 상승과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 

복지국가는 기업의 적절한 임금 제공과 국가의 충분한 급여 확산을 통해 노

동을 ‘탈상품화’하였고 총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견인하였다. 유동화된 근대사회에 들어 근대사회를 추동했던 사회적 모델

의 적합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개방경제의 

출현과 함께 근대사회의 고정체에 균열과 침식이 진행되면서 다양성과 유

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부각되기 시

작한 것이다. 일국적 차원의 불안정 노동과 불평등 문제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복지국가의 내ㆍ외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식

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를 고민하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으로 글로벌 기본소득을 ‘제언’하였다. 새로운 분배구조의 확립과 단계적 확

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기획이다. 노동과 분리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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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

다. 총수요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글로벌 케인스주의의 접근과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Atkinson(2015: 435)은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대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와 

소비자로서 개인,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

든지 지금의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소비 중심의 불평등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과 빈곤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 시대에 글로벌 부정의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기관’과 ‘수단’이 필요하다. ‘글로벌 거

버넌스’ 구조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이다. Fraser(2010)는 “지구화 시대의 정

의”에 관한 명쾌한 설명을 통해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관점적 이원론’에 기초하여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분배)

와 문화적 인정의 확대(인정)로 설명하던(Fraser & Honneth, 2003) 그는 

사회정의의 개념에 ‘당사자’와 ‘방법’의 문제를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의 ‘동

등한 참여’(대표)를 추가하였다.43) 이민의 여성화나 글로벌 빈곤과 같은 지

구적 문제를 야기하는 힘은 ‘고착된 공간’(the space of places)이 아니라 

‘유동하는 공간’(the space of flows)에 있으며, 케인스주의-베스트팔렌적 

복지국가의 틀44)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문제를 치유하

기보다 영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Fraser, 2010: 46). 주된 

이유는 틀 자체가 가난하고 멸시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힘

에 의해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공간을 분할하고 재/구성하

43) 부정의는 정치적 의사결정 규칙이 공동체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참

여할 기회를 부정할 때 발생하는 ‘대표불능’(misrepresentation)과 공동체의 경

계가 정의에 관한 승인된 논쟁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로 구분된다. 대표(성)가 없는 그 어떤 분배나 인정도 

있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정의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Fraser, 2010: 40~41).

44) 정의의 기본적인 범위와 당사자가 국민국가 내 시민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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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글로벌 부정의의 주동자인 강력한 약탈 국

가나 초국적 사적 권력들은 이미 기존의 틀에서 제공하는 정의의 관할권 경

계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국적 영토국가의 틀은 부정의를 

야기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지구화 시대의 본질적 부정의의 핵심이 된다. 지

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all-affected prin-

ciple) 혹은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all subjected principle)이 중요하

며,45) 지구화 시대의 —분배, 인정, 대표와 관련된—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주의-베스트팔렌적 틀을 넘어선 지구적 차원의 공적 권력

을 창출하여야 한다. 세계 시민권에 기초한 세계 민주주의와 단일한 세계정

부를 구성하여 공론의 장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Fraser, 2010; 2016).46) 

매우 의미 있는 견해이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역시 동의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규범적 논의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

워 보인다. 이에 대해 Fraser(2010; 2016)는 불가능한 일도 ‘비개혁주의적 

개혁’과 같은 점진적 노력을 통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변한

다.47) 기존의 틀에서 분배와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위

해 노력하다 보면 목표 이상의 것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쟁의 지

형이 변화되면서 구조와 선택의 범위가 확장되며, 종국에는 근본적인 구조

의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Bauman(2010a: 176; 2014: 

54~55)은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주체의 위기’ 혹은 ‘영토적 주권의 위기’라

45) 특정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와 관련된 정의 문제에서 주체

로서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Fraser, 2010: 50). 정의는 반드시 

모든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국적이나 시민권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지구적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의 주장

과 유사한 생각이며, 정의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영역을 영토국가로 제한했던 

롤스(Rawls, 2009)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이다(Fraser, 2010: 63~65). 

46)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사회포럼, 국제형사재판소, 유럽연합 등 기

존 국제기구의 활용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며, 정부간 조직, 초국적 사회운동, 

INGO 등 다양한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다. 

47) ‘분배’ 정의와 관련된 긍정과 변혁전략의 중간 형태인 ‘비개혁주의적 개혁’의 대

표적인 사례는 ‘사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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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면서, 영토적 주권이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48) 세계시민주의자들과 달리 집합적 정치공동체를 당사자로 옹호하는 

국제주의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견해처럼 보인다. 실질적인 글로벌 거버넌

스 구조의 구축이 불가능하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은 

개인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자발적 공동체 혹은 더 ‘작은’ 단위

인 지역사회 내 일상의 정치에서 변화의 바람을 기대할 수 있을까?!49)

48) 하버마스도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면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 제도와 기구를 활성화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옹호하고 있다. 국민

국가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이기 

때문이다(김원식, 2010: 134). 

49)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새로운 분배정책에 대한 실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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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Use is the Welfare States?: 

A Suggestion for Reducing Inequality

Kim, Kyo-Seo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e welfare state is a national scheme to ensure the individual sur-

vival and basic living cost through the collective methods as a result of 

the compromise among the ‘labor-state-capital’. It is based on both the 

pursuit of full employment in standardized male workers in charge of 

the production and the support of the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for 

the re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labor force. This Keynesian 

welfare state that entered the liquid modernity began to shake.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rought a reduction of the typical work-

ers and an increase of the ‘precariat’. The capital has been able to se-

cure cheap labor anywhere without cooperation of the working class 

due to the Globalization. The traditional working class that supported 

the welfare state had collapsed while a fruit of the ‘growth without 

wage’ is concentrated to the company. Th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that was characterized by diversity and liquidity features in the era of 

personalization also began to emerged together as the crack and ero-

sive progression in the solidity of modern society. The paper proposed 

a ‘Global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means to solve th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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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and concerns of the use of the welfare state. The plan is for 

the revival of ‘equal societ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gradual dif-

fusion of new re/distribution structure. It would expand the ‘real free-

dom’ of individual and ensure the ‘equal opportunity’.

key words: Welfare State, Basic Income, Global Inequality, 

Liquid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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