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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륙 전역의 전 기간에 걸친 경제사(經濟史)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은 어쩌면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야심찬 기획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일에
서 영감(靈感)을 받아 이러한 저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나는 한 세기의 3분의 2를 넘게 살았고 또 살아남았으며, 그 후반을 세밀히 관
찰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의 전시(戰時)경제와 여러 경제체제를 체험
하였다. 또한 나는 헝가리의 경제체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독특
하고 자극적인 경험에 대해 나는 운이 좋았다고 느끼고 있다.
약 20년 전에, 나의 오랜 친구이자 공동저자인 랑키(György Ránki)와 함께
19세기 유럽경제사 (Europe’s Economy in the 19th Century 1780-1914,
Budapest: Gondolat Kiadó)를 출간한 바 있다. 나의 몇몇 친구와 동료들은 한층
더 광범위한 경제사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다. 예컨대, 데이비드 랜디스(David
Landes)는『해방된 프로메테우스 (The Unbound Prometheus)라는 고전을, 시
드니 폴라드(Sydney Pollard)는 1760년과 1970년 사이의 약 200년간에 걸친 유
럽 공업화에 관한『평화적 정복 (Peaceful Conquest)을 저술하였다. 드렉 앨드

크로프트(Derek Aldcorft)는『1914~1970년의 유럽경제 (The European Economy,
1914-1970)를 선구적으로 출간한 다음, 2001년에는 20세기 말까지로 그 범위를 확
대하였다. 또한 일부 우수 저작들이 전간기(戰間期)에 관해 다루었다. 찰스 페인
스틴(Charles Feinstein), 피터 테민(Peter Temin), 지아니 토니올로(Gianni
Toniolo)가 쓴, 다른 책들보다 얇긴 하지만 중요한 저서인『전간기 유럽경제
(The European Economy Between the Wars)가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례 없는 호황과 1970년대의 갑작스런 불황에 관한 저서는 훨씬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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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의 중요한
연구, 니콜라스 크래프츠(Nicholas Crafts)와 자니 토니올로가 편집한 저작, 안드
레아 볼쏘(Andrea Voltho)의 저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르만 반 더 위
(Herman Van der Wee)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번영기였던 20세기 3/4분기의 세
계경제사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다. 나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친구인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20세기 전체의 복잡한 세계사에 관한 걸작(傑作)을

만들었다.
이렇게 단편적 목록을 나열함에 있어, 비교수치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의 훌륭한 역사통계에 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저작들과 경험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의 책을 만드는 데 고무되었
다. 내가 20세기 유럽경제사에 관한 몇 가지 측면을 생략하고 작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덕분이다. 이 책에서 나는 이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분석했던 경제
성장의 다양한 요인과 경제의 중요한 순환파동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
다. 대신에 20세기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부족했던 측면인 다양한
경제체제의 흥망성쇠,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충격에 관한 논의에 집
중하겠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그 동력을 얻은 경제평준화 과정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대륙의 남부와 동부에 있는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서유럽의 선진 중심부 국가들보다 훨씬 덜 공
업화되고 덜 발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나라들은 서유럽 국가들을 따라 잡
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새로운 경제모델과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시도들이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했지만, 20세기 후반이 되자 적어도 주
변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동력(動力)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
제수렴 실패와 진보, 그리고 선진국 따라잡기 등이 이 연구의 중요한 측면이다.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20세기를 연구하는 데 새로운 중점과제를 찾을 수 있
게 해주었던 친구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원고를 마무리하는 데 귀
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의 익명(匿名)의 편집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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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에 포함시키는 바이다.
내 삶을 통해 항상 그래왔듯이, 연구와 집필은 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
난 15년 남짓 동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에서 19~20세기 유럽경제사와 유럽연합(EU)에 관해 가르쳐
왔던 교과과정은, 다년간 이 프로젝트에 관한 작업을 하고 생각을 다듬는 데 도
움이 되었다. 이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지적 환경을 조성해준 사학과
의 훌륭한 동료 교수들과 그 사이에 수천 명에 이르게 된 나의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특유한 장서(藏書)와 탁월한 서비스를 갖춘 UCLA의 영 리서
치 도서관(Young Research Library)은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주었다. 또
한 방대한 통계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UCLA 학술원(Academy Senate)이 연
구비를 제공해준 덕분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편집 작업을 탁월하게 수행해준 데
이비드 서머스(David Summers)와 발간 준비에 각별한 배려를 해준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의 일류 전문가 임직원들에게 특히 감사드린다.
끝으로, 나의 아내 카티(Kati)가 도서관 자료검색과 도표작성에서부터 여러
차례 작성된 원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의견개진에 이르기까지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도 꼭 밝히고 싶다. 고백하건대,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의 원만했던 결혼생활이 종종 위태로워지기도 했고, 한때 감정적 불화가 생
기기도 했지만, 길게 보면 나는 우리 부부의 조화를 한층 더 공고하게 한 그녀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반 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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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가 피비린내 나
는 18세기 말을 회고하며 느꼈던 감정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디킨스는 자신의
1859년 저작『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를 이렇게 시작하였다. “최

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이었고,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신념
의 신시대이자 불신의 신시대였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으며,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Ŕρʪ֨জ _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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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사야 벌린 경(Sir Isaiah Berlin)이 표현했듯이, 20세기는 서양의 역
사에서 가장 끔찍한 세기였다. 에릭 홉스봄은 이를 극단(極端)의 시대로 규정하
고 있다. “재앙ㆍ부패ㆍ위기로 점철된 두 시기 사이의 ‘황금기’(Golden Age)였던

20세기의 한 사분기(四分期)는 일종의 삼부작(三部作)이나 샌드위치 역사라고
할 수 있다”(Hobsbawm 1994, pp. 1, 6). 마크 매조버(Mark Mazover)는 20세기
유럽을 다룬 그의 책에 ‘암흑의 대륙’(Dark Continent)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다. 20세기 유럽에서는 “근대 관료주의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수백만 명을
죽이는 등 유럽인의 생활에 새로운 차원의 폭력이 난무하였다”(Mazover 1998,
p. 404).
ŔρۆͥڮԦέ Ԑϐέ ۍĵՁۤ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는 유럽과 유럽인의 생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2000년경에는 한 사람이 1세기 전보다 시간당 10배의 가치를 생
산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유럽의 평균적 가구(家口)가 사용할 수 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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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서비스, 음식, 의복, 주택, 여름휴가 및 여행, 건강, 교육서비스 등의 양은
1900년에 비슷한 수준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5배나 많게 되었다. 이
탈리아의 노동자층 4인 가구의 월간 소비지출은 1890년대에 180달러였지만,
100년 후에는 동등한 달러 가치 기준으로 1,600달러가 되었다. 게다가, 20세기
후반에는 이들이 건강보험과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외딴
시골을 떠나 부흥하고 있는 도시로 이사하여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었다(그
림 1 참고). “유럽 대중의 일상생활이 바뀐 것은.... 지금까지 유럽 대륙의 역사
에서 가장 혁명적인 일이다”(Feinstein, Temin, and Toniolo 1997, p. 5). 20세기
에 유럽의 사망률은 급격히 떨어졌고(그림 2 참고), 출생시 기대수명은 평균적
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그림 3 참고). 1900년경 유럽 선진국들의 기대수명은
46세였는데, 2000년경에는 78세가 되었다. 한편 후진국에서는 기대수명이 3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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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7세로 늘어났다. 유럽 대륙의 인구는 1세기 동안 계속 증가하였다(그림 4
참고).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20세기 초에 비해 일반인들이 학교를 다니는 기
간이 세 배로 늘어났고, 교육의 질(質)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20세기
유럽인들은 새로운 경제정책과 함께 나타났던 이러한 식의 진보를 매일 경험하
였다. 물론 아주 좋을 때도 있었고, 아주 나쁠 때도 있었다.

ŔρͥڮęՃćۍۆĵՁۤ

20세기의 유럽인들은 스스로 인류발전과 사회진보의 촉진에 기여했다고 오
랫동안 믿어왔다. 일종의 세속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계몽운동 이래로 이러한 생
각이 지배적이었다. 독일 철학자 헤겔(Georg W. F. Hegel)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이 구주(救主)의 재림을 기원하듯이 “절대정신”(絶對精神)
의 세속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에 대한 절대지(絶對知)를 애타게 바랬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다음 단계를 향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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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자신의 목표 및 이상과 일치시키길 원하였다.
이들은 역사와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 즉, 진실에 대한 지식이 인간행동
에 확고부동한 기반을 만들어주었다고 확신하였다. 사람들은 이성적 행동과 개
입을 통해 역사를 형성하고 진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 경제학적 사고와 관습은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꽃을 피운 것이었다.
이들은 인류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통한 경제적 실
험을 끊임없이 하였다.
헤겔이 말했듯이, 국민과 정부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을 우
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조기에 반복해서 나타났던 반대 신호에
도 불구하고, 결국 20세기 유럽은 이 쓰디쓴 결론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잘못
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올바른 또는 그릇된 방식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과거와
발전된 정책에서 교훈을 얻으려 애썼다. 키케로(M. T. Cicero)가 역사를 “시대
의 증인, 삶의 스승”(testis temporum, magister vitae)이라고 묘사한 것은 지난
세기의 경험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의 시대”의 전례 없는 재앙과 사회대변혁은 삼대(三代)에 걸쳐 상처를
남겼다. 두 차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5,000~6,000만 명의 유럽인이 죽었
고 소수민족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혁명과 내전으로 아들이 아버
지에게 등을 돌리고 형제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공황, 그리고 화폐가치를 추
락시키고 수백 년 전의 물물교환제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 하이퍼인플
레이션을 포함한 수십 년간의 경제혼란으로 인해 사회조직이 갈등에 휩싸였다.
평화시대의 국가간 경제전(經濟戰), 가난과 전염병에 의한 고통은 유럽인들의
결단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런 경험들은 대중을 동원했고, 경제ㆍ정치 사상가들에게 교훈을 주었으며,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배움을 얻었으며, 시대적 요청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고,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다. 경제학자
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경기대책을 강구하였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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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이들은 국제금융시장 안정, 일자리 창출, 그리고 “평화시”(平和時)
에는 불가능했던 특별한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였다. 이들
은 일단 핵심적인 정책을 정하게 되면 식민지주의에 대한 입장도 바꾸었다. 20
세기 유럽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탈(脫)식민지화 정책의 압력 때문에 때로는
마지못해서, 대개는 평화적으로 그들의 식민지를 포기하였다. 이들은 더욱 뚜렷
한 기업가적 기질을 갖추게 되었고, 위험을 더 선호하게 되었으며, 몇 가지 새로
운 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경제성장은 새로운 “금송아지”나 당시의 시대정신(Zeitgeist)이 되었다. 국가
정책입안자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겨냥한 새로운 법규와 개입방식을 도입하였
다. 20세기 초에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이 우세
했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실험은 명백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시장조정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재분배제도는 사회의 여러 계층 사이에, 그리고 다양한 지역 사이
에 존재하는 심각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창안되었다.
저개발 국가들은 더욱 강도 높은 자본축적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빠른 경제성
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전시(戰時)경제의 엄격한 통제와
계획은 가치 있는 교훈을 주었다. 통제된 시장은 양차 대전 사이의 수십 년 동안
표준이 되었다. 지중해연안 독재국가를 비롯한 권위주의 체제는 국가의 계획 및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가부문과 경제목표를 달성하고자 통제경제정책
을 확대해나갔다. 러시아와 중앙ㆍ동유럽 국가와 같은 유럽의 저발전 주변부 국
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한층 더 확대하였다. 이 지역의 정권들은 사유재산과 시
장가격을 철폐하고 중앙계획의 비(非)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왜냐하면 이
들은 후진성을 중앙집권적 국가의 정책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다. 근대화 독재권력은 노동조합을 무시했고, 모든 종류의 저항을 탄압했으며,
독재정권의 방패 뒤에 숨어서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급속하고 무리한 공
업화를 추진하였다.
이 모든 체제는 고립주의적(孤立主義的)이었다. 사람들은 독립을 자급자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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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하였다. 규제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이 국가의 틀 안에서 실패하면,
지시된 경제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독일 나치의 수뇌부는 광역경제(廣域
經濟, Großraumwirtschaft)를 창출하였다. 소비에트 블록의 중앙계획경제는 소
련의 주도하에 경제상호원조회의[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id, 코
메콘(Comecon)이라고도 함]를 설립하였다. 한동안 이러한 체제가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지만, 결국에는 이런 계획경제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기술혁
명과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게다가 이들이 당시로서는 무정부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립ㆍ테러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20세기에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정부들은 유망한 몇
가지 요소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국제금융과 무역협정을 통해 경제 환경을 다르
게 조성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급격한 경기변동을
최대한 회피하였다. 이러한 체제들은 혼합 복지국가 경제에서 엄격한 규제정책
과 경기대책을 실시했으며, 종종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가면
서 교통ㆍ통신ㆍ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은 고율(高率)의 세금을 통한 재분배정책을 실시했
고, 무상교육ㆍ의료혜택ㆍ보험ㆍ정년퇴직ㆍ연금보장ㆍ장기유급휴가 등 강력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시민권(市民權)으로 보장된 보편적 복지 서
비스를 통해 이상적인 평등주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으며, 사적 소유권
과 소득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는 주도적 원리
가 되었고, 이와 함께 시민권은 고용ㆍ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전반적 복지증진에 기여했음은 물론 국내시장을
강화하고 소비를 증대시켰으며, 번영의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협동이라는 협력체계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독
재정권에 의해 파괴되었던 노동조합이 복원되었다. 그 대신, 이 시스템은 사회
적 동반자 관계(Sozialpartnerschaft) 또는 오스트리아식(式) 사회적 파트너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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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민주적ㆍ자발적으로 작동했으며, 임금과 이윤의 절제(節制)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국가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수행되었다. 국유기업은 자유시장의 민간기업처럼 행동하였다.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의 강제명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장 유인(誘因)을 이용
하였다. 국가의 규제적 개입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과 결합되었다.
두 차례 전쟁 사이의 기간에 유럽 정부는 경제적 민족주의라 불렸던 경제적 대
립 대신에 평등과 민주주의에 근거한 협력체계인 유럽 자유시장지대를 도입하
였다. 이들은 단일관세를 창출한 후 공동화폐인 유로(Euro)와 공동 중앙은행을
도입하는 경제동맹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6개국으로 시작되었다. 동맹
은 점차 9개국, 12개국, 15개국, 그리고 2004년에는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도입된 경제체제는 경제성장ㆍ구조변화ㆍ지역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경제는 공업ㆍ농업 구조에서 통신ㆍ서비스 주도형 경제로 전환되었다. 유
럽대륙 국가들은 선진 서유럽 중심부와 중심부 소득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저
발전 주변부 간의 전통적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주변부
국가는 서유럽 국가를 따라잡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까지 스칸디나비아제국
은 서유럽 공업화의 주류(主流)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점차 공업화를 이룩하여
187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 서유럽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았다. 지중해연안의
유럽 국가, 아일랜드, 핀란드 등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20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서유럽을 따라잡았다. 특히 이 나라들은 20세기의 3/4
분기 동안 유럽공동체 회원가입과 경제지원을 추구하였다. 중앙ㆍ동유럽의 주
변부 국가들은 이러한 경향을 따라갈 수 없었다. 국가사회주의는 급속한 공업화
를 이루었으나 고립을 수반했고, 경직된 비시장경제는 기술적 후진성을 재생(再
生)하였다.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격차는 근대사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러한 주변부 국가의
수는, 이 지역 8개국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들의 EU 가입은 21세기 초에 그들의 따라잡기 과정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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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비록 “주변부 없는 유럽 대륙”이란 아직까지는
이상향이라고 할 정도로 요원한 일이지만, 적어도 이 지역의 몇몇 국가에게는
완전통합에 이르는 길이 이제 탄탄대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대부분이 “짧은” 20세기의 진정한 “본체”(本體)라 할 수
있는 1914년과 1973년 사이의 대략 60년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20세기의 마지
막 10년 동안과 21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정치체제가 급변했고, 종종 비생산
적인 것으로 입증된 규제가 존재했던 세계체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세계화되었
으며, 사회복지 지출은 무한한 국제경쟁의 장(場)에서 큰 짐이 되었다. 20세기 말
에, 사람들은 역사과정 변화 능력에 대해 오랫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믿어왔던 신
념을 잃었다. 합의되어온 역사를 변화시키려는 시도, 평화유지라는 명분하에 행
사되었던 폭력, 인간 이상(理想)의 수준 저하 등으로 인해 염세주의(厭世主義)가
대두되었다. 20세기의 이상에 대한 보수적 반동은 역사 이해와 진실 발견의 가능
성조차 완전히 거부하였다. 자유방임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승리하였다.
진보를 이룩하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인간의 개입은 20세기 전반에 걸
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는 복합적이었고, 유럽 개혁의 실패는 불가피한 일이
었다. 양차 대전 사이의 수십 년 동안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역사적으로 경제가 가장 현저하게 발전하는 동안에 유럽은 점차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석유파동과 극적인 구조적
위기를 겪은 후, 신기술ㆍ통신 혁명의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다
시 한 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일어났던 세계
화로 인해 전례 없는 국제경제 환경이 창출되었다. 새로운 경제현상이 나타났지
만,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남게 되었다. 진리를 향한 새로운 탐험이 시작되었다.
국민국가의 지원하에 국민경제 발전의 동력이 변하였다. 다국적기업은 기술
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도처에 있는 자회사간에 색다른 노동분업 체제를 구축
하였다. 해외직접투자, 은행대출, 세계화된 자유시장의 금융거래 등이 전례 없
이 증가함에 따라 폭발적인 기술발전과 극적인 경제구조 조정이 촉진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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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화와 더불어 경쟁, “사회적 부담”, 고비용 복지혜택 등의 성격에 대한 재
해석이 이루어졌다.
과연 유럽은 이러한 새로운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까? 비록 이것은 미래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유럽이 이미 인상적인 진보를 이룩했음은 사실이
다. 유럽연합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규모와 세력을 확대하였다. 유럽연합 내에
근대화된 노동분업을 이룩하고 유럽의 다국적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동등한 경쟁
자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유럽은 21세기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편되었
다. 유럽은 미국과 동등한 잠재력을 지닌 경제대국이다. 복지국가의 개혁이 현
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이 과연 복지국가를 철폐하지 않고서도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답은 아
직 확실하지 않다.
이 책은 경제체제의 실험으로서 유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유럽이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즉, 위기와 비극의 도전에 대한 응전에서
실패하기도 성공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매우 성공적인 시대를 구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핵심적인 전제를 하나 갖고 있다. 즉, 20세기의 주도적 추세
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정반대의 경제체제가 점차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발
명되어 새롭게 도입된 체제는 낮과 밤으로 비유될 수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체
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민주적 시장경제와 독재적 통제경제로 대비할
수 있겠다. 낮이 끝날 때까지 서로 싸웠던 이러한 대립적 체제들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 자유방임주의와 통제, 사유와 국유, 계획체제와 개입체제의
요소를 결합하는 일종의 통합(synthesis)을 경험하였다. 게다가, 한 눈에 알아차
릴 수는 없지만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보면, 근대 초기와 근대의 전 기간에 걸친
역사에서 물려받은 유럽 지역간의 막대한 격차가 점차 사라졌고, 경우에 따라서
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졌지만, 점점 더 많은 대륙 국가들의 경제가 평준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서 매우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음악에서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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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화합시켜 주는 대위법(對位法)과 마찬가지로, 경제변혁은 다양성을 확대하
거나 축소시키는, 혹은 경제체제를 분열시키거나 통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
다. 몇몇의 체제는 다른 체제의 “방어수단” 혹은 “대위법”이었다. 몇몇 지역은 다
른 지역과 정반대의 발전 추세를 보였다. 어떤 경제체제의 몇몇 요소는 궁극적
으로 실패한 후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세기말에는 헤겔 변증법의 합(合)이 나타
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 과정이 완수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과연 그것
이 다소 동질적인 성격의 연방 유럽(federal Europe)에서 언젠가 완성될 수 있을
까? 새로운 경제체제가 등장할 것인가? 유럽은 세계화를 반대하는 또 다른 반란
을 경험할 것인가? 오직 21세기만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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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
역한 것이다.『위기의 시대 (Decades of Crisis, 1998)와『탈선한 역사 (History
Derailed, 2003)의 저자이기도 한 버렌드는 이 책을 통해 20세기 유럽경제의 연
대기적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헝가리 출신 미국 대학
교수이자 유럽경제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20여 년간에 걸친 유럽경제사 연구
를 총정리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 각 장의 주제를 20세기 역사의 통상적 분류방식을 탈피하여 당
대에 지배적이었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제1장은 제1차 세계대
전 이전 자유방임시대의 등장, 근대산업의 발전, 세계 속 유럽과 유럽 내 각국의
지위 변화, 독일 경제력의 부상,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따라잡기 시작, 동유럽과
남유럽의 성장 지체 등에 관해 사료(史料)를 토대로 정치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세 개의 장은 규제시장제도, 파시스트 경제지도,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 체제 등 이 책에서 가장 유익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2장은 1914~50년에
있었던 민주국가들의 자유방임의 쇠퇴와 규제시장제도의 등장에 관해 매우 정
합적이고 표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가 종종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시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파시즘의 다양성에 관해 다
룬 제3장은 파시스트 정권과 나치 정권의 차이점도 날카롭게 간파하였다. 제4장
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 장벽의 붕괴까지 동유럽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에 관해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복지국가 창출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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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고 급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장단
점을 균형 있게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두 개의 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근까지 서유럽의 핵심적인 경제사
를 정리하고 있다. 제5장은 서유럽의 성장과 경제통합, 그리고 혼합경제와 복지
국가에 관해, 제6장은 1970년대 이후 세계화 속 자유방임주의로의 복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럽통합을 20세기 유럽 경제사의 큰 줄기 속에서 해석하
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아울러 급속한 따라잡기 성장을 주도한 국가가 기
술이전, 인프라 구축, 구조개혁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자의 지
론이다.
20세기 유럽에서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경제 및 정치체제, 세계대전, 대공
황, 대학살, 고성장과 뒤 이은 성장지체 등 그 어느 곳보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
하고 극적인 역사가 펼쳐졌다. 위대한 사학자인 버렌드는 성장 및 분배 관련 이
슈에 대해 수미일관 비교사적 관점을 견지하고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이 다
양한 변화와 반전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기존의 유럽경제사 관련 저서들이 대개 서유럽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유럽의 여
타 지역에 관해서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유럽경제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고 있다. 20세기 초의 특징적 양상이었던 유럽 지역간 커다란 격차가 점차 해소
되는 과정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사가 이데올로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음을 환기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포스트이데올로기 세계에서 살고 있
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소련과 중앙ㆍ
동유럽 경제에 관한 분석이 다른 경제사 책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유럽통합이 유럽식 복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
전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예컨대 1913년 이전에 서유럽이 미국
과의 경제력 격차를 왜 줄이지 못했는지, 당시 자유방임주의가 얼마나 전반적으
로 실행되었고 성장에 어떤 충격을 가했는지,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 일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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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왜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됐는지 등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
지 않고 있다. 한편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
히 다룸으로써 파시스트 정권과 민주 정권의 경제정책이 거의 유사했음을 부각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번영이 1973년의 위기
로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아마도 중앙집권적 중앙ㆍ동유럽 경제에
국한된 것이었다. 서유럽은 그 후로도 미국을 계속 따라잡았다. 전 세계의 지역
간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1980년대부터 더 심각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990년
대 중반 이후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 격차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도 고려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출간되기 오래전부터 논문이나 저서를 통해 저자와 간접적인
교감을 갖고 있었다. 역자가 저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저자가 역자의 박사학
위 논문 지도교수인 보르하르트(K. Borchardt)와 같이 쓴 대공황 관련 저서를
통해서였다. 우리가 이 책을 기꺼이 번역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은 저자의 학문
적 수월성과 열정을 진작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후 유럽경제사를 쉽고도
정확하게 소개하는 책을 찾고 있었던 우리는 이 책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평소 양서(良書)를 접하게 되면 시간과 능력이 닿는 한 국내에 최대한
번역 소개하겠다는 의욕이 다시 한 번 발동하였다. 우리는 번역을 끝낸 후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돌려가며 읽고 또 읽어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하였다.
이 권위 있는 경제사 개설서는 유럽경제사는 물론이고 경제학이나 근현대유
럽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이 경제학부 학생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고는 있지만, 정독을 한다면 비전공 학생과 일반인들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U로 유럽의 통합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훌륭한 역사서를 읽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
한다. 21세기 유럽과 세계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의 번역 출간을 지원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원
장님과 김박수 부원장님, 그리고 KIEP EU 센터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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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중의 한 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유럽팀장은 현재 미국 UC 버클
리대학교에서 연구년 중에 이 작업을 완수하였으며, 이러한 재충전의 소중한 기
회를 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저작권 계약부터 출간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출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겨준 대외경제정책연
구원의 이현진 연구원과 이민옥 연구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
로 이 책의 한국어판 번역을 좋은 조건으로 수락해준 버렌드 교수와 캠브리지대
학교 출판사 임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24일

이헌대,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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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세기의 3분의 2 이상을 살아온 탁월한 실천가가 20세기 유럽경제
사에 관해 새롭게 쓴 주요 저작으로 여러 시기 경제체제의 흥망성쇠에 관해 매
우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1914년 이전
고전적인 자유방임 체제에서 규제시장 체제, 파시스트 경제지도, 사회주의 중앙
계획 등 양차대전 간 시기의 실험, 1945년 이후 통합되고 있는 서유럽의 혼합경
제와 복지국가의 발흥, 그리고 끝으로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세계화 속 자유방
임으로의 복귀를 전하고 있다. 유럽경제사, 20세기 역사, 비교경제체제 등에 관
해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필독서이다.”
Stephen Broadberry, University of Warwick

“버렌드의 인상적인 이 새로운 교과서는 ‘경제체제의 실험실’인 20세기 유럽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관심을 크게 환기
시키면서 그 내용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의 자료처리 능력도 돋보인다.
버렌드는 일관된 설명의 틀 안에서 성장ㆍ분배ㆍ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적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권위주의 파시스트 정권
경제지도의 형태와 역할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 대학생들은 지난
세기 유럽경제의 현장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쾌한 산문과
논리 정연한 문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Mark Thomas, University of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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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렌드는 한때 나치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헝가리의 어린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학자로 커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헝
가리 과학원(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원장, 국제역사학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ical Sciences) 의장을 지냈으며, 로스엔젤레스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유럽의 경제적 성과, 소득불평등, 경제적 잠재력 등에 관해 명쾌하
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이 권위 있는 개설서는 21세기 유럽의 미래를 이해하
는 데 꼭 필요한 책이며, 이 속에 경제변화의 역사적 경험이 파노라마처럼 펼쳐
지고 있다.”
Eric Hobsbawm, Birkbeck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이반 버렌드가 쓴 이 책은 20세기 유럽의 경제성장 및 발전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책은 서유럽에만 치중하지 않고 스칸디나비아제
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지중해연안 국가, 중앙ㆍ동유럽, 중앙ㆍ남유럽, 러시아,
발칸제국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 및 성과에 대한 매력
적인 비교사적 시각을 투영하고 있으며, 유럽과 세계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
가의 차원에서 이념적ㆍ정치적ㆍ제도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더욱
이, 버렌드의 이 걸작은 유럽통합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기말에 이르러 유럽이
경제적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
다. 20세기 유럽경제사는 유럽의 현대경제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비롯
한 모든 지식인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Herman Van der Wee, Leuve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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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19세기(1770/80년부터 1914년까지)는 유럽의 경제가 가장 눈부시게
변화한 시기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8세기 중
반에 영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제반 전제조건을 갖추었다. 1,000마일
이상의 항해 가능한 운하와 수로, 300개의 뉴커먼(Newcomen) 증기기관, 혁명
적인 농업생산 증대, 역동적인 초창기 공업발전 등을 통해 영국은 세계무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국내 시장은 이 기간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Flinn 1966, p. 62). 18세기에는 영국 총생산의 5~9%만이 수출되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높은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서 영국의 수출비중은 10~12%로 증가
하였다(Bairoch 1976, p. 1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8세기 초반에 다른 산업의 생산은 단지 7% 증가에 그친 데 반해 수출
산업의 생산은 무려 76%나 증가하였다. 영국의 수출총액은 1700년과 1750년 사
이에 두 배, 1800년경에는 세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주도산업이었던 직
물업은 생산량의 절반을 수출하였다. 에릭 홉스봄은 영국 공업화가 대외무역,
특히 인도나 다른 식민지와 같은 저발전 지역과의 무역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Hobsbawm 1968, p. 49).
18세기 초, 영국은 전통적 중상주의 방식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하였다. 예를 들
어, 소위 옥양목 조례(Calico Law)를 통해 인도산 면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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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도산업이었던 직물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번영하였다. 기나긴 19세기에
영국의 수출총액은 30배 증가하여 국민소득의 40%를 차지하게 되었다(Schlote
1952, p. 53). 수출 증가율 또한 186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2%에서 4%로, 그
리고 그 후에는 6%로 증가하였다. 이미 1820년경에 영국의 상품수출 총액은 프
랑스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ㆍ네덜란드ㆍ이탈리아의 수출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
다 더 많았다. 1870년경에는 영국의 수출이 서유럽 총수출의 40%에 달했고, 제1
차 세계대전 무렵에도 여전히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였다(Maddison 2001, p.
361). 영국의 산업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초반의 40년 동안 산업
생산은 10년 단위로 23%, 39%, 47%, 37%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영국은 서서히
농업의 자급자족을 포기하였다.
자유무역은 영국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그토록 확고한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없었다. 포르투갈과의 메수엔
조약(Methuen Agreement, 1703년), 프랑스와의 이든 조약(Eden Treaty, 1786년)
등 18세기 초반의 시도에 이어 영국은 1840년대부터 꾸준히 자유무역을 향해 나
아갔다. 로버트 필(Sir Robert Peel) 총리는 1842년에 막대한 관세수입 없이도 균
형예산을 달성하였다. 그는 국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관세에 의존하는 방식에
서 탈피하여 750개 품목의 수입관세와 영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할
수 있었다. 필 총리는 1845년 더 급격한 관세인하를 추진하였다. 당시에 발생했
던 극심한 아일랜드 기근(饑饉)을 계기로,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와 농업 이익을
위해 존속되어 왔던 곡물법(穀物法, Corn Law)이 (1846년과 1849년에) 폐지되었
다. (1849년의) 항해법(航海法, Navigation Law) 폐지로 영국 항구에 정박한 선
박들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그러나 그 후 4반세기가 지나고 1860년대에
글래드스턴(W. E. Gladstone)에 의한 균형예산이 집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관세
가 철폐되고 자유무역정책이 영국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코브던ㆍ슈발리에 조약(Cobden-Chevalier Treaty,
1860년)은 유럽 전역에 걸친 자유방임 체제 건설에 있어 최초의 획기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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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 조약의 최혜국(最惠國) 조항은 그 후 제3국과의 협상에 입각한 관세
인하를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유무역의 국제화를 이끄는 견
인차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19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간 영국이 독일ㆍ이탈리아ㆍ
벨기에ㆍ스웨덴ㆍ노르웨이ㆍ스페인ㆍ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ㆍ포르투갈과 일련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유럽은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다각적 지불(支拂)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촉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쌍무적(雙務的)으로 이루어졌지만, 적
어도 20~25%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제무역을 촉진했다. 왜냐하
면 각국이 한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다른 나라와의 무역흑자로 상쇄할 수 있게
되어 무역수지 균형에 필요한 금과 경화(硬貨)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많은 양의 금과 경화를 준비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중대
한 장애물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 금본위제의 도입과 함께 자유방임 체제를
향한 중대한 진일보가 이루어졌다. 1870년대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금은 복
본위제(프랑스), 은본위제(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제국, 독일 영방국가들), 또는
불태화(不胎化) 제도(러시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
분의 통화는 태환(兌換)이 불가능했는데, 이것은 대외무역 확대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었다. 금본위제의 선구자는 역시 영국이었다. 영국은 18세기 말에 이러
한 방향으로 중대한 진보를 이룩하였고, 1821년에 금본위제를 완전히 채택하였
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한참 뒤에야 이를 따랐다. 1867년 파리에서 열린 유럽통
화회의(European Monetary Congress)는 금본위제의 도입을 지지하였다. 그 해
에 네덜란드가 금본위제로 이행한 데 이어 스칸디나비아제국도 뒤를 따랐다. 통
일 독일은 금에 기초한 마르크(mark)라는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였다. 1878년에
는 라틴통화동맹(Latin Monetary Union)도 금본위제를 채택했고, 이를 통해 서
유럽 국가들은 같은 통화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890년대에 오스트리아ㆍ헝가
리와 러시아가 채택함에 따라 금본위제는 유럽 전역에 걸쳐 공동의 제도가 되었
다. 각각의 통화단위는 일정량의 금에 고정되었고, 따라서 통화단위들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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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금에 기초한 환율은 안정되었고, 또한 금의 고정성(固定
性)에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재정
거래(裁定去來, arbitrage)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1821년과 1914년 사이에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던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사실상 금과 동격(同格)으로서
국제통화가 되었다(Kenwood and Lougheed 1971).
복본위제(複本位制)하의 보호주의에서 금본위제하의 자유무역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자유방임주의의 이론과 사상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나타
났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18세기의 지배적 관념이었던 관방주의(官房主義)
와 중상주의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당시까지 경제학이 독립학문이 아니
라 정치이론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상업자본주의 초기의 중상주의 경제정책은
금은(金銀)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려고 애썼다. 국가는 국내생산 증대, 무
역 규제, 국가수입 증대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역동적인 개념이었다. 무역
흑자를 통해서만 국가의 귀금속(금은 등) 축적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외
무역의 엄격한 통제와 수입규제를 위한 보호관세는 중상주의의 근간을 이루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발달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정치사상가들이 “자본주
의의 국가 지도(指導)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상주의는 상업자본주의의 이론과 이념적 합리화로 평가되어왔다. 한편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가치(價値) 문제는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移行)이 어
느 정도 진척되고서야 비로소 대두되었다(Heimann 1964, pp. 35, 39).

중농주의학파, 특히 프랑수아 케네(François Quesnay)는 무역과 화폐를 부
(富)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한 중상주의 이념을 공격함으로써 사고방식을 바
꾸었다. 그 대신, 이들은 부의 창출을 위해 토지와 채취산업에 의한 상품생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자유무역과 경제적 자유를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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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논쟁이 뒤따랐다.
이 개념은 존 로크(John Locke)나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개인주의 사
상에서 유래하였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들은 “민간의 장점과 공공재(公共財)
간의 신성한 조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마르키 다겐슨
(Marquis d'Argenson)이라는 프랑스인이 자유방임주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훌륭한 통치(統治)란 통치를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리
미 벤담(Jeremy Bentham)은 그의 저서『정치경제학 입문 (A Manual of
Political Economy, 1973)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정립하였다. “일반적인 원칙
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방임 경제체제의
점진적 등장과 그 후 도전받지 않은 우월한 지위를 통해 19세기의 성격을 규정
할 수 있다.

18세기에 정부가 그 최소한의 기능을 넘어서 행한 거의 모든 것은 해롭거나 성공
적이지 못하였다. 아니, 그런 것 같았다. 경제학자들은 부ㆍ상업ㆍ기계는 자유경쟁의
자식(子息)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그보다 나아질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자유경쟁이 인류를 만들었다.... 적자생존의 이론은 리카도 경제학을
포괄적으로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eynes 1927, pp. 13-14).

그러나 산업시대의 포괄적 경제이론ㆍ이념을 개발한 선구자는 애덤 스미스
(Adam Smith),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과 같은 영국 경제학의 1세대였다. 이들의 사상은 두 가지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 하나는 뉴턴 물리학의 시대정신(Zeitgeist)과 계몽주의, 다른 하나
는 영국의 실용주의와 이기주의이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자기영속
적 조화가 가능한 내부의 자연법칙에 의해 통제되며, 인류도 이에 포함된다. 새
로운 관점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자유인은 자연법칙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와 경제에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외부의 개입은 해롭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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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영국의 실용주의도 같은 맥락이었다. 즉,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경제와 무역이 이롭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이론은 자연법칙으로 정형
화되었고, 세계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
역만이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체제라고 굳게 믿었다.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논리학과 수사학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윤리철학을 가르
쳤던 교수인 애덤 스미스는 그의 대표저서이자 근대경제학의 초석인『국부론』
(Wealth of Nations)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절
되는 예정된 조화라는 경제학 개념을 창안하였다. 스미스의 자유방임 체제에서
는 이기심이 자유경쟁 때문에 공익(公益)에 기여한다. 노동분업은 공장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생산성의 증가를 가능케 한다. 스미스는 “노동의 생산
력이 최대한 개선되고 숙련도가 증가한 것은 노동분업의 효과 때문인 것 같다”
고 설명하였다(Smith 1970, p. 8). 개인의 공장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가장 효율
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특화(特化)해야 한다. 개입주의와 보호주의는 가
장 생산적인 고용에 인위적 장벽을 형성한다.
데이비드 리카도는『국부론 이 출간되기 4년 전에 태어났고, 가족기업 경영
에 참여했으며, 런던 시에서 중개인이 되었다. 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의 하나가 되었다. 그의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두 무역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국이 각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국과 농업
국 간의 무역은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19세기 중반 가장 위대한 지식인의 하
나가 되었다. 그는 사유재산의 무한한 인정과 인권 및 자유의 유일한 기반인 자유
경쟁시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학과 정치철학에 기초적 공헌을 하였다. 그의 논
문 ｢자유에 관하여｣(On Liberty, 1859)에서 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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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한때 가격을 고정시키고 제조과정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로 간
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구매자들에게만 동등한 자유를 부여하지 않고 생산자들과 판
매업자들을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인식되고 있다.... 규제는....
실제로 속박이며, 모든 속박은 죄악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낳길 바라는 결과를 실
제로는 낳지 못한다(Mill 1946, pp. 695-698).

사회정치학의 영역에서 동일한 신성한 조화(divine harmony)를 구상한 밀은 그
의 저서『대의정치(代議政治)에 관한 단상 (Consideration on Represen- tative
Government 1861)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한편으로는 수공업 노동자들과 그들의 이해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사용자(使
用者)들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의회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들 중 누군
가가 이것의 성공 여부에 좌우되든지 간에, 이러한 균형은 좀 더 강한 동기와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행동하는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개인적 관심 속에서 유지
되었다. 대의정치는 완벽한 정부의 이상형(理想型)이다(Mill 1946, pp. 823-824).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 및 정치학에서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와 개인적 자유 및
민주주의 간의 연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 보편적 관심을 표현하고 보편적
자유 및 조화를 보증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19세기 공업화의 모델 국가인 영국
은 자국의 독특한 성공을 통해 점차 자유무역과 경제사상에 몰두하는 것을 정당
화하게 되었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널리 수용되었으며, 비록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국가경제가 위험에 처하면 유보되기도 했지만,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그것은 선진국들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기치 아래, 유럽경제의 국제화 또는 제1차 세계화 추세
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고 제도화되었다. 자유무역과 금본위제의 급속한
확산은 전 기간에 걸쳐 유럽에 저관세 혹은 무관세 지역을 만들었으며, 환율이
극히 안정됨으로써 태환 가능한 통화를 창출하였다.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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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가 되었다. 자유무역과 함께 대양무역 및 통신과 유럽의
철도시스템을 비롯한 국제 통신망이 형성되었다. 1825년 영국에서 최초의 철도
가 개통된 후, 1910년경에는 약 36만 3,000km에 달하는 철도망이 유럽 대륙에
건설되었다. 각국은 다른 나라와 연결되었고, 운송 시간 및 비용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
유럽 주요 수로(水路, 1868년 라인 강이 최초)의 국제화, 그리고 도량형 제도
(1875년)와 함께 국제전신연맹(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1865년), 국제우
편협회(International Postal Association, 1875년) 등 다양한 국제제도가 마련되었
다. 1880년대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 특허ㆍ저작권 협정에 동참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유럽에서 국제적 자유방임 체제의 도입을 위한 길을 열었다. 비록 유
럽 대륙이 이러한 국제적인 자유방임 체제에 전념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국내 정
책에서 보호주의와 정부개입주의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1873년 미국
의 경쟁이 농업을 강하게 위협하는 등 유럽의 시장에 충격을 가한 후에 나타났다.
중심부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었던 주변부 국가들에서 특히 그랬다.

ŖʂԓۆغՁۤ

19세기의 경제발전은 세기 전환점에 이룩된 과학적 성과에 힘입어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그 절정에 달했다. 여기에는 신산업(新産業)의 성장을 낳은 근대 화
학이 포함되었다. 전기와 발전(發電), 그리고 그것을 응용한 제2ㆍ제3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원이 창출되었고, 야금업이나 공학과 같은 기존 산업뿐만 아
니라 운송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19세기에 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석탄부
재(不在) 국가들은 수력발전소의 건립으로 갑자기 에너지 부국(富國)이 되었다.
스위스ㆍ노르웨이ㆍ이탈리아가 이러한 발전에서 커다란 이익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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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비교적 빠르게 유럽을 정복하였다. 파리는 스스로를 전기 수도(首都)
라고 선언했고, 1891년 11월에 개최된 세계 전기박람회를 보기 위해 무려 90만
명이 몰려들었다. 1906년경 약 3,000개의 자치구에 전선이 연결되었다(Beltran
and Carré 1991, pp. 64, 103, 106, 124). 런던도 뒤처지지 않았다. 1890년에는
시간당 약 380억 와트의 전기에너지가 판매되었다. 그 후 10년 내에 이 전기량
은 5배 증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기는) 상업도시의 중심지와
교외의 부촌(富村)에 집중되었다”(Hannah 1979, p. 189). 1903년경에는, 도시
인구의 불과 6~7%만이 전기를 사용했지만, 2개 도시만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10
만 명이 넘는 영국의 모든 도시에 전기가 공급되었다. 1919년경에는 영국의 50
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었다(Byatt 1979, p. 25).
이와 동시에 거미줄 같은 전차망은 유럽의 새로운 도시교통망을 형성하기 시작했
다. 최초의 전차는 1884년 베를린, 1890년대 프라하에서 각각 등장했다. 런던의 전
차망은 1900년경에는 921km로, 1906년경에는 3,533km로 연장되었다. 1912년에 파
리의 전차망의 길이는 2,004km였다. 같은 시기에 부다페스트는 172km의 전차망을
갖추고 있었고, 한 해에 21만 4,000명이 이용하였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은 1863년 런던의 패딩턴 스트리트와 파링던 스트리
트 사이의 구간에서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수십 년 동안 런던의 “지하철”(tube)은
증기(蒸氣)로 운행되었지만, 전철화 사업은 19세기 말 시작되었고, 1905년경에는
도심순환선이 전철화되었다(Byatt 1979, pp. 46-50). 1896년에는 2km 길이의 부
다페스트 지하철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에는 파리 지하철(Metro)
이 개통되어 전쟁 전에 하루 50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였다.
전기를 이용하여 전화가 만들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거의 350만 개
의 전화선이 유럽에 존재했고, 53억 번의 통화는 신기술의 확산을 예고하는 것
이었다. 또 다른 중대한 혁명적 기술변화는 가장 중요한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엔진 자동차의 출현이었다. 자동차가 초기에는 사치스런 장난감에 불과했지만,
애초부터 인기가 있었다. 자동차는 빠르게 개선되었고, 1913년경에는 인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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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율이 프랑스에서 473 대 1, 스위스에서 890 대 1, 독일에서 1,567 대 1
이었다(Merki 2002, pp. 40-1, 78, 91, 95-7). 자동차와 버스가 일찍이 공공 교통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1900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택시가 등장했는데, 그 후
1912년까지 약 2,000대로 증가하였다. 택시가 런던의 거리를 처음 달린 것은
1904년이었다. 유명한 파리 공공마차는, 927개의 버스가 이미 2억 600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 시점인 1913년에 마지막 주행을 하였다.
내연기관을 적용한 또 다른 중요한 운송수단인 비행기는 전쟁 기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1911년 10월 역사상 최초로 이탈리아는 트리폴리 부근의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비행기를 사용하였고, 그 며칠 뒤인 11월 초에는 사상 최초의 공중폭격이
발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하였다. 독일의 융커스ㆍ
포커 공장(Junkers-Fokker Works)은 1917년 기체가 모두 금속으로 된 비행기의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했다(Morrow 1993, p. 154). 독일 공군은 전쟁 중에 ME-109
전투기로 런던을 폭격하였다. 그리고 민간항공 및 항공운수업도 이와 함께 성장하
였다. 1909년에는 세계 최초의 항공사인 독일의 델락(DELAG)이 설립되었다.
비록 신기술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했지만, 전통기술 부
문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근대성의 상징인 철도는 세기 전
환점에 최초의 노선이 전철화되는 등 근대화되기 시작했다. 전기ㆍ자동차ㆍ비
행기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었고 아직 대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했지만,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은 경제발
전에 엄청난 자극을 가했으며, 1890년과 1913년 사이에 유럽의 산업생산은 두
배 이상 신장되었다(Bairoch 1976).
서비스 부문은 선진국의 경제성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가 되었다. 전쟁 전에
3분의 1 이상(노르웨이와 영국과 같은 몇몇 경우에는 약 50%)의 경제활동인구가
무역ㆍ운송ㆍ은행ㆍ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했으며, 그 생산량은 서유럽
국내총생산(GDP)의 30~45%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유럽의 경제는 절정에 달했
다. 1900년과 1913년 사이에 유럽의 GDP는 인상적이게도 27%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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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 서유럽 국가들은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며, 경제진보를 향
해 선택된 경로를 따라 전진하였다. 기존의 주도국들은 그들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13년경에 독일과 덴마크도 이 엘리트 집단에 합류
하긴 했지만, 1900년과 1913년 사이에는 영국ㆍ벨기에ㆍ네덜란드ㆍ스위스ㆍ프
랑스가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다.

Ճć՚ڦۆͥڮԜ

서유럽의 소득수준은 19세기에 거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남유럽과 동유럽은
다소 완만한 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서유럽의 번영에서 혜택을 입었으며, 이 지
역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세기 초 유럽은 세
계경제를 지배하고 있었다. 즉, 유럽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
(46%)과 세계 1인당 GDP의 4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70년대부터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났다.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
질랜드의 합산 GDP는, 비록 1913년경 서유럽 전체 GDP의 79%에 불과했지만,
19세기에 43배나 증가하였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보면, 그 양상은 약간 달
랐다. 1820년과 1870년에 이러한 역외 국가들은 영국 1인당 소득수준의 각각
69%와 75%에 불과할 정도로 영국에 크게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1870년대부터 크게 도약하였으며, 1913년경에는 이미 영국을 4%, 서유럽 평균
을 40% 이상 앞질렀다.
국제 체제의 한 부분이지만 주변부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남미의 경우 19세기
에 1인당 소득수준이 두 배로 높아졌다. 한편 대체로 세계 체제의 아웃사이더였
던 아시아ㆍ오세아니아ㆍ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은 19세기에 28~35% 증가하는
데 그쳤다(표 1-1, 표 1-2, 표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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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서유럽 23개국
** 유럽 전체 39개국
*** 해외 4개국
**** 남미 44개국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56개국
※ 아프리카 56개국 ※※ 전 세계 199개국
⁺ 기어리·캐미스 달러(Geary-Khamis dollars)
자료: Maddison(1995a),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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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및 발전 수준은 공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세기 초에, 역사
적으로 농업인구가 적었던 영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
사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 인구의 38%만이 농업에 남아 있었고,
33%는 공업에, 29%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다(그 당시 미국은 인구의 70%가 농
업에 종사했고, 공업과 서비스업에는 각각 15%의 인구가 종사하였다). 1860~70
년 영국에서는 공업과 농업의 고용 비율이 42 대 23이었다. 한편 미국ㆍ독일ㆍ
프랑스에서는 노동력의 50%가,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약 70%가, 일본에서는
60%가, 러시아에서는 거의 90%가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다.
1913년경 영국은 12%, 서유럽은 약 28%(미국과 거의 같음)의 농업고용 비율
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대체로 농업 중심적이었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은 40% 이상, 일본은 60%, 러시아는 70%, 중국과 발칸제국은 80% 이상이
농업 인구였다(Maddison 1995, p. 39; Berend and Ránki 1982, p. 159).
유럽의 중심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산품 공급자였다. 1913년 유럽은
전 세계 공산품의 52%를 생산하였다. 영국ㆍ독일ㆍ프랑스 3개국은 유럽 전체
공산품의 72%를 생산했고, 유럽 공산품 수출에서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국 혼자서도 세계 직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 유럽 3개국은
세계의 수출 식량 및 원자재의 63%를 구매하였다. 아시아ㆍ남미ㆍ아프리카ㆍ
동인도의 무역을 모두 합쳐 세계 무역의 25%밖에 되지 않았던 1913년에, 유럽
은 세계무역의 62%를 차지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유럽은 19세기 국제 자본수출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금액인 400억 달러 이
상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세계경제는 유럽
의 세계경제가 되었다.
유럽의 경제시스템이 뚜렷이 국제화되고 상호 협력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공업화된 유럽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국가들은 세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며 잠재적으로 반목하는 경쟁자들이었다. 의욕적인
팽창주의와 식민제국 건설을 둘러싼 치명적인 경주(競走)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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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 동안 서유럽
의 중심부 국가들은 그때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세계의 영토를 정복하였다. 영국
은 3억 4,500만 인구의 제국을 건설하였으며, 프랑스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
양연안 등지의 5,600만 명을 지배하였다. 벨기에와 같은 서유럽의 작은 나라들
도 본국보다 8배나 더 큰 아프리카 영토를 정복했고, 네덜란드는 아시아에서
3,500만 명을 지배하였다. 심지어는 그 비중도 과장되었다고 패트릭 오브라이언
(Patrick O'Brien)은 주장하였다. “유럽의 식민지와 해외정착지에서 공급된 상품
은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해외에서의 (정치적) 지
배와 식민지화는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다”(O'Brien 2004, pp. 19, 35).
다른 대륙의 정복과 지배는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우월한”
프랑스 문화 대변인들의 위선적인 문명화 사명(使命)(mission civilisatrice)이었
다(Conklin 1977). 키플링(Rudyard Kipling)은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그의 시(詩)에서 오만방자하고 자만심에 빠진 영국인들을 “반은
악마이고 반은 어린이”인 포로(捕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
하였다.
무엇이 이러한 열광적 팽창주의에 불을 붙였는가? 식민지주의는 산업자본주
의로부터 새로운 유인(誘因)을 얻었다. 홉슨(J. A. Hobson)은 1902년에 그의 책
제목에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제국주의”라고 칭하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팽창의 주된 유인은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이었다. 이것은 기술의 노년기가
상당히 진행되어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었던 영국에서 투자기회가 점차 소멸됨
에 따라 절실히 필요하였다(Hobson 1902). 독일 사회민주당의 선도 이론가였던

칼 카우츠키(Karl Kautsky)는 1907년에, 시장의 독점, “제국 건설”, “농업 분야”
의 식민지화, 군사화 촉진을 수반한 강대국들 간의 경쟁, 무기 생산, 전쟁발생의
위험 등의 특징적 양상을 보인 188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국면이라
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또 다른 선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로사 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는 1913년에 자본주의는 시장ㆍ원자재ㆍ노동력을 추가 확보

48 ]Ճşͥڮą܃Ԑ

하지 않고서는 자체 재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자
본주의 부문 밖에서 “제3존재”(third person) 즉, 훗날 “제3세계”(third world)라
고 불린 농업 중심의 주변부 국가를 필요로 하였다(Luxemburg 1975). 레닌
(Vladimir I. Lenin)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였다. 그는 1917년 연구에서 제국주의
국면을 자본주의의 자연스런 발전단계로 규정하였다.
제국 건설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본주의 경제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밀접한 관
계가 있었으며, 강한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강대국들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1887년에 트라이치케(Heinrich
von Treitschke)가 독일의 이데올로기와 후발공업국 태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강대국들은 모두.... 미개발 지역에 마르크를 투자하길 원한다.... 이러한 경주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비참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식민지화는 강대국들의 사
활(死活)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Treitschke 1887).

19세기 말에 사회지리학적 진화론자인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riedrich
Ratzel)은 ‘생활공간’(Lebensraum)이라는 용어 즉, “공간 투쟁”(struggle for
space) 이론을 만들어냈다(Ratzel 1987). 이것은 독일 팽창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아시아ㆍ중앙아시아ㆍ유럽의 거대한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는 레닌이 “국내 식민지 건설”(domestic colonization)이라고 부른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까지 손을 뻗지
는 않았지만, 인접 영토를 흡수하고 “러시아화(化)”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향으
로 제국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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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유럽이 이룩한 고도의 번영은 대체로 산업혁명과 연계되어 1세기
동안 지속된 성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급속한 성장은 불균형을 낳
았다. 일부 선진국들은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더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런 변화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옛 주도국들은
그들의 주도적 지위에 지나치게 안주한 나머지 세기의 전환기에 나타났던 구조
적 변화에 비교적 느리게 대응하였다. 미국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프랑스ㆍ독일ㆍ스칸디나비아제국에 비해서도 느렸다.
영국은 세계의 주도적인 공업국으로서 절정에 달한 후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
에 비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반세기 동
안 영국의 연간 수출증가율은 5~6%에서 3%로 하락하였다. 1870년 전에는 매
10년마다 30~35%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이 1870년 이후 17%로 하락하였다. 예
컨대, 영국의 화학공업은 전쟁 전에 독일과 미국이 생산한 규모의 각각 2분의 1
과 3분의 1 수준 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산업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ㆍ스웨덴ㆍ독일의 생산성 증가속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네덜란드는 국내시장에 산업소비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 경제적 진보를 이룩
하였다. 중요한 새로운 산업부문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전통산업이 여전히 경제
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식품가공업과 방직업이 산업노동자의 40%
이상을 고용하였다.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여전히 고도로 특화된 농업
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 가량이 이 부문에
고용되었다. 전쟁 전에 네덜란드의 1인당 산업생산은 서유럽 국가 중에서 (20위
를 차지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Jansen and Smidt 1974, p. 36).
옛 주도국들 중에서도 프랑스는 특별하였다. 물론 이 나라에서도 옛 주도국들
이 앓고 있던 병의 증상이 약간 나타나긴 하였다. 전통적인 수출산업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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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직물ㆍ완구ㆍ사치품이 여전히 1913년 프랑스 수출의 54%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의 경쟁국에 자국의 입지를 빼앗겼다. 1913년 프랑스의
소농(小農)은 경제활동인구의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서유럽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인해 유럽 무역에서
프랑스가 차지한 비중은 약 20%에 달했으나, 1913년경에는 12.6%로 감소하였
다(Broder 1976, p. 305). 투자활동도 비교적 부진하였다. 이것은 주로 자본수
출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이는 총 자본형성의 20~25%를 차지하
였다(Girault 1979, p. 26; Lévy-Leboyer 1977, p. 74).
이런 특별한 취약성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제는 인상적인 역량과 자
력갱생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신기술과 새로운 주도산업이 출현하였다. 발전량
은 3억 4,000만 ㎾에서 18억 ㎾로 비약적 증가를 보였으며, 전쟁 전 전동기는 증
기기관 잠재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전력산업은 매년 생산량을 14%씩
증가시켰다. 그르노블(Grenoble) 주변에는 근대적인 전력야금업이 알프스 산맥
의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근대적인 철
강업을 육성했는데, 이것은 1892년과 1913년 사이에 (방직업보다 세 배 빠른 속
도인) 연간 4.6%의 비율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알루미늄 산업에서도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6%를 생산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Lévy-Leboyer
1968). 무엇보다 가장 큰 새로운 성공은 자동차공업의 성장이었다. 자동차업체
인 푸조(Peugot)와 르노(Renault)[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타이어 제조회사인 미
슐랭(Michelin)]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1913년경에 프랑스는 4
만 5,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신산업의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
위, 유럽에서는 제1위였다.
프랑스 경제는 20세기의 새로운 요구조건에 빠르게 대응하였다. 1인당 GDP는
1897년과 1913년 사이에 32%나 증가하였다(Maddison 1995a). 생산규모를 고려
했을 때,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에 이어 제3위의 경제대국이었다. 1인당
산업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영국ㆍ독일ㆍ스위스ㆍ벨기에에 이어 제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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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성공은 더욱 역동적인 인접경쟁국 독일의 눈부
신 성공에 비하면 부분적 성공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독일은 당시 가장 근대
적인 산업부문의 기술 주도국이자 중심지가 되었다. 통일 독일의 독특한 성공에
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던
1870년대 초 “설립기”(設立期, Gründerzeit)부터 독일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산
업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독일은 뚜렷한 경제성과, 고도로 발전된 운송체계,
은행 네트워크 등에 힘입어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낡은 구식(舊式)기술의 “짐”
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독일은 부상하는 과학ㆍ신기술 집약 산업에 집중
할 수 있었고, 과거의 경쟁국들보다 훨씬 더 근대적인 산업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미 세기의 전환점에 독일은 20세기 유럽의 전형(典刑)이 될 핵심 산업을 육
성한 최초의 국가였다. 제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방직업이 독일의 공업화에
서는 부차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쟁 전에 그 중요성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여 산
업인력의 약 10%를 고용하는 데 그쳤다. 석탄산업, 제철업, 철강업은 19세기 말
부터 진정한 성장 동력(動力)의 역할을 하였다. 루르 지방은 독일 산업의 심장부
가 되었는데, 1913년에는 19개 기업이 1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제
철업과 철강업은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기술적으로 가장 근대적이고 주도적
인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1890년과 1913년 사이에 철과 철강의 생산량은 유례
없이 3~4배 성장을 달성하였다. 1913년경에 이 산업부문은 독일 전체 산업생산
의 6분의 1을 차지했으며, 독일은 프랑스보다 세 배, 영국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기초 산업의 견고한 토대를 기반으로 독일은 영국이 누리고 있던 주도
적 지위를 넘보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의 공학산업 하나를 창조하였다. 이 산업
은 전쟁 전 산업노동력의 15% 이상을 고용하였다. 우수한 과학기술 교육 덕분에
조선 부문에서는 1890년과 1913년 사이에 고용을 두 배, 생산량을 세 배로 늘릴
수 있었으며, 다른 여러 공학산업의 기반을 형성한 노동력을 배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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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her 1978, pp. 535-41). 유럽의 구 공업국들에서는 여전히 방직업과 다른
소비재산업이 소위 중공업에 대해 평균 3 대 1 혹은 심지어 4 대 1의 비율로 생
산을 주도하였다. 반면 세기가 전환된 후부터 독일에서만은 중공업이 소비재산
업에 대해 2 대 1의 비율로 이익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독일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등장한 산
업부문에 있었다. 전력생산의 눈부신 발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13년경 독
일은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웨덴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
였다. 지멘스ㆍ슈커(Siemens-Schucker)사는 (두 기업이 합병한 1903년부터) 국

내에서 5만 7,000명, 해외에서 2만 4,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고, 유럽의 발전
소 건설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전력산업에 이어 전기야금업과 전기화학공업
의 비중이 컸는데, 거대한 아에게 베르케(AEG Werke)는 일련의 가전제품을 선
보였다.
그러나 독일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근대적 화학공업의 도약이었다. 일찍이
1870년대에 바덴 아닐린(Badishe Anilin), 아그파(Agfa), 바이엘(Bayer) 등을 위
시한 독일 기업들이 세계 화학제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반세기 동안 독일의 화학공업은 연평균 6.2% 성장했으며, 그 생산량은 10
배로 증가하였다(Fischer 1978). 전쟁 전 독일은 전 세계 화학제품의 3분의 1과
종합염료의 90%를 수출하였다. 독일 화학공업은 미국보다 60%, 유럽의 제2생
산국인 스위스보다는 5배나 더 많이 생산하였다. 이 나라가 갖춘 과학 분야에서
의 특유한 저력과 독특하게 진보한 기술교육제도는 과학기반 산업을 위해 튼튼
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독일의 경제성장은 20세기 초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했으며, 1879년과 1913년 사이에 1인당 GDP는
무려 32%나 증가하였다(Hoffmann 1971, pp. 31-5; Köllmann 1978, p. 17).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도 미치
지 못했지만, 대륙 산업생산의 72%, 석탄의 93%, 철강의 78%, 공학제품의 80%,
화학제품의 74%를 생산했으며, 수입 면화의 73%를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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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군에 속하는 스칸디나비아제국은 19세기 말까지
식품과 원자재의 중개무역국으로서 세계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이익을 보았고,
수출을 위해 생산했으며, 기반시설 투자를 비롯한 중요한 해외투자를 받아들였
다. 더욱이 스칸디나비아제국은 유럽의 중심부 국가에 합류하기 위한 따라잡기
과정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내부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
고 있었다. 20세기 초에 이 지역은 경제 챔피언이 되었다. 덴마크ㆍ스웨덴ㆍ노르
웨이는 세기 전환기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적ㆍ구조적 조건에 적응할 수 있었
고, 근대 공업화의 길을 따라 빠르게 행진하였다. 원목ㆍ목재ㆍ철광석 등 가공
되지 않은 제품의 수출은 급속히 발전하는 제조업에서 생산된 펄프나 종이와 같
은 공산품의 수출로 대체되었다. 1891년과 1900년 사이에 스웨덴 수출의 38%는
가공되지 않은 원목, 8%는 펄프와 종이로 구성되었지만, 1911~13년에는 원목
수출의 비중이 26%로 감소한 반면 펄프와 제지는 18%로 증가하였다(Fridlizius
1963). 1896년과 1912년 사이에 스웨덴의 펄프산업과 제지업은 수출품의
75~80%를 차지할 만큼 월등한 수출 주력산업이 되었고 매년 11%씩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장 역동적인 산업이 되었다.
1890년대부터 스웨덴의 철강업은 영국 산업혁명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멘스 마르텡(Siemens-Martin) 평로법(平爐法)이라는 신기술로써 자력갱생할
수 있었다. 철과 강철의 수출은 스웨덴 총수출의 10%를 차지하였다(Nilsson
1972). 공학산업, 특히 전기산업도 중요한 신산업으로 부상하였고 그 생산량은
6배나 증가하였다. 1913년에 공학산업은 산업노동력 전체의 19%를 고용했고,
총생산물의 14%를 생산했으며, 총 수출물량의 10%를 공급하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유사한 경로(經路)를 밟았다. 1866
년까지 노르웨이 경제는 대체로 원목과 목재의 생산 및 수출(전체의 42%)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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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수산업과 어류 수출(전체의 47%)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르웨이의 공업화는
사실상 그때까지 가공하지 않고 수출했던 원목을 가공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910년경 원목의 43%는 펄프로, 23%는 종이로 가공하여 수출하였다(Hodne
1975, p. 33). 에너지 빈국(貧國)이었던 노르웨이는 수력발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하였다. 1914년경에는 92만 마력의 용량을 지닌 123개의 발
전소가 존재하였다. 이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원은 인공비료ㆍ알루미늄ㆍ전기강
(電氣鋼) 산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다른 근대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 제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노르웨이 화학공업의 수출이 원목산업의 수
출을 능가하였다.
노르웨이의 서비스업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노르웨이 경제의 특징적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는 19세기 말에 해운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경 150만 톤 이상에
달한 상선 적재량은 세계 제3위의 규모였으며, 해운업은 수출소득의 3분의 1을
창출하였다(Johnsen 1939). 1910년에 서비스 산업의 생산은 GDP의 50%를 차
지하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공업화가 수출에 의해 강력하게 주도되었던 반면, 덴마크
의 수출 경제는 여전히 농업에 토대를 두고 있었으며 식품가공업의 비중이 컸다.
수출 지향적 근대농업은 사실상 덴마크 경제의 기반이었다. 1893년과 1914년 사
이에 돼지의 수는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식품가공업은 주력산업으로 부상했으
며, 덴마크 산업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Milward and Saul 1977, p. 504). 이
나라는 세기 전환기 세계화에서 이익을 보았다. 영국은 단일 국가로는 덴마크 수
출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었는데, 1885년과 1910년 사이 덴마크의 대영(對英)
수출은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막대한 수출소득에 힘입어 덴마크의 공업화는 19
세기 말부터 점차 진척되기 시작했다. 덴마크의 공업화는 수입대체의 성격을 띠었
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공산품 내수(內需)의 70%를 충족하였다. 덴마크
의 경제발전은 보완적이며 수출지향적인 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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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제국의 GDP는 20세기 초에 급증하였다(표 1-4 참고). 제1차 세
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 지역의 소득이 서유럽의 소득수준에 거의 근접하여
덴마크는 98%, 스웨덴은 84%에 달했던 한편, 스웨덴은 유럽 평균보다 세 배 수
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शĵܳʪĶۺݕ۾ۆЃ͇ę֪Դͥڮą܃ʂĶۆҙԜ
(단위: 1990년 달러의 구매력지수로 평가한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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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제국이 서유럽 중심부 국가들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동안, 유럽의
경제발전은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지중해연안 국가와 중앙ㆍ동유럽 국가들은 서
유럽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고, 스칸디나비아제국의 기적을 반복할 수 없었다. 하지
만 이 나라들은 글로벌 유럽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고, 그 중 몇몇 나라는
국제화로 이익을 보기도 했다. 시드니 폴라드(Sydney Pollard)는, 유럽의 공업화 과
정이 일체화(一體化)되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립경제
를 위한 폐쇄경제 모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Pollard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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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대외무역의 급신장이었다. 성장하는 서
유럽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변부 탈피의 관건이었다. 세계 수입
품의 3분의 2를 서유럽 국가들이 수입했는데, 그 중의 약 3분의 2는 식품과 원자
재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품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역의 유럽 국가들
에서 수입되었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덜 발전한 그들의 교역상대국에 투자를 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13년경 수출된 자본은 460억 달러에 달했고, 그
중 26%는 유럽의 주변부 국가로 흘러들어 갔다(Kuznets 1967; Woodruff 1966).
서유럽 시장과 자본수출 덕분에 유럽의 주변부 국가에서는 농업근대화가 이룩
되었고, 뒤늦은 농업혁명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은 대체로 보아 19세기 마지막 3
분의 1 기간 동안에 시작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그 절정에 달하였다. 결과
적으로 중앙ㆍ동유럽의 농업생산은 전쟁 전 반세기 동안 약 두 배가 되었다. 반
면 지중해연안 국가들은 덜 성공적이었다. 기껏해야 자급자족적 농업경제를 발
전시키는 데 그쳤다.
서유럽 공업국들은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원자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
였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이 되었
다. 세기 전환기에 영국ㆍ네덜란드ㆍ미국의 선도 기업들은 루마니아의 유전을
개발했고, 생산된 거의 모든 원유가 수출되었다. 스페인 광업회사의 절반이 외
국인 소유였는데, 이들은 비스케인 만의 풍부한 철광석, 리오 틴토의 구리, 카르
타헤나 산의 납을 채굴하였다. 이 생산물의 90%는 수출되었다(Plaza-Prieto
1955; Voltes 1974, p. 179).
근대 철도는 통합된 유럽 체제의 일부로서 주로 서유럽의 투자에 힘입어 건설되
었다. 1913년경 러시아의 철도연장은 7만 200km에 달하였다(Khromov 1950, p.
462; Bovikin 1973, p. 35). 지중해연안 유럽 4개국의 철도연장은 1890년과 1913년
사이에 45% 정도 증가했다. 서유럽보다 덜 발달되긴 했지만, 근대적인 운송 네트
워크를 통해 주변부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서유럽과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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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원자재의 수출은 서유럽의 수요 증가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났다. 러
시아는 세계 밀 수출량의 약 4분의 1을 공급했고, 1900~13년에 매년 8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였다. 루마니아는 세계 밀 수출량의 8%를 공급하였다. 세르비아
의 돼지ㆍ소ㆍ건자두ㆍ구리 수출, 그리스의 건포도ㆍ담배ㆍ올리브 공급, 이탈
리아ㆍ포르트갈ㆍ스페인의 와인과 감귤, 스페인의 원광석, 이탈리아의 원단, 러
시아의 곡물ㆍ목재ㆍ석유는 서유럽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수출
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부 비교적 성공한 주변부 국가들도 자국 농산물의 일부를 가공하기 시작하
였다. 헝가리는 (미니애폴리스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큰 제분 공장을 부다페
스트에 건설함으로써 생산된 밀의 3분의 2를 가공된 형태로 수출할 수 있었는
데, 이는 세계 밀가루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식품가공업은 두 제국(帝
國) 산업생산의 32%(오스트리아ㆍ체코 26%, 헝가리 39%)를 차지하는 신흥 선
도산업이 되었다. 가장 근대화된 부문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예컨대, 유나이티드 인캔디선트 램프(United Incandescent Lamp Co.)는 유럽의
선도 기업으로 부상하였다(Berend and Ránki 1955).
식품가공업은 또한 영국 서쪽의 주변부 국가인 아일랜드의 주도적인 수출산
업이 되었다. 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농업국으로 남아 있었다. 농업과 공업의
순생산 합계의 3분의 1만이 공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던독ㆍ더블린ㆍ벨파스트
의 증류공장과 더블린의 양조공장에서 생산된 맥주와 위스키, 그 중에서도 최고
인 기네스(Guinness)는 1907년 아일랜드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Cullen 1987, pp. 134-5, 157-61).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반세기 동안, 유럽의 수출은 연평균 2.8% 성장
하였다. 러시아의 수출은 연평균 3.8%, 불가리아의 수출은 연평균 5.3% 성장하
였다(Bairoch 1973). 수출소득을 통한 자본축적도 늘어났다. 이들 국가의 일부
는 공업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극소수의 국가만이 농공업국(農工
業國)이 되었고 대부분은 전형적인 농업국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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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강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러시아는 전통 농업을 보존하였다(Liashchenko
1952). 러시아 경제는 1890년대에는 다소 침체되어 있었고, 1인당 생산량은 심
지어 감소하기까지 하였다. 국가에 의한 지나친 과세와 착취에 시달린 국내시장
은 상당히 취약하고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공업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
음을 내딛었으며, 그 결과로 1인당 GDP가 1890년부터 1913년 사이에 61%나
(1900년과 1913년 사이에는 22%)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1913년 GDP 수준은 헝
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서유럽 평균 수준의 각각 71%, 60%, 40%에 그치는 등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근대화는 부분적으로 실패했지만,
적어도 공업화는 시작되었다.
폴란드, 핀란드, 발트제국, 러시아 서부 국경지역 등은 러시아 시장이 제공한
수출 기회에 반응하여 공업화를 시작하였다. 1인당 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 나
라들도 러시아보다 두 배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농공업경제를 건설할 수 있
었다.
지중해연안과 발칸반도의 일부 주변부 국가들은 20세기 초의 기술적ㆍ구조
적 요건에 적응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그 이전보다 더 뒤처지게 되었다. 이탈리
아는 유일한 예외로서 주변부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중대
한 지역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여전히 서유럽 지역보다는 훨씬 더 뒤처졌지만,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연평균 6.7%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
였다(Gerschenkron 1962). 비록 이 나라의 가장 넓은 지역이 낙후되어 있었고
공업화 이전 단계에 있었으며 1911년에 경제활동인구의 58% 이상이 여전히 농
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토리노ㆍ밀라노ㆍ제노바에 “삼각 공업지대”가 등장하
였다. 1911년경 이탈리아는 노동력의 약 24%를 고용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하였
다. 더욱이 이 공업화 과정은 경제의 첨단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1898년에는 최초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이탈리아의 수력발전 능력은 워
낙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1895년과 1914년 사이에 32배나 확대되었으며, 그 결
과 이탈리아는 이 분야의 주도국이 되었다(Mori 1977, pp. 195, 360). 또한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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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들어 발전량을 매년 12%씩 증대시키는 등 수력에너지는 근대 야금업 성장
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공학산업ㆍ전기산업ㆍ자동차공업ㆍ화학공업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부문이 되었다. 이탈리아는 1인당 GDP가 66% 증가하는 등 20세
기 초 유럽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철강ㆍ시멘
트ㆍ전기에너지ㆍ자동차ㆍ과인산비료ㆍ인조견 분야에서 세계 8대 생산국이었
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국가군은 이베리아반도와 발칸반도
의 국가들이었다. 이 나라들이 진보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미약한 자
원부존 상태와 더불어 사회적 역량, 문화유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낙후된
교육이 발칸제국을 비롯한 이 나라들의 발전기회를 제약하였다. 이들은 근대기
술 요건에 적응하지 못해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포르투갈의 경우 대
부분의 산업이 지방에 소규모로 산재(散在)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초 유럽의
다른 지역들이 누린 번영을 이룩할 기회를 놓쳤다. 1인당 GDP는 19세기 말에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었지만, 그 후 1900년과 1913년 사이에 4% 정도 감소하
였다. 따라서 소득수준은 러시아보다 낮았고 서유럽 평균의 37%에 불과하였다.
이와 유사한 근대화의 실패는 발칸제국의 특징이었다. 이 나라들의 경우 농업
고용이 75~80%로, 공업부문에 고용된 노동력은 10% 정도에 불과한 거의 전형
적인 농업국으로 남아 있었다. 주변부 근대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외국자
본은 대체로 새로운 국가기구, 군대, 그리고 대표적 공공건물이 있는 훨씬 더 멋
있는 수도(首都)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외국자본은 적어도 부분
적으로는 “상징적 근대화”에 사용되었다. 외국자본의 20%는 루마니아 군대의
근대화에 지출되었다. 세르비아에서는 외국자본의 40%가 군인봉급 지불과 예
산적자 보전에 사용되었다. 그 후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두 나라 모두 세기 전환
기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루마니아의 석유산업은 중요해졌지만, 외국의 관할하에 있었다. 루마니아는
석유가공제품을 계속 수입하면서 석유를 수출하였다.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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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전쟁 전에 각각 1만 4,000명 내지 1만 5,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낮은 수준인 국내 공산품 소비의 약 3분 1만이 전쟁 전 불가리아의 국내 생산에
의해 충족되었다. 산업혁명은 아직도 발칸제국에 도달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에 세르비아의 1인당 GDP는 서유럽 수준의 4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에 달하였다. [그림 1-1]은 1897년과 1913년 사이 경제성장의 격차를 보여주
고 있다.
Ŕρą܃Ձۤۆü _ț

이베리아 반도의 공업화 실패는 20세기 초에 스페인이 공업화를 향한 진보를 이룩
했다는 사실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Sánchez-Albor-noz 1968; Nadal 1971,
p. 275). 반도 국가들은 선도 산업인 철강업, 그리고 철도건설용 부품을 생산한 이
분야의 공학산업을 바스크 공업지대에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반도의 반대편에
위치한 카탈로니아에서는 직물업이 선도 산업이 되었다(Voltes 1974,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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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노동력의 71%가 1860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농업에 종사했지만, 공업에
종사한 사람들(17%)은 GDP의 5분의 1 이상을 생산하였다. 스페인의 1인당
GDP는 서유럽 수준의 64%에 달하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남유럽의 주변부, 특
히 발칸제국은 오랜 경제적 특성을 유지했고, 서유럽에 훨씬 뒤처져 있었다(표
1-5 참고).
शۍɾ(%1
(1990년 달러의 구매력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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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개국
** 7개국
*** 23개국
자료: Maddison(1995a), p. 228.

비록 중앙ㆍ동유럽의 성장률이 서유럽의 추세와 비슷하긴 했지만, 그것이 중
심부 국가 따라잡기에 성공할 정도로 빠르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서유럽과의,
다른 한편으로는 남ㆍ동유럽과의 격차는 컸으며, 남유럽의 경우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화가 실패하였다. 러시아와 발칸제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75~80%, 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헝가리ㆍ폴란드ㆍ스페인에서는
55~70%를 차지하는 농업고용이 계속 압도적이었다. 1910년경 공업고용은 총고
용의 5분의 1 미만이었고, 공업생산은 GDP의 4분의 1 미만이었다(Berend and
Ránki 1982, p. 159). 경제성장은 완만하였다. 세기 전환기와 1914년 사이에 아
일랜드와 스페인은 10% 성장했고, 포르투갈은 4% 후퇴하였다. 대부분의 발칸제
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러시아ㆍ폴란드ㆍ헝가리는 공업화를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지만, 서유럽의 성장률을 크게 능가할 수는 없었다. 지
역간, 그리고 중심부와 주변부 간 격차는 사라지지 않았다(표 1-6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확대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수출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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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의 모든 실험은 도약, 그리고 적어도 서유럽 따라잡기의 시작으로 이어지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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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95a),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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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 대부분은, 서유럽의 자유방임주의 모델을 채택하
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공업화에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의 지
나친 낙관론, 서유럽의 발자취를 따라 서유럽의 경제모델을 모방하려는 의욕,
그리고 서유럽이 밟아온 길을 따라가면 진보할 수 있다는 거의 신앙(信仰)에 가
까운 믿음은 모두 증발해버렸다(Berend 2003, pp. 1-4). 세계화된 자유방임주의
는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
하게 되었다. 국가개입주의가 더 우세해졌다.
결국, 유럽의 곡물위기가 발생한 1870년대부터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대
두되었고, 경제의 근대화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무기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와 대부분의 중앙ㆍ동유럽 국가는 공업화를 위한 자원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업화 증진을 위해 국가의 투자, 신설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유철도에 대한 관세 인하, 사업용 건물 입지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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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유방임주의에서 정통 경제민족주의로의 전환
은 19세기 말 주변부 국가들의 특징적 양상이었다(David and Spilman 2000).
자유롭게 고관세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었던 러시아와 스페인과 같은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이를 단행하였다.
의회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제1차 세계화, 자본주의적 개인주의, “이
기적 물질주의” 등에 대한 회의론이 자주 대두되었다. 이 나라들의 정부는 아직
그렇지 않았지만, 반체제 정치집단과 군인들은 이러한 시대흐름을 단호하게 거
부하였다. 우익 인민주의와 정통 파시스트 이념이 러시아ㆍ루마니아ㆍ이탈리
아, 그리고 매우 다른 이유로 실패를 겪은 프랑스ㆍ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부상
하였다(Mosse 1966; Arendt 1966). 좌익 급진세력이 동유럽과 남유럽의 일부 지
역에서도 발흥하고 있었다. 볼셰비키 이념은 러시아에 혁명을 통한 해법(解法)
을 제시하였다.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통한 이러한 혁명적 정치경향은 경제ㆍ
사회ㆍ정치 제도를 포함한 유럽의 세계체제에 도전했고, 자유시장경제와 결합된
의회정치제도를 거부하였다. 심한 갈등과 반목의 씨앗이 이미 싹튼 것이었다.
비록 식민지 지배를 열정적으로 확대한 시기였지만,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에
세계의 세력균형이 변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 발사되었다. 식민지 지배는
도전을 받았다. 유럽인 정착지나 “백인 식민지”는 독립을 향해 움직였다. 캐나다ㆍ
호주ㆍ뉴질랜드ㆍ남아프리카는 국내 자치권을 획득한 “영토”가 되었다. 아일랜드
의 “자치”(自治, Home Rule)도 같은 방향의 신호를 보냈다. 인도의 국민의회는
1906년에 “자치”(self rule)의 이념을 채택하였고, 그 추세는 독립 쪽으로 선회하
였다. 오토만제국은 발칸제국을 5세기간 지배한 후 사실상 유럽에서 추방되었
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러시아는 자신들이 정복하고 통합했던 유럽의 영토를
잃었다. 이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대국으로 부상했던 독일은 기존의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 전시체제로 전환했고, 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서
유럽의 경쟁국들은 이에 대응했고, 유럽은 빠르게 치명적인 전쟁으로 치달았다.
유럽의 세기가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로서, 미국은 세계경제의 주도국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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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 1900년에 영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미국ㆍ캐나
다ㆍ뉴질랜드ㆍ호주 등 해외 신흥 4개국의 1인당 소득은 영국의 84% 수준에 불
과하였다. 1914년경에는 이 네 나라의 평균소득이 영국의 수준과 같아졌다. 미
국과 호주를 합해 계산한 1인당 소득이 1891년에는 이미 영국의 수준을 4% 정
도 상회했는데, 1913년경에는 24% 더 높았다. 과거에 백인 식민지였던 해외 4개
국의 1인당 GDP는 1913년에 서유럽의 평균소득을 45% 정도 상회하였다.
이 해에 미국의 기계 재고와 장비,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된 한 사람이 차지한
사업용 건물의 면적은 영국의 세 배 이상이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
고 수준이 되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수준은 미국보다 15~20% 뒤처졌다. 벨기
에ㆍ독일ㆍ스위스의 수준은 그보다 3분의 1 정도 낮았다. 새로운 시대의 상징인
자동차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미국은 영국보다 11배, 서유럽 국가
를 모두 합한 것보다 세 배 이상 더 많은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인구성장률은 유럽보다 2.3배 높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으로
부터 대규모 이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미국은 세계의 주도적 산업대
국이 되었다. 전쟁 전에 유럽은 전 세계 생산량의 43%를 차지했으나, 전쟁 후에
그 비중은 34%로 떨어져 미국 수준에 못 미쳤다. 1913년에 미국은 전 세계 공산
품의 약 36%를 생산했는데, 이는 영국ㆍ독일ㆍ프랑스의 생산량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미국 공산품 생산의 40% 수준밖에 생산
하지 못했다. 전쟁 후에는 미국의 비중이 42%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이미 유럽
의 3대 주도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3분의 1정도 더 큰 것이었다. 유럽은 전쟁 전
해외투자의 3분의 1을 잃었고, 미국은 주도적인 국제 채권국의 지위를 차지하였
다. 유럽은 세계경제의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유럽은 도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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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옥스퍼드대학교 시드
니 볼 강의(Sidney Ball Lecture)에서 자유방임주의 선호 경향에 대해 비판하였
다. 자유방임주의의 종말 (The End of Laissez-faire)이란 그의 논문 제목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케인스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였다. 그가 겪은 전쟁의 경험은
그가 혁명적인 사상을 형성하고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 이론을 부정하는 데 확실
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화된 생산조직에 대한 전시 경험을 통해 일부 목격자들은 평화시의 조건 속에
서도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낙관적인 열망을 갖게 되었다. 전시(戰時)사회주의는 의심
할 여지 없이 우리가 평화 시기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를 창출할 수 있었
다. 세계는 하늘의 계시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도록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해악은 대개 위험ㆍ불확실성ㆍ무지의 결
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규모 사업은 종종 부의 커다란 불평등을 낳는 복권(福
券)과 같은 것이다. 이 요인들은 실업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치료법은 개인의
행동영역 밖에 있다. 나는 이것들의 치료법은 부분적으로 중앙기구에 의한 통화ㆍ신
용의 신중한 통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저축과 투자는 규제되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이윤획득 기회에 맡겨져야 한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사고(思考)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Keynes 1927, pp. 5, 35, 39, 47-9,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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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안적 경제체제의 출현과 함께 자유
방임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대륙 전체가 자유무역과 자유방임
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보호주의ㆍ국가간섭주의ㆍ규제시장제도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의 중요한 분
수령으로 각인(刻印)되었다”(Feinstein et al. 1997, p. 18). 한 가지를 덧붙이자
면, 이것이 자유방임주의의 붕괴를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전시경제의 국가규제
에 대한 독일의 실험은 영국을 포함한 모든 참전국에게 일종의 모델이 되었다.
이 나라들은 국제경제 체제의 건설을 더욱 확대하는 대신에 경제적 민족주의를
채택했고, 자급자족을 추구하였다. 19세기 말 이래로 중대한 역사적 과정을 거
친 국가개입주의는 1930년대 초 대공황 시기에, 1930년대 후반 전쟁준비 시기
에, 그리고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
시경제는 국가의 노력을 배가(倍加)시켜 막중한 경제적 과제에 대처할 수 있다
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자유방임주의 원칙하에서의 공업화 달성
에 실패하고 19세기 세계화에 대항했던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 사이에서 규제시
장경제가 만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대영제국과 미국이 무역장벽 철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도 당연히
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제무역이 약화될지도 모른
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콜롬비아는 자국(自國)을 위성국으로 전락시킨 유럽
또는 세계의 번영체제하에서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서의 자유방임
주의는.... 경제대국의 낙원(樂園)이다. 국가의 통제는 경제약소국에 의해 강구된 자
기 방어기제(防禦機制)이다(Carr 1964, pp. 59-60).

칼 폴라니(Karl Polanyi) 역시 “자유주의 사상의 전제는 완숙된 시장경제의 요
구에 대한 반응 속에서만 복음주의적 열정을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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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yi 1964, p. 135). 제1차 세계대전 이전 15년 동안에는 실제로 자유방임
체제가 번영하더니 갑자기 쇠퇴하였다. 폴라니의『위대한 전환-우리시대의 정
치적ㆍ경제적 기원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의 서문을 인용하자면, “19세기 문명”은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붕괴하였다”. 폴라니에 따르면, 문명의 토대는 금본위제를 주요 상징(象
徵)으로 하는 자율적 시장이었다(Polanyi 1964, p. 3). 그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
방임 체제의 붕괴는 사실상 “사회의 현실적 자기보호”라는 이념을 자극한 금본
위제의 성공에 대한 역설적 반응이었다. 폴라니는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의 보호
주의” 즉, “사회입법과 관세”에 관해 거론하였다. 발전된 시장경제의 산물(産物)
인 경제적 자유주의의 배경과는 반대로,

인간ㆍ자연ㆍ생산조직의 보호는 결국 시장에 대한 개입(介入)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사실 그 자체로 체제의 자율성을 손상시켰다. 개입의 목적은 소득의 안정성
과 생산의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었기 때문
에.... [자유시장]은 [후진국 그리고] 보호정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요
되었고.... 고통받고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중앙은행과 관세의 도움으로 실업
과 불안정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자유무역의 파괴적 영
향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Polanyi 1964, pp. 214, 216-17)

자유방임체제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해체 역시 첫 번째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심각한 식량위기가 유럽 대륙의 일부 국가를 강타한 1870년대에 시작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야망을 품은 독일은 서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고 애
썼고, 절망적인 농업ㆍ농민 중심의 남ㆍ중앙ㆍ동유럽은 서유럽의 모델에 입각한 근
대화와 공업화만을 꿈꿨다. 폴라니의 결론에 따르면, “대공황이 끝날 무렵, 독일은 보
호관세에 스스로 매몰되어 있었다...[그리고] 전방위(全方位)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
였다.....” (Polanyi 1964,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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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적 패권이나 나폴레옹의 정치적 지배와 더불어, 자유방임주의 사
상의 출현은 실제로 초창기부터 경제학자들과 비(非)공업국 정치사상가들의 반
발을 불러일으켰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1791년 미 의회에
제출한『제조업에 관한 보고서 에서 보호관세ㆍ산업보조금ㆍ자급자족을 주창
하였다. 유치(幼稚)산업은 보호를 통해 선진국들이 유발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경쟁자를 확실히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부(副)뿐만 아니라 국가의 독립과 안전은 제조업의 번영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하다. 모든 국가는.... 국가가 공급하는 모든 주요 상품을 국내에 보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Hamilton 1904, p. 69).

피히테(Johann Gottlieb Fighte)는 그의 저서『폐쇄적인 무역국 (Der gechlossene
Handelsstaat, 1800)에서 독일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는 독
일에서 강력한 국가개입이 요구되었던 것은 나폴레옹의 도전 때문이라고 믿었다. “전
지전능한 국가가 반드시 사회ㆍ경제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제해야만 한다.” 그의 사상
의 핵심어는 스미스의 시장자율화와 시장조화가 아니라 법과 강제(Gesetz und
Zwang)였다. 그는 고정가격, 수입ㆍ외국인교류 금지, 국제 경제교류를 중단하기 위
한 국지적 가치만을 지닌 화폐의 발행 등을 포함한 강력한 국가규제와 고립화를 옹호
하였다. 또한 무역은 국가독점으로 귀결될 것이며, 국가는 자급자족과 평등분배를 확
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Fichte [1800] 1920).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ich List)는 1841년에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
의 저서『정치경제의 국가 체제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는 애
덤 스미스 및 영국 경제학파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스미스의 “세계
시민주의”,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국민경제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수입대체공업화는 확실한 국가과제였다. 리스트는 자유방임
주의가 선진공업국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농업구조에서 공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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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 관세”(敎育關稅)라 불리는 엄격한 보호주의정책
을 실시할 것을 주창하였다(List [1841] 1922). 그의 이론은 비공업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1840년대 헝가리의 혁명지도자인 러요시 코슈트(Lajos Kossuth)는 리스
트의 비유(比喩)를 들면서 공업국과 농업국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다고 주
장하였다. 전자는 후자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해밀턴의 권고에 따라 일찍이 1816년에 온건한 보호관세를 도입했지
만, 보호주의는 1824년ㆍ1862년ㆍ1864년의 일련의 관세법을 통해 크게 강화되
었다. 그러나 모든 관세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890년의 매킨리(McKinley) 법
과 1897년의 딩글리(Dingley) 관세법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관세율이 수입
상품 가치의 57%까지 높아졌다. 미국은 강한 보호주의 성향을 띠면서 20세기에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방임 체제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공격은 1873~96
년 소위 첫 번째 대공황의 시기에 나타났다. 1879년 독일은 농산물과 공산품을
막론하고 관세를 도입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은 1885년과 1888년에
상승하였다. 1902년경에는 새로운 일반관세를 통해 공업완제품과 농산물에 대
한 매우 강도 높은 보호가 이루어졌다. 1870년대 이래 해외경쟁으로 인해 커다
란 피해를 입은 농업의 이중(二重) 이익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 때문에
보호관세가 세기 전환기 유럽 전역에 보편화되었다. 이탈리아는 1887년에 효과
적인 보호관세를 도입했으며, 스위스는 1884년에, 그러나 특히 1906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1892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멜리느(Méline) 관세법은 농업과
공업에 대한 보호를 승인했으나, 1910년의 정책에 따라 화학ㆍ고무ㆍ전자산업
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 상승하였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가로 떠올랐다. 1868년의 관세가 이 나라의 유치산업을 해외경쟁으로부
터 보호했지만, 그 후 1891년ㆍ1893년ㆍ1900년에 관세가 대폭 증가하였다. 제1
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ㆍ네덜란드ㆍ덴마크만이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
다(Kenwood and Lougheed 1971, pp.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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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더불어 국가개입주의는 대륙의 비공업국들 사이에 인기 있는 전략이
되었다. 러시아ㆍ헝가리ㆍ루마니아ㆍ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국가 보조금을 통
해 공업화를 지원하였다. 알렉산더 거센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은 국가
개입주의가 동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업화의 내부 요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

ۻঞ_۾ț֨ۻۆąۻ ܃ঔ͈ 
ۙڮѓۆۆܳےČл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보호주의가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것은 자주국방
과 자급자족체제하에서의 경제적 독립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숭고한 민족
주의, 그리고 대서양봉쇄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군사적 요청의 자연스런 결과였
다. 전시경제는 수입품의 안전한 공급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능한
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독립되어야 했다. 자급자족과 보호주의에 대한 충동 속에
서 전시경제는 국가에 의해 강력히 지시되고 규제되는 경제체제를 구현하였다.
볼프람 피셔(Wolfram Fischer)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국가의 영향력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다. 모든 참전국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립국도 전략물자 외에도 수많은 원자재와 식량에 대한 통제를
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보급품과 그 공급업체, 종종 운송부문과 때로는 농업부
문까지 통제ㆍ규제하였다(Fischer 1978, p. 171).

자유방임주의의 선구자이자 모델이었던 영국은 방해받지 않는 시장법칙의 가
동을 중단하였다. 1914년 10월경 국가는 육군성(War Office)을 통해 시장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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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했고, 특정 상품의 무역과 생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처음에
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수요공급의 법칙에 제약을 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곧 물리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생겼다. 1915년 3월의 국토방위법(DORA:
Defense of the Realm Act)에 따라 군수공장의 인수가 의무화되었다. 이와 동시
에 국고협약(Treasury Agreement)에 따라 노동자유를 부분적으로 억제하기 위
해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15년 7월의 전쟁군수법안(Minitions of War Bill)은 정부주도 무기생산 체계와
그 후 군수공장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정부는 원자재 공급도 규제하였다.
1915년 7월에 설립되고 로이드 조지(Lloyd George)가 이끌었던 군수부(Ministry
of Munitions)는 200만 노동자의 250개 국유기업을 경영했고, 2만 개의 다른 국
유기업을 감독했으며, 1,400만 노동자의 민간기업을 통제하였다. 1915년 7월에
는 산업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특수 부서를 설치했는데, 이는 1916년 과
학연구부로 명명되었다. 군수부만 따져보더라도 1914년 8월에 육군계약부에 20
명의 고용자가 근무했으나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 수가 6만 5,000명으로 늘어
났다. 석탄산업 역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물가통제와 수입허가제는 1915년에
도입되었다. 결국, 광산은 실질적으로 국가소유가 되었고, 국가는 투자와 공급
을 결정하였다. 철도는 요금을 통제하는 철도위원회가 인수ㆍ경영하였다. 1915
년 11월 현재, 해운관리위원회는 운하운송을 포함한 해운업을 통제하였다. 1915
년 매키나 관세법의 제정을 계기로 영국에서조차 보호관세가 도입되었다. 드디
어 19세기 말의 자유방임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국가통제의 범위는 원자재와 식량공급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18년 4월경 축
산도매회사들은 모두 정부의 대리점이 되었다. 밀ㆍ설탕ㆍ고기를 비롯한 모든
주요 식료품의 가격 통제는 1917년 여름에 실시되었다. 곧이어 배급제가 실시되
었다. 1917년 6월에 설립된 면화통제국은 면화를 배분하고 면제품의 생산을 제
한하였다. 농업국의 식량생산부는 전쟁포로에게 배급품을 나눠주듯이 비료, 트
랙터, 심지어는 노동력까지 배분하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정부는 모든 수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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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90%를 구매했으며, 식량의 80% 이상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켰다.
전시경제에서 필요한 자금도 국가에 의해 조달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조세와
수입원을 창출했는데, 그 규모의 실질가치는 전시에 평소의 두 배 이상이 되었
다. 전비 지출이 여전히 수입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시 예산적자 총액이 70억 파
운드를 넘었다. 이것은 정부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규모는 전쟁 전
저축 수준의 세 배에 달하였다. 1917~18년경 적자규모는 국민소득의 40%에 달
했다.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화폐가 발행
되었고, 화폐유통 속도는 1914년과 1918년 사이에 약 10배나 증가하였다. 영국은
결국 일시적으로나마 금본위제를 포기하였다(Pollard 1983, pp. 20-5, 28-30,
32-4).

독일의 전시경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모델이 될 때까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중앙에 집중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14년 8월, 프로이센의 전쟁
부(戰爭部)는 원자재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하기 위해 아에게(AEG)의 대표이자
국가 산업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발터 라테나우(Walther Rathenau)의 지시하
에 전시원자재부(KRA: Kriegsrohstoffabteilung)를 설치하였다. 자유시장가격
은 1914년 10월경에 폐지되었다. KRA는 물가를 고정시키고 물자를 배분했으며
대체상품을 개발하였다. 혁신제품 중에는 합성질소흡착법, 인조견, 합성고무, (달
팽이로 만든) 합성수지, (도토리로 만든) 커피 등이 있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KRA
는 원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24개 기업을 감독하였다. 1916년 5월에는 식량공
급을 규제하고 분배하기 위해 특수 행정부서인 전시식량청(Kriegsnährungsamt)을
설치하였다.
1916년 8월부터 힌덴부르크(Hindenburg) 프로그램은 특히 전략적인 “중공
업” 부문의 전시 생산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계획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
램은 노동총동원도 실시하였다. 1916년 12월에는 조국자원봉사법(Gesetz über
den Vaterländischen Hilfsdienst)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17세와 60세 사이
의 전체 남성인구를 강제노동에 동원하였다. 한편 공장 내의 중재(仲裁)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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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최소 5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업에 노동자평의회(Betriebsräte)
를 설치하였다. 정부와 노동조합 간 협력의 상징으로서 노조 대표는 전쟁청의
일원(一員)이 되었다. 국가는 가격형성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1915년 1월부터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였다. 거대한 관료집단이 배급을 관장하고 식품을 구매ㆍ
저장ㆍ판매하였다.
1916년 11월에는 프로이센 전쟁부 내에 최고전쟁청(Oberstes Kriegsamt)이 설
립되었으나, 이것은 사실상 독일경제의 완벽한 군사화(軍事化)를 확립한 최고사
령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역시 산업에 대한 우위를 획득하였다. 강력한 전쟁대
체ㆍ노동부와 무기ㆍ탄약생산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최고전
쟁청은 비효율적 기업을 폐쇄하고 강제 카르텔을 통해 산업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민간소비재 산업들은 제약을 받았다. 한 예로 신발공장의 수는
1,500개에서 400개로 감소하였다. 독일경제 전체가 전지전능한 국가에 의해 지
시되었던 것이다.
전비조달 역시 국가의 책임이었고, 이는 전비대출, 재무성증권을 통한 국가의
단기채무, 조세증징(增徵) 등으로 보장되었다. 이것들을 통해 1,500억 마르크에
달하는 전비가 충당되었다. 그러나 전비조달의 최종 재원(財源)은 화폐발행이었
다. 화폐공급은 5배로 늘어났고, 물가는 상승하였다. 전쟁의 결과로 인플레이션
이 가속화되었다(Zunkel 1974; Feldman 1966). 20세기에 매우 중요했던 계획경
제(Planwirtschaft)라는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에서 만들어져 사용
되었다(Carr 1964, p. 116).
국가의 지시ㆍ통제ㆍ소유는 전시경제에서 일반적 관행(慣行)이 되었다. 프랑
스에서는 전쟁 물자가 대부분 국유공장에 의해 생산되었고, 1916년에는 독립 부
서가 전시 상품생산을 위해 설립되었다. 전쟁부는 경제를 지도하기 위해 특별
부서를 설치하였다. 오스트리아ㆍ헝가리는 전시생산을 군사통제하에 두었고,
전반적인 조직 네트워크를 독일식으로 만들었다.
전쟁ㆍ전시경제 체제의 결과는 양차대전 사이의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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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19세기 자유방임 체제를 기준으로 볼 때 “정상”(正常)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출생률이 감소한데다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
를 제외한) 유럽은 2,200만 내지 2,400만의 인구 결손(缺損)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밖에 700만 명은 평생 불구가 되었다. 러시아는 전쟁ㆍ혁명ㆍ내전으로 인해
약 1,600만 명을 잃었고, 1,000만 명 정도의 출산 결손에 시달렸다. 1914년과
1921년 사이에 유럽은 출생률 감소와 “스페인” 독감 때문에 5,000~6,000만 명을
잃었다(Aldcroft 2001, pp. 6-8).
벨기에ㆍ프랑스ㆍ폴란드ㆍ세르비아ㆍ러시아 등 전쟁을 치렀던 국가에서는
물리적 파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연합국 배상위원회는 그들의 전쟁피해
규모를 660만 파운드로 추산하였다(Kenwood and Lougheed 1971, p. 192). 벨
기에는 주택의 약 6%, 제철소의 절반, 철도차량의 4분의 3을 잃었다.

프랑스는 [전쟁 이후로] 막대한 채무와 10% 정도의 국토 황폐화로 거의 파산지경
에 이르렀다. 1913년에는 수출이 전쟁 전 수준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공업ㆍ
농업 생산은 그 수준에 비해 40% 정도 감소하였다(Aldcroft 2001, p. 36).

선철과 석탄의 생산량은 1913년과 1919년 사이에 50% 정도 감소했고, 각각
1922년과 1924년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채권국이었던 프랑
스는 전쟁을 계기로 대규모 채무에 시달렸고, 미국과 영국에게 37억 달러를 상
환해야 했다.
전쟁에 패배하고 기력이 소진된 독일은 식량 위기를 겪었다. 베르사유조약에
따라 독일은 국가 경작지의 15%, 철광석의 75%, 석탄 자원의 26%를 몰수당했
다. 철과 철강의 생산능력은 각각 44%와 38% 줄어들었다. 독일은 상선의 약
90%, 모든 해군전력, 대부분의 철도차량, 모든 해외투자자산을 상실하였다.
1919년경 독일의 산업생산은 1913년 수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1923년경의 산업생산은 여전히 전쟁 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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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새로운 국경 안에서 180만 개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철도교량과 역
사(驛舍)의 절반이 파괴되었다. 역시 전쟁터였던 세르비아는 가축의 절반을 잃
었다. 불가리아의 경우 1921년 공업생산은 발칸 전쟁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20% 더 낮았던 한편, 농업생산은 그 수준의 57%로까지 떨어졌다. 루마니아의
원유생산은 1921년까지 전쟁 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전쟁으로 인
해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심한 타격을 입었다. 1918년경 농업생산
은 절반 정도 감소했고, 빈의 우유소비는 전쟁 전 수준의 7%로 떨어졌다. 기존
의 원자재 공급처와 차단된 상태에서 1919년 공업생산은 전쟁 전 수준의 3분의
1밖에 안 되었다(Berend and Ránki 1974, pp. 174-7).
여러 모로 보아 전쟁 직후의 특징은 한마디로 “쇠퇴”(衰退)였다. 가장 놀랄 만
한 현상의 하나는 전시경제의 재원, 막대한 채무의 누적, 농업ㆍ공업 생산의 급
감, 엄청난 재건(再建) 부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賠償)으로 인해 발생
한 지속적 인플레이션이었다. 독일ㆍ오스트리아ㆍ헝가리ㆍ폴란드ㆍ이탈리아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인플레이
션으로 고통을 받았다. 독일은 특히 심한 피해를 입었다. 1923년 11월에는 1달
러에 42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 비율을 기록하였다. 30개의 제지공장, 150개의
인쇄업체, 2,000대의 인쇄기가 가치 없는 지폐를 공급하기 위해 매일 24시간 풀
가동되었다(Tipton and Aldrich 1987, p. 176). 버터 1㎏의 가격이 50억 마르크
에 달했고, 라이히스방크(Reichsbank)는 액면가 1조 마르크의 지폐를 찍어냈다.
그러나 화폐는 통용되지 않았고, 국가는 물물교환의 시대로 되돌아갔다. 이발
한 번 하는 데 달걀 4개면 충분했고, 일급장례 비용으로 계란 40개를 주면 되었
다. 헝가리에서는 1919년경 전쟁 전의 금화 1크라운의 가치가 지폐 10크라운의
가치와 같았다. 그러나 1924년 봄에는 그 가치가 지폐 1만 8,400크라운과 같았
다. 전쟁 전 스위스프랑과 동등했던 크라운의 가치는 1919년 여름에는 1프랑당
3,500크라운에 달했다. 1924년 봄에는 1스위스프랑의 가치가 180만 크라운과
같았다(Berend and Szuhay 1978). 1918년 가을에는 1폴란드마르크의 가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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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와 같았지만, 1924년 봄에는 1달러의 가치가 930만 마르크와 동등하였다
(Berend and Ránki 1974, pp. 181-3).
영토를 획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영토를 상실한 국
가들도 그들의 새로운 국민경제를 재건하고 공고화하는 데 기나긴 시간을 필요
로 하였다. 오스트리아ㆍ헝가리ㆍ폴란드ㆍ루마니아ㆍ유고슬라비아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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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95a), pp. 180, 182.

일부 유럽 국가는 운이 더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직접적인 전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였다. 전쟁에 동원된 약 600만 명 중에서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영국의 상선(商船)은 격감하였다. 수출은 전쟁 전 수준의 40%로 떨
어졌고, 1918년 주로 제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의 재수출은 1913년 수준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앨포드(B.W.E. Alford)가 말했듯이, “무역은 전쟁 초기의
희생물이었다.” 그 결과 산업생산은 감소하였다. 1920년의 생산량은 1913년 수
준에 머물렀으나, 그 후 1921년에는 20% 정도 감소했으며 1924년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1919년에야 1913년 수준에 도달한 GDP(그림 2-1 참고)는 그 결과로
1920년과 1922년 사이에 16% 감소했으며, 1927년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은 세계의 주도적 해외투자국이었고 금융강국이었다. 이러
한 지위는 전쟁 중에 일정 부분 상실되었다. 영국의 해외자본 보유고는 25% 정
도 감소했고,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위 무형(無形)소득은 25~33% 감소하였다.
“국가 번영의 진로는 주로 국제금융거래에서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추가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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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상실하였다....”(Alford
1996, pp. 107-9, 120; Pollard 1983, p. 52).
참전국들과 달리 대부분의 중립국은 견실한 경제와 고소득을 토대로 전시와
전후시기를 극복하였다. 네덜란드ㆍ스페인ㆍ노르웨이ㆍ스위스는 1913~14년과
1922~24년 사이에 1인당 GDP를 각각 19%, 15%, 11%, 9%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는 에너지ㆍ원자재ㆍ시장의 부족 때문에, 그리고 다시 격화된 국제
경쟁과 급격히 악화된 수출여건 때문에 중립국들은 경기후퇴의 고통을 겪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도 전쟁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적어도 일시적 혼란의 결과로 한 세대 또는 두 세대에
걸친 업적과 성과를 잃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소득수준은 1870~8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약 두 세대의 상실(喪失)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ㆍ
프랑스ㆍ네덜란드ㆍ영국의 수준은 1890년대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 세대에
걸친 성과를 상실하였다.
전쟁 피해 외에 치명적인 강대국간 경쟁의 추태가 계속되었고, 강경한 민족주
의와 다양한 형태의 극단주의가 대륙에 넘쳐났다. 승전국들은 그들의 지배적인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환상에서 벗어난 주변부 국가와 패전국, 그리고
승전국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고 믿는 나라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승전국ㆍ패
전국, 부국ㆍ빈국 할 것 없이 모두 새로운 게임 규칙을 찾고 있었다. 전쟁 전의
중심부 국가에 뒤처져 있었던 나라들은 예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거부
하였다.
이상주의자인 윌슨 대통령은 “승리 없는 평화”(peace without victory), 새롭
게 설립된 국제연맹이 보장하고 강대국의 간섭이 없는 모든 국가의 자유와 동등
한 지위, 모든 민족의 자결권 등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곧 국제정치와 평
화구축에서 후퇴하였다.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제적인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 기
여하는 대신에 미국은 국내 문제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베르사유조약은 승자의
평화조약이 되어버렸고, 칼 폰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말을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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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평화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프랑스는 숙
적(宿敵) 독일을 최대한 파괴할 계획이었다. 베르사유조약 제233조는 독일이 전
쟁의 파괴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며 그 액수는 “배상위원회라고 불리
게 된 연합국 내부의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프랑스의 강한 압
력을 받은 이 위원회는 1921년 4월에 독일의 배상금을 330억 달러로 결정하였
다. 이것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었다. 전후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는 훗날 “프랑스의 요구는 처음부터 과도한 성격을 띠었다”고 서술하였
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 1917년 프랑스 공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가치가
595억 프랑에 불과했는데, 국토의 4%에 해당하는 프랑스 북동부 지방의 건물파
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750억 프랑을 요구하였다(Lloyd George 1932, pp.
18-20).

케인스는 이 조약을 “카르타고식(式)”이며 “가혹한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그
의 저서『평화의 경제적 귀결 (Economic Consequenses of the Peace)에서 과도한
배상에 대해 강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그러한 결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
라 생각했으며, 승전국들은 독일에 지불능력 이상의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함으
로써 사실상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고 믿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유럽의 파탄과 쇠퇴는 장기간에 걸
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유럽의 혁명에 대한 유일한 방어수단은.... 심
지어는 혁명이 어떠한 개선의 전망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Keynes 1920, pp. 296, 283, 287).

심지어는 완고한 프랑스 군인 마셜 포크(Marshal Foch)조차도 “평화”가 현실
적으로는 “20년간 휴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문구는 예언적
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총리의 1918년 사상을
실현하는 베르사유조약은 독일의 “자연스런” 동맹국인 오스트리아ㆍ헝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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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고, 윌슨의 “자결권”을 이용 또는 남용함으로써 독일 동맹을 해체하였다.
클레망소는 일련의 신생독립 연합국에 대안적 장벽의 설치 즉, 폴란드ㆍ체코슬
로바키아ㆍ유고슬라비아ㆍ대(大)루마니아의 정부간 협약의 체결을 도모하였다.
베르사유 체제로 인해 중앙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다. 로버트 시튼왓슨
(Robert Seton-Watson)의 유력지인 ｢새로운 유럽｣(New Europe)은 이 지역을
백지상태(tobula rasa)로 규정하였다(Berend 1998, pp. 152-3). 67만 6,443㎢의
영토와 5,140만의 인구를 가진 오스트리아ㆍ헝가리는 오스트리아(8만 5,500㎢
의 영토와 650만의 인구), 헝가리(9만 2,600㎢의 영토와 760만의 인구), 신생 체
코슬로바키아(14만 400㎢의 영토와 1,360만의 인구)로 대체되었다. 트랜스실베
니아와 몇몇 추가적인 영토가 13만 7,900㎢에서 34만 2,000㎢로, 인구는 750만
에서 1,760만으로 확대된 대(大)루마니아로 할양되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
니아는 보이보디나(Voivodina)ㆍ보스니아ㆍ헤르체코비나와 함께 세르비아ㆍ몬
테네그로ㆍ마케도니아에 합병되었고, 신생국 유고슬라비아(24만 9,000㎢의 영
토와 1,200만의 인구)에 편입되었다. 분단된 폴란드는 재통일되었고, 그 후 38만
8,300㎢와 2,720만 인구를 포함하는 국가로 팽창하였다. “러시아령 폴란드” 외
에도 발트 삼국과 핀란드 역시 러시아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국토의 14%와 인구의 10%를 잃었다. 독일이 점령했던 알자스로렌 지방과 프로
이센이 지배했던 폴란드 서부지역은 각각 프랑스와 폴란드에 반환되었다.
국경이 재설정된 후에는 전쟁 전 26개의 독립 경제단위가 38개로 늘어났고,
전쟁 전 14개 통화 대신 27개 통화가 사용되었다. 국경 즉, 관세경계는 2,000km
정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영토변화로 인해 대대적인 민족주의운동이 발생하였
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새 국가가 독립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좌우익
모두 독일과의 합병(Anschluss)에 찬성하였다. 포랄베르크(Vorarlberg) 지방은
스위스에 합병되길 원했다. (전쟁 전 국토의 3분의 2를 잃은) 헝가리와 (국토의
10%를 잃은) 불가리아의 분열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건설된 지
역인 대루마니아ㆍ체코슬로바키아ㆍ유고슬라비아의 탄생으로 인해 인접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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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새로운 적대 기류(氣流)가 형성되었다. 국토회복주의는 헝가리와 불가리
아 정치의 원동력이 되었다. 신생 다민족 중소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상당히 빠
른 속도로 또다시 민족분쟁을 유발하였다.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은 복수를 다짐
하였다. 전쟁에 패배한 중앙유럽 국가들은 베르사유조약 체제의 수정을 꿈꿨다.
박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스스로를 국가 없는 민족이라고 선언한 소수민족
이 베르사유 체제의 철폐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공격적 수정주의 세력으로 전환
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Berend 1998).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헝가리ㆍ바이에른ㆍ불가리아의 좌파 혁명, 독일ㆍ
오스트리아의 혁명 기도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참패하였다. 이와 동시에 극우주의가 탄생하였다. 1919
년 1월에는 대중영합적 우파 정당인 독일 노동자당이 설립되었다. 이 정당은
1921년 정당 명칭에 “국가사회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아돌프 히틀러의 지
도하에 팽창주의와 반(反)유대주의라는 범(汎)독일 이데올로기를 채택하였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사회경제적 질병의 치유책으로 제시된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사상을 아리아인의 반유대 혁명이라는 인종갈등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히틀
러는 1923년 11월 뮌헨에서 반란을 도모했는데, 이 사태는 펠트헤른할레
(Feldherrnhalle)에서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한 나치 운동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반혁명의 물결이 뒤이었고, 권위주의적인 민족주의 정권이
발트 해 연안, 발칸 반도, 중앙유럽 등지에서 등장하였다.
헝가리와 러시아에서처럼 공산주의가 종종 국가주의와 혼재된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그리고 비슷한 혁명적 여건하에 근본주의적 국가주의에서 극우주의가
탄생하였다. 1992년 이탈리아에서 출현한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파시즘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당의 지도자인 엔리코 코라디니(Enrico
Corradini)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개념을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부르주아 국
가” 간의 국제 계급투쟁이라는 국가주의적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프롤레
타리아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1920~21년의 붉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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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Biennium) 후에, 무솔리니는 내전(內戰)이 임박한 혁명적 분위기의 전후
이탈리아와 관련하여 국가주의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
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는 공산주의 실험
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중앙ㆍ동유럽 국가와 지중해연안의 모든 국가들
에서는 우익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지배하게 되었다.

‘܁Ԝ’ ҄Ŋ֨ʪ֬ۆः

양차대전 사이 유럽의 새로운 정치상황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전
후 유럽의 정치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즉각적이고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
제적 변화가 나타났다. 승전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자신이 없었고, 패
전국들은 복수를 다짐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쟁의 쓰라린 교훈, 굶주림,
경제적 황폐화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전략물자 생산과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빠르게 마련되었다. 모든 주변부 국가들은 전쟁 전의 수출주도형 공
업화 추진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서유럽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수입대체형 공
업화로 전환하였다. 초기의 따라잡기 시도가 실패한 이래, 이 나라들은 서유럽
의 고도로 공업화된 경쟁자들과의 자유시장 경쟁을 회피할 방도를 강구하였다.
수입금지에 입각한 자급자족과 수입품의 국산품으로의 대체가 이상적인 것이었
다. 고관세, 국가개입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소유가 보편화되었다. 신생독
립국들은 국가적ㆍ경제적 독립을 자급자족과 동일시하였다. 때로는 20세기의
“30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1914년부터 1944년까지 30년간의 특징적 양상은
경제적ㆍ정치적 격변이었다.
유럽은 전후의 심각한 혼란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1923년과 1926
년 사이에, 그리고 1927~29년의 또 다른 4년 동안에 16개국이 통화를 안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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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본위제로 복귀하게 되면서 “정상” 복귀의 신호가 나타났으나 국제경제 체제
는 붕괴되고 말았다. 경제적 리더십의 부재(不在)로 인해 협력이 약화되었고, 국
제경제의 혼란이 방치되었으며, 위험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협
정은 문서로만 남게 되었고, 전쟁 전 상황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
다. 국제연맹은 무기력하였다. 유럽의 기존 채권국들은 미국의 채무국이 되었다.
영국의 야심과 활동은 주로 국제무역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제금융 메커니즘
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컨리프(Cunliff) 위원회는 일찍이 1918
년부터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향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1924년과 1928년 사이에 달성되었다. 19세기의 지식과 관습을 통해, 혹은 앨포
드가 말했듯이, 제국주의 정서로 한층 더 강화된 “타고난 우월감”을 통해 이끌어
져온 영국은 전쟁 전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며,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단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무장관으로서 윈스턴 처칠은 예산관련 연설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 이후 모든 전문가회의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전문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 문제에서.... 금본위제 복귀의 원칙을 촉구하였다.... (영
국은) 금본위제 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되찾고 있으며, 국제무역 부활과 세계금융
제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Churchill 1925).

1925년 5월에 제정된 금본위제법은 정통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전쟁 전
환율을 회복하였고, 파운드화의 실질 가치를 10~20% 평가절상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영국 경제는 1파운드당 4.86달러라는 비문(碑文)이 새겨진 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다”(Alford 1996, p. 129). 1926년경에는 주로 유럽 국가로 구성
된 39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과 함께 스칸디나비아제국(그리고 그 훨씬 전
인 1922년의 스웨덴)ㆍ스위스도 전쟁 전 평가(平價)로 복귀했는데, 이로 인해
종종 “평가(平價)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는 자국의 화폐가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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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화폐가치의 고평가로 수출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었다.

환율이 다양한 국가의 상대가격 수준을 항상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화의 잠
재적 이익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Zacchia 1976, p. 516).

잉글랜드 은행과 이 은행의 총재인 노먼(Montagu Norman)은 영국의 세계금
융ㆍ경제 주도국 지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또 다른 시도를 하였다. 즉, 노먼은
중앙은행의 “국제동맹”(internationale)을 조직하고 유럽의 안정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중앙
은행은 “시장과 정부에 이어 세계적 역량을 지닌 제3의 독립 부문”이었다. 그러
나 유럽의 경쟁과 국가주의로 인해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다(Péteri 2002, pp.
34, 194).
승전 강대국들은 그들의 주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전쟁 전의 국제환경을 복원
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쟁 전에는 자유무역이 경제의 주요 동력이었던 만큼, 이
들은 신속한 재건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국제연맹을 동원하였다. 국제연맹의 후원을 받은 제1차 국제회의는
1920년 브뤼셀에서, 그리고 1922년 제네바에서 열렸다. 1927년 10월과 1929년
9월 사이에 국제연맹 경제분과위원회는 일련의, 소위 금지회의(prohibition
conference)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1927년 국제연맹의 특별회의는 자유
(또는 저관세)무역 체제로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이때 상황은 “정상”에 가까워지
는 듯했고, 강대국들은 이에 준하여 행동하였다. 1927년 제네바회담의 보고서는
각국 정부에 보호주의가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기보다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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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평화는 국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계대전 당시 국가들은 잠정적
으로 매우 비정상적일 정도로 국내 자원에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후
자립경제정책을 통해 번영을 달성하고자 했던 시도는 약 9년간의 경험을 통해 실패로
판명되었다.... 단순히 전쟁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당시의 여건에서는 당면과
제 해결에 충분한 경제정책의 타당한 목표인 것처럼 보였다. (어떤 나라들은) 관세를
통해 새롭게 구축된 전통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고.... 자연적으로 가장 적합한 (산업 대신에) 인위적 산업을 육성하려는.... 어
떤 국민들의 요구는 정당화되지 않고 있다(World Economic Conference 1927, pp.
10-29).

일부 국가들은 회의 결과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1931년 1월에 국제연맹은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 사안을 다시 다루었다. 서명을 한 정부 중에서 이 발의
(發議)를 따른 경우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시도는 실패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외무장관인 보지스라프 마린코비치(Vojislav Marinković)는 논
쟁 중에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였다. 그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
을 통한 경제균형 회복을 기대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선진국에
만 도움이 되었다. 가난한 농업국들이 해외 경쟁자들과 어떻게 경쟁을 하겠는
가? 보호관세의 부과는 비합리적이었고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다. 하
지만 위급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게 어떤 합리적 해결책이 있었겠는가?

작년에 내가 유고슬라비아의 산속에서 지냈을 때, 나는 작은 산골마을에 사는 사람
들이 옥수수와 밀은 키우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이 소유한 숲의 나무만을 자르고 있
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숲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무까지 자르게 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은
대답하였다.... “우리가 지금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합
니까?” 장담컨대, 농업국들은 이와 매우 흡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신은 미래에 있을
재난을 가지고 이들을 위협하겠지만, 이들은 이미 재난을 겪고 있다(Carr 1964,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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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비합리적인 상황이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던 것이다. 그러
나 강대국들과 국제연맹은 계속 구(舊)질서를 복구하려고 노력하였다. 1933년
에 열린 또 다른 세계경제회의의 초안(草案) 어젠다(Draft Annotated Agenda)
는 “전 세계가 경제발전 추세에 명백히 역행하는 국가 자급자족 사상을 채택하
고 있는 것”을 비난하였다. 1938년의『반 질랜드 보고서 (Van Zeeland Report)
는 자유무역이 “독재 경향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참여자
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제공되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라는 진
부한 생각을 되풀이하였다(Carr 1964, p. 56). 하지만 그 당시 이러한 생각에 공
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대신 유럽 저개발국의 대다수 정부는, 독일을 승전
강대국들에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나라라고 주장하는 나치의 정치적 전략이 극
명하게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38년 11월 독일 아카데미의 경제위원회에
서 샤흐트(Hjalmar Schacht)가 개진한 의견에 동조하였다. 부유한 강대국들은
“가난한 나라가 부국의 처방전 아래 고통을 겪기보다는 자국의 법에 따라 스스
로 살아가려는 용기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샤흐트는 말했다
(Schacht 1938). 관세 인상, 관세전쟁, 그리고 자급자족 요구는, 비록 비생산적
이었고 국제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했지만, 여러 주변부 국가들에 즉
각적인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였다. 자유방임주의로의 복귀는 재고할 가치도
없었다.
전후의 상황 변화 때문에 전시의 규제 방식이 자연스럽게 계속 유지되었다.
“전쟁파괴의 정도가 심했던 동유럽ㆍ서유럽에서 국가는 재건(再建)조직자ㆍ자
금공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Fischer 1978, p. 175). 운송 시스템의 재건은
종종 철도의 국유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국영철도 시스템
을 채택하였다. 폴란드ㆍ체코슬로바키아ㆍ헝가리ㆍ유고슬라비아ㆍ불가리아와
같이 대토지소유가 지배적이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토지개혁,
개간, 대토지소유 철폐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Berend 1985, pp.
152-161).

]89

ۙڮѓۆۆܳےࣅٮő܃ۤ֨܃ʪۆˣۤ

쓰라린 전쟁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고유한 식량공급원
을 확보하길 원했다. 농업보호주의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강력한 정치세
력으로 등장한 농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매우 선호하게 되
었다. 신생독립국들은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 관세제도를 창출하였
다. 이러한 사태전개로 인해 무역규제와 외환통제가 촉진되었다. 관세ㆍ수입할
당제ㆍ대외무역허가제와 그 밖의 다른 규제수단이 전후에도 계속 적용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요인인 사회민주주의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또한 규
제시장제도의 등장에 기여하였다.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사상은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 나타났다. 당의 주도적 이론가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은 그의 연구서인『사회주의의 문제점 (Probleme
des Sozialismus, 1986)에서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예언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국회를 통한 조직적 대중운동에 의해 달성된 복지개혁 때문
에 가난이 더 심화되지는 않았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사상 대신, 의회가 사
회주의에 이르는 평화로운 길로 택한 개혁사상을 받아들였다(Bernstein 1899).
루돌프 힐퍼딩(Rudolf Hilferding)은 한걸음 더 나아가, 1923년에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재건 의회의 기조연설에서 체제 내에 “자본주
의의 결점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강변하였다. 4년 후 독일 사회민주당의 킬
(Kiel) 의회에서 그는 성숙된 새로운 개념의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변수들이 자유롭게 상호 작용하여 결정되는 경제에서 조직화된 경제로 변
모해가는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갖추어가고 있다.... 실제로, 조직화된 자본주의란 자
본주의의 원리인 자유방임주의 대신 사회주의의 원리인 계획생산을 선택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계획되고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방식의 경제는 사회의 의식적인 영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서 ‘사회의 의식적인 영향’이란 사회 전체의 강제조
직인 국가의....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다(Protokoll 1923, p. 58; Protokoll 1927, pp.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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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서유럽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정치적 변수가 되었다. 이 당은 1919년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각각 41%
와 39%를 득표했고, 벨기에ㆍ덴마크ㆍ핀란드ㆍ이탈리아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
영국의 전쟁 후 선거에서 약 3분의 1의 지지를 얻었다. 1930년대 초 스칸디나비
아제국에서는 46%와 56% 사이의 득표율을 보였다. 독일ㆍ영국ㆍ오스트리아ㆍ
프랑스ㆍ스웨덴의 일부 사회주의 정당은 양차대전 사이에 정부를 구성했거나
연정(聯政)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 간의 협력을 성공적
으로 촉진했고, 대규모 공공사업계획을 준비하였다.

양차대전 사이에는, 경제규제를 위한 공동노동 관리국인 중앙노동위원회
(Zentralarbeitsgemeinschaft)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1918년 독일의 스티네스ㆍ레기
안(Stinnes-Legian) 협약으로부터 영국의 별 효과가 없었던 “휘틀리 위원회”(Whitley
Councils)와 프랑스 인민전선의 승리에 뒤이은 1936년 마티뇽 협정(Matignon
Accords).... 스웨덴의 잘츠요바덴 협정(Saltsjöbaden Agreement, 1938년)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노사 협정, 노르웨이의 소위 메인 협정(Main Agreement, 1935년)에 이
르기까지 노사간 협약이 봇물을 이뤘다.... 전시였던 1914~18년 이후 “부르주아”와 사
회민주당 내에서 계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Sassoon 1996, pp. 60-2).

카(E. H. Carr)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1919년 이후 유럽에서, 자연적인 이해관계 조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는 국
가의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계획경제가 이론화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Carr 1964, p. 51).

보호주의는 국가개입주의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였다. 전후 정부들은 전시 규
제수단을 사용하여 수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규제수단이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에서는 1923년까지,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1924년까지 존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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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영국에서는 매키나 관세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 내
용이 확대되었다. 1921년의 산업보호법(Safeguarding the Industries Act)과 염
료수입법(Dyestuffs Importation Act)의 재정을 계기로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
한 여러 가지 수단이 제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곧 전시규제를 완
화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 이러한 추세는 경제 발전소로 부상한 나라인 미국의 규제정책에도 영
향을 받았다. 1922년의 포드니ㆍ맥컴버 관세법을 계기로 미국의 보호주의는 절
정에 달하였다. 프랑스ㆍ독일ㆍ벨기에ㆍ네덜란드는 수입관세를 도입하거나 확
대하였다. 경제적 자기방어를 위해 최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새로운 추
세는 192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 신생국들은 고관세를 신설하였다. 불가리아
에서는 1922년과 1924년 두 단계에 걸쳐, 오스트리아에서는 1925년 1월에, 유고
슬라비아ㆍ헝가리에서도 같은 해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26년에, 루마니아
에서는 1924년과 1927년 두 단계에 걸쳐 고관세가 도입되었다. 신설 관세는 기
존의 무역협정에서 다른 교역국에 부여했던 관세인하 혜택에서 새로운 교역국
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세분화되었고, 수천 개의 품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신설
관세의 수준은 유례없이 높았다. 루마니아는 관세율을 수입가격의 30%에서
40%로 인상하였다. 헝가리는 20%에서 30%로, 때로는 50%로 높였다. 유고슬라
비아의 산업용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가격의 70~170%에 달하였다. 신설
관세는 “관세 전쟁”(tarifs de combat)으로 여겨질 정도로 유럽 전역의 교역국에
대해 협상의 무기로 이용되었다. 이것은 미래의 교역국들에게 상호 관세인하를
통해 타협을 보도록 강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1920년대 후반의 특징적 양상은
다름 아닌 치열한 무역전쟁이었다. 자급자족의 일환으로 시행된 경제적 민족주
의 때문에 국제무역이 침체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다뉴브 강 유역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52%에서 31%로 감소했고, 유고슬라비아의 옛 오스트리아·헝가리
에서의 수입은 전후 첫 10년 동안 약 75%에서 28%로 감소하였다(Berend and
Ránki 1974, pp.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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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 체제의 수명은 1930년대 초 대공황과 함께 끝이 났다. 경기하강의
첫 신호는 농업에서 나타났다. 유럽은 극히 치열한 해외경쟁에서 피해를 보았
다. 예컨대, 전쟁 전에는 700만 톤도 안 되었던 미국ㆍ캐나다ㆍ아르헨티나ㆍ호
주의 밀 수출량이 1929년경에는 약 1,9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대 유럽
농업의 회복과 더불어 막대한 규모의 세계 농산물 재고가 축적되었다. 농업부문
의 과잉생산은 세계적 현상이었다. 그 결과로 기초 농산물의 가중평균 가격은
30% 정도 하락하였다. 전 세계의 농민들은 가격하락에 역행하여 생산량을 추가
로 늘리는 반응을 보였다. 전 세계의 기초농산물 생산은 1920년대 후반 30~80%
증가하였다. 심각한 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30년 겨울부터 1931년 봄까
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차례 국제회의가 열렸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유사(類似) 번영이 끝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1928년 중반부터 유럽의 지원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의 투자와 신용의 고갈이었다. 단 1년 만에 자금
유입량이 절반가량 줄었다. 독일은 1928년에 9억 6,700만 달러의 자본을 수입한
데 비해 1929년에는 불과 4억 8,200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더 참담한 사실은 채
무국들이 1928년에 수입한 자본보다 더 많은 이자ㆍ배당ㆍ원금을 상환해야 했
다는 것이다. 1930년경에는 자본 순수출이 85% 정도 줄어 3억 6,300만 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금융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Aldcroft 1978, pp. 263-4). 상품가
격은 1928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제한적이었던 번영은 1928년과 유럽
경제가 붕괴되었던 1929년 말에 끝나게 되었다.
1929년 미 증권시장의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은 하나의 전환점이었
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유발하여 기업가의 투자와 소비자의 소비를 위축시켰
고, 은행가들을 극히 조심스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차입이 더 어렵게 하였다.
미국이 세계의 최대 채권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920년대에는 대부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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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단기거래였기 때문에 신규 신용공여 없이는 즉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금융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다른 요인들도 이에 일조(一助)하였다.
미국의 화폐성장 둔화와 프랑스은행의 금 준비 감소 등이 그것이다. 1930년에
약 15억 달러의 신용을 공여했던 주도적 채권국인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1931
년에는 3,000만 달러로, 1932년에는 3,200만 달러로 대출을 줄였다. 채무국들의
막대한 상환 의무로 인해 1931년에 이미 14억 2,400만 달러의 자본이 채무국에
서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유입되었다. 1927년 10억 3,700만 달러나 수입했지만
1930년에는 불과 1억 2,900만 달러만을 수입한 독일의 경우, 상환액이 차입금보
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1931년에는 자본 순상환 규모가 5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1928년 1억 2,400만 달러를 수입했던 폴란드는 1930년에는 불과 300만
달러만을 수입했으며, 1931년에는 순 상환액이 100만 달러에 그쳤다(International
1949, pp. 11-12). 그 부채의 절반이 단기대출이었고 채무부담이 과중했던 독일은
1931년 여름 6주 동안 20억 마르크 상당의 금과 외환을 상실하였다. 국립은행의
지급준비금은 1929년 7월의 5억 1,200만 달러에서 1931년 6월 5,8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예금자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몰려들었다. 7월에는 3대
은행 중 하나인 다나트방크(Danat: Darmstädter- und Nationalbank)가 파산하
였다. 19세기 중반부터 독일경제의 발전소였던 독일의 은행시스템이 붕괴하였
다. 이틀 만에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다. 비슷한 현상이 오스트리아에서도 벌어
졌다. 로스차일드 가(家)의 중앙유럽 본부로 중앙ㆍ동유럽의 운영을 맡고 있던
은행인 비엔나 크레디트안슈탈트(Vienna Creditanstalt)도 1931년 5월 파산하였
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이 긴급자금을 지원했으나 이 은행의 자금도 곧 말라버
렸다. 1932년 여름에는 이 은행의 준비금이 약 90%나 감소하였다. 실링의 지금
(地金)은 87%에서 25%로 감소하였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10억 실링의 채무상
환이 요구되었고, 결국 오스트리아의 재정은 파탄이 났다. 금융위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신규 신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무국들이 일부 채무라도 갚아야
했던 1930년대에는 대륙 전역에 걸쳐 발생한 자본유출이 특징적 양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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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억 달러가 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유럽에서 빠져나갔다(Feinstein et al. 1997,
p. 168). 채무 부담이 너무 커서 몇몇 국가들은 사실상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의 시대정신(Zeitgeist) 때문에 각국은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내
로 눈을 돌렸다. 역설적으로, 그 결과는 완전한 국제위기였다. 불황의 기간ㆍ강
도ㆍ범위는 실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세계의 산업생산은 30%, 석탄과 철의 생
산은 40~60% 감소했고, 곡물가격은 60% 하락했으며, 유럽의 무역규모는 1929
년에서 1935년 사이에 58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2,000만 명의
유럽인이 실업자가 되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고조였다. 이것은 위기 이전의
보호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는 형태를 띠었다. 미국은 “유럽 산업에 가해진 결정
타”(Garatty 1986, p. 15)였던 스무트 홀리(Smoot-Hawley) 관세법을 1930년 6월
전격적으로 제정하였다. 전쟁 전 국제체제로의 복귀에 찬성했던 영국조차 1925
년 이후 경제적 민족주의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신뢰의 결여 자체가 상황을 파
국으로 몰아갔다. 1931년의 패닉(panic) 속에서 영국은 “사생아”인 금본위제를
버렸고, 같은 해에 통상적으로는 50%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종가(從價)관세율은
100%까지 허용하는 임시 공산품「특별수입법｣(Abnormal Importations Act)을
제정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관세율은 1927년과 1931년 사이 두 배가 되었고,
종가관세율은 40%에 달하였다.
수입할당제와 수입허가제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가격추이와 무관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고관세보다 규제의 강도가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이것들은 국내시장 보호 차원
에서 수입을 제한하였다. 프랑스가 이러한 신무기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였지만, 19개
의 다른 유럽 국가들도 1930년대에 그 뒤를 이었다. 1920년대에 이미 병들어 있던 국
제무역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1928년과 1935년 사이에 유럽의 수입액은 약 320억 달
러에서 120억 달러로 떨어졌고, 수출액은 260억 달러에서 위기 전 수준의 약 3분의 1
정도인 9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1929년과 1933
년 사이에 수포로 돌아갔고, 1936년경에는 유럽 전역에서 금본위제가 붕괴하였다.

]95

ۙڮѓۆۆܳےࣅٮő܃ۤ֨܃ʪۆˣۤ

독일 정부는 1931년 7월 13일 은행들을 폐쇄했으며, 국내 통화의 외화로의 환
전을 정지시켰다. 외화로 행해지는 모든 지불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
다. 헝가리가 독일의 뒤를 따랐다. 1931년 7월 17일 정부는 3일간 은행을 폐쇄
했고, 예금의 5% 인출만을 허용하였다. 12월 22일 지불유예(transfer moratorium)
조치로 외채에 대한 현금상환이 중단되었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다른 채무국들
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외무역과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과정이었다”(Kenwood and Lougheed 1971, p. 210).
대부분의 유럽 정부는 외환통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강구했으며, 이로 인해 국
제무역에 변화가 생겼다. 채무국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였다. 채무국의 지불
난(支拂難)과 경화ㆍ금의 부족으로 인해 이 나라들은 바터무역 즉, 물물교환으
로 되돌아갔다. 독일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1932년과 1933년 브라질ㆍ이집트와의 쌍무협정을 계기로 이러한 패턴이 생겼
다. 대부분의 경우 물물보상거래는 민간협정의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이루
어졌다. 교역국들은 상호청산협정을 맺고 모든 수출입 관련 지불 업무를 국립은
행에 집중시켰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총재인 리하트 라이히(Richard Reich)
박사는 1931년 프라하에서 열린 국립은행회의에서 이러한 안을 제시하였다. 두
교역국은 국제지불을 위한 계좌를 신설했고, 수입업자들은 그들의 국립은행 계
좌에 자국 화폐로 지불하였다. 이러한 지불방식은 같은 나라의 수출업자들에 대
한 지불에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교역국들은 경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
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수입은 수출에 의해 결정되었다. 현실적으로 쌍무무역
의 균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부는 매년 연말에 정산(精算)하
였다. 최초의 청산협정은 1932년 1월 오스트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에서 맺
어졌다. 이어서 헝가리ㆍ이탈리아ㆍ불가리아와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독일은
최초의 청산협정을 1932년 헝가리와 맺은 후 이와 유사한 일련의 협정을 다른
중앙ㆍ동유럽 국가들과 체결하였다.
모든 중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비밀리에 부분적으로 평가절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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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나라들이 보너스 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과 같은 금융
거래가 아닌 무역거래에서 통화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이러
한 제도하에서 수출을 위한 환율인상정책을 통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ㆍ동유럽의) 외환통제국과 (서유럽의) 외환자유국 사이의 경제교
류에는 지불협정 때문에 제약이 가해졌다. 채권국과 채무국 간 유사(類似) 협정
의 모델이 된 최초의 지불협정은 1934년 11월 영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독일의 대영(對英) 수입은 (전월 도착 기준) 독일의 대영 수출의
55% 수준으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45%는 독일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관세는 여전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의 하나로 남아 있
었다. 1929년과 1930년대 중반 사이에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자유
무역의 요람인 영국조차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1932년 2월 4일, 재무장관
네빌 챔벌린(Nevile Chamberlain)은 세계의 “재앙과도 같은” 물가하락과 “엄청
난 무역규제 확대”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처를 공포하였다.

공업과 농업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조정된 온건한 보호주의 체제를 통해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들만의 공장과 농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공장
과 우리만의 농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업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한다(Parliamentary
Debates 1932, col. 279-96).

영국은 전후 보호무역주의로 복귀했는데, 이는 1920년대 중반에 점차 완화되
었다. 실제로 1932년 3월의 수입관세법(Import Duties Act)은 10%의 일반 종가
관세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4월에 그 수준은 두 배로 뛰었고, 사치재ㆍ철강ㆍ화
학제품의 경우 33.3%에 이르렀다. “수입관세법은 영국의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개막하였다”(Pollard 1983, p. 121). 수입할당제도 도입되어 1933년에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쿼터가 배정되었다. 한편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는 1930년
과 1934년 사이에 밀에 대한 관세를 각각 두 배와 세 배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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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가격에 대한 관세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유럽 15개국의 이
비율은 1931년에는 1927년보다 평균 64% 더 높아졌다(그 사례는 표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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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gg(1986), p. 11.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시장보호 조치의 결과를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프랑스는 수입할당제와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다. “수입할당제는 수입
가능 수준에 제약을 가하고,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과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
에 관세보다 국제무역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Kenwood and
Lougheed 1971, pp. 216-17). 벨기에에서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
지만, 1931년 6월부터 설탕ㆍ비료ㆍ석탄에 대해 제한적인 쿼터가 시작되었고,
그 후 1932~33년에는 다양한 농산물로, 1933~34년에는 직물로 확대 적용되었
다. 1939년경에는 유럽의 19개국이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많은 국
가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고정 쿼터와 수입금지는 종종 무역의 국가독점과 결합되었다. 체코슬로바키
아는 1934년에 곡물무역 독점기업(Československá obilní společnost)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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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Olšovský and Prǔha 1969, p. 219). 관세인상과 수입금지는 농산물 순
수입국에게 다소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농산물 순수출국이었던 주변부 농업국
들에서는 다른 방식의 국가개입이 필요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생산비 감소
를 위한 국가 지원, 생산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 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한
부채 경감 등이었다.
유고슬라비아는 1930년에 곡물무역 독점기업(Privilegovano Akcionarsko
Društvo)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또한 65만 4,000개 농가의 악성부채를 떠안고 농
민을 파산에서 구제하기 위한 특수농업은행(Privilegovana Agrarna Banka)을 설립
하였다. 1930년 불가리아는 곡물수출국(direktsiya khranoisnos)을 설립하여 국내
시장을 통제하고 곡물과 종자의 대외무역을 독점하였다. 담배와 장미유의 수출은
불가리아 농업협력은행(Bulgarian Agrarian Cooperative Bank)에 의해 독점되었
다. 헝가리에서는 각각 70%와 100%의 국가 자본으로 설립된 두 기업(hangya
szövetkezet와 Futura Rt.)이 농산물 수출의 80~85%를 독점하였다(Szuhay 1962).
주로 1차 산품 시장을 규제한 몇몇 국제 카르텔 협정을 제외하고는 다자주의
(多者主義)가 거의 사라졌다. 수출의 약 90%를 통제한 1931년의 주석ㆍ설탕 계
획, 1933년의 차ㆍ밀 협정, 1934년과 1936년의 고무ㆍ구리 협정은 각각 가격통
제와 생산량 제한을 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적어도 180개의 국제 카
르텔 협정이 시장협력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국가주도적 지역경제협
력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1934년 2월의 로마협정은 이탈리아ㆍ오스트리아ㆍ
헝가리로 구성된 경제블록을 만들어 수출을 통제하고 시장을 서로 개방하였다.
이와 동시에, 1934년과 1939년 사이에 강력한 쌍무협정에 기초한 독일 주도의
중앙ㆍ동유럽 경제블록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기간 동안, 덴마크ㆍ스웨덴ㆍ
노르웨이ㆍ핀란드ㆍ네덜란드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의 “오슬로 그룹”(Oslo Group)
은 일부 회원국간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었다. 영국 또한 1932년에 오타와 협정을
주도하여 영연방 국가들 간의 수입우대와 관세인하를 실시했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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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에 대부분의 정부는 은행과 공업기업의 도산을 막고 농민을 지원ㆍ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다. 근대 세계사의 가장 큰 위기의
시기에 사실상 모든 정부는 행동을 취했다. 비록 영국이 국가개입주의를 향해
지나친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은행 금리 2%라는 “저리(低利) 자금” 정책은
가격과 이자율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 정책은 1930년대 초반 30%에 가까
운 고용창출 효과를 낳은 1930년대의 건설 붐에도 기여하였다. 1932년 4월 1억
7,500만 파운드로 조성된 후 2억 파운드씩 두 번 증액된 외국환평형기금
(Exchange Equalization Account)은 환율에 대해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구매와 판매를 통해 시장의 분산(分散)에 역기능을 하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경
쟁에 반대하고 카르텔을 선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1930년의 탄광법
(Coal Mines Act)은 카르텔 계획을 의무화했고, 교통위원회(Traffic Commissioners)
는 1930년과 1933년에 도로운송의 경쟁을 제한했으며, 1934년과 1936년의 헤링 산
업국(Herring Industry Board)과 섬유국(Spindles Board)은 경쟁을 제한하고 보조
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식의 개입은 사탕무 생산과 민간항공 지원 부문
에서 특히 성공적이었다.

1930년대가 경과하는 동안, 이처럼 국가는 산업의 카르텔화(化)에 적극적인 역할
을 했고, 석탄산업ㆍ면공업ㆍ제철업ㆍ철강업ㆍ조선업ㆍ농업 등 전통산업에서처럼
기업이 너무 취약하고 분산되어 있는 분야의 독점구조 구축에 직접 개입하였다
(Pollard 1983, p. 106).

영국의 국가개입은 농업 부문에서 가장 광범위하였다. 1920년대 중반과 1930
년대 중반 사이에 영국 설탕보조법(British Sugar Subsidy Act)은 사탕무 생산과
그 공정에 4,000만 파운드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여 3만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정부는 18개의 공장을 영국 설탕공사(British Sugar
Corporation Ltd.)로 통합하였다. 1932년의 호밀법과 수입관세법은 직접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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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고 표준가격을 정하였다. 1931년과 1933년의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은 생산자의 3분의 2를 위한 유통구조를 조직했고, 생산량과 가격에
관한 의무규제를 시행하였다. 감자유통국(Potato Markerting Board, 1934년)은
초과 경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산을 통제하였다. 우유유통국(Milk
Marketing Board, 1933년)은 판매를 통제하고 균일가격을 정했다. 베이컨돈육
유통국(Bacon and Pig Marketing Board)과 축산법(畜産法, Cattle Industry Act)
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1930년대 농업 보조금
은 연평균 3,000만에서 4,0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진정, 영국 농업에서 자유방임
주의는 죽었다(Pollard 1983, pp. 145-53).
프랑스는 영국보다 훨씬 더 심했다. 1931년과 1935년 사이에는 보호무역주의
와 함께 무역의 쌍무주의화가 나타났다. 정부는 1931년까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
해 감세정책을 실시했고 그 후로는 부실기업을 구제하였다. 방끄 나시오날 드 크
레디(Banque National de Crédit)는 보호되었다. 국가는 소시에테 에어 프랑스
(Société Air France), 콤파니 제네랄 트란스란티크(Compagnie Générale Transatlantique),
소시에테 나시오날 드 캠닌 드 페르(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등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되었다. 또한 국가는 시장을 조직하고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
했다. 그 마지막 조치는 정부가 옥수수에 대한 가격통제를 실시했던 해인 1933년
에 취해졌다. 그 다음해에 정부는 생산량 한도를 정하기도 하였다. 곡물, 포도주,
설탕 가격에 대한 보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35년 라발(Laval) 정부는 공
장신설 금지를 통해 생산량을 규제하려고 견직업ㆍ제분업ㆍ제화업에 관한 법령
(décrets-lois)을 제정하였다. 이리하여 강제적인 국가 규제적 카르텔화는 프랑스 산업
에서 자리를 잡았다. 인민전선정부(Popular Front Government)는 1936년 5월에 심지
어 소비자수요 확대정책을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1936년 6월 인민전선정부는 중
대한 종합개혁안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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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초부터 우리는 일단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 법안들은.... 주
40시간 노동, 단체교섭계약, 유급 휴가, 국민건강ㆍ과학ㆍ스포츠ㆍ관광 시설을 제공
하는 공공사업 프로그램, 군수산업의 국유화, 다른 농산물의 전형적인 가격보조제도
로서 기능할 밀 관련 관청 등에 관해 다룰 것이다....(Journal Officiel 1936, pp.
1315-16).

정부의 논의는 완전히 비(非)정통적이었다. 그들은 시장균형이나 공급이 수
요를 창출한다는 세(Jean Baptiste Say)의 유명한 법칙을 믿지 않았다. 이들의 이
론은 수요측면 경제학이었다. 임금인상ㆍ고용창출ㆍ공공사업을 통해 인구의 구
매력을, 정부가 말했듯이, “복구”해야 했고, 수요의 증가는 위기의 탈출을 가능
하게 했다. 그 후 1938년 봄에는 달라디에(Daladier) 정부가 투자촉진 정책과 국
방비지출 증대에 연계된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심각한 금융ㆍ은행위기를 계기로, 예금활동과 투자사업이 분리된 1934년 중
반에는 민간금융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작되었다. 대폭적인 감세를 제공한 새로
운 은행규제법(Banking Regulation Act)이 발효되었다. 또한 모든 금융부문이
은행위원회(Commission Bancaire)의 하부조직이 되었다. 반 젤란트(Van Zeeland)
의 벨기에 국민연합정부(Belgian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1935년 3월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경제회복청(Office National du Redressement Economique)
을 설립하였다. 1935년과 1939년 사이에는 30억 프랑 정도의 온건한 공공사업 프로
그램이 실현되었다. 농업과 소액주주를 위한 금융기관도 만들어졌다. “1930년
대의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급해졌음이 분명해졌
다”(Mommen 1994, p. 32).
유럽 대륙의 몇몇 주변국들은 국유기업을 설립하고 국가 계획을 실시할 정도
로 국가개입을 심화시켰다. 폴란드 정부는 공공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33
년 노동기금(Fundusz Pracy)으로 개명하게 되는 실업기금(Fundusz Bezrobocia)
을 만들었다. 1936년경 국가계획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국방확대 6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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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year Defense Expansion Plan, 1936~42년)과 투자 4개년 계획(four-year
Investment plan, 1936~40년) 등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국방 준비의 주요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공업화 4개년 계획
내에서 바르샤바ㆍ크라코프ㆍ르보프(Warsaw-Krakow- Lwow)를 삼각형 모양
으로 잇는 중앙산업지대(Centralny Okreg Przemyslowy)를 조성하여 국가 공업
화를 이룩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38년 말에는 부총리인 캬트코브
스키(Eugeniusz Kwiatkowski)가 세 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러한 계
획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Kostrowicka et al. 1966, pp. 340-1).
헝가리 정부는 1938년 3월에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가는 10억
펭고를 경제에 투자하였다. 그 중 20% 이상이 운송체계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
고, 60%는 군사적 발전에 지원되었다. 이 투자의 60%는 특별재산세로, 40%는
국제 차관으로 충당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국가가 전대(轉貸)했는데, 이
는 결국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금융에 의해 충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39
년 2월 최고군사회의는 2년 내에 5개년 계획을 실현하도록 명령했고, 그 후
1941년에는 이 계획을 위한 투자가 26억 펭고로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10억
펭고의 10개년 농업계획(1942~51년) 법안이 제정되었다(Schweng 1951, p. 4).
5억 펭고 미만의 통화량이 1938년에는 약 9억 펭고로 증가하였다. 1938~39년에
는 예산지출이 이 나라 국민소득의 3분의 1에 달했다(Berend and Ránki 1958,
pp. 299-300, 377-8).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전쟁 준비와 더불어 국가개입ㆍ규제가 강화되었
다. 히틀러의 공격적인 계획과 그의 전쟁준비 4개년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나치
독일의 동맹국과 적성국 모두가 반응을 보였다. 1936년 영국은 잠정 적성국인
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해군력 증강계획을 수립
하였다. 영국은 또한 공중전에서도 독일과 겨룰 수 있기 위해 장거리 폭격함의
개발을 포함한 막대한 공군력 증강을 위한 투자계획을 실시하였다. 3년 안에
8,000대의 항공기를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계획에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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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군수산업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
해 소위 로얄 오드넌스 팩토리(Royal Ordnance Factories)라는 국유기업의 수를
늘렸다. 1938년 봄에 이르러 5개 공장이 가동되었고, 10개의 공장이 신규 등록
되었다. 국가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오스틴(Austin), 빅커스(Vickers), 너필드 오
거니제이션(Nuffield Organization), 잉글리시 일렉트릭 컴퍼니(English Electric
Company) 등과 같은 민간기업 또한 생산능력을 확충하였다(Ránki 1993, pp.
24-5). [그림 2-1]을 통해 193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산업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
다.
Ŕρԓۆغধ҄ _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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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는 주변부 국가들로도 확산되었다. 유고슬로비아의 국유 광산은 전국
석탄의 35%, 철광석의 90%를 생산하였다. 1939년경에는 국유기업의 수가 52개
였다. 루마니아에서는 금속제품의 70%와 석탄의 80%가 국유 광산과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무기ㆍ항공기ㆍ운송장비 산업도 부분적으로 국가 소유였다. 1930
년대 말 폴란드에서는 국가가 상선의 95%와 철도의 93%를 소유하였다. 국가는
또한 100여 개의 산업체를 소유했는데, 여기에는 군수산업 전체와 화학공업의
80%, 금속산업의 50%, 제철업의 40%가 포함되었다. 국유은행 또한 금융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3년 국가에 의해 설립된 인수은행(Bank
Akceptacyjny)은 단기신용을 완전히 독점하였다. 유럽에서는 국가소유 경향이
운송업 외에도 군수산업과 여타 전략산업의 가장 특징적인 양상이 되었고, 국영
기업의 비중이 산업생산의 5~7% 이상인 적은 거의 없었다(Ránki and Tomaszewski
1986, pp. 37-9).
1933년과 1938년 사이에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영국보다 훨씬 더 컸고, 1930년대 후반에는 40% 이상 확대되었다. 실질 가
치로 환산한 군비 지출은 유럽 전역에 걸쳐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독일은 470%,
영국은 250%, 소련은 370%, 체코슬로바키아는 130%, 덴마크는 115%, 오스트리
아는 112%, 스웨덴은 98%, 네덜란드는 92%,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약 60%, 헝가
리는 약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Milward 1979, pp. 39, 40, 44, 47).
국가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생산량 일부의 규제자ㆍ투자자ㆍ구매자로서의 역
할과 경제에서 비중이 큰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양차대전 사이의 수
십 년 동안에 자유방임주의는 점차 부정되고 보호주의와 규제시장경제로 대체
되었으며,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시장이 경제 분야의 유일한 조직
이었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Polanyi 1964, pp. 68-9). 칼 폴라니에 따르면, 이러
한 파란 많은 시대에 사회는 자연스런 자기방어의 일환으로 경제제도를 사회제
도에 다시 통합시켰다. 제도적으로 사회를 경제와 정치 분야로 분리하는 방식은
막을 내렸고, 경제질서는 또다시 사회적ㆍ정치적 변수의 함수가 되었다. 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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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것은 19세기 전체를 특징짓는 “(역사)발전 추세의 완전한 역행” 후에 나
타난 정상 복귀였다(Polanyi 1964, p. 68).

őۋۤ֨܃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곧 시장원리와 “보이지 않는 손”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도전을 가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애덤 스미스에 의해 공식화되었고, 생산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유명한 법칙을
세운 세(J. B. Say)에 의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세의 법칙은 분명 작동이 중단
되었다.
다양한 가설이 이러한 전통적 이론에 도전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 학자
인 빅셀(Johan G. K. Wicksell)은 세의 법칙과 공급측면 경제학의 유효성에 의
문을 제기한 초기 인물의 하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 불황은 화폐적 불
균형의 산물이었다. 그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화폐창조를 옹호하였
고, 값싼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거부하였다. 그
의 화폐 및 이자에 관한 이론은 새로운 경제학을 위한 길을 닦았다. 캠브리지학
파 경제학자인 칸(R. F. Kahn)은 유통 구매력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더라도 “승
수”(乘數)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구매력이 추가로 증
가하면 다양한 “누출”(漏出)을 통해 승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화폐
유통이 각 단계에서 추가적인 구매와 판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유통화폐
의 수령자가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고, 이는 추가 공급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누출액이 전체의 3분의 1이라면, 칸에 따르면, 최초 지출의 승수
는 3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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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상이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대체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인 케인스가 진정한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는 일찍이 1924년에 시장균형 메커니
즘의 고전적 이론을 비판하였다. 1933년 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루스벨트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사상의 윤곽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대
출을 재원(財源)으로 한 정부지출을 통한 국가의 구매력 증가를 한없이 강조하
였다”(Keynes 1933). “케인스 혁명”은 1936년에 발간된 『고용ㆍ이자ㆍ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으로 유
종의 미를 거두었다. 케인스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완전히 수요로 전환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시장 자동조절기능의 존재를 부인
하였다. 개인과 기업은 투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더 할
것이다. 게다가,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공동체는 소비의 상대적 비중을 점차
줄이길 원할 것이다.” 저축이 투자보다 더 많으면 디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하고
수요 수준이 더 낮아진 상태에서 생산이 위축되게 된다. 케인스에 따르면, 결국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케인스는 또한 노동시장이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사회의 현저한 단점은 완전고용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과 부와 소득이 독단적이고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이다.... 소득과 부의 현저한 불
평등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회적ㆍ심리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격차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Keynes 1936, p. 84).

케인스는 혁명적인 새로운 원리에 도달하였다. 공급과 수요는 시장에서 균형
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는 소비, 저축, 투자, (역시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본유동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특정 경제부문에서의
고용확대를 통해, 그리고 소비증가를 유발하여 결국에는 공급증가를 낳는 국가
개입에 의한 소비증가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화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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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순히 “중립적인” 매개체가 아니고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 이자율 인하 자
체가 투자를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가 이자율 하락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자율 정책이
스스로 적정 투자율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국가는 화폐의 추가
발행과 공공사업 자금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등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케인스는 구매력이 추가로 증가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며, 투자와 고용이 국가에 의해 유발된 최초의 추가 투자와
고용보다 몇 배 더 증가한다고 승수이론을 일반화하고 있다. 투자증대와 고용창
출은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며, 사람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다. 그는 공공투자와
적당한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구매력과 고용을 증대시킬 필요
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국가개입은 경제불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Keynes 1936, pp. 27, 117, 211, 372, 374, 378).
비록 “자유방임주의라는 이론적 토대의 붕괴가 실제 세계에서의 자유방임주
의의 쇠퇴보다 먼저 나타나지 않고 그 뒤에 나타난 것”(Dobb 1964, p. 188)이
사실이지만, 케인스 이론은 양차대전 사이 수십 년 동안 실제 세계의 경험과 교
훈에서 형성된 경제정책과 시장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케인스는 정부를 설득하
였다. 신중한 경제정책 수단과 일관성 있는 복잡한 개입주의가 방어적 반사본능
에서 탄생하였다. 폴란드의 선도 경제학자인 칼레키(Miachael Kalecki)는 1930
년대 후반에 폴란드를 지배한 군사정권의 수장(首長)이 그를 사무실로 초대하여
케인스 사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의 학생들에게 말
했다. 실제로 이 이론은 현실에서 실천되었고, 그 후 30~40년간 경제활동에 영
향을 미쳤다. 새로운 전쟁과 전시경제를 통해 이 이론은 승자(勝者)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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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초가을에 전쟁이 발발했고, 1941년 여름에 독일의 소련 침공이 절정
에 달했다. 1930년대에 증가한 전시 생산은 1939년과 1941년 이후 유럽의 교전
국들에서 급증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이 불과 몇 달 만에 히틀러에게 패하거나
점령되었던 이 시기에는 독일ㆍ영국ㆍ소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번개전
(Blitzkriege) 경제전략 때문에 1941년 이전까지는 장기 전면전을 위해 경제력을
총동원하지 않았던 독일은 그 해 여름까지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전쟁 총동원이 이루어졌고, 전쟁준비가 가속화되었다. 소비자 지출은
GNP의 55%에서 38%로 감소하였다. 기간산업과 군수품 생산은 1939년 공업생
산의 30%에서 1942년 45%로, 1944년 61%로 증가하였다. 번개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의 군수품 생산은 2년 반 만에 약 세 배가 되었다(Ránki 1993, pp. 175-7).
나치 독일은 영국과 소련, 그리고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을 제외하고
유럽 대륙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으며, 그곳을 전시경제 체제로 편입시켰다.
1941년 12월에는 소련의 유럽과 가까운 쪽 절반 대부분도 점령되었다. 유럽의 새
로운 질서(New European Order)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유럽의 점령지역
경제는 크게 보아 개발형태와 양상은 다르지만 그 기능ㆍ역할ㆍ성과가 같은 세 개
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파시스트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의 허수아비 국
가를 포함한 중앙유럽과 남유럽의 위성국가, 2) 서유럽 점령지역, 3) 오스트리아
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ㆍ세르비아ㆍ소련의 점령되어 합병된 지역이 그것이
다(Ránki 1993, p. 318). 독일은 238만의 인구가 거주한 330만㎢를 통치하였다.
나치 독일은 유럽을 약탈하고 착취했으며, 수백만 명을 신병으로 보충하고 노예로
삼았다. 1944년에는 9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에서 일하였다. 이들은 산
업인력의 30%, 군수산업 노동력의 35%를 차지하였다. 점령된 서유럽의 영토는 독
일의 전쟁물자 생산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곳은 독일 코크스의 20%, 철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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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25%, 트럭의 20~25%, 의류의 40%, 작업용 신발의 25%를 제공하였다
(Milward 1970, pp. 132, 165, 238). 중립국들도 독일을 위한 생산을 증대하였다.
스웨덴의 대독 무역 총액은 1938년과 1941년 사이의 두 배가 되었다.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대독 수출이 스웨덴의 총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7%에서 42%로
증가하였다(Milward 1977, pp. 323-5). 1938년과 1945년 사이 전시(戰時) 호황 덕
분에 스웨덴과 스위스의 1인당 GDP는 각각 18%와 21% 증가하였다.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 모든 참전국은 경제성과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전쟁
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데다 발전된 서부지역 대부분의 영토를 잃은 소련은
생존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였다. 스탈린의 공업화 정책은 이미 1930년대 전
쟁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그림 2-2 참고). 군수산업은 1940년부터 절대 우
위를 차지했고, 1940년과 1944년 사이에 그 생산량은 2.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재의 생산은 전체 산업생산의 약 40%에서 20~22%로 위축되었다. 탱크와
군용차량의 생산은 약 7배, 전투기의 생산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영국 경제의 성과 역시 인상적이었다. 철광석과 알루미늄의 생산은 전쟁기간
동안 각각 37%, 55% 증가하였다. 1938년에 생산된 항공기의 수는 2,827대에 불
과했지만, 1944년경에는 그 수가 무려 2만 6,461대에 달했다. 이 숫자에는 특수
폭격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는 10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탱크와 자주포
(自走砲)의 생산은 연간 700대 미만에서 1942년에는 9,000대로 증가하였다. 함
정과 상륙정(上陸艇)의 생산은 1941년과 1943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군사적 요구에 따라 라디오 밸브의 생산 또한 세 배로 증가하였다. 1939년에는
전쟁소비가 국민총생산의 15%에 불과했으나, 1943년경에는 그 비중이 56%로
증가하였다(Pollard 1983, pp. 20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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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전시경제체제가
필요하였다. 정치적, 사회적 제도가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제는 관례
가 되었다. 전시 시장규제의 주요 특징은 대륙 전역에 걸쳐 유사하였다. 자유시
장 가격제도는 통제ㆍ규제 가격제도로 대체되었는데, 이 제도는 자원배분에 따
라 크게 좌우되었다.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금융정책은 더 이상 주요 결
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리적인 통제가 지배하였다. 전쟁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 의사결정, 결정사항의 집행 등에 입각한 엄격한 우
선순위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직이 필요하였다. 소위 왕
립대통령위원회(Lord President's Committe)가 전시경제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일종의 동반(同伴)내각으로 전환되고 하원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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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등장한 영국의 이러한 제도에 관해 앨런 밀워드(Alan Molward)는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영국에서) 등장한 제도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정부만
큼이나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Milward 1979, p. 111).
거대한 행정기구가 설립되었다. 즉, 1940년에 3,500명의 직원으로 창설된 식
량부가 1943년에는 3만 9,000명의 직원을 두게 되었다. 내각 전체가 영국 경제
를 이끌었다. 1939년 9월에 경제전쟁부(Ministry of Economic Warfare)를 설치
한 데 이어 내각우선순위위원회(Ministerial Priority Committee)와 주요물자관
리위원회(Principal Supply Officers Committee)를 두었다. 또한 1940년에는 처
칠 내각 산하에 조달부(Ministry of Supply), 항공기생산부(Ministry for Aircraft
Production), 그리고 특별협의체인 항공기생산회의(Airplane Produc- tion
Council)를 구성하였다. 전체 인구가 등록되었으며, 노동 이동성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전쟁물자 생산의 불가결한 영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동 고용에 대
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1941년 4월과 11월 사이에 20만 명의 여성 인력이 민간
산업에서 군수산업으로 전환되었다. 1942년 초의 여성고용법(Employment of
Women Order)은 한술 더 떠 20세와 30세(1943년에는 40세로 확대되었음) 사
이의 모든 여성이 고용교환제(Employment Exchanges)를 통해 직업을 구하도
록 규정하였다.
국가기구가 생산과 물자공급을 감독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계획은 전쟁 준비
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1940년 1월 해로게이트 계획
(Harrogate Programme)은 매월 2,500대의 항공기 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
은 생산기간 단축을 요구한 헤네시 계획(Hennessy Programme)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우선순위를 고성능폭탄의 생산으로 바꾼 1941년 폭탄생산 계획(Bomber
Programme)으로 대체되었다. 1942년 초, 특별위원회는 선박ㆍ원자재ㆍ군수물
자의 생산을 감독하였다. 그해 여름에는 긴급전력법(Emergency Power Bill)에
따라 민간부문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연료전력부(Ministry of Fuel
and Power)가 창설되었다. “정부는 모든 영국 국민과 그들의 재산에 대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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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적인 경제적 권한을 획득하였다”(Ránki 1993, p. 124). 국가는 가계 소비
의 25% 삭감과 소비재 산업의 축소를 명령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민간소
비를 규제한 결과, 전시의 의류 생산은 37%, 가정용품 생산은 57% 감소하였다.
적정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단행된 농업에 대한 국가개입은 유럽 전역
의 전시규제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측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농산물 수입
에 의존하고 있었던 영국에게 한층 더 중요하였다. 전쟁 전에는 국내소비의 70%
가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1939년경 정부는 특히 곡물 부문에서 가능한 한 자급
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목초지를 경지로 전
환하면 1에이커 당 2파운드를 지급하였다. 정부는 전시에 식량보조금으로 7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였다. 목축경제를 경작경제로 전환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주요 목표를 복잡한 가격ㆍ규제체계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영국
농업의 칼로리 생산이 그랬듯이, 곡물류의 생산량은 두 배가 되었다. 식량 수입
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자유경제에서는 이러한 생산증가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Ránki 1993, p. 251).
국가의 규제, 보조금지급, 계획, 군수물자 생산증대 등은 비용이 많이 들었으
며, 처칠 내각이 실시한 것과 같은 특별한 금융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인플레이
션의 급격한 진행을 막기 위해 일반가계 지출의 90%에 해당하는 엄격한 소비재
배급과 가격통제가 실시되었다. 그 목표는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플레이션도 통제하였다. 1939년
부터 1940년까지 도매물가는 43% 폭등했고, 그 후에는 완화되거나 다소 적당히
증가했으며, 1945년 종전 무렵에는 물가수준이 1939년보다 77% 높아지는 데 그
쳤다. 임금은 44% 상승했는데, 생계비는 3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전시 지출은 1938~39년과 1944년 사이에 6배나 급증했는데, 이는 주로 4배
이상의 조세수입 증가와 20배 이상의 차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심지어는
1943~45년에도 집행된 전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하였다. 차
입, 해외투자 회수(기존 투자자본의 철수), 영연방과 미국으로부터의 신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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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비록 영국과 독일의 노동정책과 타국과의 경제관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긴
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영국의 전시경제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41년 이후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지역이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고 나치 전시
경제 체제에 종속되었다. 동유럽과 서유럽의 점령지는 모두 본질적으로 독일 경
제의 일부가 되었으며, 독일 군수산업의 요구에 따라 나치 정부에 의해 통치되
었다. 동맹국들도 독일의 전시경제에 통합되었지만, 그들 자신의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다. 예를 들면, 헝가리 정부는 무기ㆍ탱크ㆍ항공기의 생산 계획을 수립
하였다. 1941년 이후 독일의 직접적인 주문과 합작프로그램하에 헝가리 경제는
독일 경제에 종속되었다. 야심찬 보크사이트ㆍ알루미늄 계획과 석유시추 프로
젝트에 연계된 30억 펭고의 메서슈미트(Messerschmitt) 항공기 합작생산계획은
부분적으로 헝가리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지만, 나중에는 독일의 대리점인 헝가
리주재(駐在) 독일산업위원회(Deutsche Industrie Kommission in Ungarn)에
의해 직접 통제되었다.
자유로운 상품시장은 사실상 폐쇄되었다. 원자재와 공산품은 거의 전적으로
헝가리 정부에 의해 구매되어 독일에 공급되었다. 1942년경에는 헝가리 면공업
의 90%와 모공업의 약 80%가 국가의 주문에 의해 공급되었다.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도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다. 1939년부터 다양한 위원회가 공급을 지도했지
만, 1942년에는 주요 원자재를 배급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원자재청(Central
Raw Material Office)이 설립되었다. 원자재를 보존하고 가능하면 인공물로 대
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ㆍ표준ㆍ환류(還流)주문 체계를 도입하였다. 1943년에
는 민간 건설업이 금지되었다. 에너지의 사용제한과 배급은 국가통제의 가장 중
요한 두 가지 수단이 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헝가리의 독일에 대한 농산물 공급은 엄격한 명령체제하에서
증가하였다. 경지 1에이커당 순소득에 대해 산정된 일정량의 생산물을 공급하
기 위해 토지와 농장이 필요하였다. 국내에서는 빵ㆍ밀가루ㆍ가축ㆍ우유ㆍ버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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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와 같은 모든 주요 식품에 대한 배급이 실시되었다. 1939년 8월, 정부는 모
든 가격을 고정시켰고 특수기관인 물가통제청(Price Control Office)을 설치하였
다. 전비지출 때문에 국가는 전시경제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역할은 독일에 공급된 막대한 규모의 상품 대금이 지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Hungarian National Archive
1942). 1938~39년과 1944년 사이에 전비지출은 12%에서 44%로 증가했고, 예산
지출은 헝가리 국민소득의 33%에서 72%로 급증하였다. 이 막대한 경비를 충당
하는 유일한 길은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재원조달뿐이었다. 유통은행권의 수는
전쟁기간 동안 14배 증가하였다. 상황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도 비슷하였
다. 중앙ㆍ동유럽에서는 시장경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같이 두 차례의 중대한 전쟁, 경제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공황, 유럽 주변
부 국가들의 근대화와 공업화의 실망스럽고 굴욕적인 실패 등으로 점철된 20세
기 초반에 새로운 경제 모델인 통제시장체제가 등장하였다. 자유무역ㆍ금본위
제ㆍ자율시장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고안된 개입방식은 경기
순환 추세의 균형을 달성하고 자급자족이나 극단적 전시생산과 같은 경제목표
를 성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개입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의 성공은 유럽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추가적인 실험을 촉진시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1차ㆍ제2차 세
계대전 중의 전시경제는 20세기 경제체제의 모태(母胎)였다. 극단적인 전쟁준
비와 그 요건은 중앙집권화된 정부주도형의, 엄격하게 통제된 시장체제에 의해
그런대로 잘 조종되었다. 자율적 자유시장 체제로는 이런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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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파국적인 대공황으로 인해 1914년과 1944년 사이의 시
기는 극히 혼란스런 암흑기가 되었다. 규제와 국가개입은 위기관리에 기여했고,
국민경제가 커다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지막 분석에서, 유럽
경제는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근대 역사상 가장 느린 성장을 기록하였다(표
2-3 참고). 유럽의 GDP는 70% 정도 증가했지만,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면
그 증가율은 37%에 불과하였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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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95a), pp. 227-8.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완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반도
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중대한 근대적 구조변화가 나타났다. 산업의 비중이 농업
에서 공업으로 두드러지게 이동하였다. 1910년과 1950년 사이에 덴마크에서는
농업의 국민소득 기여도가 30%에서 21%로 감소한 반면, 공업의 기여도는 24%
에서 36%로 높아졌다. 노르웨이 경제도 이와 비슷한 구조변화를 경험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의 기여도는 24%에서 14%로 감소한 반면, 철강업ㆍ기계공
업ㆍ화학공업을 비롯한 공업의 비중은 26%에서 36%로 증가하였다(Jör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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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pp. 415, 424, 427). 노르웨이의 농업고용은 총고용의 10%와 20% 사이로
떨어졌고,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약 25%로 감소하였다.

Ŕρ_țۆą܃Ձۤέ ۍɾ(%1

서비스 산업이 가장 현저하게 성장하였다. 1950년경 서유럽에서는 소위 3차
산업이 경제활동인구의 35~50%를 고용하는 최대 경제부문으로 부상하였다.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제국의 평균 성장률은 쇠퇴하는 구산업과 부상하는 신
산업의 비율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영국이 분명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
다. 그 대부분이 섬유산업 위주인 영국의 전통 주력산업은 점진적으로, 그러나
항구적으로 기반을 상실하였다. 이것이 산업순생산에서 차지하는 결합 비율은
1924년에는 37%였지만, 1935년에는 겨우 28%였다. 19세기 영국의 주력 수출품
인 면화와 면제품은 1912년과 1938년 사이에 각각 50%와 60% 감소하였다(그림
2-4 참고). 면공업의 노동력과 기계는 3분의 1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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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체 소비재를 공급하기 시작한 발전도상국들이 공업화를 달성한 결과였고,
부분적으로는 선진국들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결과
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기ㆍ가전제품ㆍ자동차의 생산은 1929년과 1938년 사
이에 두 배가 되었다. 항공기와 레이온의 생산은 5배 증가하였다.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21% 증가한 반면,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20% 이상
감소하였다(Pollard 1983, pp. 54-5, 73).

ŔρٖĶԓۆغĵ_ ܁ܓܓț

프랑스의 기술적·구조적 근대화는 1929년과 1938년 사이에 석탄ㆍ철 생산
의 감소(각각 13%와 42%)와 전기ㆍ인조섬유 생산의 증가(각각 33%와 73%)에
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2-5 참고). 네덜란드에서는 섬유ㆍ의류산업 종사자의 비
율이 25%에서 19%로 감소했지만,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에서는 이 비율이 17%에
서 30%로 증가하였다(Jansen and Smidt 1974,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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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전기의 승리로 인해 분명해졌다. 1919년에 영국에서는 극소수
의 가구에만 전기가 들어왔지만, 1939년경에는 무려 3분의 2의 가구에 전기가
들어왔다(Luckin 1990, pp. 52-3, 57, 73-5, 172). 전기화(電氣化)는 유럽 전역에
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고 꾸준히 발전하였다(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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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tchell(1998), pp. 562-5.

유럽에서의 전기 탄생의 역사적 중요성은,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가 25%밖에
늘어나지 않은 양차대전 사이의 기간에 전기 사용이 400%나 급증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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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잘 파악할 수 있다. 전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용ㆍ산업용ㆍ가사
용 기계가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전기기계의 일부는 중
산층 가구에서만 활용되었다. 1932년에 스위스에서는 1만 가구당 1,750개의 전
기다리미, 500개의 전열기, 그리고 460개의 전기난로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
치는 미국보다도 더 높았다. 프랑스에서는 1만 가구당 850개의 전기다리미, 85
개의 전열기, 8개의 전기난로, 120개의 진공청소기가 사용되었다(Landes 1969,
pp. 435, 439, 440). 특정 전기기구는 전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커
다란 시장을 정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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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사용 회선, ** 허가 취득, *** 1925년
자료: Mitchell(1998), pp. 765-72, 775-9.

전화와 라디오는 신속하게 유럽에서 퍼져나갔으며(표 2-5 참고), 거대한 서비
스 부문도 탄생시켰다. 라디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
고, 1920년대 초반에는 사실상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정규방송을 실시하였는데,
예로 1920년 네덜란드, 1922년 영국, 1923년 독일, 1924년 헝가리 등의 국가가
있었다.
세기의 전환기에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자동차공업은 전쟁 중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표 2-6 참고). 군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트럭과 차를
이용했고, “전쟁을 계기로 그 이전에는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상품이 대중화되
었다.” 자동차는 스피드의 공격적인 이미지와 근대성을 투영하였다.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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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의 운전기사는 전투기 조종사처럼 보였다(Möser 1998, pp. 203, 206-7,
210-11). 자동차의 확산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20세기 초에 처음 등장한 트
랙터와 함께, 농업의 기계화 또한 유럽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서유
럽에서는 기계화가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 탄력을 얻었다. 1950년경에는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 지역 내에서 83만 9,600대의 트랙터가 농업에 사용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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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tchell(1998), pp. 735-42.

제1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서는 항공산업이 번창하였다. 일찍이 1919년 가을에
는 초기의 항공사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KLM(Koninklijke Luchtvaart Maatschappij
voor Nederland en Koloniën 또는 KLM Royal Dutch Airlines)이 설립되어 포커
(Fokker)사로부터 항공기를 사들였다(Dierikx 1995, pp. 221-2). 1920년과 1924년
사이에는 영국ㆍ프랑스ㆍ벨기에ㆍ스페인ㆍ폴란드ㆍ스위스ㆍ헝가리ㆍ소련ㆍ독일
ㆍ핀란드ㆍ체코의 항공사가 설립되었다(Taylor and Mondey 1983, pp. 70-9). 새로
운 기반시설도 건설되었다. 군용비행장이 개조되었고, 1920년대 런던과 파리에서
는 각각 크로이돈(Croydon, 1928년에 재건ㆍ재개장된 군용비행장)과 르 보제
(Le Bourget)를 공항으로 이용했으며, 요하니스탈(Johannisthal)은 베를린의 주요
공항으로 부상하였다. 1923년에는 템펠호프(Tempelhof) 공항이 개장되었고, 1926
년부터 루프트한자(Lufthansa)의 본부가 되었다(Higham 1995, pp. 21-3; Braun
1995, pp. 45-6). 1934년과 1944년 사이에 몇몇 공항이 영국에서 개장되었는데, 그
중에는 개트윅(Gatwick) 공항(1936년)도 속해 있었다. 히드로(Heathrow) 공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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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1944년에 시작되었다.
항공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었다. 중폭격기와
전투기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대량생산은 필수가 되었다. 독일ㆍ영국ㆍ소
련은 각각 11만 8,000대, 13만 2,000대, 15만 8,000대 정도의 항공기를 생산하였
다(Ránki 1993, p. 175). 전쟁은 산업생산 능력을 크게 확충했고 좀 더 빠른 항
공운송에 대한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
신기술은 전통기술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디젤ㆍ전기기관차는
그 진행이 다소 느렸지만, 철도산업을 근대화하였다. 유럽회의 국가에서는 1950
년대까지도 증기기관차가 전체 기관차 수의 78%나 차지하였다(Council of
Europe 1959, p. 268).
신기술에 입각한 신상품은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는데, 그 격차는 매우 컸지만
대체로 대륙의 반쪽에 해당하는 서유럽(스칸디나비아제국 포함)을 자극하였다.
중심부의 선진국들은 비교적 잘 적응했던 데 반해, 주변부의 저개발국들은 장기
화된 위기에 빠진 채 진보를 향한 길을 찾지 못하였다.고용구조의 변화, 특히 농
업고용의 감소는 여러 산업부문간 현저한 노동생산성 차이로 인해 경제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생산성의 차이는 저발전국가에서조차 매우 크게 나타났
다. 1950년에 평균적인 스페인 농업노동자는 320달러 가치의 상품을 생산한 데
비해, 비농업부문의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의 가치는 1,582달러에 달하였다. 유
고슬라비아의 경우도 그 수치가 각각 140달러와 1,751달러로 이와 비슷하였다.
기술근대화를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파라미터의 하나인 생산성은 결정적인 구
조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나라에서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표 2-7 참고).
서유럽의 노동생산성(노동시간당 생산된 GDP의 가치)은 그 이전 반세기에 비
해서도 뒤지지 않는 속도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870년과 1913년
사이에 194% 증가한 데 비해, 1913년과 1950년 사이에는 19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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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0년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GDP(노동시간당 달러)
자료: Maddison(1995a), p. 249.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프랑스의 생산성은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스웨덴ㆍ
노르웨이ㆍ스위스에서는 2.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유럽의 가장 뛰어
난 성과조차도 미국의 생산수준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미국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한 데 비해 유럽의 생산성은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그
림 2-6 참고). 1870년에 서유럽의 생산성은 미국 수준의 70%에 달했으나, 1913
년에는 59%, 1950년에는 겨우 46%에 그쳤다. 주변부의 생산성은 훨씬 더 낮았
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생산성은 서유럽 생산성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
고, 반세기 이상 뒤처져 있었다.
이와 같이 성장의 성과는 유럽의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올슨(Mancur
Olson)은 “전통적인 경제 모델은 국가나 역사적 시기에 따른 경제성과의 큰 차
이를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옳게 설명하고 있다(Olson 1994,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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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합된” 선진국의 견고한 특정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생산성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한 그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성과의 격차에 대
해 신빙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발전국이 선진국의 기술과 생산성
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특정 성장이론들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유럽 주변부의 대부분 후진국들에서는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과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1913년과 1950년 사
이에 유럽 전체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평균 37% 정도 증가한 데 비해, 스칸
디나비아 3국의 경우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아일랜드는 실망스럽게
도 29% 성장에 그쳤고, 중앙유럽과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은 26% 증가하였
다(표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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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개 주도국 ** 3개국
1913년=100%

*** 6개국

자료: Maddison(1995a).

중앙ㆍ동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전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한층 더
뒤처졌다(표 2-9 참고). 후발공업국인 스칸디나비아제국은 따라잡기 과정을 멋
지게 수행했고, 20세기 중반에는 유럽의 최선진 중심부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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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유럽=100%
자료: Maddison(1995a).

경제적 성과의 이러한 커다란 격차(그림 2-7 참고)에는 복잡다단한 원인이 있
다. 스칸디나비아제국의 경우에 1900년과 1950년 사이의 눈부신 따라잡기 과정
은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적용하는 사회적 능력, 높은 교육수준, 증가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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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기반을 둔 안정된 제도와 사회적 평화, 일관된 수출지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변부 국가들은 사회적
능력이 부족했고, 이들의 협소한 국토에서 비생산적인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
였으며, 교육과 사회이동도 후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부한 계급사회와 불평
등성을 유지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국경이나 국가형성이 과도기의 심각
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후진성(後進性) 이익”을 누
리지 못했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되었다.

ŔρًݓÂü _ț ۍɾ(%1

주: 서유럽=100%

대부분의 주변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농업구조를 유지하였다. 총고용의
50-75%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였다. 공업고용은 다소 증가하였다(중앙유럽에
서는 20%에서 30%로, 발칸반도에서는 10%에서 15%로 증가하였음). 서비스 부
문은 여전히 후진적이었다. 서유럽은 공업중심, 남동유럽은 농업중심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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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조는 전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서유럽과 주변부 국가들 사이의 기술적ㆍ구조적 근대화에 격차가 있다는 사
실은 자동차와 전화의 보급에 관한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50년경 주변부 국가의 1인당 전화 보유대수는 서유럽 국가의 7~9%에 불과하
였다(표 2-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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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자동차 = 1914년, 전화 = 1920년
** 영국, 프랑스, 독일(1949년에는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자료: Fischer(1978), pp. 143, 150.

أॣًۆͥڮজ

서유럽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늦고 주변부 국가들이 계속 상대으로 낙후된 결
과, 유럽은 20세기 초부터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잃기 시작하여 반세기
동안 계속 상대적으로 쇠퇴하였다. 식민지주의의 소멸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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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식민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약화되었으며, 식민지는 통치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고 독립을 되찾으려는 더욱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영국은 1947
년에 인도를 떠났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식민지들에게도 독립의 문이 활짝 열
렸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지배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군사적 개입이 불
가피했으며, 식민지는 마침내 독립을 얻었다.
미국과 다른 기존의 백인식민지는 계속 성장했고, 많은 분야에서 유럽을 능가
하였다. 그 격차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처음 나타났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
후에는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의 소득수준은 유럽 평균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1950년에 서유럽 최선진국들의 1인당 GDP는 미국 수준의 74%에 불과하였다.
유럽은 1913년에 세계 총 GDP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했지만, 1950년경에는 그
비율이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ㆍ캐나다ㆍ호
주ㆍ뉴질랜드의 경우 그 비중이 5분의 1 남짓에서 약 3분의 1로 증가하였다. 미
국은 세계 최초의 소비사회가 되었다. 승용차의 수는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110만 대에서 4,000만 대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노동자 1인당 기계장비 스톡의
가치는 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네덜란드를 모두 합친 수준보다 더 높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임금소득자 1,000명 중 제조업에서 과학적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비율은 영국보다 5배나 높았다.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영국의 생산성
은 미국 생산성의 86%에서 62%로 감소하였다. 네덜란드의 수준은 78%에서
51%로 떨어졌고, 서유럽 국가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59%에서 46%로 낮아졌다.
지중해연안국과 중앙ㆍ동유럽 국가는 미국 수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
다.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미국의 인구는 두 배로 성장하여 거주자 수가 50%
정도 증가한 데 비해, 인구가 격감한 유럽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6%에 불과
하였다. 세계 인구에서 유럽이 차지한 비율은 28%에서 23%로 하락하였다. 세계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한 비율은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60%에서 41%로 하락
하였다. 1913년에는 유럽의 역내 교역이 유럽 수입의 58%, 수출의 69%를 차지
했지만, 1947년경에는 그 비율이 각각 37%와 55%로 하락하였다. 191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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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세계교역 공산품의 약 82%를 공급했으나, 1937년경에는 그 비중이 3분
의 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유럽은 거의 1세기 동안 누려왔던 세계 은행가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였
다. 한편,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주요 채권국으로 부상하였다. 제2차 세계대
전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은 전시 무기대여계획(Lend-Lease
Program)의 틀 안에서 약 440억 달러 상당의 상품ㆍ원자재ㆍ서비스를 연합국에
게 보냈다. 전쟁 직후에는 30억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제공하였다. 1948년부
터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13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였다. 충격을 받고 심
하게 나약해진 유럽은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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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 경제체제”의 존재에 관한 논쟁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왔다. 약 30년
전 앨런 밀워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경제사학자들은 지금까지 “파시스트 경제”를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 실
존(實存)한 것으로 평가하는 전통을 지녀왔다.... 파시즘의 분명한 정치경제가 존재
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다른 정치집단의 정치경제와 어떻게 달랐는가? 연구결과의 발
표가 늘어날수록 파시즘의 정치경제에 관한 기존의 이론은 점점 더 확신을 주지 못하
고 있다.... 파시즘 시대의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유사점보다
는.... 차이점이 더 중요해 보일 것이다(Milward 1977, p. 379, 412).

이탈리아 체제와 독일 체제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쟁 외에 파시즘
그 자체에 관한 논쟁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제사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탈
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National Socialism)을 파시스트 체제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이들을 구별하거나 “나치즘은 파시스트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선명한 가지(이다)”라고 설정할 필요도 없다. 협의(狹義)의 파
시즘이 스페인에서의 프리모 데 리베라(Primo de Rivera)의 애국단(Unión
Patriótica), 그 후 프랑코의 국민운동(Movimiento Nacional), 포르투갈에서의
살라자르의 국민연합(União Nacional) 등과 같은 “왕권 군사적ㆍ관료적 과두 독
재”를 배제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별 상관이 없다(Linz 1976, pp. 9, 11). 그리
스의 메탁사스(John Metaxas) 장군의 독재는 지지정당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다.

]133

ń܁࣡֟֨ࣷۆܳڦń܃ࣀۆą܁܃

그의 “제4차 8월 정권”은 정당제도를 거부하였다. “여러분 중 과거에 정당에 속
했던 사람들은,” 계엄령 선포 당시 메탁사스가 말하길, “이제 그것들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 그리스에는 더 이상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Stavrianos 1963, p.
627).

민족주의 정권의 시장규제제도는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 유럽에서 확산되었
고, 모두 보호주의와 국가개입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이 장(章)에서 나는
(파시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당 군사독재
파시스트 정치제도의 성격을 띠며, 통제경제정책(economic dirigisme)이라고
할 수 있는, 극명하게 구별되는 경제유형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정치경제 체제
에 관한 극단적 견해를 일반화해 보고자 한다.
모든 독재정치 체제는 무역ㆍ금융에 대한 절대적 통제와 더불어 극단적인 경
제적 민족주의를 수반하였다. 국가개입주의는 종종 국유(國有) 경제부문 창출과
결합되어 과도(過度)했으며 통제되지도 않았다. 이 체제는 전시경제에 필요한
조건도 갖추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은 그 속에서 일관된 역할을 하였다. 국가
는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 숙청,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철폐, 노동조합의
“국유화”, 경우에 따라서는 청년운동만을 인정했지만, 항상 군대를 기반으로 이
용한 “국민운동”의 창조 등을 통해 우위를 점했고, 이것들은 모두 “지도자”(指導
者, leader, Duce, Führer, Caudillo, Archigos) 한 사람의 절대권력에 기여하였
다. 권위주의적인 민족주의 정권들은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경제적 독립”을 목
표로 삼았으며, 근대적이고 견실한 경제를 추구하였다. 이는 내부의 안정 그리
고/또는 팽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군사력에 기여하였다. 정통
성과 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지도주의는 복지제도와 여가(餘暇)계획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분명한 특징은 수많은 국가와 지역의 유사한 경제체제와
함께 나타났다.
다양한 가설들이 강조하듯이, 파시즘은 “대자본”(大資本) 또는 중산층의 이해
와 독립적인 정당 관료주의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것이 부르주아 독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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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이었건, 반혁명적 우익 체제였건, 우
익과 좌익의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의 결합이었건 간에 통제경제정책은
내재적(內在的) 속성이었다. 그것은 국가우월주의와 민간기업의 이해가 대중의
압력과 결합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들은 완전고용정책, 여가시
간의 조직, 국가의 (인종적) 유대와 통합의 “집단주의적” 개념을 반영하는 다양
한 제도, 그리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복지정책 등을 실시함으로써 대중의 인기
를 얻었다. 무솔리니는 “지식인 자본가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주택, 학교, 병원,
노동자 레크리에이션 등에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연설하면서 이러한 사상을 고
취시켰다(Sarti 1971, p. 93). 이와 같이 “전쟁”과 “복지”의 제도는 서로 무관한 것
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경제정책 속에서 결합되어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의 야누스적 얼굴이 진정한 노동자 조직에 대한 태도에서 백일
하에 드러났다. 자유노조는 해체되었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능력을 박탈당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노동자 대표성이 위로부터 제도화되었다. 더욱이,
비록 정권이 대기업의 이익에 종사하였지만 기업들 역시 “지도자”와 일당국가
관료주의에 의해 규정된 “국익(國益) 우선”에 기여해야만 했다.
피할 수 없는 파시즘에 관한 오랜 논점이 하나 있다. 통제경제정책은 대개 공
업화가 부진한 국가들, 특히 남유럽의 근대화된 주변부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이 점에서 나는 파시즘의 등장과 근대화 시도 간의 상관관계를 관찰한 웰크
(William Welk)와 견해를 같이 한다. 초기 성과를 거둔 후의 근대화 정권의 매
력에 관해 웰크가 설명한 바와 같이,

불결ㆍ도둑질ㆍ마피아ㆍ부랑자ㆍ무사안일이 점차 사라졌고, 청결ㆍ질서ㆍ효율성
이 나타났다.... 산업과 무역이 확대되었고, 현란한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수
백만 제곱마일의 습지가 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국기를 단 초고속 상
선(商船)이 건조되었다(Welk 1938,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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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그레거(James Gregor)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기서 파시즘은 장소와 지위를 둘러싼 강도 높은 국제경쟁의 시기에 부분적인 발
전을 이룩한, 또는 저발전된, 그리고 그 결과 지위를 상실한 국가공동체에 적합한 개
발독재 이념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파시즘은.... 가장 강력했고,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유럽의 라틴계 국가들과 한계적 공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의 권
력으로 계승되었다....(Gregor 1969, p. xiii)

그러나 독일 나치즘의 경우는, 앨런 밀워드가 말한 바와 같이, 독일이 “매우
발전된 경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시즘에 대한 매우 불충분한 해석이
었음”을 드러낸다(Milward 1976, p. 380).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한 대부분의 정
권이 지중해연안 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로 “근
대화 독재”였던 반면, 독일은 명백히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역시 1930년대에 경제적 지도주의를 도입하였다. 왜 그랬을까? 제일 먼저 떠오
르는 답은 1918년의 정치적ㆍ경제적ㆍ국가적 차원의 쇼크성 장애와 전후 굴욕
에 대한 회상, 명예실추와 쇠퇴의 감정, 유럽 제일의 국가가 되려는 경쟁에서 경
쟁국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사실 등일 것이다. 미라보(Comte de
Mirabeau)가 그의 저서『프로이센 왕국 (Monarchie prussienne)에서 악의에
가득차서 한 말을 아무도 잊지 못할 것이다. “프로이센은 군대를 갖고 있는 국가
가 아니라 국가를 갖고 있는 군대이다.”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에게는 군사적 패
배에 수반된 체면 손상이 충격적인 것이었다. 10년이 지나 가해진 두 번째 타격
인 대공황은 전례 없는 대량실업, 국가 산업생산의 반감 등과 함께 독일을 완전
히 녹아웃시켰다. 지위를 박탈당한 나라의 추동력은 민족적 자긍심, 승자에 대
한 복수심, 실패한 제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욕망 등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겪은 경험은 전시 통제경제정책이 최상의 군사적ㆍ경제적 성공을 위한
열쇠라는 교훈을 가르쳐주었다.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된 전쟁 세대가 독일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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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급격한 전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심지어는
1933년에 독일의 1인당 GDP가 이탈리아보다 두 배나 높았고 스페인보다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적(好戰的) 통제경제정책이 팽배하였다.
이와 같이 나치 독일은 잘 알려진 전시경제 체제와 함께 극단적으로 독재적인
일당 국가권력을 결합한 정권을 받아들였다. 독일의 통제경제정책은 이탈리아ㆍ
스페인ㆍ포르투갈의 것과는 다른 동기와 목표를 지녔으며 또한 몇 가지 다른 양
상을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통제경제정책이었다.
통제경제정책의 중요한 요인과 성격은 일부 중앙ㆍ동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났
다. 1930년대 군사정권하의 폴란드, 호티(Horthy)의 헝가리, 그리고 소위 발칸
제국의 왕권(王權)독재 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권위주의 정권이 되었다. 이 나라
들은 지중해연안국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후진성, 전쟁 전 성과에 대한 실망, 근
대화ㆍ공업화에 대한 결단 등을 공유하였다. 전후의 경제혼란과 대공황의 비극
은 이들로 하여금 보호주의와 국가개입주의로 치닫게 하였다. 1930년대에 이 나
라들이 통제경제정책의 몇 가지 성격을 드러내는 동안, 특히 이들이 파시스트
나치 경제블록으로 부분 통합된 후에는,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상태
에 있었다. 중요한 국유산업이나 어떤 형태의 조합주의(組合主義, corporatism)
와 대중영합적 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앙ㆍ동유럽
은 권위주의적인 통제경제정책보다는 규제시장제도를 도입했거나 이 둘의 혼합
방식을 채택하였다.

ࣀ܃ąۍڙۆ܁܃ęՁü

경제체제 성립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시장제도와 마찬가지로 통제경제정책은 전시경제
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케인스를 다시 인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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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된 생산조직에 대한 전시 경험을 통해 일부 목격자들은 평화시의 조건 속에
서도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낙관적인 열망을 갖게 되었다. 전시(戰時)사회주의는 의심
할 여지 없이 우리가 평화 시기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를 창출할 수 있
었다(Keynes 1927, pp. 5, 35, 39, 47-9, 52-3).

자유방임주의 시대에 따라잡기에 실패했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해 실망한 나라들은 당연히 전시경제 체제를 그들의 목표를 실현할 새
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전후 규제를 통해 이들은 전시 수단을 평화 시기에
적용하는 방법을 깨우쳤다. 더욱이 이들은 좀 더 급진적인, 좀 더 명령적인, 좀
더 통제된 경제체제를 열망하였다. 아무리 그 특징적 양상과 역사적 배경이 서
로 달랐을지라도, 이러한 경제체제는 그것을 도입한 독재정치제도를 빼고는 이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이 나라의 뒤늦은 통일에 뿌리를 두었다. 후발공업국으로
서 이탈리아는 서유럽 선진국들에 훨씬 뒤처져 있었다. 이 나라는 남부지방의
고대 낡은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보존하고 있었고 너무 취약해서 식민제국의 건
설을 위한 경주에 참여할 수 없었다. 20세기의 첫 20년간 정치적 두각을 나타낸
이탈리아의 새로운 우파(右派)는 전국의 통일을 옹호했으며, 이탈리아가 제국의
위대성을 지향하는 국제적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탈리아
의 엘리트는 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에 열정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 나라는 하이퍼인플레
이션을 겪고 30억 달러 부채를 진 상태에서 경제혼란에 빠졌다. 전쟁 준비로 인
해 1인당 GDP가 1913년과 1918년 사이에 32% 증가했으나, 그 후 1921년에는
25% 감소하여 전쟁 전 수준보다 더 낮아졌다. 물가부족과 기아(饑餓)에 이어 깊
은 실망감이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국가주의자들은 기만당한 느낌이었고, 북아
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함과 동시에 아드리아 해 동쪽 해안에 영토를 추가 확보
하길 열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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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상황은 혁명적인 무질서를 야기하였다.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
가지로 볼셰비키 혁명은 특히 1920~21년의 “공산주의 2년 통치”(Red Biennium)
기간에 일종의 동원(動員) 효과를 낳았다.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고 이탈리아에
유리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방적
반(反)혁명”이 발생하였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떠올랐
다. 과거 급진 좌파였던 그는 그 후 극우와 극좌의 통합을 구현하였다. 무솔리니
는 이탈리아 국민당의 진정한 원조(元祖) 파시스트 개념을 차용했는데, 이는 훗
날 파시스트당에 의해 수용되었다. 비범한 국민당 지도자인 코라디니(Enrico
Corradini)는 국가주의와 생디칼리슴의 종합을 인식하였다. “국가는 집단생활의
최대 단위, 진정 문자 그대로 좀 더 큰 개인적 존재”라고 한 그의 정치사상, “대외
전쟁을 위한 국내 평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크스 계급투쟁 사
상의 “프롤레타리아 국민과 유럽 부유층” 간 투쟁으로의 재해석 등은 진정한 파
시스트 개념을 위한 길을 닦았다. 훗날 무솔리니 내각의 총리와 파시즘의 공식
이론가가 되었던 또 다른 국가주의 지도자 로코(Alfredo Rocco)는 한걸음 더 나
아가 더욱 “계획”에 입각하게 되었다. 밀라노에 위치한 국민당 의회는 국가주의
와 자유주의가 정치ㆍ경제사상으로서 양립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였
다. 이 정당은 보호주의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1919년 정당 회의에서 로코는 노
동조합과 고용주 조직이 협력하고 기업들을 국가의 감독기관으로 전환시키는
“통합 생디칼리슴”(integral syndicalism) 또는 협동조합제도를 실시하였다(Saladino
1974, pp. 234-5, 242-3, 250). 정권은 처음에는 전체주의적이지 않았으나 1920
년대 중반부터 점차 변화하였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스페인의 모델이 되었다. 스페인은 쇠퇴하는 기존의 식민
대국으로서 1921년, 세계대전에서는 중립적이었던 모로코에서 재앙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이 나라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정치위기로 빠져들었다. 그 후 농
촌 대토지소유제(latifundio)의 동요, 카탈로니아 지방의 사실상의 내전, 조직적
인 대규모 파업, 공장 폐쇄, 무정부주의적인 생디칼리슴 운동, 사회혁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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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등 여러 가지 사회불안 요소가 나타났다. 중산층과 농민층은 법과 질서 그
리고 권위주의 국가의 지배를 요구하였다(Harrison 1985). 1923년 9월에 리베라
(Miguel Primo de Rivera) 장군은 입헌정치를 종식시킨 성공적인 쿠데타를 주도
하였다. 정당이 폐쇄되었고 노동자들은 기업조직 안으로 밀려들어갔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이데올로기도 정당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애국연합(Patriotic Union)
의 설립이 파시스트 유형의 대중운동을 대체할 수 없었다. 사회적 반항과 저항으
로 리베라 정권은 전복되었다(Payne 1974, pp. 186-7). 실패로 끝난 군사 쿠데타,
전면 파업, 분리주의 운동 등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되었던 5년간의 입헌정
치 이후에 좌익 인민전선(人民戰線, Frente Popular)은 1936년 2월의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프랑코(Fracisco Franco) 장군은 7월에 두 번째 군사 쿠데타를 일으
켰다. 약 백만 명이 사망한 유혈 내전(內戰)으로 국가는 3년간 마비상태에 빠졌
다. 1939년 초반에는 독재정권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를 비롯한 전국에서 승리
를 거두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지원을 받은 파시스트 팔랑헤당(Falanga
Española)과 인민행동(Acción Popular) 우익연합이 이를 후방 지원하였다. 프랑
코의 국가주의 군사독재는 이 나라의 가장 긴 내전 기간 중에 탄생하였다.
포르투갈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1917년 군사반란은 시도니오 파이스
(Major Sidónio Pais)의 독재로 귀결되었고, 1918년 그의 암살로 정치혼란이 발
생하였다. 이후 15년간 40개의 내각이 구성되었고, 군국주의자들과 군대의 반
란, 그리고 1926년 5월의 성공적인 군사 쿠데타와 함께 카르모나(António
Carmona) 장군의 독재가 나타났다. 카르모나는 무솔리니와 리베라의 전례(前
例)를 따라 정당을 없앴고, 이를 국민연합(União Nacional)으로 대체하였다. 카
르모나 정권은 살라사르(António de Oliveira Salazar)의 장기간 지속된 독재에
의해 계승되었다.
권위주의적 통제경제정책의 전형적인 예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는 1921년 소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해방하기” 위해 터키에 대한 무모한 공격을 포기
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150만 명의 그리스 난민(難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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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 유입되었다. 정치적 혼란, 1925년ㆍ1926년ㆍ1933년ㆍ1935년에 반복
되었던 군사 쿠데타, 그리고 이탈리아와 불가리아와의 국경 분쟁이 이어졌다.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의존하면서도 그 절반은 은폐된 실업자였던 가난한 나
라에서 사회불안은 항구적이었다. 1930년대에는 수백 건의 파업과 시위가 발생
했고, 공산당은 1936년 선거에서 일종의 인민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메탁사스 장군은 첫 번째 계엄령 선포 당시 이렇게 말했
다. “나는.... 공산주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
고]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권력을 유지할 것이
다]....”(Stavrianos 1963, p. 672).
메탁사스 독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독재보다 훨씬 더 짧았지만, 1944년과
1947~49년의 두 차례의 내전 후에 다양한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지
배하였다. 마지막 독재정권인, 파파도폴로스(Georgios Papadopoulos)가 이끄
는 군사정권은 1967년과 1974년 사이에 지배하였다.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지중해 유럽은 우익 권위주의 독재정권과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지배되었다.
독일 나치 운동의 근원은 뒤늦은 통일이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후발공
업국 독일은 성공적인 공업화와 경제적 근대화를 겪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성
공에는 성공적인 제국의 건설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군사적 우익, 팽창
주의자, 범독일 민족주의 운동, 우익 성향의 대중영합적ㆍ인종차별적 독일노동
자당의 탄생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대인의 고리대 자본
(raffendes Kapital)과 아리아족의 창조적 자본(schaffendes Kapital)은 구별되었
다. 유대인은 민족이단자(volksfemde)로, 폴란드ㆍ체코ㆍ헝가리ㆍ루마니아 등
중앙ㆍ동유럽에 사는 수백만 명의 독일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소외된
무국적자(staatsfremde)로 평가되었다. 독일의 우익 운동은 진정 팽창주의적이
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식민제국의 팽창주의적 꿈을 실현할 가능성을 제
공하였다. 전쟁 패배는 황폐화 이상의 것이었다. 승전국들은 독일에 굴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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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 루르 계곡을 점령하였으며, 그 후 비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배상금을 요
구하였다. 전쟁 패배 및 피해, 기아, 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 등으
로 인해 킬ㆍ바이에른ㆍ베를린 등지에서 혁명의 파도가 일었다. 법과 질서를 세
우려는 우익의 노력에 힘입어 복수심에 불탄 민족주의는 자유군대(Freikorps)라
는 군사단위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들은 혁명 기도(企圖)를 분쇄하고 혁
명지도자를 살해하였다. 히틀러는 더 나아가길 원했지만, 1923년 11월 뮌헨에서
그가 일으킨 반란은 프라이헤른할레(Freiherrnhalle)에서 실패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에 수립되었다. 그 10년 후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공황
이 독일에 극심한 충격을 가하여 산업생산이 절반가량 감소했고, 600만 명이 일
자리를 잃었다. 히틀러와 그의 나치 기구는 위기의 절망감 속에서 바이마르공화
국의 의회정치를 이용하고 그 후 재빠르게 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세력
을 구축하였다.
이 모든 정권은, 종종 혼란스러웠고 한때 권력이 바뀌기도 했지만, 정치사상
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들은 정권을 인수하기 전에 일
관된 경제사상 및 정책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주의적ㆍ군
사적ㆍ폭력적이었으며 야만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왜냐하
면 모두 매우 위계적이었고, 엘리트주의적이었으며, 복수정당제도와 민주원리
를 거부하고 지도원리(Führer Prinzip)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력하
고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팽창주의적인 국가를 토대로 “질서”를
구축하고 민족의 위대성을 과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지전능한 국가, 그리고 그
것이 모든 생활부문을 지배하는 것이 이 정권의 핵심이었다. 국가가 인민과 경
제의 집단적 생활에 대해 책임지는 대신, 인민과 경제는 국가의 목표에 기여해
야 했다.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進軍)’(Marcia su Roma)으로 알려진 쿠데타는 1922년 10월
최초의 파시스트 정권 수립과 함께 끝이 났다. 전쟁ㆍ팽창ㆍ국익을 내재화한 주체로
서 전체주의 국가의 절대적 역할 등 모든 것이 파시스트 지배의 핵심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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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모든 인간 에너지를 최대한도로 강화하며, 그것을 직면할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결함을 보증한다.... 생명은 고결한 것[이며], 정복하는 것이다. [파시
스트 국가는] 파시스트 원리의 핵심이다. 19세기가 개인의 세기였다면, [20세기는] 집
다.... 국가의 중요성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파시스트 국가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
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행사하길 요구하며.... 국민의 모든 정치력ㆍ경
제력ㆍ정신력은 국가 안에서 순환한다(Mussolini 1935, pp. 26-31).

좀 더 실용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기치 아래 전쟁을 선포
했던 이탈리아의 파시즘 역시 식민제국 건설, 농업 기계화, 막대한 산업단지 조
성 등을 추구함에 따라 근대화 독재로 변질되었다.
통제경제정책은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 등장했고, 그러한 성격을 띤 특수한
정권이 이탈리아ㆍ스페인ㆍ포르투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리스
에서는 제한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무솔리니가 1919년 밀라노에서 전투자동맹(Fasci di combattimen- to)을 조직
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1922년 그의 ‘로마 진군’ 동안에도 그는 파시스트 정권
의 경제철학과 제도적 구조는 차치하고라도 파시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파시즘이 처음에는,” 한스 칸(Hans Kahn)이 말하길, “원리가 아니
었으며, 분명하고 정교한 정강(政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무솔리니는 1922년
에 실제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우리의 정강은 단순하다. 우리는 이탈리아를 지배하길 원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강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이탈리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강이 아니라 인력(人力)과 정신력이다(Kohn 1966, pp. 148-9).

밀라노에서, 그의 백 명의 추종자들이 파시즘의 정강을 수용했을 때, 누진세의 도
입, 전쟁이윤세, 최저임금, 군수산업의 국유화,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 등 주요 경제
정책과제는 전혀 창의적이지 않았고 좌익에서 원용(援用)해온 것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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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상황이 매우 비슷하였다. 나치당의 모태(母胎)인 고트프리드 페
더(Gottfried Feder)의 독일노동자당이 최초로 내세운 “수정 불가능한 25대 경제
정책과제”는 사리사욕(Eigennutz)보다는 공익(Gemeinnutz)을 우선시한다는 점
에서 좌익에서 원용한 최초의 파시스트 정강과 어느 정도 비슷하였다. 주요 과
제로는 전쟁이윤 몰수, 부당이익취득자와 고리대금업자의 처형 요구, 토지임대
폐지, 트러스트의 국유화, 백화점의 공유화, 대기업의 이윤 분배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권은 점차 고유한 경제정책을 개발하였다. 무
솔리니의 초기 생각은 다소 이단적이고 자유주의적이기조차 한 요소들을 내포
하고 있었다. 그것이 파시스트적인 것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
었다. 예컨대, 1921년의 정강은 “국가의 역할을 정치적ㆍ법률적 질서유지 기능
에 국한시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무솔리니는 “나는 개인주의에 찬성하고 국
가주의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모든 형태의 국가와 변종(變種) 국가를 없애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는 독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파
시스트 정권의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의 내각 총리인 드
스테파니(De Stefani)가 이탈리아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규제완화 및 반(反)국
가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정부보조금을 회수했고 전화(電話)사업을 민영
화하였다. 관세를 자유화하고 1921년의 고관세를 낮추었다. 이탈리아는 드 스테
파니를 해임하고 볼피(Count Volpi)를 임명한 후인 1925년에만 강력한 보호주
의로 복귀하였다(Mack Smith 1959, pp. 377-8; Gregor 1969, pp. 145, 151,
158-61, 174).
무솔리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독자적인 사상을 펼쳤다. 1919
년 3월 그의 연설에서 그는 세계가 “부유한 나라와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구분되
며 “[후자는] 세계에서 정당한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코라디니(Corradini)의
견해를 반복하였다. 그는 이탈리아가 프롤레타리아 국가로서 재화와 생산수단
의 소유권을 재분배하기보다는 산업생산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파레토
(Vilfredo Pareto)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무솔리니는 계급과 계급투쟁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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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초기 마르크스적 사고방식을 떨쳐버렸다.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급
투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와 국가주의자가 되어 사회를
민족과 동일시하였고, 민족을 국가와 동일시하였다.

생명에 관한 파시스트적 사고는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을 인정한다.... 파시즘은 자유, 누릴만한 가치가
있는 자유, 국가의 자유를 대변한다.... 그밖에는 어떠한 인간적ㆍ정신적 가치가 존재
할 수 없다(Mussolini 1935, pp. 10-11).

무솔리니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정치활동의 통합된 일부분이며 경제정책 프
로그램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어 있었다. 파시스트의 정강은 국가가 “국가의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잡한) 공공사업 계획”
을 수행하길 요구하였다. 전철화, 도로건설, 수력발전소 개발 등이 이 정책의 핵
심과제였다. 그러나 파시스트 국가와 경제는 전 국민과 마찬가지로 “군사화되어
야 한다.... 나는 항구적인 전쟁 상태에 빠져 있는 이탈리아 국민을 생각한다”고
무솔리니는 공언하였다(Kohn 1966, pp. 149-50).
파시스트 경제정책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냈다. 무솔리니 총통(總統)은 단계
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독재정권을 구축하였다.
1926년 1월의 법은 무솔리니로 하여금 법률적 효력이 있는 칙령을 공포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때부터 10만 개 이상의 칙령이 공포되었다. 선거에는
명분만 있었다. 후보자 명부는 (뒤에서 설명할) 법인체에 의해 제출되었고, 그란
콘시글리오(Gran Consiglio)에 의해 선출되고 확정되었으며, 유권자들은 그것
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만을 가졌다. 1929년 “선거”에서 단지 13만 4,000명
의 유권자만이 공식후보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1934년 선거에서는 그 수가
1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Mack Smith 1959, pp. 389-90). 무솔리니 역시 다
양한 캠페인에서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 잘 조직된 파시스트당을 이용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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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출산 전쟁”(Battle of Birth)을 개시하였다.
1927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나라의 정치권력의 근본적인 측면은.... 그것의 인구통계학적 강화이다.... [독
일인, 슬라브족, 식민지 사람들의 수가 수억에 달하는데,] 이탈리아 인구가 4,000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도모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금세
기 말에 인구가 적어도 6,000만 명은 되어야 할 것이다(Livi Bacci 2000, p. 175).

실제로, 1920년대 말부터 이탈리아는 피임약 사용을 금지했고, 총각세(總角
稅)를 도입했으며, 대가족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마다 누진적으로 부채를 탕감해주는 무이자 가구대출을 제공하였다.
무솔리니의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은 농업의 자급자족 프로젝트인 “곡물 전쟁”
이었다. 이것은 정치적ㆍ경제적 신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대중영합적 정책
을 통해 이 정권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분야에 따라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
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러한 정책이 등장했을 때, 각 정권의 독재 권력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다양한 권위주의 정권
의 모델이 되었다.
메탁사스 장군과 파파도폴로스 대령의 그리스 정치제도, 또는 리베라와 프랑코
의 스페인, 살라자르의 포르투갈은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나 히틀러의 독일과 달랐
다. 이 정권들이 파시스트적이었는가, 아니면 민족주의적ㆍ군사적ㆍ보수적ㆍ권
위주의적이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특정 통제경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도 다른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탈리아 통제경제정책의 몇 가지 요소를 모방하였다.
그러나 히틀러 자신은 1920년대 초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우리 경제이론의
기본적 특성은 우리가 이론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Braun 1990, p.
78). 그러나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만능주의는 나치즘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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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요소이기도 하였다.『나의 투쟁 (Mein Kampf)에서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의 이해와 삶을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것.... 국가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한 가
지 수단이다. 그 목적은 기본적인 인종적 요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종족을 계승ㆍ
보존하며.... [그리고] 이 종족을 지배층으로 서서히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등 공동체
의 보존과 발전에 있다.... [민족국가에서는] 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 내려질 터인데....
그 권위는 낮아지고 책임은 커질 것이다(Hitler [1936] 1971, pp. 299, 393, 398,
449-50).

ĶÀۆşɠę܁ę܃

사회주의 성향의 의원 마테오티(Giacomo Matteotti)가 살해당한 후인 1924년
여름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전체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러
나 통제경제정책은 점진적으로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 나타난 국가개입주의적
태도의 유일하고 명백한 징후는 공격적인 농업정책이었다. 1923년 12월의 토지
개발법(Act of Land Reclamation)은 관개, 에너지 생산, 하천 운항, 도로 건설 등
을 다루었다. 무솔리니의 야심찬 농업 자급자족 계획으로 남부지방에서 밀 경작
지가 15% 증가하게 되었고, 헥타르당 수확량은 192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약
20% 증대되었다. 전기(電氣)관개와 토지의 완전 개간(Bonifica Integrale), 대규
모 간척사업, 트랙터 이용의 증대, 인공비료 사용의 55% 증대 등을 통해 농업생
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1925년에 무솔리니는 밀 위원회를 설치했고, 밀 생산의
자급자족을 위한 “전쟁”인 그라노 전쟁(Battaglia del Grano)을 개시하였다.
1928년의 종합토지개발법은 1870년부터 1922년까지 지출된 금액의 약 4배에 달
하는 650만 리라를 농업에 할당하였다. 1930년대 중반까지 470만 헥타가 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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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폰틴 마쉬 토지매립(Pontine Marshes land-reclamation) 사업은 이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1920년대 중반의 토지개발과 최초 고속도로 건설은 최초의 중요한 고용창출
계획이었다. 근대적인 고속도로는 북부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였고,
1939년까지 약 5,000km의 철도가 전철화되었다. 1929~30년에는 3만 3,000명의
노동자가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수가 1933~34년에는 7만 1,000명으
로 늘었다. 1928년과 1932년 사이에 사용된 트랙터의 수는 1만 8,200대에서 5만
800대로 증가했고, 다른 기계의 사용대수는 2,900대에서 4만 3,000대로 늘었다.
“1935년에 강제 풀(pool) 제도하에서 국가는 가격과 생산량의 측면에서 밀 시장
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Ricossa 1976, p. 285).
곡물 전쟁은 성공적이었다. 연간 생산량은 1913년에 5,700만 퀸틀이었으나
전쟁 말기에는 4,000만 퀸틀로 감소하였다. 무솔리니의 캠페인하에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1937년경에는 8,000만 퀸틀로 증가했으며, 수입이 필요 없게
되었다. 1936~40년부터 식량 수입의 비중은 총수입의 30%에서 15%로 떨어졌
다. 제1차 세계대전 전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농업국이었지만, 식량 수출이 식
량 수입의 90%밖에 안 되는 식량 무역적자를 경험하였다. 1936~40년에는 수출
이 수입을 180% 정도 상회하였다. 농업개입주의는 성공적이었으며, 정부는
1933년 “밀의 승리”를 선언하였다(Zamagni 1993, pp. 258-64; Florinsky 1936,
pp. 165-70). 그러나 모든 캠페인이 전 세계 농업 과잉생산의 시대에 자급자족
의 틀 안에서 이룬 전형적인 “성공”이었다.
수입대체 및 보호주의 경제정책 또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은 1923년과 1929년 사이에 대체로 25%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야
금업과 화학공업의 생산량은 약 50% 증가했고, 철ㆍ강철ㆍ인공염료의 생산량은
각각 85% 정도씩 증가했으며, 전기생산은 두 배로, 가스와 자동차의 생산은 세
배로 늘었다. 1929년 이탈리아는 1923년에 비해 알루미늄을 7배, 석유를 22배
더 생산하였다(Zamagni 1993, pp. 27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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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주의는 스페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자급자족 정책은, 비
록 이 정책이 비(非)지도주의 국가들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발
렌시아노(País Valenciano)의 수출 잠재력이 큰 과수(果樹)경제보다는 비효율적
인 밀재배 농업을 선호하였다. 1926년의 리베라 독재는 두 개의 칙령(勅令)을
제정했으며, 수자원활용 개선계획과 함께 20개년 관개 및 공공사업 계획을 개시
하였다. 에너지 위원회의 통제하에, 댐과 운하의 건설을 위해 수자원공사
(Confederaciones Hidrográficas)를 설립하였다. 가장 성공적인 에브로(Ebro)
수자원공사는 4년 만에 7만 4,000개 이상의 관개수로를 열었다. 1927년의 법에
따라 식민지화 계획이 실시되었고, 새롭게 개발된 농지에 수천 명의 농민이 정
착하였다. 프랑코 정부는 내전 후에 이 계획을 강화하였다. 바다호스(Badajoz)
와 자엥(Jaén)의 주요 관개사업은 소농의 식민지화와 그 후 1952년부터 실시된
소토지소유제(minifundia)의 공식화 계획에 앞서 실시되었다(Harrison 1985,
pp. 56-9; Anderson 1970, p. 44).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브뤼닝 정부의 기존 고용창출 계획이 강화ㆍ실
시되었다. 1933년 6월 10억 마르크의 소위 제1차 라인하트 계획(Reinhardt
Program)은 수로와 공공건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심찬 제국고속도로
(Reichsautobahn)의 건설 사업을 개시하였다. 9월에는 제2차 라인하트 계획이
농촌건설사업과 도시주택사업에 대해 5억 마르크의 보조금과 4억 마르크의 조
세 특혜를 제공하였다. 정권 초기 2년간 매년 GDP의 4%가 공공사업에 지출되
었다. 주택 계획으로 인해 1933년과 1939년 사이에 180만 개 이상의 신규 아파
트가 건설되었다(Hardach 1976, pp. 58-60). 공공지출 중 최대 비율인 28%가
주택사업에 지출되었고, 둘째로 큰 비율인 21%는 도로건설에 할당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지출의 2~5%만을 소비했던 재무장(再武裝)이 1936년 이후부터는 총
공공지출의 10%, 그 후 1938년에는 17%로 증가하여,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중
요하게 되었다(Overy 1982, p. 50).
무솔리니와 같이 히틀러는 인구성장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미『나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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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히틀러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의 억제를 요구하는 종족보존의 의무(Pflicht
der Erhaltung der Rasse)를 선언하였다. 그 자체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아리아
족의 증대(Vermehrung der arischen Rasse)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조혼(早婚)
을 장려하였다(Hitler [1936] 1971, pp. 275, 279). 1938년에 개정된 나치 독일 혼
인법 관련 작업을 한 저자들은 한층 더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다. “혼인은 우선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에 대한 의무의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두 자녀 가족
관행 대신에 네 자녀 가족 형태를 강요함으로써 독일 인구를 두 배로 늘리려고
노력하였다. 다양한 엄격한 정책과 법률 외에도 대중선동 기구가 이 계획의 실
현을 위해 작동하였다.｢여성｣(Die Frau),｢삶의 기적｣(Die Wunder des Lebens)
과 같은 전시회가 조직되었고, 자녀가 셋 이상인 여성에게 “독일 명예 어머니 메
달”(Ehrenkreuz der deutschen Mutter)을 수여하는 제도가 1938년에 실시되었
다(자녀가 여덟 이상인 경우 금메달을 수여했음)(Mühlfeld and Schönweiss 1989,
pp. 50, 126, 168, 176).
이탈리아 통제경제정책의 새로운 제도적 특성은 법인형(法人型) 국가
(Corporate State)의 창조였다. 법인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국가 감독하의 고용
주ㆍ피고용인ㆍ국가를 위한 법인체로 대체하는 대중적인 개념이었다. 1923년
12월에 권력을 장악한 직후 무솔리니는 고용주 및 노동자대표들과의 회의를 주
재하였다. 1925년 10월에는 팔라초 비도니(Palazzo Vidoni) 협정을 통해 유일한
법률적 노동자 대의기구인 파시스트 노동자연맹이 결성되었다. 한편 이탈리아
산업연맹은 고용주의 유일한 대의기구가 되었다. 이러한 협회들은 공동체 차원
의 작업으로 조직되었으며, 관료주의의 피라미드가 형성되었다. 지방 및 지방간
협회, 그 위에 연맹,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전국연맹이 있었다. 1934년경 8개의
노동자 및 고용주 연맹은 공업ㆍ농업ㆍ상업ㆍ은행ㆍ보험을 포함했고, 아홉 번
째 연맹은 자유직업과 예술을 위한 것이었다. 공식적 중재자인 국가는 법인부
(Ministry of Corporations)를 통해 모든 활동에 관한 행정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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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에는 노사분규를 청취하기 위한 파시스트 노동법정을 만들었다. 1926년
과 1933년 사이에 약 15만 건이 이 법정에 상정되었다. 같은 해에 파시스트당과
정부의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법인국민회의(National Council of Corporations)
가 구성되었는데, 1930년부터는 무솔리니가 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노동조직은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고용주들은 좀 더 많은 자치권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맞
을 것이다.

실제로는 고용주협회가 회원사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체의 관료를 두고 효율
적 자치를 향유하고 있는 동안, 노동 조합은 정당이 임명한 관료가 주도하는 국가관
료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Sarti 1971, p. 80).

그러나 법인제도는 1934년까지 현실이라기보다는 허구였다.

1934년까지 이탈리아는 법인이 없는 법인형 국가였다. 1934년 2월 5일 법에 의해
비로소 법인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1935년 여름에도 그것들은 여전히 걸음마 단
계에 있었다(Florinsky 1936, p. 83).

그 해에 모든 기관은 노동헌장(Charter of Labor)에 쓰여 있는 바대로 “경제관
계와 단일 생산원리”를 규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규모 법인국민회의 대신
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는 훨씬 축소된 신설 중앙법인위원회가 되었는데, 이
는 각료와 파시스트당 서기에 의해 감독되었다. 법인제도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되어 의회를 대체했으며, 노동조합을 국유화하였다. 파업은 금지되었다. 무솔리
니는 의기양양하게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법인주의는 사회주의를 대체하고
자유주의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통합을 달성한다”(Florinsky 1936, pp.
87-96).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실상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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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당과 파시스트 정부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 모든 곳에서 당과 정부의
계획과 요구사항이 봇물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파시스트 법인형 국가의 역할은 파
시스트 정부가 제안하려고 선택한 정책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한 승인 도장을 찍어
주는 데 거의 국한되어 있었다(Welk 1938, pp. 83, 152, 250).

대공황을 계기로 새로운 주도권이 등장하였다. 1932년 5월 로마대학교 철학
교수인 우고 스피리토(Ugo Spirito)는 무솔리니의 승인하에 페라라(Ferrara)에서
열린 널리 공개된 회담에서 한 가지 정보를 전달하였다. 즉, 그는 법인제도가 그
자체의 역동성과 필수불가결한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였다.
나머지 자본주의적 속성을 궁극적으로 떨치고, 개인의 재산이 더 이상 국가의 이익
과 무관하게, 또 상상컨대 그에 반하여, 특별한 이익을 소재로 구성하지 않을 “통합 조
합주의”(integral corporativism)가 될 혼합 형태.... 모(母)기업이 생산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따라서 사익과 공익 간의 역사적 갈등을 단호하게 종식시킬 것이
다(Sarti 1971, p. 96).

1933년 11월 무솔리니는 그의 조합주의에 관한 저서(Discorso per lo Stato
Coporativo)에서 대공황이 자본주의 체제 내의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위기
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완전히 유기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생산규제”라는 자본
주의의 매장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1934년에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파시스
트 경제가 개인적 이윤이 아니라 집단적 이익에 토대를 두었다고 말하였다.
1927년 파시스트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노동헌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관리는
결국, 공익에 부합된다면 언제나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
이었다”(Sarti 1971, p. 95).
법인형 국가의 사상과 제도적 실행 가능성은 다른 독재국가들에게도 극히 매
력적인 것이 되었다. 리베라는 “불완전하게 실행되었지만, 정치경제 조직을 위
한 법인 계획을 촉진하였다.” 프랑코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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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의 대표제와 권위주의 및 공동체의 원리는.... 외국의 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 때문에 일시적으로 왜곡되었지만, 스페인에서는 정치를 하는 고
전적 방식으로 간주되었다(Anderson 1970, pp. 58-9).

정부가 칙령을 발동할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었
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적 프랑코 정권에서 법인의 조직개편이 단행되
었다. 이탈리아의 모델을 따라 프랑코는 관리와 노동을 국민운동(National
Movement)이나 정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일 조직 내에 결합하였다. 1964년
에 노동력의 92%에 달하는 (소위 “사회” 항에서) 약 900만 명의 노동자와 (“경제”
항에서) 330만 명의 고용주가 직업조합 조직에 속했다. 이것은 지방의 지부(支部)
와 은행업ㆍ농업ㆍ직물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26개의 수직적 조직을 갖고 있
었다. 모든 최고 수준의 조합 지도자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프랑코에 의
해 임명되었다. 직업조합 조직은 권한이 가장 약한 정부기구인 코르테스(Cortes)
또는 의회 구성원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임명하였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협상
을 통해 “무정부 상태”와 계급갈등을 회피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 독립적인
노동자 대표기구, 노동조합, 파업 등은 금지되었다(Anderson 1970, pp. 66-9).
비록 법인형 국가가 그리스에서는 수립되지 않았지만, 파업과 노동조합이 금
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Ministry of Labor)에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주도
적 역할을 부여한 강제중재법(Compulsory Arbitration Act)이라는 조건에 의해
대체되었다. 국가 또한 노동일ㆍ임금ㆍ휴가기간을 규정한 집단적 임금협약ㆍ합
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메탁사스 독재 초기 2년간 약 4만 5,000건의 분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다.
법인 사상은 나치 초기의 수사학(修辭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재산(財
産, Stände)에 따른 국가의 조직개편은 히틀러의 초기 연설뿐만 아니라 페더
(Feder)의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나치의 일간지인 ｢국민의 감시자｣(Völkischer
Beobachter)에 실린 한스 부흐너(Hans Buchner)의 1930년 기고문에서 이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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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나타났다. 제국식량영단(Reichsnährstand), 그리고 그 후 1933년 제국문
화청(Reichskulturkammer)의 설립은 법인제도를 향한 첫 신호탄이었다. 히틀러
의 권력장악 직후에 사상의 발전은 중단되었다. 1934년 초 독일 기업의 “유기적
(有機的) 재건”에 관한 법은 공개적인 국가주의 개념을 구축했으며 경제를 경제
부에 귀속시켰다. 모든 거래에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도자는 임명되었고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이에 가입해야 했다. 모든 산업ㆍ상업 활동은 12개 그룹으
로 조직되었는데, 그 중 7개는 주요산업 관련 조직이고 5개는 상업과 중소산업
관련 조직이었다. 제국경제청(Reichswirtschaftskammer)은 1934년 11월에 사업
을 위한 국가의 지도적 권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34년 법은 외견상 노동조합
의 대체 조직으로서 나치의 노동조직인 노동전선(Arbeitsfront)을 도입하였다.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전선에 통합되었다. 지도자 원칙(Führer Prinzip)은 경
제 분야에서도 도입되었다. 기업의 소유자가 기업지도자(Betriebsführer)가 되
었고 피고용인은 추종자(Gefolgschaft)가 되었으며, 이들은 “사업 목적의 추진과
국민과 국가 전반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였다”(Florinsky 1936, p. 105).
비록 기업가들이 투자, 생산물에 관한 의사결정, 연구개발, 그리고 회사경영
의 다른 분야에 관한 독립성을 갖고 있었지만, 국가는 엄격한 제한, 가격통제와
분배, 그리고 투자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간헐적인 명령을 가하였다. 국가
관료주의의 중요한 목표는 국유기업, 그리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강제협
동에 의해 달성되었다.

ۙśۙ ܔćন ʂܼٖ०܃ݓ҄ۺʪ

대공황의 시기와 함께 국가개입주의는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
다. 1932년 6월에 경쟁ㆍ가격ㆍ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강제카르텔(consor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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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ligatori)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무솔리니의 영향력 있는 형제인
아르날도(Arnaldo)가 계속 주장해온 사상이었다. 1932년 여름에 형성되고 정부
에 의해 승인된 면 카르텔은 수천 명의 생산자와 판매자의 민간사업을 위한 결
정을 내렸고, 고정 비율로 원자재를 배분했으며, 각 기업의 생산량을 규제했을
뿐 아니라 가격을 고정시켰다. 강제카르텔은 항구적으로 정부의 무기가 되었다.
1936년 3월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경제의 자급자족적 발전 계획을 공포하였
다. 그는 조직적인 대중운동을 통해 “이탈리아 상품을 구매하라”(Preferite il
Prodotto Italiano)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수입허가제를 포함한 국제무역 통제가
실시되었으며, 훗날 산하 사무국(Under-Secretariat)이 된 국제무역통화감독원
(Internationa Trade and Currency Supervisory Office)도 설립되었다. 계획당국과
외환청(Foreign Exchange Office)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수입허가제, 전면적 가격
고정계획, 가격통제위원회(Price Control Committee) 등이 도입되었다. 무솔리
니가 말했듯이,

1935년 11월 18일은 이탈리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점이다.... [이는] 얼마
나 신속하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Carr 1964, p. 124).

자급자족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이는 대공황 기간과 무솔리니가 에티오피
아 모험을 감행한 후인 1930년대 중반에 추가적인 급진적 정책수단을 유발하였
다. 국제연맹은 보이콧에 찬성했고, 52개국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탈리아는 고
립되었다. 무솔리니는 자급자족을 위한 근대화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계속
실시하였다. 공격적인 파시스트 근대화 독재와 극단적인 국가개입주의 경제정
책을 실시한 통제경제정책 정권은 대공황 기간 중에 강화되었다. GDP 대비 공공
지출 비중은 1929년과 1936년 사이에 20%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33% 이상으
로 크게 확대되었다. 야심찬 국가 투자는 경제근대화와 경기대책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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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자족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무솔리니의 농업 계획을 계기로 1930년대에 트
랙터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났다. 수력발전량과 전기생산량도 대공황 기간 중에
50% 정도 증가하였다. 산업생산은 일시적으로 4분의 1 정도 감소했지만, 이탈
리아 경제는 미미한 후퇴만을 겪었다. 1인당 GDP는 1929년과 1936년 사이에
약 6% 감소했으나 1935년경에는 공황 이전 수준을 7% 정도 상회하였다
(Zamagni 1993, pp. 246, 265, 269-73). 1938년경 이탈리아 경제는 회복되었고,
이 나라는 공업화를 향해 진일보하였다. 전쟁 직후 몇 년 사이에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의 하나였는데, 1921년경에는 성장률
이 전쟁 전 수준에 이르렀고, 1929년경에는 그 수준을 31%, 1939년에는 62% 상
회하였다(Maddison 1995a, pp. 180-1).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직후부터 국가가 경제에서의 우위를 점하였다. 1934년
법에는 기업소유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퇴출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경제
장관은 계획된 기업팽창을 억제하고 강제카르텔이나 다른 산업결합에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강제카르텔 설치법(Gesetz zur Errichtung
von Zwangskartellen, 1933년 7월)은 효과적인 투자통제 방식이었다. 가격은 제
국위원회(Reichskommissar)에 의해 통제되었고, 임금은 1933년에 동결되었다.
1934년 12월의 자본스톡 법은 배당금 지불을 6%로 제한하였다. 1936년 봄 헤르
만 괴링의 지도를 받은 원자재외환관리청(Rohstoff- und Devisenstab)은 원자재
및 외환 배분에 관한 엄격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물가동결 정책은 1936년
11월에 실시되었다. 새로운 재무장 자금지원 계획은 1934년과 1936년 사이에 실시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지출자금이 금속연구소(Metallurgische Forschungs-GmbH)
의 대출(소위 ‘메포 어음’, Mefo-Wechsel)을 통해 조달되었는데, 이 연구소는 독
일 최대기업들을 위한 전초(前哨) 기업이었다. 실제로, 메포 어음은 라이히스방
크에 의해 할인되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군
비(軍費)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은 철폐되었다. “노동증명서” 제도와 강제노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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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sarbeitsdienst)가 실시되었고, 그 후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다. 일부 극히
엄격한 통제가 해외경제교류, 무역, 금융 등에 가해졌다.

비록 히틀러가 무솔리니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집권[했지만], 독일의 통제와
국가개입 방식은 아마 이탈리아에서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고 또 경직되었
던 것 [같다]. 전반적인 기업통제 구조는 사실상 군대통제 방식을 따랐다.... 전반적인
조직은 정치체제의 지주(支柱)[였던] 만큼 경제체제의 근간이기도 [했던] 정당에....
의존하였다(Florinsky 1936, p. 115).

메탁사스 독재정권은 대대적인 공공사업과 도로ㆍ공공건물 건설사업도 실시
하였다. 20%와 150% 사이의 고율(高率)의 보호주의적 종가관세가 1920년대에
도입된 후 1930년대에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고용창출과 산업발전이
촉진되었다. 산업생산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1929년경 산업생산은 1921년에
비해 약 38% 증가했고, 그 후 10년 동안 다시 50% 증가하였다. 즉, 산업생산이
양차대전 사이에 그리스에서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이 나라는 사
실상 나치 경제블록의 일원(一員)이 되었다. 그리스의 대독 수출이 1933년에는
총수출의 20%도 채 되지 않았으나 1938년경에 이르러서는 43%로 증가하였다.
국가개입은 이미 1920년대에 스페인에서 리베라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독재
자는 유럽에 고관세를 도입했으며, 야금업ㆍ시멘트산업ㆍ건설업ㆍ기관차제작
업의 발달을 지원하였다. 1926년 7월의 칙령은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10년간
35억 3,900만 페세타의 투자를 인가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로 철강생산이 1926
년과 1929년 사이에 60% 이상 증가하였다. 대대적인 철도 및 도로건설 계획은
새로 설립된 두 기업(Consejo Superior Ferroviario와 Patronato del Circuito
Nacional de Firmes Especiales)에 의해 착수되었다. 정권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의 또 다른 요소는 전기의 증산(增産)이었다. 1925년과 1930년 사이에 그
생산량은 17억 2,500㎾에서 28억 ㎾로 증가하였다. 1920년대 말에는 공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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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투자보다 더 많았다. 정부 역시 1927년에 “스페인 상품 애용(愛用)” 운동
을 전개했고, 경제는 더욱 고립적ㆍ자급자족적이게 되었다(Harrison 1985, pp.
60-4). 스페인 경제학자 페르피냐(Román Perpiñá)가 말했듯이, “문명국 중에서”
스페인은 “복잡하고 극히 자급자족인 경제”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Harrison 1985, p. 84).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1935년까지 공황 이전 수출 수
준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비록 농업부문 실업이 전체 실업의 약 60%로 전
통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1930년대 초에는 실업보험가입자의 약 13%만이 실
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프랑코 정권하에서 히틀러ㆍ무솔리니와 동맹을 맺은 스페인의 경우 경제적
고립이 한층 더 심각하였다. 스페인은 민주세계에 의해 배척당했고, 이 나라에
대한 경제 봉쇄(經濟封鎖)는 1946년 신설된 국제연합이 취한 최초의 조치 중 하
나였다. 스페인에서는 공업화와 결합된 경제적 자급자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국익산업법(Law of National Interest Industries)을 통해 취약산업에
대해 50% 조세삭감을 단행했고, 투자 자본에 대한 4% 이자를 보장하였다. 이 법
은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수용을 인정하였다. 프랑코 정권은 특정 국가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제와 수
입할당제도 실시하였다. 1948년부터 이 정권은 대공황기에 널리 이용되었던 방
식을 도입하여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한 후 IEME(Instituto Espanl de Moneda
Extranjera)에 이 제도에 대한 감독을 맡겼다.
1941년에 프랑코는 광궤철도(廣軌鐵道)를 국유화하고 댐과 도로의 건설계획을
시작하였다. INV(Instituto Nacional de Vivienda)는 1939년부터 지대(地代)통제
주택건설 프로그램의 공적 자금을 감독했고, 1954년까지 매년 1만 6,000채가 건설
되었다. 1956년과 1960년 사이에 야심찬 제1차 국민주택건설계획은 55만 채의 건
설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는 그 77%가 만들어졌다. 프랑코 정권은 애초부터 특
히 에너지ㆍ원자재ㆍ건축자재의 가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노동권
리장전과 노동부는 노동관계를 규제했고, 1954년까지 임금을 집중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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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구조의 일부분, 공공규제의 정상적이고
예정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시장력(市場力)은 국제정책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무용지물이었다(Anderson 1970, pp. 53, 55).

프랑코 정권의 투자규제계획(Ordención de inversions)은 1969년 가을부터
일련의 국가명령이 후속조치로 이어지기 전인 1959~60년에 사실상 1년 계획 사
업이 되었다. 마침내 1964~67년 제1차 개발계획이 실시되었고, 계획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프랑스식 거시경제계획이 스페인에서 재생(再生)되었다. 냉전으
로 인해 스페인이 서유럽과 사실상의 동맹을 맺게 되었던 1953~59년 이후, 이
정권은 통제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서유럽을 따라갔다(Anderson
1970, pp. 162-73).
살라자르의 포르투갈은 1933년에 국가계획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1935년에 제1차 15개년 재건 계획에 착수하였다. 1953년과 1958년 사이에 새로
운 계획은 사회간접자본과 산업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1959~64년, 1965~67
년, 1968~73년에 추가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모든 계획은 경제적 고립(orgulhosamente
sós)을 심화시켰다(Thomas 1987, p. 996).
라이히스방크 총재 샤흐트(Hjalmar Schacht)는 1934년 대외무역 역조(逆調)
를 극복하고 국제경제관계의 활동무대에서 전쟁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종합계획
인 신계획(新計劃, Neuer Plan)을 도입하였는데, 일찍이 “계획”은 나치 독일 경
제체제의 유기적인 일부분이 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대외무역과 국제지불에 대
해 완전한 통제체계를 구축하였다. 무역관계가 재편되었고, 쌍무적인 바터협정
에 토대를 두었다. 수입물량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현금지불은 실물지불로 대
체되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이미 대공황기에 어느 정도 확산되었던 것으로,
통제경제정책의 특별한 산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계획은 독일이 남동유럽의
인접국에서 식량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독일 광역경제의 시작이었다. 1934년과
1939년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쌍무적 무역협정은 안전하고 육상운송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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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독일경제권을 창조하였는데, 헝가리ㆍ불가리아ㆍ루마니아ㆍ유고슬라비아가
이에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계획은 전쟁준비를 위한 엄격한 국가계획을 수
반하였다. 1935년 5월의 제국방위법(Reich Defense Law)은 “전쟁 수행에 모든
경제력을 투입한다”는 구호를 만들었고, 샤흐트는 평화기의 전권 장군으로 임명
되었다. 1936년 10월에 나치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이 발생할 경우....
경제봉쇄 조치에 대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독일경제를 재편하겠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칙령을 통해 4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나치 정권의 권력서열상
제2인자인 헤르만 괴링은 신경제의 황제와 계획의 수장(首長)이 되었다. 재무장
과 전쟁준비는 계획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4개년계획청은 원자재생산, 원자재
배분, 노동활용, 농업생산, 가격통제, 외환통제 등 6개 부문으로 조직되었다. 계
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대체재(代替財) 개발이었다. 갈탄에서 추출한
합성 가솔린, 갈탄과 코크(calk)에서 추출한 합성고무(부나), 합성섬유, 저급 철
광석 개발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일부는 신설 국유기업인 라이히스베
르크 헤르만 괴링(Reichswerke Hermann Göring)에서 등장하였다.
전쟁 중에 국가 계획은 훨씬 더 발전하였다. 1942년 4월에는 중앙계획국
(Zentrale Planung)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었고, 경
제관리ㆍ조정 역할에서 우위를 확보하였다. 독일 경제는 수시로 개편된 거대한
정당ㆍ국가 관료조직에 의해 엄격히 중앙집권화되고 지도되었다. 두 개의 중요
한 기관은 경제부와 4개년계획청이었는데, 이들은 전쟁 중의 소위 제2차 4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업무를 계속하였다. 막대한 정부조직이 나치 경제를 지도하였
다. 알버트 슈프레(Albert Spree)는 1943년에 전시생산부로 개칭된, 6,000명의
직원을 둔 군수무기부를 이끌었다. 무기청(Heereswaffenamt)은 약 3,000명의
인력을 고용했고, 산업에 대해 명령을 내렸으며, 산업의 성과ㆍ조달ㆍ자금 등을
감독하였다. 군대의 최고사령관(Oberkommando der Wehrmacht)과 1942년 5
월 군수부로 통합된 군대의 경제군수청(Wirtschafts- und Rüstungsamt)은 전시

160 ]Ճşͥڮą܃Ԑ

생산을 위한 거대한 관료조직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나치 전시경제의 극단적인
국가집중화 현상은 전시경제 및 생산에 관한 히틀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
도자 요구”(Führer Forderungen)의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기
구의 결정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었다. 나치 경제체제는 극단적인 경제민족
주의적ㆍ국가개입주의적 지도와 중앙집권적 전시경제의 결합체였다(Zilbert
1972, Milward 1977).
경제지도 체제는 국가개입주의를 극도로 확대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제의
강력한 국유부문의 창출로 귀결되었다. 혼합경제는 파시즘의 발명품이 아니었
지만, “파시즘은 공권력과 민간권력의 관계를 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비정상
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Sarti 1971, p.
79). 이탈리아가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취한 최초의 중요한 조치의 하
나는 1926년 석유개발ㆍ생산을 위한 AGIP(Azienda Generale Italiana Petroli)의
설립이었다. 1939년경 국내 석유와 석유제품의 약 29%를 국유기업이 공급하였
다. 국유기업은 은행부문에 대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입증되
었다. 1929년 은행법은 나폴리 은행(Banca Napoli)과 시실리 은행(Banca Sicilia)
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했고, 이탈리아 은행(Bank of Italy)에 다른 은행들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1931년에 설립된 IMI(Instituto Mobiliare Italiano)는 이탈리
아 은행제도의 개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향
유하였다. 1938년 남부 이탈리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관을 창설한 것과 1939
년 산업금융기관을 창설한 것을 계기로 은행업에서의 국가 역할이 한층 더 강화
되었다.
혼합경제 창출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도약(跳躍)은 이 나라의 3대 은행인 방
카 로마(Banca di Roma), 방카 코메르시알(Banca Commerciale), 크레디토 이
탈리아노(Credito Italiano)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가한 거
대기업 IRI(Instituto per la Riconstruzione)의 설립이었다. IRI는 기업들의 주요
주주(株主)로서, 이탈리아 총 주식자본의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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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개편상의 임시기관으로 간주되었으나 1937년에는 항구적인 지주회사(持株會
社)로 전환되었다. IRI의 자산은 10개 이상의 부문으로 분산되었으나, 민간투자
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전화회
사와 철강ㆍ무기ㆍ석탄생산의 100%, 조선의 90%, 선박ㆍ기관차제작사의 80%,
전기생산의 30%, 그리고 알파 로미오(Alfa-Romeo)와 안살도(Ansaldo), 테르니
(Terni), 브레다(Breda) 등 전통 군수업체의 대부분을 포함한 일부 공업기업을
통제하였다. 1933년에는 (전화산업을 위해) STET이 설립되었고, 1936년에는
(선박건조 통제를 위한) FINMARE가, 1937년에는 (제철업과 철강업을 영위하기
위한) FINSIDER가 등장하였다. 완벽한 국유기업인 IRI는 공익법인으로서 법률
적ㆍ재정적 자치를 널리 향유하였다. 몬테카티니(Montecatini) 및 AGIP와 합작
으로 석유제품의 정제ㆍ가공ㆍ유통 사업을 하는 ANIC(Azienda Nazionale
Idrogenazionale Combustibili, 1936)와 같은 여타 국유기업이나 혼합기업도 이
와 마찬가지였다.
1930년대에 파시스트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기간시설 확충 등을 통
해 볼자노(Bolzano) 및 페라라(Ferrara)와 같은 새로운 산업개발지역을 조성하
였다. 이탈리아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국가의 마지막 행보(行步)는 1936년 4월
의 은행법이었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탈리아 은행이 국유화되었고, 모든
은행산업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단기 신용의 중장기 신용과의 분리가
허용되었다. 산업을 위한 장기신용 거래는 IMI가 독점하였다(Zamagni 1993,
pp. 279, 293-7, 300-2; Posner and Woolf 1967, pp. 22-6).

시장경제는 사실상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준(準)계획에 의해, 그리고 특히 1933
년부터는 신규 산업시설에 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민간투
자의 국가통제에 의해 압도되었다(Ricossa 1976, p. 287).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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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의 특징은.... 민간기업의 역할과 국가 사이의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점이
다. 그 결과는 혼합경제였는데, 이것의 방향은 중앙계획이나 시장력이 아니라 부분적
으로 공공통제하에 있었던 강력한 과두(寡頭)집단간의 협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Lyttelton 1976, p. 141).

파시스트 경제원리의 급진화의 최종 국면과 경제의 거대한 국가부문으로의
합병은, 무솔리니가 체포되고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1943
년 7월의 쿠데타 이후 이탈리아 파시즘의 마지막 장의 개막과 함께 나타났다. SS
군대는 무솔리니를 석방했는데, 그는 그 후 자신의 권력을 개편하고 북부 이탈
리아에 파시스트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1943년 11월 개편된 파시스트 공화당
(Partito Faschista Repubblicano)의 프로그램 선언(Program Manifesto)은 “자본
주의 체제의 폐지 - 세계 금권(金權)정치에 대한 투쟁”을 원칙으로 하는 유럽공
동체를 공식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 계획은 사적 소유권을 보장했으나 “노동 착
취”를 금지했으며, “국민경제의 범위와 기능에서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행동반경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적시(摘示)하기도 하였다. 1944
년 1월에는「이탈리아 경제의 새로운 구조의 창출을 위한 기본 전제｣(Fundamental
Premises for the Creation of a New Structure for the Italian Economy)라는 포
고문을 통해 포괄적인 국유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1차 산품과 에너지, 그리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여
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포함한, 국가의 경제적ㆍ정치적 독립에 결정적인 부문
을 통제하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44년 2월에] 100만 리라를 초과하
는 주식자본을 갖고 있거나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국
유화되었다(Gregor 1969, pp. 288-9, 293-4, 299, 300, 388-9).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히틀러는 전쟁에 패배했고, 무솔리니는
열성분자들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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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은 1941년 이탈리아 IRI의 방식을 따라 거대한 국유 지
주회사인 INI(Instituto de Industria)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 기관은 특히 민간
투자자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는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할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에 INI는 철강ㆍ수력발전ㆍ조선ㆍ농약ㆍ알루미늄ㆍ통신 등에 투자하였다.
1943년과 1960년 사이에 INI는 12개 기업을 소유했고, 약 50개의 다른 기업의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였다. 그 투자 지분(持分)은 이 나라 총투자의 약 15%에
달하였다. 엔시데사(Ensidesa), 이베리아(Iberia), 시애트(Seat), 엔페트롤(Enpetrol),
후노사(Hunosa) 등 가장 중요한 20개 스페인 기업 중 7개사가 정제유의 48%, 조선
의 46%, 비료의 40%, 자동차의 50%, 알루미늄의 58%, 석탄의 36%, 강철의 25%,
전기의 20%에 대한 생산통제를 가한 INI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70년대 말에
INI는 60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했고, 200개사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그 고용인
력은 20만 명 이상이었다(Bernecker 1987, p. 971).
히틀러는 국유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폴크스
바겐(Volkswagen)의 설립이었다. 1934년 1월, 우수한 오스트리아 출신 독일인
자동차 디자이너 페르디난트 포르쉐(Ferdinand Porsche)는 독일 절약형 자동차
제작에 관한 보고서를 새로 수립된 나치 정부에 제출한 후 그의 디자인을 보냈
다. 그 해 5월에 히틀러는 그의 카이저호프 본부에 그를 불러 폴크스바겐 모델의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히틀러는 1,000마르크(400달러) 미만의 값싼 자동차
를 요구하였다. 1936년 히틀러는 1938년에 가동을 시작할 정부 감독하의 독자
적인 폴크스바겐 공장 설립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연간 40~50만대 자동차 생
산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중영합적 선전 역시 국민 트랙터(Volksschlepper)와 히
틀러 소년단(Jugend)의 ‘국민 사냥꾼’(Volksjäger)을 지지했는데, 이를 계기로 자
동차공업화에 박차가 가해졌다(Möser 1998, pp. 219-21). 값싼 국민차를 생산한
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크게 대두되었지만, 대중영합적 정권이 이를 주도하게 되
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에서는 극소형차인 바릴라(Balilla)가 이러한 목표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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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는 거의 전적으로 전쟁 준비와 연계하여, 그러나 또한 나치 국가에 의
해 주도된 새로운 과학 연구와 함께 1935년 로켓ㆍ우주계획을 개시하였다. 1939
년 6월에는 세계 최초의 로켓 비행기인 하인켈(Heinkel)-176이, 그리고 그 10주 후
에는 세계 최초의 터빈제트기인 하인켈-178이 첫 시험비행을 하였다. 1944년경
메써슈미트는 제트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투에 투입되었다. 최
초의 V-2 탄도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Neufeld 1999, pp. 207-11).
권위주의적 통제경제정책의 실시를 계기로 국가개입주의가 사회문제로 비화
되기도 하였다. 각 정권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으로 중앙집권적인 강압
적 지배를 상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권의 정당화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하였다. 복지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서 등장하였다. 1919년
4월, 사회보장기관인 CNAS(Cassa Nazionale per le Assicurazioni Sociali)의 설
립을 계기로 의무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다. 파시스트 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을 인수했고, 이들의 사회정책을 확대하였다. 1925년 임산부ㆍ아동복지
기구인 ONMI(L’Opera Nazionale Maternità e Infanza)가 추가되었고, 약 70만
명에게, 나중에는 100만 명의 산모와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였다.
복지정책은 대공황과 함께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1934년 10월 밀라노 연설
에서 무솔리니는 “사회정의”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에 1929년 여름의 20만 명에
서 1934년 1월에는 16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에 있었던 실업에
대해 복합 정책이 실시되었다. 국가는 노동자 동맹과 고용주 동맹 간의 협정을
강요했고,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대대적인 공공사업 계획이 뒤를 이
었다. 1934년에는 토지 개간, 주택 건설, 도로 건설, 전기화 사업, 그리고 심지어
고대유물 발굴 등으로 8,600만 노동일(日)과 28만 9,000명의 고용이 창출되었
다. 1935년 7월경 실업은 6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사회보장 기관은 기존의
CNAS, 임산부기금, 실업보험, 일부 건강보험계획(결핵치료보험)을 통합한 INFPS
(Istituto Nazionale Fascista della Previdenza Sociale)의 설립과 함께 1933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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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임금소득자가 한 사람인 가구에 대한 임금보조 차원에서 1934년에는 가
족수당이 도입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매년 3,000억에서 4,000억 리라에 달했
던 사회보험지출은 1930년대 중반에는 10억에서 15억 리라 정도 증가하였다.
1920년대 초 노인 및 장애인 보험은 6~7만 명에게 지급되었으나 1930년대 중반
에는 약 50만 명에게 지급되었다. 건강보험정책은 국민건강 기구인 INAM(Istituto
per l’Assistenza di Malattia)의 설립을 통해 집중화되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복지기관의 하나는 1925년 5월에 만들
어진 여가(餘暇)계획기구인 데폴라보로(Depolavoro)였다. 이 기구의 회원은 초
기에는 30만 명에 불과했으나 1937년경에는 3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규모가
크고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이 기구는 문화ㆍ스포츠 계획과 할인권을 제
공했고, 도서관과 스포츠 시설을 후원했으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였다.
파시스트 청년조직인 오페라 바릴라(Opera Balilla)는 청년 교화를 목표로 삼았
고, (1934년 430명) 회원들에게 2주간의 해변 여름휴가와 산악 캠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비록 이 모든 기관이 파시스트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선전에 기여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Welk 1938, pp. 102-3; Zamagni 1993, pp. 315-17; Florinsky 1936, pp 130-3).
나치 독일 역시 비록 그 강도는 비교적 약했지만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치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나치의 노동전선은 휴가를
기획하였다. 이미 1934~35년에 20만 명의 노동자가 저렴하고 조직적인 휴가를
즐겼다. 노동조건을 감시ㆍ개선하기도 하였다. 1940년까지 1만 8,000개의 새로
운 공장 카페테리아, 2만 4,000개의 새로운 사물함 공간, 3,000개의 스포츠 시설
이 설립되었다. 이탈리아의 데폴라보로 조직과 비슷하게 “기쁨에서 솟아나오는
힘”(Kraft durch Freude) 운동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결집시켰고, 스포츠ㆍ문
화ㆍ여가활동을 제공하였다. 히틀러 소년단 운동은 1934년에 10세와 18세 사이
의 600만 소년을 동원했으며, 다양한 활동과 여름 캠프를 제공하였다.
메탁사스 정권은 노조지도자 체포ㆍ추방, 파업 금지, 국민 탄압 외에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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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도입했으며, 매년 2주간 휴가를 제공하였다. 공공건
강법은 노동자를 위한 의료시설, 노동자의 모친(母親)을 위한 의료보험, 출산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ݓʽًݓąࣀ܃०

통제경제정책은 탁월한 자급자족 체제였다. 하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자원의
부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럽 국가들이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물
론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이 체제는 지역간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파시스트 이
탈리아는 자급자족 시대를 선언함과 동시에 오스트리아ㆍ헝가리와 관세동맹을
맺으려는 지역협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삼국 내에 은폐된 관세인하를 제공한 소
위 브로치(Brocci) 체제의 틀 안에서 1931년에는 이 삼국간에 긴밀한 경제관계
가 형성되었다. 1933년 가을 삼국협정 체제가 완성되었으며, 1934년 봄에 삼국
의 총리인 무솔리니, 돌퍼스(Dollfuss), 굄뵈스(Gömbös)가 동맹협약에 서명하
였다. 5월에는 로마의정서에 경제관련 장이 추가되었다. 헝가리의 유력 경제지
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경제동맹은 이탈리아 주도적이면서 경제에 기반을 둔 중앙유럽 정치형성의 탄생
을 반영한다. 이것은 오스트리아ㆍ헝가리 제국의 힘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Pesti Tőzsde 1934).

협정은 상당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헝가리의 이탈리아ㆍ오스트리아에 대한 곡
물ㆍ가축의 수출을 보장하였다. 이탈리아는 100만 퀸틀의 헝가리 곡물 수입과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퀸틀당 56리라의 보조금 지급에 동의하였다. 1934~3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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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헝가리에 7,600만 리라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오스트리아 정
부는 헝가리의 송아지(연간 1만 2,000마리), 돼지(13만 2,000마리), 가금류(5,000
톤)를 매년 구매하는 데 동의하였다. 헝가리의 총수출이 1935년 12% 증가에 그
친 데 비해, 대(對)이탈리아 수출은 80% 정도 증가하였다. 헝가리는 이탈리아ㆍ
오스트리아 공산품의 수입을 보장하였다(Berend and Szuhay 1978, p. 251).
그러나 이탈리아 주도의 협력체제는 강력하게 제한되었고, 결국 붕괴하였다.
나치 독일은 고유한 지도체제하에 대규모 지역협정 체제를 창출했고, 이탈리아
계획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1934년 1월 17일
베를린 회의에서 나치 내각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ㆍ오스트리아ㆍ헝가리 관세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견제하는 것은 헝가리에 강력한 정치적 입지
를 구축한다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Documents 1950, p. 372).

독일 정부 당국은 같은 해 1월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제반(諸般) 협
정을 통해 헝가리 경제를 독일 경제에 긴밀하게, 그리고 불가분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독일의 의도이다”(Deutsches Zentral Archiv 1934, p. 41288). 나치의 오스
트리아에서의 반란 기도, 그리고 그 후 1938년 3월의 합병(Anschluss)으로 인해,
중앙유럽의 인접국들과 지역경제블록을 만들려는 이탈리아의 노력은 결국 수포
로 돌아갔다.
무솔리니는 대규모의 북아프리카와 발칸 영토를 흡수함으로써 식민제국을 건
설하려는 그의 야심을 실현하는 데 비교적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무솔리니는
“우리는 제국을 형성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에 식
민지를 건설하려는 모험을 감행하였다. 그는 북아프리카 식민지에 거주할 이탈
리아 이주자들을 내보냈다. 1936년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지배 관청의 신설에 이
어 이루어진 제국 선포는 야심찬 목표의 신호탄이었다. 사실상, 데니스 맥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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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Denis Mack Smith)가 말했듯이, 그것은 “제국의 패러디”에 불과하였다(Mack
Smith 1959, p. 452). 발칸제국에 대한 침투는 더 성공적이었다. 경제적 유대를
통해, 그리고 그 후 1939년 4월의 점령과 관세동맹, 알바니아 프랑의 이탈리아
리라와의 통합 등을 통해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었던 알바니아의 경우가 특히 그
랬다. 현지주민의 수보다 더 많은 200만 명의 이탈리아 거주자를 보낼 장기 식
민지화 프로젝트가 준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제5해안선”인
알바니아는 계획된 추가적 발칸 팽창을 위한 교두보에 불과하였다. 남부 슬로베
니아, 달마시아 해안, 몬테니그로, 마케도니아 일부의 통합은 전쟁 중에야 비로
소 실현되었다(Radice 1986, pp. 311, 352, 446).
사실상 샤흐트 4개년계획의 일부였던 독일의 계획은 공격적 경제팽창 정책으
로서 독일 광역경제의 창출로 이어졌다. 국무장관 한스 에른스트 포세(Hans
Ernst Posse)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독일의 국내 경제공간이 재조정.... 되었으니, 이제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광
역경제 안에서 독일경제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라고 생각할 때
이다(Posse 1934, p. 83).

실제로, 1934년에는 나치 독일의 결정적인 도약이 나타났다. 1월과 2월에는
독일과 헝가리 사이에 새로운 무역협정이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다. 그 후 이와
유사한 협정이 불가리아ㆍ유고슬라비아ㆍ루마니아와도 체결되었다. 일련의 쌍
무협정에 입각한 이 지역체제에서, 농산물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남유럽 국가들
에게 수출이 할당되었으며, 독일은 이 지역에 동결된 자금을 이용하여 세계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 모든 거래는 바터ㆍ청산 제도에 토대를
두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수입대전(代錢)을 공산품으로 지급했고, 결제대금은
연말에 정산하였다. 대독일 수출액의 10%는 소위 콘토 오디나리오(conto
ordinario)에 입금되었고, 경화로만 살 수 있는 상품의 구매에 사용되었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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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국가들 역시 독일 공산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였다(표 3-1 참고). 독일의
대외무역에서 이 지역이 차지한 비중은 3~4%에서 10%로 증가했지만, 1929년과
1937년 사이에 밀과 식육 등 기초 식량이 3분의 1 이상, 담배와 보크사이트가 3
분의 2를 차지하였다(Basch 1944, pp. 181, 192).
독일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확보했고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체코 지역의 합병과 정복 이후에 히틀러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설정된 국경을 침범할 가능성과 연계된 독
일의 경제적 우위(優位) 덕분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정하고 고객을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었다. “통제된 협력”의 대규모 경제권 형성, 또는 독일 주도의 통
합은 “정치적 영향권”의 창출과 결합되었다(Carr 1964, pp.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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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rend and Ránki(1974), pp. 281-2.

1939년 2월 독일과 헝가리의 무역회담에서 헝가리 사절단의 대표는 독일의
헝가리에 대한 태도를 그의 비밀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전반적으
로 헝가리가 원자재에 기반을 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향은 분명해졌다.” 텔레
키(Pál Teleki) 총리는 개인 서한에 이렇게 적었다. “독일 제국은 우리나라에 막
대하고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헝가리 경제생활 전반에 통제를 가하
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Hungarian National Archiv 1939, Res. 30;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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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은 독일의 전시경제를 위해 이 지역을 보완경제(Ergänzungswirtschaft)
로 종속시켰다. 더욱이 나치의 경제장관인 발터 풍크(Walther Funk)는 1940년에
이렇게 말하였다.

독일은 이제 독일의 주도하에 유럽의 광역경제를 정치적으로 달성할 기회를 포착
하였다. 유럽에서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
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경제를 우리의 요구에 맞춰야 했다(Ránki
1993. p. 67에서 인용).

1941년 봄, 베를린 소재 임시 헝가리 영사관은 개편된 유럽에서의 나치 경제
정책계획에 관해 나치 외무장관의 대변인이 제공한 정보를 요약한 비밀문서를
외무성에 보냈다. 독일의 계획에 따르면, 남동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자연환경
에 순응해야만” 했다.

[공업화]는 이 나라들의 농업중심적인 성격과 양립할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제를 대륙 경제의 요구에 적응시켜야 한다.... 그들의 농업생산은 대륙의 다
른 부분의 요구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주요 산품은 곡물과 기름종자이다....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자재 생산은 이 지역의 반제품 가공으로 보충될 것이
다.... 끝으로, 그들은 독일의 관점에서 불리한 산업의 구축을 저지당할 것이다
(Hungarian National Archive 1941, Res. 466).

사실상 전 대륙이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던 1940~41년부터 지나치게 의욕적
인 나치 계획은 동부 독일의 전통적인 자족적 광역경제뿐만 아니라 유럽을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유럽 대륙의 광역경제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남동유럽의
위성국, 체코 지역, 소련 등 각 지역은 강요된 협력하에서 특별한 기능을 하였다.
남동 유럽은 농업과 원자재 공급자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통제된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독일의 요구에 적응하였다. 실제로, 이 지역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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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전시경제의 보완적인 부분이 되었고, 1940년대에는 대외무역의 4분의 3이 독
일에 연계되었다.
서유럽의 점령지역은 독일의 요구에 따라 공산품 공급처로서 독일 경제체제
에 통합되었다. 전쟁기간 중에 벨기에 산업은 독일경제에 기여하였다. 금속생산
능력의 4분의 3이 독일과의 계약과 조달을 위해 활용되었다. 점령된 노르웨이에
서는 독일 당국이 독일의 비행기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알루미늄 산업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43년 1월 나치의 4개년계획청의 칙령은 전시생산부
에 모든 점령지의 군수경제에 대한 일괄통제권을 부여하였다. “3월 이후 프랑스
와 벨기에의 경제는 모든 목적의 생산계획을 위해 독일의 일부로 취급되었
다”(Milward 1977, p. 151).
1940년 8월 17일 풍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괴링은 독일 경제와 서유럽 경제를
통합하는 전후 계획을 구상하였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독일의 자본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연계를 최단기간에 [창출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제에는 말할 것도 없
고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제에 최대한 집약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Milward 1977, p. 162에서 인용).

그러나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토는 무자비하게 침탈당하였다. “인도가 영국에
중요했던 만큼 동유럽은 우리에게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히틀러는 그의 한 “원
탁회의” 중에 말했다(Picker 1965, 재인용: Radice 1986). 폴란드와 관련하여, 헤
르만 괴링의 구체적인「일반정부 명령지침｣(Verordnungsblatt für das General
gouvernment)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독일의 전시경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원자재ㆍ폐기물ㆍ기계는 이 영토를 벗
어나야 한다. 거주자들의 낮은 수준의 최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은
독일로 이전되어야 한다(Radice 1986, p. 34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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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봄부터 점령지에서 사실상 노예나 마찬가지인 수백만의 노동자를 이
동시키려는 극단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다. 프리츠 자우켈(Fritz Sauckel)은 노동
투입을 위한 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계획된 400만 명 중) 150만 명을 독
일로 이동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위 괴링 계획은 코카서스 석유와 크리보
이로크의 철을 개발하고 우크라이나의 흑토 지대를 독일의 곡창 지대로 개발할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점령지의 특정 지역에서, 예컨대 단치히 베스트프로이센과 바르테란트의 새
로운 제국령(Gau)이 된 폴란드 서부의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에서는 합병된
지역을 게르만화(Germanize)하기 위해 발트제국, 루마니아, 그리고 그 외 지역
출신의 독일인 계통 이주자들이 모집되었다.
전 유럽 대륙의 정복ㆍ종속ㆍ약탈ㆍ착취는 독일의 전쟁 준비의 핵심이었고,
영국 및 미국에 대한 승리와 통합된 독일 주도의 유럽 건설과 독일의 세계지배
라는 꿈에 기여하였다. 국내적으로 독재정책을 실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가
장 공격적인 성장지향적 체제인 경제통제정책은 종속된 국가들의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한 자급자족의 실현
이 확대된, 정치동맹을 맺은, 종속된 지역 내에서의 목표가 되었다. 광활한 지역
의 통제된 협력, 국지적인 또는 유럽 전역에 걸친 지시된 경제통합은 계획에 그
쳤지만, 부분적으로는 실로 팽창적인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실행에 옮겨졌다.

ąۺ܃Ձę

통제경제정책은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 경제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장결실을 맺었다. 1920년대 독일의
경제성장은 미약했다. 1929년경 그것은 전전 수준을 단지 13% 정도만 상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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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대공황이 모든 성장 결실을 제거했고 1932년에는 1인당 GDP가 1913
년 수준의 85%에 도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나치 경제체제는 주로 즉각적인
전쟁준비와 자급자족적 독일 경제의 창출에 힘입어 급격히 회복되었고, 1938년
경 소득수준은 1932년의 최하수준을 약 52%, 1913년 수준을 약 34% 상회하였
다. 1941년 이후에는 막대한 전쟁 준비로 급성장이 나타났다. 1938년과 1944년
사이에 1인당 GDP는 22% 정도 증가했으며, 1913년 수준을 약 63% 상회하였다.
극심한 전쟁 피해 후 독일의 소득수준은 1938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
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생산능력을 회복함으로써 급속한 재건을 이룩했다.
1950년경 독일의 소득수준은 1938년에 비해 16% 정도만 낮았으나 1913년에 비
해서는 여전히 12% 정도 더 높았다.
나치 독일의 경제성과가 전시경제의 산물이었던 데 비해, 이탈리아ㆍ그리스ㆍ
포르투갈을 비롯한 일부 남유럽 권위주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훨
씬 더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1940년대에 패전 후 내전을 겪은 그리스는 가파르게 쇠퇴하였다(표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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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중해연안 국가들은 주변부 국가의 경제적 국
가주의 정책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급자족
적 경제의 틀 안에서 당시의 기술적, 구조적 조정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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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들의 대부분은 낡은 경제구조를 유지하였다. 스페인ㆍ포르투갈ㆍ그리스
의 경제는 농업중심적인 성격을 보존하였다. 뒤의 두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가
량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더욱이, 1930년대에 공업 고용이 5% 정도 감소한 데
비해, 농업 인구는 포르투갈의 경우 48%에서 50%로, 스페인은 총 노동력의 46%
에서 51%로 팽창하였다(그림 3-1 참고).

Ŕρۋν؉֟ٮगۆۍҙЛѻČڌѺজ _ț

1930년대를 거치면서 감소하긴 했지만, 1930년의 문맹률은 그리스의 경우
40%, 포르투갈의 경우 60%에 달했다. 그리스의 경우 1940년경 27%였다. 근대
화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1930년경 그리스 수출의 55%가 여전히 담배로
구성되었고 포르투갈의 산업노동자의 72%가 직물업ㆍ제재업ㆍ식품가공업과
같은 대개 중소 규모의 전통적인 산업부문에 종사했다는 사실로도 입증되었다
(Fischer 1978, p.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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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주변부는 그들의 경제를 급격히 변화시키
거나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1913년 4개
지중해연안 국가의 소득수준은 서유럽의 52%에 불과하였다. 1950년경에는 그
수준이 서유럽의 48%로 떨어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제경제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존속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전후 그리스에서 재건되었고 1970
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전후 수십 년간 스페인 정권을 비롯한 이러한 정권은 점
차 통제경제에서 서유럽의 혼합경제로 전환되었다. 스페인의 경제체제는 무솔
리니 유형에서 전후 프랑스식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베리아 반도 국가들은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비공식적 회원이 되었다. 자유
무역 정책은 점차 수입대체를 대체하였고, 서유럽의 관광객들은 이 나라들로 몰
려들었다(그림 3-2 참고).

ŔρěġݒۆÀ֟गۍ

176 ]Ճşͥڮą܃Ԑ

냉전 대결 때문에 그리스 역시 서유럽 동맹의 일부가 되었다. 1947년의 트루
먼 독트린은 이 나라에 대한 서유럽의 지원을 유도했고, 이 나라는 1952년 나토
(NATO)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10년간 유럽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들의 경제적 성과는 더 이상 경제통합정책을 대변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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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통제경제 정책이 규제시장 경제의 극단적 수단이었다면,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 체제는 더 나아가 통제경제 체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다. 이 역시 국가주
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이었다. 통제경제 정책이 자급자족 체제하에서
극히 성장지향적이고 전쟁준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는 강압적으로 최대한의 경제성장과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체
제였다. 이것은 독일 전시경제의 “자식”(子息)으로서 비정상적 급진주의를 통해
경제발전이 부진한 국가들의 근대화와 전쟁준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국가사
회주의 계획경제는 사적 소유권, 시장 메커니즘, 시장가격 기능, 수급(需給) 기
능 등을 철폐하였다. 다른 체제와는 달리, 이 최초의 비(非)시장 경제체제는 적
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υβࡾ֟ڮۺۋۆԓ ͪɨę҇ՕҼࢅۆćন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시대가 낳은 특별한 인물이었다. 그의 철학은 계몽
주의와 애국적 낭만주의였다. 르네상스 학자인 마르크스는, 그의 훗날 추종자들
이 주장했듯이, 독일의 철학, 영국의 정치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등을 결합
하여 철학ㆍ경제학ㆍ역사학에 크게 기여하였다. 급진파 언론인이었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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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혁명 이후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당시 영국 자본주의를 연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생산력ㆍ기
술ㆍ조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열었지만, 그 사이에 사회 양극화
를 초래하였다. 마르크스는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이 사회발전을 이해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학문이라고 믿었다. 그는 헤겔의 변증법(辨證法)을 이용
했고. 그 당시의 모든 신봉자들과 마찬가지로, 진보(進步)를 자연법칙이라고 믿
는 역사의 목적론적 개념을 공유하였다. 그가『자본론 (Das Kapital)의 서문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적 진보는 단선적(單線的)이긴 하지만 계급투쟁과 혁명
을 통해 이룩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조화(調和)는 자연법칙이지만, 자본주
의를 초월한 지속적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노동생산물의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분함으로써 이 이론을 바꾸었다. 그의 강성(强性)
개념에서 노동은, 상품 재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특별
한 상품이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일(勞動日)에만 자신을 위해
일할 뿐 나머지 노동일에는 대가 없이 잉여가치를 창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잉
여가치를 착취하는 소수 부르주아 계층의 수중에 부(富)가 축적되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 경제는 항구적 자본집중과 중소 독립자영업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부
의 축적 과정에서 대중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했고, 프롤레타리아의 빈곤은 더
욱 심화되었다.
마르크스의 분석과 자본주의 비판은 역사의 새로운 장(章)을 열었고, 그 후
150년간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 이론은 노동운동에 정치적 프로그램
을 제공하였다. 마르크스와 그의 무장투쟁 동지로서 가끔 공동저술을 하기도 했
던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완전한 미래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공상(空想)을 가능한 한 탈피하려고 노력했고, 자신들의 자본주의 분석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기초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매우 학문적인
분석에 입각하긴 했지만, 플라톤, 루소, 토마스 모어 등의 결론 못지않게 한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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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사적 소유권이 죄악이며 모든 유형의 범죄의 원천이라
는 루소의 신념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멸(自
滅)의 씨앗을 내포하며,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 즉,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낼
것이다. 역사는 계급투쟁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
으킬 것이며, 자본주의 대신에 과도기적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자본가들을 몰아
내고 새롭고 정의로우며 인간적인 사회인 사회주의를 도입할 것이다. 집단생산
과 사유(私有)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은 추가적인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은 집단적인 공적 소유권으로 대체될 것이다. 마르
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에 대표작인『공산당선언 (Communist Manifesto)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의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위치로 끌어올리
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국가(國家) 즉,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인 조직의
수중에 모든 생산수단을 집중시킬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총 생산력을 증대시킬 것
이다(Marx 2000, p. 261).

그러나 공산당선언은 소농(小農)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소 수공업자와 소농의 소유권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 산업발전이 이것을 이
미 상당한 정도로 파괴했으며, 매일 이것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Marx 2000, p. 261).

이러한 견해는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소농제도는 실제로
영국에서 점차 사라졌고, 소농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인구의 약 1/10로 감소
하였다. 마르크스는 현재의 영국은 모든 인류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마르크스가 확실히 옳았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소농은 세기 전환기에 중요한 사회계층으로 남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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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운동은 기존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소농 문
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의 수제자이자 독일 사회민주당의
선도이론가였던 칼 카우츠키(Karl Kautsky)가 이 과제에 처음으로 착수했으며,
협력적 농업구조조정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말
년(末年)의 엥겔스에게 소농 문제에 관한 논쟁에 참여하길 요청했고, 이를 계기
로『프랑스와 독일의 소농 문제 (Peasant Question in France and Germany,
1894)라는 엥겔스의 저작이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소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는 (보상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소농의 재산에 대
한 강제 몰수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그의 개인사업과 사유
재산을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통해].... 협력
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재산관계에 그의 뜻에 반해, 강제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협력 관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오랜 기
간 동안 소규모 보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농(大農)이나 중농(中
農)[과 관련하여], [해결책은] 협력사업의 형태를 취하는 농장의 공동관리이다.... 우리
는 분명 강제몰수를....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사유지(私有地)만을 [단순
몰수할 것이다](Marx and Engels 1955, pp. 433-8).

마르크스는『프랑스 내전 (The Civil War in France, 1871)에서 계획경제 사
상을 펼치기도 하였다. “통합된 협력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항구적
무정부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공동 목표에 입각하여 국민생산을 규제해야 한
다”(Marx 2000, p. 593). 마르크스의 분석에서는, 자본주의는 기업 내에 고도의
조직을 만들어내지만, 혼돈된 시장 내의 기업간 관계는 무정부주의적 성격을 지
닌다. 집단소유에 입각한 계획을 통해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과 무정부상태
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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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회주의 역시 분배를 변화시키고 평등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도입한다. 마
르크스는 19세기의 계급사회에서 빈곤 대중에게 매우 매력적인 완전한 이상주의
적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는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을 비판한 그의 저서『고타 강
령 비판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에서 새로운 사회의 첫 단계인 사회주의
에서는 사회가 충분히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완전평등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말하
였다. 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수행한 노동량에 따라
자기의 몫을 받는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화폐가 없는 경제를 예고하게 된다.

개별 생산자의 개별 노동시간은 그가 기여한 사회적 노동일의 일부이며, 그 속에
자신의 몫도 있다. 그는 그만큼의 노동량을....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사회로부터 받는
다.... 그리고 그는 동일 노동량에 들어간 비용만큼의 사회적 소비수단을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이 특정 형태로 사회에 제공한 노동량만큼 다른 형태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Marx 2000, pp. 614-15).

자본주의의 후기 발전단계에서 만들어진, 생산력의 추가 발전을 저해하는 장
애물을 사회주의가 제거하기 때문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물질적 토
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 결과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라는 좀 더 높은 단계
에서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
는 원리(原理)를 실현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치(自治) 시민사회는 공산주의
의 정치적 상부구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소농 농업의 집단화에
토대를 둔 미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들은 또한 생산력
의 급격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계획이라
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끝으로, 이들은 평등분배와 자치조직의 기본 원리를 창
안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초기 미완성 저작인『독일 이데올로기 (German
Ideology, 1847)에서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있어 이룩해야 할 사태(事態),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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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자체적으로 적응해야 할 이념이 아니라 기존 환경에서 나타나는 발전”이
라고 밝혔다(Marx 2000, p. 187). 실제로 이들은 미래 사회주의에 대한 청사진
을 만들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동원 강령이 되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에 직면하여, 세기 전환기의 사회주의 운동
은 마르크스를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혁명을 향해 계속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언이 유럽 선진국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칼 마르크스가 사
망할 당시에 중산층의 급성장은 서유럽 사회의 중요한 경향이 되었다.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프롤레타리아는 쇠사슬 말고는 잃을 것이 전혀 없다는 공산당선
언의 강력한 슬로건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다. 공업화 과정에 있는 서유럽 중
심부와 남동유럽의 주변부 사이에 심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두 가지 형태의 수정주의가 동시에 나타났다. 서유럽에서는 에두아르트 베른
슈타인(Eduard Bernstein)과 그의 추종자들, 특히 모든 독일 및 오스트리아 사
회주의자들의 우익 수정주의가 인기를 얻었다. 동유럽에서는 블라디미르 레닌
(Vladimir I. Lenin)과 그의 러시아 볼셰비키 추종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익
(右翼) 수정주의는 의회개혁, 사회입법, “분배사회주의”를 통한 조직된 자본주의
(organized capitalism)라는 개념으로 귀결되었다. 우익 수정주의자들은 프롤레
타리아 혁명과 “착취자들에 대한 몰수”를 거부하였다. 서구 사회주의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반면 좌익 수정주의는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을 고수했으나,
『독일 이데올로기 에서 사회주의가 “주도국들의 공동조치로서” 최선진국에서
만 등장할 것이라고 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일부 다른 기본가정과 사상을 수정
하였다. 사회주의는 선진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와 선진국의 노동분업 속에서
등장할 수 있다. 만약 공산주의 혁명이 후진국에서 성공한다면, “빈곤만이 분배
되고 필수품에 대한 투쟁이 재개(再開)될 것이며.... 공산주의는 지역적 현상이
될 것이며” 세계경제의 발전은 자동적으로 “지역공산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Marx and Engel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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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등장한 좌익 수정주의는 의회 개혁주의에 입각한 서유럽 우익 수
정주의의 주요 사상을 거부하였다. 유럽 주변부의 후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러
시아에서도 독재정권은 의회 제도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으며, 사회주의 운동은
말살되고 탄압받았다. 좌익 수정주의자들은 공동보조를 맞춘 선진국에서만 사
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가설을 거부하였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있었고 비교적 작지만 강하게 결집된 노동계급이 대도시
에서 형성되고 있던 농업국 러시아가 프롤레타리아의 온상(溫床)이 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레온 트로츠키는 자신의 1906년 저서 『결과와 전망 (Itogi I perspektivy)
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수정하였다. 그는 항구적 혁명의 개념을 도입했고, 후진
성(後進性)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제조건이고 러시아 노동자들은 혁명을 수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더 쉽게 권력을 장악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성공적인 러시아 혁명이 서유럽의 보수적 관행을 타파
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불을 붙일 것이다(Wistrich 1982, pp. 51, 58). 그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제국주
의 연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후진국이나 준(準)선진국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고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과 트로츠키는 후진농업국 러시아가 혁명의 촛불로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 과정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는 마르
크스의 생각을 견지하였다. “얼음이 깨지고 길이 열렸다.” 그들은 서유럽이 따라
올 것이라고 믿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한 젊고 유능한 볼셰비키 경제학자 니
콜라이 부하린(Nikolai Bukharin)은 그의 1920년 저작『전환기의 경제학
(Economics of the Transformation Period)에서 혁명이 후진국 러시아에서 성공
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곳에서 국가 기관의 조직이 가장 취약했기 때문이다.... 국가 기구는 매우 불안
정하여 대도시의 중심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비교적 쉽게 전복할 수 있는 것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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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한 후에는 쉬운 승리의 원인이 최
대 난관의 원인으로 변증법적으로 전환되었다. 이 나라의 경제적 후진성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Bukharin 1971, p. 166).

혁명이 독일을 필두로 선진국들에 전파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이 과정을 완
수할” 것이라고 레닌과 트로츠키는 반복하여 주장하였다(Lenin 1971, p. 650).
트로츠키가 주장했듯이, “국가 혁명의 틀 속에서 후진성의 모순을 탈피할 방도
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론가인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
을 전파하고 선진국을 정복하는 데 실패할 경우 러시아 사회혁명의 성과가 의문
시된다고 암시하였다. 그의 대답은 분명하면서도 예언적이었다. 즉, 러시아 혁
명은 보수적인 유럽에 의해 파괴되든지, 아니면 원시적인 경제적ㆍ사회적ㆍ문
화적 조건에 의해 무색해질 것이다(Wistrich 1982, p. 62; Trotsk 1973, p. 333).
비록 국가사회주의 정권이 이론에서 탄생했지만, 그것의 정확한 실현은 독일
의 전시경제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소비에트 정부의 현안 (The
Immediate Tasks of the Soviet Government, 1918년 4월)에서 그의 반대파와
논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 레닌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
면서 “최선의 회계 및 통제제도”의 도입을 옹호하였다. 그 다음 달에 그는 자신
의 생각을 정리한『“좌익”(左翼)의 유치한 생각과 프티부르주아의 사고방식
(“Left-Wing” Childishness and the Petty-Bourgeois Mentality)을 출간하였다.

국가자본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대표적 사례는.... 독일이다. 이곳에는 근대자본주
의의 대대적 건설과 계획된 조직의 “마지막 용어(用語)”라고 할 수 있는 융커ㆍ부르주
아 제국주의(Junker-bourgeois imperialism)에 종속된 체제가 존재한다. 제국주의 국
가는 군국주의적인 ‘융커’와 ‘부르주아’ 대신에 ‘국가’를 삽입한 것이지만, 여기서 국가
란 새로운 사회형태인.... 소비에트 국가를 의미한다.... 이 경우, 여러분은 사회주의
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Lenin 1971, pp. 417,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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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유형의 경제체제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실제로, 가장 정교한 독일
전시경제 체제와 함께 등장한 국가사회주의로 대체되었으며, 스탈린의 중앙통
제경제에 의해 극단적으로 변화하였다. 처음부터 국가사회주의는 근대화 독재
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전시경제였다.
볼셰비키주의자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는 이상주의적이었지만, 실용주의적이
기도 하였다. 1920년대 중반까지, 레닌의 일생 동안 이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마
르크스 이론을 수정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는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하였다. 이론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현명하고 교활한 조직가였던 스탈린(Josif V.
Stalin)은 1924년에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후 자신의 저서『레닌주의의 기
초』(Foundation of Leninism)에서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사회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며 농업국 러시아는 사회주의의 “자급자족적 존
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전통적 견해를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Stalin 1972, p. 120).
볼셰비키주의자들은 10월 혁명을 일으킨 지 10년이 지난 후에 유럽을 시작으
로 중국에까지 이르는 세계혁명을 고대하였다.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볼셰비키
주의자들은 심지어 사회주의 전환을 위한 기본 요건의 즉각적 실현을 목표로 삼
지는 않았다. 그 대신, 이들은 국유화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권력
을 안정화시켰고, 수백만에 달하는 새로운 소농을 창출하였다. 이들은 자국 경
제에서 “전망이 좋은 사업”만을 국유화했고, 비록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그리고
노동자공장위원회에 의해 밑으로부터 통제되긴 했지만, 민간기업을 허용하였
다. 1918년 6월까지, “기초가 문란한 밑으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국유화”의 결
과로 개별기업들만이 국유화되었는데, 총 487개 중 대략 3분의 2는 파행적이었
다. 중앙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화는 1918년 1월 칙령을 통해 가차 없
이 철폐되었다. 알렉 노베(Alec Nove)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혼합경제를 유지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1918
년 6월 칙령을 통해서는 대대적인 국유화가 실시되었다(Nove 1992, p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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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기아, 총체적 혼란 등으로 점철된 절망적인 혁명 직후에 러시아 경제는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산업총생산은 1913년 수준의 3분의 1 미만으로,
석탄 및 전기생산은 4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고, 농업생산은 40% 정도 감소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상주의적인 근대화 계획이 1920년 볼셰비키 당
의회에 제출되었다. 유럽 전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전기는 근대화
의 상징이 되었다. 이것은 레닌이 후진국 러시아의 전기화(電氣化)에 집착한 데
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 나라의 전기화에 연계된 소비에트 정치체제는 공산주
의라는 천국(天國, Promised Land)에 들어가기 위한 핵심 요인이었다. 알렉 노
베는 세계 최초의 장기 발전계획의 제출에 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흐루쇼프(Krzhizhanovsky)는 백열전등이 미래의 전기화를 보여준 러시아의 광대
한 지도와 함께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당시 모스크바의 전력공급 상태가 그랬기 때
문에 지도상의 이러한 불빛이 발전소의 과부하(過負荷)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거의 모든 도시의 전력공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Nove 1992, pp. 64-5).

(국민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최초의 소비에트 계획인) 소위 GOELRO 계
획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근대화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
다.

최근 대규모 산업이 기술적 성과에 기반을 두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전국의 전기화를 의미한다.... 전기화 계획의 초기 시행에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Lenin 1974, p. 64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고, 이로 인해 통화
는 사실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신중한 점진주의는 곧 포기되었다.
특단의 정책이 요구되었으며, 새로운 지도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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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극도의 경제적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상주의적 이념
지향의 단순한 결과였는데, 이로 인해 필요의 미덕(美德)이 생겼다. 볼셰비키주
의자들은 “공산주의”의 도입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부하린과 흐루쇼프가 말한
바와 같이, “통화가치의 점진적 평가절하는 기본적으로 통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Bukharin and Preobrazhensky 1969, p. 391). 최고경제위원회는 이렇
게 결정하였다.

국영 공업기업은.... 적당한 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불 없이.... 다른 국영기업에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철도와 상선은] 모든 국영기업의 상품을 무료로 운송해야 한
다.... 의회는 화폐가 경제단위의 관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길 바
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Nove 1992, p. 71).

이상주의적 공상이 인기를 끌었다. “공산주의의 도입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인 듯하였다.” 1929년 정강(政綱)의 초안에서 레닌은 “화폐 철폐에 대해 준비
를 하는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가장 빠르게 수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임금
은 물품으로 지급되었고, 공공운송과 도시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민간무
역이 불법화되었고, 1919년 4월에 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유화되었으며, 1920년 8월까지 3만 7,000개 기업이 국유화되었다. 그 중 5,000개
기업은 한 명만을 고용하였다(Nove 1992, pp. 57-9, 63). “식량(食糧) 독재”가 실시
되었다. 무장 세력이 농민들에게서 식량을 확보했고, 강제배급제(prodrazverstka)
가 탄생하였다. 전시공산제라는 군사화(軍事化)된 제도가 도입되었다.
1919년 3월에는 새로운 정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분배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을 옹호하였다. 이 정강에는 “최대한의 생산 집중
화”라는 목표도 제시되어 있었다. 정강의 농업 관련 부분에는 “소비에트 농장
즉,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한다는”, 그리고 “토지의 공동경작을.... 지원한
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정강은 무역 대신에, “소비자 코뮌 통합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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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통한 전 인구의 조직화”에 입각한, 국가적으로 조직된 분배제도를 목표로
삼았다(Program 1969, pp. 431, 446, 450, 452).
새로운 계획이 채택된 지 몇 달 후에 정당의 두 이론가인 부하린과 프리오브
라젠스키(Preobrazhensky)는 정강에 관해 철저히 규명한 논집(論集)을 발간하
였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대규모 협동농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증가할 것
이었다. 이러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업 노동력을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일 트랙터, 전기, 근대적 윤작제도 등이 필요할 것이었다. 합리적 논쟁은, 공
동 취사(炊事)와 같은 이상적 벤처사업과 결부되었다. “우리는 별도의 부엌에서
100개의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촌락 코뮌의 부엌에서.... 하나의 저녁을 준비
한다.” 분배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이상적 목표가 제시되었다. 부하린과 프
리오브라젠스키는 민간거래의 폐지와 “계급 배급”과 “노동자에 대한 물납(物納)”
의 도입에 관해 말하였다(Bukharin and Preobrazhensky 1969, pp. 311, 352-5,
377-9, 391).
그러나 전시 공산주의는 러시아 경제를 한층 더 손상시켰으며, 이 체제는 실
패하였다. 1921년의 경제상황은 점차 비극적으로 변하였다. 제7차 전당대회에
서 프롤레타리아의 “분열”에 대한 불만이 터졌다. 농민반란이 농촌지역을 휩쓸
었고, 1921년 2월에는 소비에트 권력 기반이었던 크론시타트(Kronstadt) 수병들
마저도 반란을 일으켰다. “공산주의 도입”을 위한 원리적(原理的) 열정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농민의 “잉여생산물” 몰수라고 할 수 있는 강제배급제는 비난을 샀다. 레닌은
이상주의 혁명가에서 실용주의 정치가로 변신했고, 후퇴를 공언하였다. “우리는
소농들에게 말해야 한다.... 식량을 생산하라. 국가는 최소한의 세금만을 거둘
것이다.... 농민들과의 협정만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구원할 수 있다”(Lenin
1947, pp. 117, 120-2). 1921년에는 신경제정책(NEP: Novaya economicheskaya
politica)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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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직접 주문한 농업국 공산주의 노선에 따라.... 국가
생산과.... 분배를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틀렸다.... 수많
은 전환 단계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사적 이익, 사적 유인, 기업 원리 위에서 [건설
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국가자본주의를.... 작동시켜야 한다(Lenin 1971, p. 651).

1921년의 새로운 세금은 1920년에 몰수된 식량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였다. 이후 2년간 물납(物納) 세금은 생산량의 10%에 불과했고, 1924년에는 물
납이 금납(金納)으로 전환되었다. 농민들은 농산물 유통과 노동 임대차의 허가
를 받았다. 곡물 생산은 1921년과 1926년 사이에 3,800만 톤에서 7,700만 톤으
로 증가하여 전쟁 전 수준인 8,000만 톤에 육박하였다. 5월에는 칙령을 통해 소
규모 민간기업이 합법화되었다. 식품가공업과 피혁업에서만도 7,000개의 국유
기업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임대되었다. 노동의 군사화가 중단되었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다시 도입되었다. 칙령은 “모든 종류의 평준화”를 비난하였다. 거래
는 압도적으로 민영화되어 1922~23년에는 총 소매판매액의 78%에 달하였다.
화폐나 금이 없는 경제에 대한 이상(理想)은 무기한 보류되었고, 어이없게도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어 버렸다. 레닌은 “우리가 세계적 차원에서 성공한다면, 우
리는 거리에 공공(公共)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 금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
하였다(Lenin 1971, p. 656). 한편 당시에는 국립은행인 고스방크(Gosbank)가
다시 문을 열고 25%의 금 준비(金準備)로 체르보네츠(chervonets)라는 새로운
안정통화를 발행하였다. 레닌은 신경제정책(NEP)이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수
립되었다고 말하였다. 단편적인 비관적 전망으로 25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
는 아마도 한 세대에 걸친 정책을 구상했던 것 같다. 부하린은 “최소한 한 세대”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이 1920년대에 후퇴에
후퇴가 거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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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정책(NEP) 실시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성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산업생산은 1921년과 1923년 사이 두 배가 되었고, 1925년에 다시 두 배가 되었
다. 그 다음 해에는 전쟁 전 수준을 약 10% 상회하였다. 그러나 볼셰비키주의자
들은 혁명의 운명과 자본주의의 복고에 대한 우려로 약속을 어겼다. 외견상 혼
란스럽거나 몹시 예민했던 레닌은 NEP를 실시한 지 몇 달 후인 1921년 11월에,
“우리가 국가자본주의로 후퇴했지만, 너무 멀리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머지
않은 장래에 후퇴가 끝날 것이라는 가시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언하였
다(Lenin 1971, p. 659).
좌익 반대파가 등장하였다. 1923년 4월의 제12차 전당대회에서 트로츠키는
NEP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그것의 철회를 거론하였다. 그는 향후 몇 년
은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Carr 1952, p.
379). 트로츠키가 주도한 “46개국 그룹”이라는 “좌익 반대파”는 1923년 10월의
프라우다(Pravda) 선언에서 공공연히 NEP를 비난했고,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
“산업 독재”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레닌이 1923년 가을 병에 걸려 1924년 1월 사망하자, 레닌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연계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실질적 혁명지도자 트로츠키
가 그의 확실한 계승자였다. 새로운 경제사상의 주요 창안자는 트로츠키의 동료
이자 가장 탁월한 볼셰비키 경제학자였던 이브제니 프리오브라젠스키(Evgeny
Preobrazhensky)였다. 러시아의 공업화를 둘러싼 논쟁을 벌인 역사학자 알렉산
더 에를리히(Alexander Erlich)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서유럽에서의 철저한 혁명적 정책의 재실시와 국내 산업프롤
레타리아의 급성장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 직면한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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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의 난제(難題)를 해결하길 원했다. 청사진의 앞부분의 실현
가능성이 곧 줄어들면서 뒷부분이 점점 더 강조되었다.... 과제는 바람직한 사고(思考)
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감 있는 언어로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었
다.... 이것이 바로 프리오브라젠스키가 하려고 했던 일이었다(Erlich 1967, pp. 31-2).

프리오브라젠스키는 1924년 연속강연에서, 그리고 1926년의『신경제학』
(Novaya Ekonomika)이라는 저서에서 정책권고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의 출
발점은 혁명 후 전환기의....

사회주의체제가 아직 모든 유기적 장점을 발현할 여건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불가
피하게.... 선진 자본주의체제의.... 많은 경제적 장점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이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이 [중요한 과도기]를 통과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활(死
活)이 걸린 문제이다(Preobrazhensky 1965, p. 89).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적인 문제는 높은 비율의 자본축적과 투자를 달성하
고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고도의 성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
떻게 하면 가난한 저소득 국가가 고도의 축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역사와 경
제이론은 이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낮은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의 자본축적을 유발하고 낮은 수준의 투자가 낮은 성장률을 유발하는 빈곤
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사례(事例)는 당시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러시아 경제의
국유화된 부분인 중소산업은 필요 자원을 공급할 수 없었다. 다소 원시적인 대
부분의 생계형 소농 경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프리오브라젠스키는 후진 농
업국에서 축적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로 국가경제의 복잡한 구조 밖에 놓
여있는 자원으로부터.... 국가 주도하에 물질적 자원을 강제로 축적함으로써” 인
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
을 “원시적”(또는 초보적) 사회주의 축적의 시대, 또 사회주의적 생산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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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전제조건 창출의 시대라고 하였다. 이 이론은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프티부르주아의 장기(長期) 착취”에 관해 다룬 자본론 제24장에 설명되어
있는 영국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사
회주의에도 이와 같은 도입기(導入期)가 필요했고, 논쟁은 계속되었다. 국가가 인
위적으로 높게 설정한 공산품 가격과 결합되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농산물 가
격 간의 가격 “협상”(鋏狀, scissors)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소농경제의 자금을 산업
투자용 국가축적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프리오브라젠스키는 주장하였
다. 더욱이, 무역독점(貿易獨占)에 입각한 고도의 보호주의가 인구의 기타 과세(課
稅)로 기능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정책은 국영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비롯한 국민
소득을 감소시키기도 할 것이다(Preobrazhensky 1965, pp. 91, 111).
이 체제는 시장과 시장가격을 철폐하고 이를 중앙계획 및 국가지도경제로 대
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극히 공개적이고 철저히 투명하게 논의되었던 이
계획은 강요된 자본축적과 공업화 정책, 즉 비공업화 후진국을 위한 일관성 있
는 장기(長期) 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공업화된 서유럽을 따라잡는 길로서 비
시장 경제체제라는 참신한 경제모델이 개발되었다. 그 전에는 경제이론이 이러
한 것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
스탈린(Josif V. Stalin)을 비롯한 부하린, 카마네프(Lev B. Kamanev), 지노비에
프(Grigori E. Zinoviev) 등 레닌 사후(死後)의 옛 볼셰비키주의자들은 트로츠키의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도전에 대응하였고, “초
(超)공업화”(ultra-industrialization)를 비난하면서 좌익 반대파를 배척하였다. 부
하린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트로츠키와 프리오브라젠스키의 사상을 실현
하면 “국내시장이 파괴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부하린은 그의 저서『경제학자의
노트 (Zametki ekonomista)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트로츠키주의 사상가들은 소농 경제의 자원을 공업에 매년 최대한 투입하면 전반적
인 공업발전 속도가 최대한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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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분명하다. 급격히 성장하는 농업의 토대 위에서만.... 최고의 발전 속도가 유지
될 수 있다.... 공업의 발전은 농업의 발전에 의해 좌우된다(Bukharin 1982, p. 310).

그는 시장, 시장가격, 이윤 인센티브 등을 옹호하는 주장을 계속 펼쳤다. 공업
은 “국내 시장과 소농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농업에 각별
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부하린의 생각에 따라 스탈린은 1923년 1월
의 모스크바 전당대회에서 트로츠키와 프리오브라젠스키의 비판에 가담하였다
(Stalin 1972, pp. 190-1). 심지어는 1927년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소농과의
정치적 결별”과 “전 경제체제에서의 균형의 파괴”에 반(反)하는 주장을 펼쳤다
(Stalin 1949, pp. 299-313).
정치적 내분(內紛)으로 인해 중요한 이론적 논쟁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뚜렷
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특정 정치가와 경제학자, 그 중에서도 특히 소콜니
코프(Grigori Sokolnikov)는 농업발전과 수출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농업 수출을 촉진해야만 우리 산업의 원자재뿐 아니라 설비의 수입
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설비 개체 및 확장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외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Erlich 1967, p. 28).

부하린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공업화의 견실한 출발과 “적정하게 결합된” 좀
더 균형 잡힌 정책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정책 권고는 모두 시장기구 활용을 지
지하는 주장과 결합되었다. 다른 선도 경제학자인 바자로프(Vladimir A. Bazarov)
는 이렇게 말하였다.

[시장기구만이] 현 상황하에서 모든 행위의 정확성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나는 세계 혁명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간에 시장의 존재와 경제 회계가 수행 가능
한 계획의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확신한다(Bazarov 1928, 재인용: Erlich 1967,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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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에 관한 논쟁이 경제이론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었다.
레닌이 사망한 1924년 격렬한 권력계승 투쟁 속에서 실용주의적이고 냉소적이며
교활한 스탈린은 마르크스와 기존 볼셰비키 사상에 대해 처음으로 수정을 가하
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이 반복하여 강조했던, 유럽이 일치된 행동을
보이면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저버렸다. 그 대
신 그는 “후진농업국 러시아에서 혁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건설도 가능할 것”이
라는 그 자신의 인기 있는 정강(政綱)을 공포하였다. 1924년 말 그의 저서『레닌
주의의 문제점 (Problems of Leninism)에서 스탈린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모든 내부의 난관을 극복하는 완벽한 사회주의 사회
의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
다....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적 후진
성이 완벽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아니라는 확신
이 서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건설에 전력을 기울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Stalin 1976, pp. 211-12).

“일국사회주의”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어쨌든 강력한 슬로건이
었다. 볼셰비즘은 민족주의와 결합되었고, 혁명의 운명은 러시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스탈린은 그 실현에 영도력(領導力)을 발휘하였다. 1920년대 중반, 특
히 1927년 이후에 유럽과 중국의 혁명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실제로, 러시아
는 홀로 남았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으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이 부재하였다. 급속한 공업화와 서유럽 따라잡기에 필요
한 유일한 대안(代案)은 극히 모순되게도 그의 경쟁자이자 반대파인 트로츠키와
프리오브라젠스키였다. 사악한 스탈린은 그의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좌익 반대
파를 당에서 축출하였다. 그는 이들을 강제로 이민시켰고(트로츠키), 투옥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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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프리오브라젠스키), 결국 처형 명령을 내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좌익 반대파의 정강을 보란 듯이 “차용(借用)했으며”, “혁명을 국유화하였다.”
“일국사회주의”는 강제 자본축적, 공업화, 시장경제 파괴 등을 통해 진정으로
실현되었다. 신경제정책(NEP) 실시기간 동안 혼합경제의 재편과 더불어 부분적
으로 다시 활성화된 민간경제는 1920년대 말 또 다시 해체되었다. 1925년부터
민간경제의 “조용한” 교살(絞殺)이 시작되었다. 형법(제107조) 개정을 통해 “악
의적”(惡意的) 가격인상에 대해 엄한 처벌이 가해진 한편, 원자재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운송 할증금(50~100%)이 민간 상인과 기업가들에게 부과되었다.
1925~26년에는 민간 상거래가 상업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나, 1930년경에는
5.6%로 감소하였다. 그 해에 민간 상거래가 금지되고 “투기죄”(投機罪)가 적용
되었다. 노동의 고용 역시 불법이 되었다. 소련 경제에서 민간 부문의 비중은
1925~26년과 1932년 사이에 54%에서 9%로 감소하였다(Nove 1992, pp. 33-4).
스탈린은 1927~28년에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1927년 봄에 엄청난 규모
의 드니에프르(Dniepr)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착공은 급속한 공업화의 신시대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과거의 영향력 있는 볼셰비키 지도자들로 구성된 스탈
린의 기존 반(反)트로츠키 동맹은 방향의 급선회를 거부하였다. 제15차 전당대
회의 대다수(大多數)는 급속한 공업화라는 정강을 투표로 부결하였다. 1929년
봄 부하린은 “농민에 대한 봉건적ㆍ군사적 착취 정책”을 비난하였다.
스탈린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기존 동맹에 등을 돌렸으며, 이제 그를 우익 반
동(反動)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동분자들은 당 지도부에서 제명되었고, 곧 반역
죄를 포함한 가상(假想)범죄로 기소되었다. 결국, 1930년대에 숙청과 공개재판
이라는 지옥에서 이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1929년 12월 50세가 된 스탈린은 새
로운 정치경제 체제의 출발점에서 볼셰비키 러시아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지
도자가 되었다. 1928년과 1934년 사이에 스탈린은 그의 “제2차 혁명”인 전례 없
는 테러 정권을 구축하였다. “부르주아 산업전문가”에 대한 1928년의 소위 샤크
티(Shakhty) 공개재판과 1934년과 1938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개재판은 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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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이었다. 그는 테러로써 모든 부농(富農)을 말살하였다. “쿨라크(kulaks) 계
급의 청산” 작업을 통해 실제로 1,000만 명 정도를 제거하였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집과 땅을 잃고 농촌에서 추방된 후 거대한 공업투자 사업
에 등록하였다. 소련은 독재경찰국가가 되었으며, 독재와 테러의 보호막 뒤에서
는 농업의 집단화와 “초(超)공업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민간 소농들이 집단농
장에 강제로 편입되었던 1928년까지만 해도 일반농민의 경지가 전체 토지의
97%를 차지했다. 그러나 1930년경에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집단농장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1936년경에는 소농 가구의 90%가 집단화되었다. 스탈린 경제체제
의 핵심 목표는 급속한 서구 선진국 따라잡기를 전쟁 준비와 결합하는 것이었
다. 스탈린은 1931년 2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러시아 역사의 한 가지 특징은 후진성 때문에 계속 외세의 침입을 당했다는 점이
다. 이 나라는 몽골 칸의.... 터키 지방족장의.... 스웨덴 봉건영주의.... 폴란드 및 리
투아니아 귀족의.... 영국 및 프랑스 자본가의 침입을 받았다. 모두 러시아의 후진성
때문에 침입한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50년이나 100년 정도 뒤처져 있다.
우리는 10년 내에 이러한 격차를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할 것이다.
[그가 덧붙이길, 1933년에는] 제국주의자들이 한시라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우리가 정작 모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확한 시점뿐이었다.... 당
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당은 발전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정책을 추구해야만
했다(Stalin 1976, pp. 528-9, 599-600).

1927년 12월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이 계속 준비 중이었다. 몇몇 초안이 마련
되었고, 목표는 항상 상향 조정되었다. 결국, 1929년 봄에 1,700쪽과 3권의 책자
로 만들어진「소련의 국민경제 건설 5개년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놀라운 계획
은 1932년경 산업생산을 약 2.5배로 증가시킬 예정이었다. 중앙아시아, 시베리
아, 극동 등 세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산업노동력과 도시인구
는 두 배로 늘어났다. 프라우다지(紙)가 1927년 9월에 공언했듯이, 러시아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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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경제적 독립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으로 옳은 정책”인 자급자족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였다(Carr and Davies 1974, p. 867).
계획된 강제공업화 정책은 계몽주의의 기형적 사생아였다. 이 정책은 계몽주
의의 인본주의적 본질을 거부ㆍ무시하는 한편, 사회정책을 통해 역사를 선(善)
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 대가와 상관없이, 경제성장은 절대
적인 가치와 목표가 되었다.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하고, 여러 면에서 가장 효과
적인 근대화 독재체제가 구축되었다. 경제적 민족주의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지배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비시장경제가 창조되었다. 가난한 농업국이 고도
자본축적 달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계획을 도입하였다. 러시아는 농업과
모든 인민을 착취하였다. 그리고는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승리를 거둔 스탈린은 1934년 1월 제17차 전당대회에서 소련은 “후진성과 중
세 관습”을 철폐했고 “농업국에서 공업국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Stalin 1976,
p. 672). 1930년대에 계획되고 강요된 공업화 정책의 결과로 소련은, 서유럽 성
장이 단지 8%였고 세계 평균이 2%에 불과했던 시기에, 1인당 GDP를 유례없이
무려 61%나 증대시켰다. 1913년과 1950년 사이의 전 기간에 걸쳐 유럽은 완만
하게(37%), 지중해연안 국가와 중앙ㆍ동유럽 국가는 실망스럽게(각각 28%,
26%) 성장하는 동안 소련의 1인당 소득수준은 스칸디나비아제국의 기적적인 성
과와 마찬가지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세계는 이곳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동경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중해연안 국가와 중앙ㆍ동유럽 국가가 제1차 세계
대전 전보다 오히려 더 지체되고 있는 동안 매우 낙후된 러시아는 보란 듯이 따
라잡기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표 4-1 참고). 중앙ㆍ동유럽 국가의 산업생
산이 불과 35% 증가했고 남유럽 국가의 경우 오히려 10% 감소한 사이에, 러시
아의 산업생산은 무려 세 배로 증가하였다(그림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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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95a)에 기초.

소비에트 러시아가 1930년대 초부터 이룩한 기적적인 성장은 근대화 독재정
권을 토대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이 정권은 자본축적과 사회적
이동성, 교육혁명, 중앙계획, 전쟁준비 등 급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초지일
관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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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여름 히틀러는 소련을 공격했고, 몇 달 만에 유럽 쪽 소련의 거의 절반
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해 나치의 번개전은 모스크바의 문전(門前)에서 무산
되었다.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독일군(Wehrmacht)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참
패를 당하였다. 소련군은 반격을 가했고, 점령된 소비에트 영토를 해방시켰다.
1944년 여름에 그 일부는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그와 동
맹을 맺은 인접 중앙ㆍ동유럽 국가들의 영토가 되었다. 1944년 여름과 1945년
봄 사이에 폴란드ㆍ체코슬로바키아ㆍ루마니아ㆍ헝가리와 모든 발칸제국은 독
일과 그 지역의 파시스트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유고슬라비아ㆍ알바니아ㆍ그리
스 등 중요한 전선의 외곽이나 변방에 있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역공산당
세력이 연합국의 승리로 독일의 장악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 나라들을 해방시
켰다. 루마니아에서는 군사쿠데타가 해방에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
에서는 격렬한 전투로 인해 독일군과 지역의 나치 세력이 철수했고, 독일에 협
력했던 정권이 붕괴하였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해방된 중앙ㆍ동유럽에서는 인구가 감소하
였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소수민족인 유대인과 독일인은 각각 학살되고 추
방되었다. 전쟁 전 정권의 대부분은 타협을 하거나 붕괴하였다. 역사적 연속성
(連續性)은 강하게 부인되었다. 이 지역은 정상(正常)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국제정세(政勢) 역시 급변하였다. 승리를 거둔 강대국들은 국내ㆍ국제안보를
보장하고 전시(戰時) 동맹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상충되는 목표임이
판명되었다. 미국은 핵폭탄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다른 대륙에 공군ㆍ해군기지
를 건설하였다. 소련은 폴란드와 발칸제국에 대해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할 것
을 요구하면서 서부 국경을 따라 안보완충 지대를 무차별적으로 조성하기 시작
하였다. 영국은 처칠이 1944년 10월에 스탈린에게 이자(“율”) 협정을 제안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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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중해에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그리스의 반독(反獨) 공산당 세력을 유
혈 진압하였다(Fontaine 1970).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누구도 타협할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았다. 자신감에 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12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타협해야 한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소련 달래
기에 지쳤다”(Truman 1955-56, p. 552).
그러나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의 명예는 그들의 파시즘에 대한 영웅적 투쟁의
결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최고조에 달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의 공산주
의자들은 전후 연정(聯政)에 참여하였다. 소련은 더 이상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
고, 전쟁을 거치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에서
는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당 군대(黨軍隊)에 의해 나라가 해방된 후 진정한 공산
주의 정권 인수가 이루어졌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당이 1946년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1944년과 1948년 사이에 자생적(自生的) 냉전이 등장하였다. 공포ㆍ의혹ㆍ
오해가 상호간의 공포ㆍ의혹ㆍ오해는 물론이고 공격성까지 유발하였다. 유고슬
라비아와 알바니아의 경우, 지역공산당 군대에 의한 해방에 이어 공산당의 집권
이 이루어졌다. 그리스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영국군에게 패배했고, 그 후 전
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내전에서 패배하였다. 1945년 말 이전, 스탈린과 처칠
간 협정이 강화되었던 때(1944년 10월)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스탈린에 의
해 연정(聯政) 수립을 강요당했다. 소련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폴란드는 이러한
운명을 함께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사이비 정부인 루블린 위원회
(Lublin Committee)는 그 이전 폴란드 망명정부의 일부 요인(要人)들이 참여한
과도정부로 탈바꿈하였다. 세튼왓슨(Hugh Seton-Watson)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이비 연정”이 이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만이
그 후 몇 년간 기독교당, 농민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다양한 정당을 아우르는
진정한 연정을 유지하였다(Seton-Watson 1952).
윈스턴 처칠은 1946년 5월 미국의 대중을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다. “슈테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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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철의 장막이 대륙 전역에 드리워졌다. [그 이면에
는] 공산당이.... 도처에서 전체주의적 통제권을 쥐려고 노력하고 있다”(Churchill
1974, pp. 7290-1). 냉전으로 인해 미국에 있어 통합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서방 진영에 독일을 끌어들이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1944~45년 루스
벨트 행정부의 원래 계획은 독일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독일의 탈공업화에 목표
를 두었다. 처칠이 퀘벡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는 동안 미 재무장관이 준
비하여 처칠에게 제출한 소위 모겐소 계획(Morgenthau Plan)은 “그 성격상 주로
농업ㆍ낙농업 중심적인” 전후 독일을 구상하였다(Kimball 1984, p. 317). 그러
나 이 계획은 지원과 재활성화로 대체되었다. 1946년 국무장관 제임스 번스
(James F. Byrnes)는 그의 슈투트가르트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인들
은 독일인들이 (세계에서) 명예로운 자리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돕고 싶어
한다”(Truman 1968, p. 238). 냉전논리 때문에 독일은 서유럽 동맹 체제의 중요
한 일부분이 되었다.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은 “무장한 소수민족에 의해서,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기도된 예속(隸屬)에 저항하는 자유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소위 봉쇄정책
을 수립하였다. 그 해 말에 마셜 플랜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경제재
건 촉진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지하는 것들에
대해 유사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나누어줄 국가 블록을 개발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이 블록에 수용하고 통합하
도록 종용하는 데도 그 목표가 있었다(Milward 1984, pp. 114, 123).
한편 반대편 블록인 코민포름(Cominform)은 “공산당의 활동을 조정하고” “제
국주의적 팽창주의”에 대항할 목적으로 1947년 10월 설립되었다. 은밀한 대립
이 무력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 승전국들은 독일 문제의 해결 방식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고, 각 측은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서유럽 강대국들은 세 개의
점령지로 “삼각지대”(Trizonia)를 형성하였고, 1948년 6월에 통화개혁을 단행하
였다. 소련군은 삼각지대와 베를린 서부지역 사이의 도로를 폐쇄하였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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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空輸) 물자가 몇 달간 200만 명의 서베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독일은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 스탈린은 그의 위성국들에 이렇게 알렸다. “3~4년
내에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불가피하다”(Berend 1996, p. 36). 1950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갔다.
비록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냉전과 신경질적인 군비경쟁이라
는 격렬한 대결이 전후 1963년까지의 특징적 양상이었고, 그 후 1980년대까지는
그 성격이 조금 약화되었고 그 강도도 약간 낮아졌다.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
가 20세기 독일사(獨逸史)를 주제로 한 소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후 세대들
은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1945년에 그의 소설 속 영웅은 회
의적이었다. “도대체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
다.” 1999년에 그의 영웅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 전
쟁 즉, 중간에 휴전을 한 전쟁에 관한 것이다”(Grass 2000, pp. 116, 273).
유럽은 그 중심에 서 있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분할되었고, 양 진영은 한동안 외
부로부터 고립되었다. 이후 동서(東西) 경쟁의 기구가 설립되었다. 나토 대 바르샤
바조약,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대 코메콘[Comecon:
경제상호원조회의(CMEA: Council of Mutual Economic Aid)]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동향이 유럽 전역에 걸쳐 국가정책과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사안
에 반영되었다. 대단히 모순되게도, 냉전시대는 유럽에서 장기간에 걸친 안정과 평
화의 시기로 나타났다.
지루한 냉전과 승전국들 간 갈등고조 양상이 1947~48년에는 뚜렷하게 나타
났다. 스탈린은 독일의 소련 점령지역을 포함한 중앙ㆍ동유럽 전역을 ‘소비에트
화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블록이 엘베 강 동쪽에 형성되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스탈린에 종속된 위성국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었다. 쌍무적 블
록 차원의 경제조직인 코메콘, 그리고 그 후 군사동맹 조직인 바르샤바조약은
이 블록을 단일 소비에트 지역으로 개조하였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신
중하게 소련식(式) 정권을 수립했고, 가장 정통적인 방식으로 비시장경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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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소련의 밀착 감시하에, 그리고 그 군대와 대리인들의
지원을 받아 소련 체제를 모방ㆍ실행하였다. 사회주의를 향한 폴란드 또는 루마
니아의 고유한 길이 있다고 믿었던 고무우카(Wladislaw Gomułka)나 패트라스카
누(Lucreţiu Patraşcanu)와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제거되었다. 스탈린이 파멸
시킬 수 없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Josip Broz Tito)와 훗날 알바니아의 혹사
(Enver Hoxha)와 같은 사람들은 그에게 예속되길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
인 나머지 추방되거나 고립되었다. 소련 비밀경찰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스탈린주
의 지도자들이 집행한 공개재판은 무자비한 스탈린 독재를 공인하는 것이었다.
위성국의 공산당과 정부는 소련의 강제질서(ukaz)를 고분고분하게 따랐고,
1947~48년 스탈린이 20년 전에 조성했던 비시장 중앙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였
다. 1946년과 1948년 사이에 거의 모든 경제에 대한 국유화가 실현되었다. 이것은
일단 특정 산업을 국유화한 후 다른 산업들을 국유화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이나 100명인 기업을 모두 국유화하는 일회적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그 해 말에는 알바니아 산업의 약 90%가 국유화된 상태였다. 불가리아는 1947
년 12월에 전반적인 국유화를 단행했는데, 이로써 산업의 95%가 국유 부문이 되었
다. 루마니아도 1948년 6월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도한
과세, 엄격한 규제 등 행정적 국가정책과 결합된 제2차 국유화 파동으로 인해 미미
한 사유권조차 소멸되었다. 헝가리에서는 1948년 3월에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모든 기업을 국유화한 후, 1949년 12월의 제2차 파동에서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전 지역의 비농업 부문은 1948년과 1952년 사이에
국유화되었다.
유고슬라비아는 1947년에 처음으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1940년대 말 단
기(短期) 재건계획 이후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1949~50년부터 소련식 계획으
로 전향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강제축적과 공업화를 이행하였다. 제1차 5개
년 계획은 중공업 우선정책과 함께 전적으로 군비(軍備)에 기여하였다. 불가리아
와 루마니아에 산업투자의 83~84%를 할당한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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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에서의 초기 몇 년간 투자의 절반은 군사적 목적에 기여하였다. 1953년에 헝
가리의 스탈린주의 지도자인 라코시(Mátyás Rákosi)는 “우리는 전쟁에 대비했다”
고 말하였다(Berend 1996, pp. 80-1).
비록 소련 모델을 모방한 획일적 계획들은 1948년 이후 5개년 계획 내에서 집
단화 완수를 목표로 삼았으나, 농민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수많은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통해 대규모 토지가 분배되었던 1944~45년 이래 비로소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들을 집단농장으로 몰아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유고
슬라비아는 1948~49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고,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했으
며, 1953년 이후에는 집단화를 중단하였다. 스탈린 사후(死後) 탈(脫)집단화가
단기간에 전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1958년 말 모스크바는 집단화의 재개(再
開)를 명령하였다.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에 응하였다. 유
고슬라비아와 폴란드를 빼고는 농업의 집단화가 완결되었다.
고전적인 소련의 제도적 계획체제도 도입하였다. 소련의 공업화 정책, 대규모
건설사업, 집단화 등을 염치없이 모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만 해도 소련 경제체제는 고립된 체제였다. 그 어떠한 나라도 소련의 선례(先例)
를 따르지 않았다. 전후 소련의 경제체제는 블록 전반에 걸쳐 획일적이었다. 폴
란드와 루마니아에서의 최초의 숙청(肅淸)과 1948년 유고슬라비아와의 분쟁을
계기로 소련이 티토의 자립정책과 고무우카의 “폴란드식 사회주의” 등 어떠한
방식의 독립 노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ݚؖńۺćনąۆ܃ߕ܃Ձü

규제시장경제는 국가개입주의를 실행에 옮겼다. 통제경제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대한 국유 경제부문을 건설하였다. 소련식 비시장 경제체제는 경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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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한 국유(國有)(또는 소위 협력적 국가경영)에 기반을 두었다. 민간부문은
국민경제의 3~4%를 넘지 않았다. 대외무역은 국가가 독점했고, 대외무역과 국내
상거래는 분리되었다. 생산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해외에 내다팔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했지만, 특정 정부 부처들이 특화된 무역상사를 설립하고 감독하였다.
대부분의 농장이 공식적으로는 국유가 아니었지만, 집단화를 통해 선출된 의
장과 지배인을 둔 ‘콜호스(kolkhoz)’라는 공식 협동농장을 형성하였다. 초기에
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콜호스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소련 내 콜호스는 6,000헥타르의 토지에 약 500가구가 참여하는 규모로 평균 5
배 정도 확대되었다. 사실상 콜호스는 거의 독립성이 없는 사이비 협동농장에
불과하였다. 경영진은, 조례(條例)와 달리 “추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는 당 조직에 의해 지명되었다. 구성원들은 협동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지 못
했고, 다만 소위 아르텔(artel) 방식(1931년 집단농장의 92%가 아르텔 방식이었
음)이라는 중앙정부가 정한 모델을 따라야 했다. 1932년 7월 제정된 법령으로,
수행된 노동량과 성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일당제(日當制, trudoden)가 도
입되어 구성원들에 대한 급여체계가 통제되었다. 또한 1935년의 모델 규정(規
定)에 따라 모든 콜호스의 경영이 통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통제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33년 1월 법령에
의해 도입된 국가에 대한 강제 “판매” 쿼터라고 하는 강제공출제(强制供出制)였
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의무준수사항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실
질” 시장가격으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었고, 아주 싼 가격에, 때로는 생산원가에
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예를 들어, 1932년 자고체르노
(Zagotzerno)에서는 소비에트 곡물조달청이 호밀을 1첸트너(centner; 50㎏)당
5.7루블에 구매하여 84루블에 판매하였다. 가격체계는 소농을 착취하는 수단으
로 만들어졌다. 예컨대, 정부가 도시에서는 등유 1리터를 18코펙(kopek; 1/100
루블)에 팔고, 농촌에서는 처음에는 30코펙, 나중에는 38코펙에 팔았다. 그 해의
설탕가격은 도시에서 95% 정도 상승했지만, 농촌에서는 163%나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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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ove 1992, pp. 207, 213).
국가 조달청은 콜호스의 생산활동을 통제하였다. 콜호스의 농기계 소유는 금
지되었다. 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국가소유의 농기계 트랙터 관리사무소
(MTS: Machine Tractor Station, 1929년 설립되었고 1958년 해체되었음)와 계약
을 맺어야만 했다. 농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한 대가는 물품으로 지급되었다. 또
한 농기계 관리사무소는 콜호스에 대한 정치적 감시 기능도 하였다. 각 지역의
당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계산을 토대로 곡물 파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곧 콜호스가 자체 성과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집단
화된 농업이 형식상으로는 협동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의해 경영되었다.
국가 통제하에서 콜호스 제도의 본질은 국가의 축적과 농민착취, 그리고 농업
노동력의 건설업과 공업으로의 재배치에 기여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뚜
렷한 한계에 직면하였다. 극히 낮은 농산물가격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그래서 낮은 농산물가격에 대한 보상(補償)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콜호스의
각 회원농가에 소규모 자영농지(초기에는 농가당 0.25헥타르)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토지는 콜호스에 속했지만, 경작은 대부분 중세의 농
법(農法)에 따라 개인적으로 행해졌다. 농가는 이러한 소규모 자영농지에서 우
유ㆍ식육ㆍ돼지기름ㆍ감자ㆍ채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32년 5월 제정된
법령에 따라, 국가의 조달목표가 충족되고 나면 콜호스에서 생산된 곡물과 자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되었다. 총경지의 3%에 불과한
소규모 자영농지의 역할은 대단하였다. 여기서 육류의 40%, 달걀의 약 70%가
생산되었고, 회원농가 총소득의 45%가 창출되었으며, 그 생산량은 1960년대 전
체 농업생산의 25%를 차지하였다.
1950년대에 중앙ㆍ동유럽의 집단농장은 소련 방식을 채택해야만 했다. 집단
농장 체제가 완성된 1960년대 초에 엄격한 스탈린주의는 이미 소멸되고 있었고,
집단농장은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와 협동농장의 관계는 점점 더
상업화되었다. 1956년 이후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공출제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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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고, 국가는 협동농장에서 생산물을 구매하게 되었다. 총경지의 약
10~12%를 차지하는 자영농지는 합법적으로 상업화되었고, 시장 지향적이었으
며, 헝가리 농업생산의 3분의 1을 생산하였다. 가축은 집단화되지 않았으며, 그
절반 정도는 농민들 개인 소유로 남아 있었다.
코보스나 국영농장과 같이 일정 부분의 토지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였다. 스탈
린 시대에는 국가를 위한 “저비용 농업”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의 중요
성이 제한적이었다. 1953년에는 국영농장이 총경지의 10%에 불과하였다. 스탈
린 사후에는 흐루쇼프의 새로운 농업정책과 함께 국영농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
각되었고,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여러 개의 콜호스가 국영농장으로 전환되었
고, 1983년경 그 비율은 총경지의 53%였다. 중앙ㆍ동유럽에서는 국영농장이 처
음부터 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총경지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을 소유하였다.
그 대부분은 시범농장이 되어 현대적 농법, 닭 제조 “공장”, 다수확 작물 등을 도
입하였다.
국가 또는 집단 소유제에 기반을 둔 경제 전반이 중앙계획과 위계적 소비에트
관료주의에 종속되었고, 이에 의해 지도되었다. 소련에서는 1928년의 제1차 5개
년 계획에 의해 강력한 중앙계획이 실시되었다. 중앙ㆍ동유럽에서는 이것이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유고슬라비아는 1947년에 제1차 5개
년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는 1949년에, 폴란드와 헝
가리는 1950년에,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는 1951년에 시작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인 합법적 경제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들은 전혀
독립경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며, 시장법칙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았다. 소비
에트의 경제계획 기관들은 각 기업을 국유 경제라는 하나의 거대한 메가 트러스
트(mega-trust)의 일개 지사(支社)처럼 취급하였다. 메가 트러스트의 “사령부”가
각 지사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했고, 각 지사는 판매나 구매를 하지 않고
단지 그에 따라 납품만 할 따름이었다. 여기서 “사령부”란 경제 전반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여러 경제부처와 공조(共助)하는 중앙계획사무국을 의미한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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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수립한 계획을 달성하고, 생산 지침에 따라 생산하며, 그 생산품을 수
출기업을 포함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또 다른 국유 상사에게, 그
리고 국가 소유의 소매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었
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자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과 관계가 없었고, 생산물의 분
류, 기술적 요소, 상품의 질 등에 관한 중앙의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다.
투입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영기업들은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원자
재든 에너지든 노동력이든 모든 것을 그들의 “생산계획”에 따라 공급받았다. 투
입과 산출이 전적으로 중앙의 계획에 따라 행해졌고, 따라서 시장과는 무관하였
다. 국영기업들은 자체 생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에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유일한 유인(誘因)은 계획의 “달성” 또는 “초
과달성”이었다. 이 경우 관리직 사원과 노동자에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보너스
를 지급하여 포상하였다. 국영기업들은 규모 확대 및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투자자금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은행 시스템은 중앙집권화되었고, 국영은행이 신용을 공여하고 기업회계를
통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상업은행은 폐지되었고, 단지 몇 개의
특수은행이 중앙은행을 보조할 따름이었다. 하나의 투자 및 대외무역은행이 특
수 분야에서 중앙계획을 보조하였다. 일반인의 저축과 대출을 위한 저축은행 네
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노동력 역시 투자ㆍ원자재ㆍ에너지, 그리고 그밖의 다른 생산요소와 마찬가
지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배분하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역
시 폐쇄되었다. 의무등록제, “노동력 활성화” 사무소, 폴란드 애국단(Shużba
Polsce), 청년단, 체코슬로바키아의 육성산업의 “조직적 채용” 등이 노동행정의
제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노동은 의무였고, 노동자의 이직(移職)은 허용
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그들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당의 “전달”(傳達) 기구
가 되어버렸다.
시장은 중앙집권적 분배정책으로 대체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나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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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은 사라
졌다. 모든 가격은 정책적 요구에 따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변경하였다. 도매
가격이나 공장도가격은 단지 회계 및 통제 기능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생산자용 계획지침서에는 물리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고, 생산물의 중량ㆍ면
적ㆍ개수 등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각각의 생산물에는 당국이 결정한 인위적 가
격이 매겨졌다. (대부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한) 국영기업들
은 그래서 하나의 “포괄적 생산계획”을 갖게 되었는데, 이 계획은 여러 가지 생
산물의 “가치”(또는 가격)를 단순 합산하여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였다.
화폐와 가격은 국가와 대중 사이에서 소비를 통제함에 있어 제한된 시장기능
을 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가격”의 영역 또한 고착화되어
버렸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받지 않았고, 정책목표에 따라 가격을 결정
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빵ㆍ버터ㆍ우유와 같은 주요 식품의 가격은 낮
게, 때로는 생산비보다도 낮게 책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은 기본적
인 공급과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운송ㆍ주택임차ㆍ아동의류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직물류, 가정용품과 여타 소비재의 가격은 소비를 제한하
고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높게, 때로는 생산비보다 서너 배나 더 높게 책정
되었다. 그러나 가격정책만으로 대중의 소비를 통제한 것은 아니었고, 중앙집권
적 분배정책도 중요한 수단이었다. 주택은 결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았다. 아
파트는 시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정치적 성향과 등급을 고려하여 (심지어는 분
류하여) 배정하였다. 필요할 경우에는 주요 식품과 의류까지도 배급하였다.
5년이라는 기간은 중앙정부의 특정 목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에
는 확실히 짧았으며, 거의 같은 수의 좋고 나쁜 결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
었다. 이러한 중기(中期) 계획은 그대로 실행할 수 없고 당과 국가의 경제목표는
종합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후 5개년 계획은 실행 가능한 연간
계획(그리고 실질적인 이유에서 분기별, 월별, 심지어는 10일간 계획)으로 세분
화되었다. 계획의 여러 장(章)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국민경제 전반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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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우선, 세부 생산계획은 총생산을 주요 생산부문별로 구분하고 수천 개
의 최우선 상품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총생산 규모를 정하였다. 생산량은 대부분
물리적 단위로 정해졌다. 예를 들면, 트랙터 생산대수, 아파트 건축 호수, 석탄
채굴 톤수, 철강 생산 톤수 등과 같은 방식이었다. 더욱이 실행계획에서는 원자
재 및 생산물 배분을 지시함으로써 생산과 배분(또는 “배급” 계획)이 서로 연계
되도록 하였다.
생산과 배분은 자원과 그 사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물리적 “균형” 방식에 따라
계획되었다. 이것이 중앙계획의 핵심이었다.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는 모
든 자원과 생산투입ㆍ수출ㆍ대중소비 등 자원사용 간의 균형이 고려되었다. 양
측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석탄의 채굴량과
수입량의 합은 에너지 산업,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기업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대중 난방소비의 필요조건을 충족시
켜야 했다.
중앙계획은 노동자 수와 임금 기금(基金) 등 노동관련 자원을 배분했고, 기존
경제부문과 확장계획이 수립된 특정 부문의 수요를 계산하였다.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잠재 자금력과 저축을 기초로 산출된 총 투자액은 계획된 발전목
표 즉, 건설업ㆍ공업ㆍ운송업 등에 각각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지에 따라 배분되
었다. 더욱이, 이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
가 부여되었다. 투자계획과 발전계획은 일반적 조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
적 차원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했다. 예를 들어, 가공분야보다는 에너지 분야
에 대해 우선 투자를 해야 했고, 다른 부문의 증산(增産)된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송능력을 확충해야 했다. 투자계획은 포괄적 예산계획의 일부로서 여
러 가지 계획지시 또는 명령의 모든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중앙계획은 기술개발의 정확한 목표, 신기술의 종류와 그 기술을 도입할 분
야, 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을 담당할 부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수출
입은 국내에 공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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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특정 수출상품의 생산량 증대를 지시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였다.
모든 계획지시 사항은 계획지표로 표시되었고, 정확하게 명시되었으며, 피
(被)지시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해야만 했다. 중앙계획은 세분화되거나 분
리되어 수백만 개의 계획지표로 색인화(索引化)되었고, 각 경제부문, 그리고 결
국에는 각 기업에 시달되었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각 계획지표를 밀착 통제해야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히 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 계획방식은
거대한 행정 네트워크와 관료조직을 필요로 하였다. 행정조직의 편제가 가끔 바
뀌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행정 위계질서의 골격만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위계질
서의 최상단에는 당(黨),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집행기구”인 정부와 함께 정치
국(Politburo)과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일련의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그 최상단에는 정치적 의사결정기구인 최
고경제위원회(Supreme Economic Council)와 중앙계획사무국(Central Planning Office)
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사무국이 5개년 계획과 법률적 효력을 지닌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사무국은 각 주요 부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공업ㆍ농
업ㆍ운송업ㆍ서비스업 등 각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Nove 1977).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책임을 맡았다. 각 경제부문은 한 부처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다. 그 수와 영역이 가끔 바뀌긴 했지만, 각 부처가 에너지ㆍ철강ㆍ화
학ㆍ엔지니어링ㆍ직물 등의 생산을 감독하였다. 각 부처는 소비재산업ㆍ운송업ㆍ
건설업ㆍ농업ㆍ국내유통ㆍ대외무역 등을 관장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20~30개
부처의 지부(支部)가 계획사무국이 만든 전체 국가계획에서 세부계획을 시달받
았다. 부처별 계획을 각 부문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이들의 책임이었다. 예를 들
어, 경공업부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여러 산업(직물업ㆍ피혁업ㆍ의류업 등)의
자체 계획을 세분화하였다. 어떤 시기에는 각 부처별 산업 조직 아래 전문부서
또는 이사회를 두기도 했으며, “그들의” 각 공장 계획을 계속 세분화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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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중앙계획이 각 단위기업에까지 시달되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
업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연간 계획에는 종종 수천 가지의 의무계획지표
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야노스 코르나이는 “이 계획은 관료조직의 협력하에 만
들어진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결론지었다(Kornai 1992, pp. 112-14).
국영기업들은 생산계획과 이에 필요한 자원을 상부로부터 제공받았고, 상품
의 시장성ㆍ비용ㆍ품질에 대해, 또는 그들의 생산물이 최신 상품인지에 대해 고
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유인(誘因)은 계획목표의 달성이었다. 이것
이 최고 의무사항이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었다. 왜냐하면
임금과 보너스가 계획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너스
산정기준은 전체 계획목표 달성도를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소위 “총생산”(總生
産)이라는 한 가지 계획지표뿐이었다.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는 최대 성장률이라
는 중앙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계획목표의 달성도 및 초과달성도에 비례하였
다. 보너스가 연봉의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에 달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생
산의 종류나 품질, 노동력ㆍ에너지ㆍ원자재 투입과 같은 수백 가지의 다른 지표
들은 총생산 계획목표 달성도의 측정에 산입되지 않았다.
품질, 원료함유 내용, 생산물 분류 등을 명시한 계획지표들은, 특히 이것을 무
시해야 포괄적 생산계획을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하기가 더 쉬웠다는 점 때문에
라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기업들은 생산물 분류나 품질의 다양성에 대한 계
획을 무시함으로써, 그리고 생산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여타 투입물을 투입함으로
써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인체계는 다른 계획지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총생산 지표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통제 및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
였다. 기업은 각 부처로부터 계획지표를 부여받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 각
부처에 보고해야 했다. 세밀한 관료주의적 통제 시스템은 거의 끊임없는 보고를
요구하였다. 필요한 경우, 보고서가 접수되자마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뒤따랐다. 기업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당국은 기업에 수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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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개의 조정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수동식”(手動式) 중앙관
리는 중앙계획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경제활동
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계획은 하나의 복잡한 톱니바퀴와 같
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톱니바퀴 하나가 잘못되면 그에 따른 연쇄반응이 일어
났다. 만약 석탄생산량이 목표에 미달하면, 계획량을 수입(輸入)으로 메우기 위
해, 그리고 수입대전 물납(物納)용 수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확고한 계획체제에서는 계획수립 과정에 기업들이 협력하
고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계획목표가 설정
되면, 그것은 해당 부처나 계획당국에 재앙이 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결정이 극
한(極限) 성장을 요구하더라도, 계획수립자들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계획을 세우도록 유의해야 했다. 국가사회주의의 어떤 단계에서는 계획수립자
나 관련 부처가 기업의 이사진이나 경영자들과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기도 하였
다. 이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비공식 과정이었으나 나중에는 “상호
(相互) 계획”이라는 말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중앙의 계획수립자들은 협력을
요구했고, 기업 경영인들은 양해를 구하였다. 높은 생산목표를 제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더 높은 수준의 투자와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다. 중앙계획은 결국
외견상으로 비쳐지는 것만큼 중앙집권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Soós 1986).
중앙계획하에서 협동농장 계획에 대해서는 의무 계획지표를 이용하지 않았
다. 하지만 강제파종과 납품계획, 그리고 국가의 규제와 간섭에 의한 비축(備蓄)
이 농업 분야의 중앙계획에 포함되었다. 단순한 의무 계획지표를 수정하지 않고
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또 다른 분야는 대외무역이었다. 대외무역은 엄격
히 제한되었고 자급자족 경제에 역점을 두고 있었지만, 시장경제와의 타협이 절
실히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 후 몇 년 사이에도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은
사회주의 코메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상품ㆍ원자재ㆍ투자재를 구입해야만
했다. 대외무역의 3분의 1 정도가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실현되었다.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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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고정하
거나 수출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고정된 국내가격과 변동하는 시
장가격 간에 불균형이 발생했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는 결과적으로 비시장경제를 시장경제에 연계시키
는 동시에 양자를 분리할 수 있는 소위 “빗장 시스템”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 해
결책은 수출입가격과 국내가격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절되는 특별한 “가
격평준화 메커니즘”이었다. 수출기업은 무역상사에 납품했는데, 이러한 상사들
은 국내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한 후 그 상품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해외에 판매하
였다. 상품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경우, 무역상사로 인해 발생한
“적자”(赤字)는 국가의 가격평형기금으로 보전되었다. 상품 판매를 통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윤을 동일한 국가기금에 편입해야 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훨씬 더 비싸게 수입된 경우라도
수입품은 국내 기업에 국내가격으로 공급되었고, 그 차액은 또 다시 국가기금으
로 보전되었다. 더 싸게 구입된 경우에는 무역상사가 그 차액을 국가기금에 편입
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평준화 시스템은 마치 수위(水位)가 서로 다른 수로 사이
의 수문처럼 자유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또 연결하였다.

ԓ҃غ܁ٮń܁ɾজ֨ʪ

관료주의적 계획ㆍ통제 체제는 시장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선전선동과 약간의
금융 유인 외에 기본적으로 톱니바퀴와 같은 중앙계획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철
칙(鐵則)이 필요하였다. 계획달성을 위한 최후 수단은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계
획노선의 이탈을 범죄시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한 합법적 테러가 자행
되어 “계획 이반(離叛)이나 사보타지”를 형벌로 다스렸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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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까지 시켰다. 합당한 이유 없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였다. 농촌의
강제공출제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졌다. 고위경영자, 부처
공무원, 일반노동자, 농민 등 모두가 똑같이 가혹한 법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
다. 스탈린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
라 일상적인 현실이었다.
노동자나 피고용인에게 극히 낮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농민들이 납품한 농산
물에 대해 극히 싼 “가격”을 지불한 것은 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과
적으로 이들의 소득수준은 때때로 서유럽 국가의 표준보다는 제3세계 국가의 기
준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사회 불만이 쌓이는 것
은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독재정권은 어떠한 저항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졌
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반국가 선동 및 음모”에 관한 형법 조
항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았다. 예를 들어, 폴란드 형법 제19장 127절
에는 “인민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불만이나 불안을 조장하거나, 경제를 교란시
킨 자”를 그 정도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벌할 수 있다고 규
정하였다(Berend 1996, p. 56). 몇몇 소비에트 블록 국가에서 발생한 군중 폭동
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련군이 그 나라의 정권을 “구원”(救援)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태가 1956년 헝가리와 1968년
체코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소위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정당화되었다.
독재정권이라도 정당성은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소련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자는 슬로건과 함께 애국적인 선전선동으로
인민의 고통을 정당화하였다. 1931년의 연설에서, 후진성을 극복하고 서구의 침
략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공업화를 추진하자고 한 스탈린의 호소는 10년 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신뢰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민
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열정만으로 수립될 수는 없었다. 비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통해 대중의 저소득에 대한 보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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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인민들이 집세, 교통비, 주요 식품, 아동복, 영화표, 연극표 등에 대해 지
불하는 비용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국가가 지불하였다. 보조금 정
책은 기초 식량과 오락 등 인민의 기본생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킨다는 고대(古代) 원칙(“panem et circenses”)에 따른 것이었다.
주요 복지시설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복지국가의 건설은 볼셰비키 혁명의 중
요한 부분이었다. 1919년 새로운 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부하린과 프리오
브라젠스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모든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을 면제받을 것이고....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한 모든 사
람들에게.... 그리고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이
며.... 노동자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100% 급여를 지급할 것이
고..... 매월 1,800루블의 연금을 지급하며....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에게 매월
최고 1,200루블의 생활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그 혜택은 가사(家事)노동자와..... 농민들로까지 확
대 적용될 것이다(Bukharin and Preobrazhensky 1969, pp. 416-17).

소비에트 정권과 중앙ㆍ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완전고용 보장, 대학
까지 전 교육과정의 무상교육 제공, 그리고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모든 시민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등을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각 가
정은 정액의 육아(育兒)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년간, 알바니아
에서는 반년 동안 80%의 봉급을 지급하는 출산 보조금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헝가리의 경우 1인당 GDP 수준이 유럽 국가 중에서 20위에
그쳤지만, 사회보장지출에서는 12위를 차지하였다. 제3세계 수준에 불과한 이
나라의 임금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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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 메커니즘을 갖춘 중앙집권적 계획하의 국가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모든
체제 중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것이었다. 자급자족은 소련의 핵심적 이념이었
으며, 심지어는 중앙유럽의 약소국들도 이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러한 나라들은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없었는데, 에너지나 원자재 분야에
서 특히 그러하였다. 소비에트 블록이 형성된 후, 대외무역은 계획경제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최대한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부
터의 독립을 추구하였다. 이 모든 요인들은 1949년 코메콘이라고 하는 지역통합
기구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스탈린은 1952년 출간된 그의 저서『사회주의의 경제적 문
제점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된
세계시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념적 기초 확립에 있어 독단적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메콘은 대체로 소련과 다른 나라들이 상호 체
결한 일련의 쌍무적 무역협정에 대한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국내 자급
자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 내 자급자족을 추구하였다. 모든 회원국들은 경
제적으로 모스크바에 종속되었다. 그 이전까지 상호교역 비중이 10~20%에 지나
지 않았으나, 1950년대 초부터는 회원국간 대외무역의 60~75%가 코메콘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비율의 절반 정도는 소련과의 무역이 차지하였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독일이 주도한 광역경제(Grossraumwirtschaft)처럼 코메
콘은 시장과 화폐의 관계를 물물교환과 청산거래 체계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이
경화(硬貨)는 기본적으로 배제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서로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
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국내 “교역”과 비슷하게 회계와 통제를 위해서는 화폐
조건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계획경제에서는 가격 변동이 불편한 것이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대외무역의 가격을 고정된 국내가격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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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5개년 계획을 더 쉽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한국
전쟁 기간에 세계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동안 코메콘은 회원국간 무역
의 고정가격제를 실시하였다. 1950년에 세계시장 가격은 고정되었고, 1957년까
지 변동 없이 적용되었다. 7년 내내 각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출입 가격 계산
이 용이하였다. 중앙ㆍ동유럽의 여러 중소(中小)국가들은 코메콘의 틀 안에서
쌍무적 무역협정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에너지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
게 되었다. 한편 이 나라들은 공산품으로 그 대금을 지불했는데, 이는 모스크바
가 투자재와 소비재의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거대
하고 과수요(過需要)가 없는 소련 시장에 대한 공산품 공급은 곧 시장에 대한 경
쟁 없고 질 낮은 공산품과 여타 상품을 소련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이 지역
농업국들의 급속한 공업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통계에 의하면, 소련은 1950년대의 고정가격제를 통해 대상국들과의 교역에서
170억 달러 정도의 별도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스탈린 사후에 코메콘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5월, 베를린에서
열린 CMEA 회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이 시작되었다. 송유관과 공동전
선망을 만들고 합작투자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합작회사가 설립되었다.
1959년에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합작사인 할덱스(Haldex)가, 1965년에는 헝가
리와 불가리아의 합작사인 아그로메시(Agromash)와 인트랜스매시(Intransmash)가
설립되었다. 흐루쇼프는 각국이 코메콘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노동분업ㆍ특화 계획을 제안하였다. 공학산업 분야에서는
수천 가지 상품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특화 상품의 체계적인 생산자와 공
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독점을 인정하였다. 루마니아는 디젤기관차를 생산하고 공
급하는 나라가 되었고, 불가리아는 특정 유형의 컴퓨터를 생산ㆍ공급하는 나라
가 되었다. 헝가리는 228종의 기계를 생산하는 데 동의했고, 그 중 전체 코메콘
시장을 위한 48종의 생산 독점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헝가리는 농기계 생산라인
과 화물차뿐만 아니라 3~5톤 트럭과 5~7.5톤 특장차 생산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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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코메콘의 버스 시장을 독점하였다. 이카루스(Ikarus)사는 전 세계 버스
생산량의 6%를 차지하면서 세계 제6위의 버스 생산업체가 되었다. 1957년 12월
CMEA의 화학공업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Chemical Industry)는
시들어가는 소비에트 화학공업의 발전 협력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1960년대 초 흐루쇼프는 체계적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합동 코메콘 중앙계획
청(Comecon Central Planning Office)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전
반적인 경제적 지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저항이 거셌기 때문
에 이 제안은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메콘은 특히 공학산업과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협력 협정을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국제 사회주의
노동분업의 기본 원칙”이 1962년에 받아들여졌고, 다각적 어음교환소인 국제경
제협력은행(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이 1963년에 설립되
었다. 1969년 4월, 제23차 코메콘 회의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결정했
는데, 이것은 1971년 7월 『CMEA 회원국의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협력ㆍ발전
을 한층 더 강화ㆍ향상하기 위한 복합 프로그램 이라는 긴 제목으로 제25차 코
메콘 회의에서 채택되었다(Ausch 1972). 정부 당국은 (직물기계를 위한) 인터텍
스틸매시(Intertextilmash),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터아톰에너고 (Interatom-energo) 등 특정 분야의 여러 기업연합회에 참여하였다. 1971년에는 이러
한 협력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코메콘 국제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몇 가지 합작투자 프로젝트의 수행도 결정하였다. 이르쿠츠크(Irkutsk) 셀룰
로오스 공장, 시베리아 석유시추, 5,500km의 “프렌드십”(Friendship) 송유관,
27,000km의 소유스(Soyuz) 가스관, “피스”(Peace) 전력 네트워크, 얌버그
(Yamburg) 가스관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1980년경 협력 산업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130여 개의 다각협정을 체결하였다.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생산된 기계
의 무역 비중은 20%에서 4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와는 달리 이런
식의 협력은 각국이 블록 내 판매를 위해 서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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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 코메콘은 가격체계를 근대화하였다. 변화하지 않는 고정가격
을 유지하는 대신에 5개년 계획 기간에 대해 가격을 형성하였다. 1958년 새로운
부큐레슈티(Bucharest) 협정에 따르면, 코메콘 가격은 5년마다 지난 5년간 세계
시장가격의 평균치로 조정되었다. 1973년 석유위기가 발생하여 유가(油價)가
한없이 치솟았을 때 소련은 새로운 가격체계를 가동시켰다. 이에 코메콘 가격은
1년마다 지난 5년간의 세계시장가격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 코메콘의 유
가는 세계시장가격 상승에 따라 올라갔지만, 갑작스런 가격변동을 계속 완충(緩
衝)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이래 코메콘 가격체계는 중소국가들에 유리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석에 따르면, 소련은 블록 국가들에 300~700억 달러의 “은폐
된” 보조금을 제공하였다(Marer et al. 1991). 지역통합과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40년간에 걸친 소련의 블록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에 기여한 코메콘은 1991
년 국가사회주의 및 소련과 함께 붕괴되고 말았다.

ܼݚؖńۺćনąۆ܃Ѐशٮʂʂܓश

비시장 경제체제의 목표와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이 모델은 강제로 자본축적
을 이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난한 농업국에서는 전통적으
로 축적률이 낮았다. 빈약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때문에 후진성이 영속화되었
다. 일부 정부는 국가개입을 통해 발전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와 소득
의 투자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들은 외국인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시도도 하였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 때까지 러시아식 후진성을 치유할 만한 효
과적인 모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독재정권의 비호하에 시장과 시장가격을
철폐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산물에 대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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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지불하고 농민들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소위 협상(鋏狀)가격 체계 때문에 가난한 농업국에서 축적률이 전례 없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 나라들의 축적률이 전간기에는 6~8%에 불과했지만, 그 비율이
1950년대에는 GDP의 25~30%, 1970~80년대에는 GDP의 20~25%로 높아졌다.
투자효율이 약간 낮기는 했지만, 자본축적은 여전히 급성장을 유발하였다. 프
라이어(Frederick L. Pryor)에 따르면, 전후 30년간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GDP를
연간 4~5%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총 고정자본투자를 연간 8% 이상 늘려야 했다
(Pryor 1985, p. 76).
고율의 투자는 약 20년간 매우 높은 수준의 노동투입과 결합되었다. 중앙ㆍ
동유럽의 농업국들에서는 노동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고, 수백만
의 농민들이 집단화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주요 건설현장과 공업부문으로 내몰렸
다. 1950년 이후 20년간 농업노동력의 40~50%가 농촌을 떠났다. 1950년과
1973년 사이에는 농업인구가 현저히 감소했는데, 그 비중이 불가리아에서는
82%에서 32%로, 헝가리에서는 53%에서 24%로 줄어들었다(그림 4-2 참고). 여성
ŔρȬۍغĵۆÇՙܼؖㆍʴͥ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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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도 동원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성고용 비율이 여성인구 비율과 거의 같아졌
다. 그 결과, 1950년대 연간 노동투입 증가율은 유고슬라비아에서 9%, 불가리아
에서 8%, 헝가리에서 7.4%를 상회하였다. 비록 노동투입 증가세가 1960년대에
는 둔화되었지만,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여전히 매년 5%씩 증가했고, 이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도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업 노동력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적정(適正) 성장을 지속하였다(Berend 1996, p. 185).
강제투자 및 공업화 정책은 전통적인, 대부분의 경우 공업화 이전의 지역 사
회를 폭력적ㆍ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삶의 터전을 잃은 수백만의 농민들은 농
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지대로 이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구의 3분
의 2에서 4분의 3 정도가 농촌에 살았으나 기존의 소농 및 농촌사회가 도시로 변
했고, 그 대부분은 한 세대를 거치면서 블루칼라 사회로 전환되었다. 최소한 20
년간 사회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사회구조가 더욱 근대화되었다. 중앙ㆍ동
유럽은 마침내 서유럽의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변화를 따르게 되었다.
전통 엘리트의 급격한 제거는 사회의 급속한 경제평준화를 수반하였다. 전통
적 위계질서를 갖춘 양극화된 계급사회는 동질적 사회로 대체되었고, 이로써 거
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사회차별이 철폐되었다. 인구의 85~98%는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재분배 국가의 피고용인이 되었고,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비
록 소득평준화가 유인(誘因)을 없앴고 효율 및 효과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지
만, 진부하고 경직된 사회구조 및 관행을 철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폭력적이
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급격한 사회변혁은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주의의 근대화
독재에 가장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성과가 되었다.
동질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위로부터의 공업화ㆍ도시화ㆍ사회혁명은 새로
운 엘리트와 훈련된 전문가 집단의 창출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나중에 냉전경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는 교육혁명
과 보조를 맞춰 나아갔다. 유럽의 가장 낙후된 교육제도 중의 하나를 계승했고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인구의 3분의 2(어떤 추정에 따르면 70%)가 문맹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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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점차 근대 교육제도를 받아들였다. 1950년대에 이르러 초등학교와 중학
교의 학생 수는 1914년보다 세 배나 더 많게 되었다. 의무교육기간은 1930년에
4년으로, 1949년에는 7년으로 정해졌다. 1952년에는 중대한 개혁을 통해 보편
적인 10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Poignant 1973, p. 91).
외연적 교육 확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소비에트 블록의 중요한 특징
이었다. 소련의 중등교육제도는 10년 의무교육제의 유기적인 일부분이었다. 모
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교육제도 외에, 특수한 학교와 학급에서
는 예술이나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직업교육은 8년간 기본
교육 후에 중학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 기간은 3~4년 더 연장되었다.
직업교육기관은 전문중학교(테크니쿰, technikum) 졸업생들에게 증명서를 수
여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을 위한 문호를 개방하였다. 1970년에는 적
정 연령집단의 4분의 1 정도가 이런 형태의 직업교육을 이수하였다.
중앙ㆍ동유럽에 걸쳐 사회주의 복지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정부ㆍ지역공동체ㆍ
기업 등이 경영하는) 설립된 유치원과 보육원이 3~5세 어린이의 90% 이상을 흡수
하였다. 기초 일반학교 교육은 8~10년간 지속되었다. 중등교육은 김나지움
(gymnasium), 테크니쿰, 그리고 기초 중등교육의 특정 요소를 결합한 직업교육기
관 등을 통합하였다. 기껏해야 각 연령집단의 10% 정도만이 중학교를 다닐 수 있
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는 달리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14세와 18세 사이
의 연령집단이 거의 모두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은 대체로 현실
적이고 직업적인 지향성(指向性)을 유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90년 기
준 연령집단의 61%가 직업학교에 등록했고, 20%가 기술학교에, 그리고 15%만이
일반교육기관인 김나지움에 등록하였다(Karsten and Majoor 1994, pp. 81, 124).
중앙ㆍ동유럽의 고등교육은 소련에서처럼 농업ㆍ기술ㆍ교육ㆍ대외무역ㆍ경
제학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화된 대학교(Hochschule)형(型) 기관을 포
함하였다. 야간제ㆍ시간제 교육제도가 실시되었고 널리 확산되었다. 전체적으
로 보아, 18~24세가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전쟁 전 1~2%에서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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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다. 이 지역은 중등ㆍ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젊은이들의 수가 늘어
나면서 유럽대륙을 따라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지나치게 전문화
되었고 실습(實習) 위주였기 때문에 재교육과 심화교육을 위한 기초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Berend 1978).

ś՚ॢՁۤęėغজۦԦԓʽݕՁ

전시경제와 같이 비시장 체제는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
한 체제는 야심찬 성장 및 공업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자유시장 체제와 달
리, 모든 축적은 국가의 기금으로 편입되었고, 정부는 정부가 선호하는 분야에
서 결정하고 투자할 권리와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의 모든 경제사(經濟史)
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농업을 착취했고, 하부구조를 경시(輕視)했으
며, 투자재와 무기를 생산하는 소위 중공업이라는 산업을 우선시하였다. 초기
수십 년간은 총투자의 절반 이상이 소련의 산업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1960년대
와 1970년대까지도 그 비중은 3분의 1 이상이었다. 여러 중앙ㆍ동유럽 국가의
경우, 전간기에 15~18%였던 평균 공업투자율이 1950년대에 50%로 증가한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평균 35~40%로 줄어들었다. 가장 개혁지향적 국가였
던 헝가리는 공업투자를 전체의 3분의 1로 줄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였다(Berend 1996). 60년간, 소련은 공업투자의 평균 84%를 “중
공업”에 투자하였다(Kornai 1992, pp. 173, 175). 중앙ㆍ동유럽에서는 “중공업”
이 초기에는 총 공업투자의 75~90%를 흡수하였다. 전대미문의 높은 비율이 상
당 기간 유지되었지만, 1980년대 말에는 50% 남짓으로 감소하였다.
막대한 노동투입과 함께 이러한 중공업투자 강화는,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 동
안에 농업국인 소련과 중앙ㆍ동유럽을 변화시킨 급속한 공업화의 “비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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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성장은 중앙계획 경제의 중요한 특성이었다. 소련과 전체 소비에트
블록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역사상 가장 급속한 발전의 시대에 계속 빠르게 성장
하였다. 1938년과 1973년 사이에 1인당 GDP는 서유럽에서 260%, 소비에트 블
록에서는 276% 증가했는데, 소련만 따지면 그 증가율은 282%에 달하였다. 전후
4반세기 동안 중앙계획경제 국가들이 이룩한 연평균 성장률 3.9%는 역사상 가
장 높은 성장률의 하나였다(Maddison 1995a).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극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났고, 역사적으로 빠른 공
업화가 실현되었다. 노동력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압도적인 농업
중심의 러시아 대신, 소련이 공업국으로 등장하였다. 1973년경, 유급(有給) 고용
인력의 40%가 공업과 건설업에서 일한 반면, 그 20~25%만이 농업에 종사하였
다. 1950년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에서는 40%(체코슬로바키아)와 75%(루마니
아) 사이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1973년경에는 이 수치가 체코슬로바키아
에서 18%로, 루마니아에서는 53%로 감소하였다. 헝가리에서는 이 비율이 53%
에서 24%로 하락하였다(Berend 1979, p. 243). 공업 인구는 헝가리에서 18%에
서 35%로, 어떤 경우에는 중앙유럽 평균인 40~50%로 증가했고, 불가리아에서
는 8%에서 발칸제국의 평균 비율인 28%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1970
년대 중반 중앙ㆍ동유럽에서는 GDP의 절반은 공업에 의해 생산되었고, 단지
20% 정도만 농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러나 “뒤늦은 산업혁명”은 파괴적 결함 때문에 애로(隘路)를 겪었다. 중앙계
획경제의 장점은 가격을 매우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경제에서
는 시장정보ㆍ유인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적으로 관리된 국가경제에서의 기업가
이익도 결여되어 있었다. (대외무역의 4분의 3이 다른 코메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적 자급자족 체제하에서 이러한 체제는 세계시장과 고립되었
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첨단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냉전의 제약, 특히 1947년 미 의회가 시작한,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에
대한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소위 코콤 리스트(COCOM list)는 이 체제가 붕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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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이 나라들의 기술도입을 중단시켰다. 어떤 시기에는 가장 정교한 신기술
을 포함한 2,000~3,000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로 전화 네트워크
를 포함한 통신 시스템은 여전히 원시적이었다. 1970년대 말까지 인구 100명당
전화선이 7.4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유럽 공동시장(Common Market) 국가들의
4분의 1,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통신혁명은 소비에트 블록에
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개혁지향적인 소비에트 저널『리테라투나야 가제타
(Literaturnaya Gazeta)가 1988년에 “당신은 이곳의 퍼스널컴퓨터 보급 실태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몇몇 당국자에게 질의했을 때, 그 대답은 한결같았
다. “재앙이다.... 우리의 현재 컴퓨터 생산수준은 미국의 100분의 1에서 1,000
분의 1 수준이다.” 어떤 응답자는 “이러한 상황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생산하는 컴퓨터는 필요한 일은 하나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였
다. 세 번째 응답자는 “이것은 과학적 연구든 문화발전이든 교육이든 간에 그 어
떤 면에서 보아도 비극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소련의 컴퓨터 교육은
1985년까지도 시작되지 않았다. 금융거래와 여타 거래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
루어졌고, 이 체제가 붕괴할 때까지 자동현금인출기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Judy and Clough 1989, pp. 6, 7, 23-5, 31, 35, 47). 1970년 말 소비에트 블록
전역에서 총 650대의 컴퓨터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중앙계획경제가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안,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열
악한 경제상황과 후진성을 재생산하였다.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은 근대적 세계
경제 추세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기술적ㆍ구조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었다.
소련은 군사기술에서 선구적인 기술성과를 낳았으며, 수십 년간 냉전하의 군
비경쟁에서 세계기술의 선도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어떤 시기에는
미국을 앞지르기도 하였다.
소련은 1949년에 최초의 원자폭탄을, 그리고 1953년에는 최초의 원자핵 융합
반응 장치를 실험 폭파하였다. 또한 소련은 1958년 최초의 핵잠수함을 진수시켰
는데, 이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한 지 3년만이었고, 영국과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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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비하면 몇 년 앞선 것이었다. 수십 년간의 냉전시대에 소련은 로켓ㆍ우주
기술을 비롯한 군사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7년 10월,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Sputnik) 1호를 발사했고, 1958년에는 라이카
(Layka)라는 개를 실은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1959년 소비에트 루나 2호는 달에 착륙했고, 루나 3호는 처음으
로 달 주위 비행을 하였다. 1961년 4월에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유인우주선인 보
스토크(Vostok) 1호가 처음으로 유리 가가린(Yuriy Gagarin)이라는 사람을 우
주로 이동시켰다.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은 보스호트(Voskhod)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1971년 4월에는 최초의 우주정거장인 살류트(Salyut) 1호를 발사했으
며, 1974년과 1982년 사이에는 5개의 우주정거장이 추가로 발사되었다.
그러나 군사기술을 포함한 군사 분야는 민간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경제체제 속에서 기능하였다. 가장 훌륭한 기능과 숙련이 집중된
군수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봉급과 (다른 곳에는 없는 상품을 특별한 상점에
서 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다양한 특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았다. 연
구비와 생산비는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가용(可用) 자원이 이 부문에 흘러들어
갔으며, 소련은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예산의 절반을 이 부문에 지출하였다. 군
사기술 연구 및 생산은 고립된 영역으로 남았으며, 이것은 민간경제에 파급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전반적 경제체제의 위기 때문에 소련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1980년대에는 군비경쟁에서 지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의 특징적 양상은 신기술ㆍ통신ㆍ서비스 혁명이었다. 소련과 중
앙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따라갈 수 없었다. 비
록 공업이 커다란 진보를 이룩했지만, 이것은 20세기 초반의 기술적ㆍ구조적 요
구를 따랐다. 전통적인 제철업, 철강업, 그리고 20세기 초 공학산업을 조성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경주되었다. 1960년대에 중앙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산업생산 1,000톤당 프랑스의 3배, 미국의 5배에 달
하는 연료를 소비하였다. 선철 1톤을 생산하기 위해 헝가리와 폴란드는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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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약 40% 더 많은 코크스를 사용하였다. 1,000달러 가치의 공산품을 생산하
는 데 투입된 철강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보다 2~4배 더 많았다.
소비에트 블록은 서유럽의 극적인 구조변화에 발맞출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서유럽에서는 농업고용이 2~4%로 감소했지만, 옛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에서
는 그 비율이 15~25%로 유지되었다. 서유럽에서는 25~35%인 공업고용 비율이
중앙ㆍ동유럽에서는 대략 40%로 유지되었다. 이 수십 년간 서유럽의 소위 서비
스 혁명을 계기로 유급 피고용자의 65~7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에서는 단지 30~40%만이 서비스업에 종사했고, 투자의
25~30%만이 서비스업으로 흘러들어갔다. 서비스업은 서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었다. 비록 일부 경제학자들은 서비스업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
한 바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의 증가세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농업과 공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생산성 증
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중앙ㆍ동유럽에서 이 산업은 대체로 공업화를 위
해 희생된 채 크게 뒤처져 있었다(Berend 1996, pp. 183-98).
근대적 특화(特化)의 결여, 취약한 서비스업, 상대적으로 뒤처진 기술 등의 결
과로 생산성 증가는 다소 부진하였다(그림 4-3 참고). 이러한 측면에서 서유럽
국가, 지중해연안 국가, 중앙ㆍ동유럽 국가들의 생산성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전자(前者)가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룩한 반면, 중앙계획경제는 단지
매우 완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950년과 1952년 사이에 서유럽 국가와 지중
해연안 국가의 노동생산성(노동시간당 GDP) 수준은 (각각 4.4배와 6.2배라는)
인상적인 증가폭을 시현한 반면, (2.8배 증가한) 소련을 포함한 중앙ㆍ동유럽 국
가들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거의 진보하지 못하였다. 1950년에 동유럽 국가들과
거의 같은 수준에 있었던 지중해연안 국가들은 1992년에 이르러서는 동유럽 국
가 수준을 2.5배 이상 능가하게 되었다(표 4-2 참고). 급속한 성장은 이와 같이
중앙ㆍ동유럽의 공업화를 이끌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구조, 기술기반, 생
산성 수준 등을 재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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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획경제는 공업화 초기 단계에 낙후된 농업국들에게는 고율의 축적과
급속한 성장을 가져다주는 효율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잉여인력이 공업 부문으
로 이동하자 노동 자원은 바싹 말라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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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인구통계학적 추세가 변화했고, 인구성장이 둔화ㆍ중단된 후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감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출산율은 대략 인구 1,000명당 22~24명으로 여전히 서유럽보다 훨씬 높았다. 유
고슬라비아, 소련, 폴란드의 경우 1,000명당 26~30명의 전통적인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였다(Mitchell 1976, pp. 648-54). 그러나 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는 20세
기 초 2.5~4.0에서 20세기 중반이 되자 2.0~2.5로 줄어들었다.
때때로 소비에트 블록의 국가와 정부들은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시도의 일
환으로 강력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였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는 가장 보수적
인 법률적이고 선동적인 노력을 통해 각 가정의 산아장려를 추구하였다. 1926년
법률적 지위를 획득한 보통법 혼인은 1944년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혼 허가제가 실시되었으며(1935년, 1944년), 낙태는 중(重)범죄가 되었다
(1936년). 자녀수당ㆍ임신휴가ㆍ공공시설(임산부 숙소와 유치원) 등은 가정의
출산장려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Geiger 1968, pp. 69, 72, 93-5). 이와 유사한 정
책들은 1950년대 초에 다른 소비에트 블록 국가에서도 실시되었다. 낙태는 스탈
린 치하의 헝가리에서 중범죄로 간주되었다.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치하의 루마
니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어떠한 종류의 피임약, 심지어는 콘돔의 사용조
차 금지하는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해 거의 광적(狂的)인 노력을 기울였다
(Kligman 2000).
출산율 감소를 역전시키려는 모든 새로운 시도는 일부 다른 비(非)독재 국가
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노골적인 국가개입과 극히 열성적인 이데올로기적
옹호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단기 효과로 종종 신생아 수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지만, 장기 효과
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가족 규모의 축
소 추세가 중단되었지만 그 규모가 다시 커지지는 않았던 데 비해,]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여성 1인당 완성 가족의 규모가.... 자녀 0.2명씩 커졌다(Kamarás et al. 1998,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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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도시화되고 변화하는 생활양식, 심각한 주택부족, 광범위한 여성인력 모
집 등으로 인해 정책개입을 통해서는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20세
기가 끝날 무렵, 중앙ㆍ동유럽의 여성 취업률은 총 취업인력의 40~50%를 차지
함으로써 여성의 인구비율과 거의 같았다. 1960년에는 불과 20~30%의 기혼여
성만이 노동에 참여했으나, 1980년경에는 많은 나라에서 그 참여율이 50~75%
에 달하였다. 참여율이 최고였던 나라는 소련(87%)이었다(ILO 1980).
20세기 말 중앙ㆍ동유럽의 가구당 자녀수는 1.5명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러시
아에서는 가구당 자녀수가 1.4명에 불과하였다. 이 수치는 재생산 수준보다 더 낮았
는데, 이로 인해 20세기 말 수십 년간 인구가 감소하였다. 높은 투자와 노동투입에 기
반을 둔 소위 “외연적” 발전 계획은 잠시 동안만 작동했을 뿐이었다. 또한 신기술 혁
명은 경직된 관료주의 체제에 종말의 종을 울렸다.

֬ःॢÒআ֨ʪ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선된 서비스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위 “강력한” 생산성 향상 모델로 성장 패러다임을 개조(改造)하는 것뿐이었다.
이념적으로 덜 경직된 몇몇 체제들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이해하고 개혁에 동
참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일리아 에렌버그(Ilya Erenburg)
의 단편소설에서 “해빙”(解氷, Thaw)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길(New Course)
이 이어졌다. 그러나 스탈린의 후계자로 지명된 게오르기 말렌코프(Georgi
Malenkov)는 소련과 그 위성국가에서 극단주의가 약화될 소지가 있는 체제변화
를 원하지 않았다. 1953년에서 1955년 사이에 자본축적과 투자가 체코에서는
GDP의 25%에서 13%로, 헝가리에서는 25%에서 15%로 감소하였다. 1952년에
서 1955년 사이 불가리아에서는 온건한 정책수정 결과로 상품 소비가 6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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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로 증가하였다.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고, 그 대신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1950년대에 알바니아와 헝가리에서는 농업부문 투자
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Brus 1986, pp. 45-7). 말렌코프 대신 정권을 장악
한 흐루쇼프 치하의 탈(脫)스탈린주의 경향이 새로운 작은 기회의 창을 열어주
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탈린과 결별한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독립, 1956
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혁명 등이 소련식 공산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몇
몇 국가에서 뒤따른 개혁의 흐름은 멈출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선봉에는 유고슬
라비아가 있었다. 노동자 자영(自營)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변화의 골격이 갖춰
지기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제정 법률에 따라 기업은 중앙정부에서 독립하게
되었고, 선출된 노동자위원회가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조사위원회가 기업의
관리자를 선발하였다. 1952년에는 강제적인 계획지시와 자원배분이 폐지되었
다. 마찬가지로 그 해에 부분적인 가격자유화가 단행되었고, 기업들은 시장경제
환경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해외무역도 자유화되었다. 경제계획에 관한 1951년
12월 제정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의 계획을 분할하여 만든 강제적인 계획지표가
폐지되었다. 농업의 집단화가 중단되었고, 농민은 집단농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1958년까지 협동농장 소속 경지의 비율이 2% 이하로 감소하였다. 노동
시장도 자유화되었고, 나아가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
으며, 개정된 사회주의 국가경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적인
소련식 경제에서는 비공식적인 당ㆍ국가의 통제가 존속되었다. 특히 국영은행
은 유일한 신용공여 기관으로 존속되었는데, 이는 (총 투자액의 4분의 1에 불과
한) 자기자본 조달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두 번째 경제개혁 물결은 1965년에 시작되었다. 가격자
유화가 더 촉진되어 거의 절반 정도가 자유시장가격이 되었다. 제한적인 해외무
역 자유화도 시도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었다는 점이
다. 그 일환으로 상업은행들이 설립되었고, 국영은행은 시장경제 속에서의 중앙
은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기업은 독립성을 얻게 되었고,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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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계획은 쓸모없게 되었으며, 연도별 실행계획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되었다
(Brus 1986, pp. 170-1).
이러한 유고슬라비아식 대안은 중앙ㆍ동유럽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헝가
리는 1956년 혁명 이후 주요 개혁정책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카다르(Kádár) 정
부가 임명한 전문가위원회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고무우카 정권은
급진적으로 농업정책을 개혁하였다. 유고슬라비아식 개혁은 매력적이었고, 이
후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개혁시도가 촉발되었다. 예를 들어 체코슬
로바키아에서는 1961~63년 사이에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체제의 작동불량 신호
가 나타났다. 공산당 내의 개혁주의자들이 제출한 개혁안이 1965년 1월 채택되
었다.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국가의 금융지원 등 중앙정부의 계획은 유지되었지
만, 의무 계획지표와 자원의 물리적 배분 등은 시장의 필요에 따른 유인책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기업은 판매를 통해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되
었고, 이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격체계가 변화하여 (주로 에너지나 원자
재 등) 단 15% 정도만 고정가격으로 남게 되었고, 80% 품목의 가격은 일정한 한
도 내에서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 개혁이 실시된 1967년에 투자재원
의 절반 정도는 기업의 이윤을 통해 조달되었다(Šik 1968). 개혁은 1968년 프라
하의 봄과 같은 광범위한 정치적 변화를 낳았지만, 온전한 개혁의 흐름은 소련
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의 개입으로 가차 없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체코
는 반개혁적 보수주의로 후퇴하였다.
소련의 엄격한 감시하에 중앙ㆍ동유럽의 개혁은 신중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
었다. 1956년의 심각한 위기로 개혁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1957년 모스크바에
서 국제 공산당회의가 개최되어 “시장경제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훼손하
려는 수정주의적 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Brus 1986, p. 99). 1960년
대 헝가리의 성공적 부분개혁 이후, 프라우다는 “헝가리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3
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다음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국가의 통제기능을 강
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예고”하였다(Pravda 1972). 헝가리 공산당 공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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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는 1973년 12월 소련 비판 사설을 게재하였고, “기업들에 대한 강제적인 계
획 없이 어떻게 경제계획이 존재할 수 있고, 절반 이상의 투자가 기업의 손에 의
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국가의 역할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
면서 우호적 관심을 표명하였다(Népszabadság 1973). 헝가리와 폴란드의 최초
개혁시도는 실패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실험은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개혁은 점점 더 성공해나갔다. 1956년의 “유혈
혁명”과 소련의 지배에 대한 최초의 무장 항거가 실패하긴 했지만, 좀 더 치밀한
작전을 전개할 여지는 남았다. 보복이 피를 불렀지만, 결국 새로운 정치적 충돌
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스탈린주의로의 체제복귀가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브레
즈네프는 정치적ㆍ국제적 사안에 대한 카다르의 충성심을 믿었기 때문에 헝가
리의 국내 경제개혁을 용인하였다. 헝가리는 심지어 1974년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했으며, 1980년대 초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도 가
입하였다. 1957년의 주요 개혁시도가 소련의 압력으로 실패했지만, 카다르 정권
은 1960년대 중반에 다시 개혁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 정권은 1965년 11월에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이라는 시장지향적 개혁정
책을 실시했고, 소련식 계획경제는 폐지하였다. 헝가리 노동당 의결서에는 다음
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소위 계획지표 제도와 각 부처가 기업에 연례적으로 국가 경제계획을 하달하는 방
식은 폐지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에 대해 승
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동시에 상품과 시장의 역동적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MSzMP 1968, p. 306).

1968년 1월의 가격정책 개혁에서는 70%의 원자재와 에너지원의 도매(공장
도) 가격에 대해서는 고정가격제를 유지하되, 78%의 완성된 공산품 가격에 대해
서는 자유시장가격을 적용하는 일종의 혼합가격제도가 창출되었다. 개혁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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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재 가격의 절반만 자유화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좀 더 급진적인 가격정책 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는 소위 국제경쟁가격 체
계하에서 국내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을 연동시켰다. 1980년대 말 헝가리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전환되었다. 국영기업들은 시장경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이윤을 획득하였으며, 이것은 투자와 임금의 원천이 되었다.
1960년대 초와 1980년대 말 사이에 엄격히 통제된 대안적 시장경제 체제가 헝가
리에서 구축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는 소위 “은밀한” 사유화에 이어 시장경제화가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대략 80%의 건설공사, 60%의 서비스 생산,
35%의 농산물 생산, 그리고 15%의 공산품 생산이 자영업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Berend 1990, 1996). 하지만 1988~89년까지 헝가리의 개혁조차 가장 급진적인
반쪽 정책에 불과하였다.
1956년 10월 혁명으로 고무우카가 권력에 복귀한 후 폴란드는 유고슬라비아
식 개혁정책을 따라 자작제(自作制)로 복귀하였다. 자작농의 수는 350만 명에
달했고, 1960년경 노동자의 58%만이 국가의 사회주의 경제부문에 종사했으며,
국내생산의 60% 정도만 국유경제 부문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고도의 대응생
산 방식으로서 강제납품제와 착취가격제가 존속되었다. 농민들은 농기계를 직
접 구입할 수 없었고, 폴란드 농업은 일종의 준(準)생계형 농업국으로 전락하였
다. 그 결과는 집단농장화보다 더 참담했다(Korbonski 1965). 경제체제의 분권
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이 실시되었다. 일부 주요 기업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가격평준화 메커니즘은 그대로 존속되었고, 수출에서 시장이
윤은 배제되었다(Matejka 1986, pp. 263, 266). 1960년대 고무우카 시대의 폴란
드 개혁정책은 실패로 입증되었고, 그로 인해 1970년대 에드워드 기에르크
(Edward Gierek) 정권하에서는 정책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래
서 1980년대 초 극적인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를 겪은 이후 폴란드는 당ㆍ군사 정
권의 비호하에 헝가리식 개혁정책을 따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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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hail Gorbachev)의 글라스노스트ㆍ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는 소련의 통제
가 느슨해져 헝가리와 폴란드의 개혁정책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좀 더 융통성 있는 소비에트 정권이 적시(適時)에 출현했더라면 좀 더 과감한
실험과 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만,
중앙ㆍ동유럽에서 개혁의 기회는 명백히 소진되고 말았다. 1968년 이후 체코슬
로바키아ㆍ루마니아ㆍ불가리아ㆍ알바니아 등 거의 대부분의 이 지역 국가들은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 고르바초프 정권이 정치무대를 자유화했지만,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 영역에 대해 엄격하게 간섭하였다. 이 정권들은 오로지
행정적으로 통제된 스탈린식 모델을 엄격하게 유지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스
탈린 사후의 중앙ㆍ동유럽 국가들은 비시장적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기본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이 체제가 극적으로 쇠퇴하고
붕괴하게 되었던 것이다.

ڦşٮңĨ

소비에트 블록의 역사적 전환점은 1973년에 나타났다. 그 이전 수십 년간의
고도성장이 정체된 1979년과 1980년에는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6%와
0.0%로 떨어졌다. 폴란드는 1981년과 1982년에 각각 -10%와 -4.8%라는 더 심
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연간 성장률은 1981년부터 1983
년까지 각각 1.2%, 0.6%, -1.1%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 후반 루마니아는 연평
균 0.7%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는 각각 연평균 0.5%와
0.2%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World Tables 1990). 소
비에트 블록의 성장정책은 변화해야 했고, 경제는 심하게 침체되어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3.9%에 달하던 GDP 증가율이 1973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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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로 감소하였다(Maddison 1995b, p. 97).
이 모든 변화가 표면적으로는 1973년과 1980년의 석유파동과 관련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진정한 원인은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1960년대 말에는
대대적인 수입대체공업화를 위한 자금이 고갈되었다. 체제고립이 어느 정도 완
화되었고, 시장경제 체제 국가와의 대외무역이 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무엇보
다도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신기술 혁명의 조짐이 뚜렷해진 시기였다. 1974년
퍼스널컴퓨터의 출현은 이러한 전환점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다. 과거 세
계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산업들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들의 상품 판매는 큰 폭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
은 상승하였다. 수입대체공업화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혁명을 따라가지 못했고,
충격적인 무역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 5년간 중앙ㆍ동유럽 국가들
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비율이 20~30%나 하락하
였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같은 양의 수입품을 구매하기 위해 5분의 1에서 3분
의 1 정도 더 많은 수출을 할 필요가 있었다(Statistical Yearbook 1990). 기술혁
명의 성취를 토대로 한 새로운 현대적 수출산업을 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갔다.
이런 식으로 주변부가 구조적 위기를 겪고 근대적 경제변화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이 경제사에서 발생하였다. 중앙ㆍ동유럽과 남미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
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197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그 전
1870~90년대 사이에, 그리고 1920~30년대에 이미 두 차례나 있었던 일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생한 슘페터식 구조적 위기(기술혁명의 결과로 발생
하는 구산업의 쇠퇴와 새로운 선도 산업의 부상이 10~20년 단위로 불경기나 저
성장을 야기하는 현상)는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 나
라들은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나 수출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앞으로 뻗어나갈 길이 없다면, 다른 탈출구는 전혀 없는 것일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의 구조적 위기 때와 같이 이 지역 국가들은 “뒤쪽” 비상구를 찾아냈

]241

ܼݚؖńۺćনą܃ߕ܃

다.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대신에 이 나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경제부문과 수출
영역을 고수하였다. 서유럽 시장에서는 팔릴 수 없는 대부분의 수출품들이 고립
된 역내 코메콘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1950년대부터 이 시장은 안전했고, 강력
하게 보호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으로도 익숙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1870년대와 1880년대의 구조적 위기는 합스부르크와 로마노프 왕조에서와 같
은 강력한 다국적 시장방어 정책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전간기에는 히틀러의
광역경제와 같은 지역동맹체제가 이러한 탈출구를 제공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 국가들은 소련이 이끄는 코메콘 체제 안에서 다시 한 번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임시 비상구를 찾아냈다. 지속적인 물자부족과 경직된 국가주도형 무
역협정이 특징인 비경쟁적 시장이 소비에트 블록 경제를 지켜주는 데 기여하였
다. 자유시장경제 국가들과의 교역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국가
정부들은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반응하는 데 늦었다. 심지어 개혁지향적인 헝
가리 정부도 1973년이 되어서야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헝가리와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뒤흔든 위기에도 영
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 영향이 국경에서 멈출 수 있었다. 체제위기의 요인이 일시적
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제재(制裁)에 뿌리박고 있었음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Berend 1990, pp. 232-3).

폴란드의 반응은 훨씬 더 늦었다. 에드워드 기에르크 정부는 경제적 갈등을
초과투자(hyper-investment) 정책을 통해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1970년대 초
5년간은 투자가 133% 증가했고, 이에 따라 1975년 폴란드 GNP는 29% 증가하
였다. 다시 말하자면, 폴란드는 그들의 과열된 경제 속에서 진부한 전통산업을
점점 더 확대했던 것이다. 결국 과거에는 에너지 수출국이었지만, 1970년대 말
에는 에너지 수입국이 되어버렸다(Berend 1990, p. 229).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코메콘 무역의 쇠퇴에 따른 뒤늦은 반응 때문에 매우 심

242 ]Ճşͥڮą܃Ԑ

각한 결과가 나타났다. 불가피한 생산성 감소로 인해 물자부족이 심화되었고,
이 나라들은 개방된 자유무역 세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 지역의 일부
국가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소련과의 경제적 유대를 조심스럽게
약화시키고 서양과의 유대를 강화해나갔다. 폴란드ㆍ헝가리ㆍ루마니아ㆍ유고
슬라비아는 자유시장경제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했으며, 소련이 이끄는 코메
콘 국가와의 교역규모를 40~50%로 축소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이 국가들
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절반 이상이 자유시장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비
교적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는 국제무역의 변화에 그만
큼 민감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헝가리 GDP의 거의 절반을 수출이 차지했
고, 폴란드ㆍ유고슬라비아ㆍ루마니아 등은 20~2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적응력 부족 때문에 교역조건은 급격히, 그리고 극적으로 악화되었다
(Statistical Yearbook 1990).
코메콘 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고성장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무역적자 악
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1970년대에는
이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하였다. 석유수출국들의 막대한 수입의 상당부
분이 흘러나와 국제금융시장에는 값싼 “오일 달러”가 넘쳐나게 되었다. 이 자금
은 빌리기 쉬웠고, 이 지역의 정부들은 적자 갭을 메우기 위해 이 자금을 차입하
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 지역 국가들이 채무국의 덫에 걸려
들게 되었다.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이 지역 국가들의 순채무는 60억 달러에
서 1,1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그림 4-4 참고). 헝가리의 200억 달러 채무는 헝
가리 수출액의 거의 두 배에 달했고, 폴란드의 채무 420억 달러는 폴란드 총 수출
소득의 5배에 달하였다. 폴란드 화폐소득의 40~75%가 채무원리금 상환에 충당
되었다. 한편 저금리 차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이자율은 14~16%까
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차입이 필요하였
다. 헝가리에서는 200억 달러를 신규 차입하여 겨우 40~50억 달러만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다. 폴란드ㆍ유고슬라비아ㆍ불가리아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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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을 신청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병적인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채무국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국내 소비절약을 지시하였다. 1985년
까지 전력 소비는 1979년 수준의 20%로 떨어졌다. 상점들은 텅 비었고, 각 가정
과 도시는 어둠에 빠졌다. 1989년에 이르러 몰락한 루마니아는 가까스로 채무를
상환했지만, 그로부터 수주 후에 유혈 폭동이 일어나서 독재자는 처형되었다
(Berend 1996, pp. 230-2).
중앙ㆍ동유럽의 위기는 극히 심각하였다. 경기침체에 더하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고정가격제를 실시한 몇몇 국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
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 폴란드의 인플레이션율은 251%였다. 유고슬라비아는
1,269%에 달하는 초고율의 인플레이션 시기에 빠지기도 하였다(Transition
Report 2001, p. 61).
고도성장, 완전고용, 생활수준 향상 등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의 일시적 성과는
무산되었고, 체제는 점점 심해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엘리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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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였다.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
를 불러일으켰고, 체제는 일시적 정당성조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9년
과 1991년 사이에 국가사회주의가 평화적 붕괴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약 15년간 지속된 이러한 경제위기가 체제 붕괴와 함께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전통적인 “뒤쪽” 비상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다. 1989년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은 안전하고 비경쟁적인 코메콘 시장이라는 방어막을 상실하였고, 세계
시장으로 내몰렸으며, 선진공업국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 나아
가 중앙ㆍ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세계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조차 경
쟁해야만 했고,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 갑자기 외부와의 경쟁에 노출되었다. 헝
가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3년간 진행되었다. 사실상 1973년 이래 위기가 지속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에는 한층 더 심화되었다.
1989년과 1992~93년 사이에 이 지역 전체 GDP와 생산량은 각각 25~30%와
30~40%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제로에서 13~20%까지 뛰었으며, 특히 위기로 고
통 받은 유고슬라비아와 그 계승국에서는 실업률이 40~50%까지 급상승하였다.
농업은 전역에 걸쳐 붕괴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1989년 이전 수준의 절반으로까
지 추락하였다(Survey 2000, p. 42). 비록 국가사회주의 실패 이후 유일한 희망
의 길은 결국 유럽으로의 행진과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었지만, 변화
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변화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부연하면, 이행기 초기의
경제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었는데, 특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부
터 자유방임적 경제로, 전적인 국유경제에서 사유경제로 갑자기 급선회한 것이
그러하였다. 자율적 시장 대신 통제된 시장, 구조조정을 거친 효율적 국유경제
부문과 혼합된 경제체제가 적어도 초기에는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좀 더 유
기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즉각 배척
되었다.
1990년대 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이 지역 몇몇 국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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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율이 1990년 폴란드에서는 거의 600%로 치솟았고, 에스토니아와 리투아
니아에서는 1,000% 이상에 달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각각 1,500%와
1,200%까지 올라갔으며, 1992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무려 9,000%가 넘게 뛰기
도 하였다. 1997년 불가리아는 1,000%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다. 그러
나 1997년부터 20세기 말까지 비록 러시아 20%, 루마니아 46%, 벨로루시 60% 등
몇몇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했지만, 이 지역 국가들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Survey 2000, p. 92; Transition
Report 2001, p. 61).
그 결과 10년 중 처음 5년간은 대중의 생활수준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는데, 이
러한 현상은 특히 취약 사회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초의 상황을
살펴보면, 1987~88년 사이에 총인구의 3% 미만이었던 빈곤층의 수가 1993~95년
에는 2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Ellman 2000, p. 126).

Ŕρՙʹۍۆɾՙ˛
(단위: 서유럽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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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ㆍ동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의 심각한 침체 상태가 점차 회복되어 20세기의
막바지에 끝이 났다. 소련 계승국에서는 1996년까지 경제침체가 지속되었다. 1989
년 소련의 1인당 GDP는 서유럽 수준의 49%에 달했던 데 비해, 2000년에는 1996년
까지의 심각한 침체로 서유럽 수준의 24%에 불과하였다(그림 4-5 참고). 최근의 기
술적ㆍ구조적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이 지역의 몇몇 국가에서는 20
세기 말까지 경제침체가 멈추지 않았다. 중앙유럽 국가들이 1993년 이후 회복을 시
작하여 1989년 수준의 80% 미만에서 2000년에는 거의 그 수준에 이르게 된 반면,
소련 계승국의 경우 1989년 수준의 70%에서 5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계
속 침체되었다(그림 4-6 참고).
이와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20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은 경제침체와
후퇴가 뒤따랐다(표 4-3과 표 4-4 참고).

Ŕρܼؖㆍʴͥڮęٟՙʹۍۆɾՙ˛ _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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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ㆍ동유럽과 서유럽의 격차는 1973년의 약 1대 3의 비율에서 1999년에는
1대 4의 비율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제격차가 근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
으로 벌어졌다(표 4-5 참고). 그러나 기술적ㆍ구조적 근대화, 그리고 자본과 노
하우의 수입을 통해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폴란
드와 헝가리에서는 노동생산성이 1992년 이래 계속해서 연간 약 10%의 높은 증
가세를 보였다. 요약하자면, 1989년 이래 중앙ㆍ동유럽에서의 변화를 계기로 이
전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응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결국 통
합된 유럽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적응은 공평하지 않
았고, 결코 완전하지도 않았다. 서유럽에 인접한 8개국은 2004년 유럽연합의 회
원국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지역 국가의 3분의 2는 20세기 말의 경제적 근대
화의 뒤안길에서 계속 뒤처져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일시적으로는 성공
했지만, 결국 20세기 말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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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생겨났다. 새로운 체제
의 대부분은 이미 전쟁 전에 생겨난 것이었으며, 앞에서 소개한 경제체제 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후 서유럽에서 이 요소들이 새롭게 짜 맞춰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새로운 요소들을 갖추게 되어, 마침내 새로운 경제체제로 인
식되게 된 것이다.
전후 서유럽 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개입(state intervention)이다.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간기 규제시장경제(regulated market
economy)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전후 경제체제에서 이 국가개입은 좀 더 확대
되어, 경기조절기능, 보조금, 대외교역과 금융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제에
서 국가부문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계획경제와 결합되었다.
부분적인 국유경제는 새로운 혼합경제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이미 전간기 이탈
리아와 스페인에서 통제경제는 평화시 혼합경제로 운용된 바 있다. 규모와 방법
이 다르지만 전후 혼합경제도 또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 방식도
이미 전간기 소비에트 비시장경제에서 사용되었으며, 통제경제국가에서도 흔히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국유기업들은 국가계획의 주된
목표를 좇아 안정된 시장경제하에서 운영되었다. 계획이 국유기업들에게 강요
된 것이 아니라 경쟁과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전후 서유럽 경제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모든 국가 개입적 요소들을
자유교역 시스템과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전간기 국가규제, 개입, 국유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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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적이었으며 보호주의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전후 서구에서
는 자유무역주의가 시장을 통합하여 규제 및 혼합경제, 복지국가의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가져왔다.
전후 혼합경제는 조합주의적(corporative)인 사회적 환경에서 운용되었다. 개
입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협력을 주도하여 양자간 갈등, 임금투쟁, 임
금-물가의 악순환을 피하고자 하였다. 조합주의 경제는 사실 전간기 통제경제의
특징이었지만, 파시스트 독재 권력이 강요한 것이었다. 전후 서유럽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파트너들 사이의 잘 공들인 협력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시스템에서 조
합주의가 운용되었다. 임금과 이윤이 국가에 의해 감시되어 적절히 조절되면서
높은 투자활동과 성장이 뒤따랐다. 국가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과 안정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소로서, 생산적이며 스스로를 보완하는 시장경제
의 일부분이었다(Blaas and Foster 1992, pp. 1-2).
국가는 또한 복지국가를 창조함으로써 사회평화를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역할
을 하였다. 국유화와 복지는 원래 모두 사회주의에 속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고....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것을 믿느냐 마느냐가
사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Clegg and Chester 1953, p. 4).
따라서 복지정책의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전후의 새로운 발명품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비사회주의, 역설적이게도 반사회주의 국가였던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 그리고 20세기 전후 스칸디나비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제경제와 중앙계획경제를 포함하는 전간기 통제시장 체제에서도
복지정책은 실시되었다. 이 모든 체제가 복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전후 서유럽
복지국가는 좀 더 차별화되는 요소를 갖고 있었다. 복지정책과 제도를 실행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되고 정교한 복지정책을, 시민권
의 재해석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정치적 권한 이외에도 고용과 사회보장은
시민의 자연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유럽 복지제도는 중산층에게 사
회보장을 제공하고, 낮은 임금을 공적 서비스로 보충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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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방법까지 도입하였다. 재분배 체계, 사회정책, 건강보험, 교육정책을 갖
고 있는 부유한 서유럽 복지국가는 높은 소득불평등을 성공적으로 중화시키고,
기회균등을 촉진하며, 민주제도에 경제적 요소를 추가하였다. 이는 또한 경제성
장에 하나의 사회적 요소를 더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그 이전 시대의 실험에서 부분적으로 빌어왔다. 하지만 전
후 실험적으로 진행된 유럽경제체제의 특별한 종합처방으로 이 경제체제는 다
시 가동되었고, 이는 곧 새로운 모형이 되었다.

ۻĶ܃őѩ

전후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곧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굳
건한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는 유럽경제의 국제적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했
다. 1차 대전 후에는 지도력의 공백이 문제였다. 즉, 영국은 이미 19세기 때와 같
은 경제적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 미국은 그 계승자로 이미 떠올랐으나,
이 두 나라 모두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양식대로 행동했
다. 하지만 영국은 더 이상 국제경제 질서를 통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주도국으
로서 행동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는 무질서해졌고, 국
제협력은 와해되었으며, 개별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
였다. 대공황과 2차 대전은 매우 고통스럽고 결코 망각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시드니 폴라드(Sidney Pollard)가 주장했듯이, 이것은 그 이후 유럽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폴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갈등, 불안정, 불만의 모든 원인을 잘 다룰 수 있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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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Pollard 1986, pp. 278, 310).

미국 등 승전국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더 안정적이고 잘 통제되는 국
제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다. 1944년 7월, 44개국이 뉴
햄프셔의 브레턴우즈에 모여 안정적인 국제금융 시스템을 창설하였다. 통화간
태환성과 안정적인 환율을 바탕으로 한 국제결제 체계를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이 창설되었다. 1952년까지 조정기간을 거쳐서 회원국들은 태환제안이나
(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자국
의 국내총생산(GDP)이나 국제무역에서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국가별 쿼터에
따라 25%의 금 또는 미 달러화, 75%의 자국화폐로 기여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
였다. 처음에 미국은 거의 28억 달러, 영국은 13억 달러, 중국은 5억 5,000만 달
러, 프랑스는 4억 5,000만 달러, 그리고 인도는 4억 달러의 쿼터가 정해졌다. 기
금 사용에 대한 투표권은 기여의 정도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로 되었다. IMF 기금에서 지원받아 회원국들은 단기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금융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국화폐의 평가절하가
용인되었다.

국제통화 체계가 순조롭게 운용될 때, IMF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심각한 불균형과 문제가 발생한다면, IMF는 국제통화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힘을 갖고 있었다(Kenwood and Lougheed 1971, pp. 240-2).

브레턴우즈 합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또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초를 닦았다. 회원국들은 대출
금으로 100억 달러를 조성하였고, 이는 1959년까지 21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세계은행의 주요 기능은 재건을 돕고 정부나 민간기업에 개발계획에 대한 자금
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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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새로운 통화시스템은 마셜 플랜과 유럽결제동맹(European Payments
Union),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의해 다시 강화되
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다자간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고, 역내 결제의 불균
형을 고쳐주었으며, 자동적인 국제수지 적자 청산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47년
미국 정부는 27개국을 제네바에 초청하여 관세와 수입할당과 같은 기타 무역장
벽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하였다. 1947년 10월 23개국이『다자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서명했
을 때, 5만 개의 품목에 대한 123차례의 협상이 이 협정 안에 포함되었다. 관세
는 줄어들었다. 15년도 되지 않아, 회원국은 70개국으로 늘어났고, 이는 전 세계
교역의 80%를 대표하는 것이다. GATT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특히 1961년의 딜
런 라운드(Dillon Round)와 1967년의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로, 관세
를 낮추고 수량제한을 없애는 성과가 나타났다. 전간기 보호주의적 민족주의는
사라졌다. 적어도 유럽대륙의 서쪽 절반에서 이러한 국제제도들은 모든 국가들
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었으며, 이는 ‘서방’(Western)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었
다.
가장 중요한 제도적 구축은 유럽의 경제통합이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나자마
자 즉각 시작되었다. 1944년 런던 망명정부들이 합의한 런던협정(London
Convention)에 의해 시작된 베네룩스(Benelux) 관세 공동체가 그 효시였다. 이
관세 공동체는 1948년부터 공동대외관세를 시행하였다. 이 관세동맹은 이후
1958년에 경제동맹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 여름, 프랑스는 베네룩스․프랑스․이
탈리아 관세동맹을 제안하였고, 1948년 3월 프랑스․이탈리아 관세동맹 협정이
조인되었다. 1948년에 유럽부흥계획인 마셜 플랜이 시작되자 유럽통합 운동은
크게 탄력을 받게 되었다. 1948년에서 1952년 동안 미국 GDP의 1%에 해당하는
17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마셜 플랜은 냉전 시작의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되
었다. 1947년 유럽경제협력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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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개국으로 창설되었고, 이어서 1948년 4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만들어졌다. OEEC는 부흥프로그램을 실시
했고 무역자유화를 결정했으며 결제동맹을 만들었다. 알란 밀워드(Alan Milward)
에 따르면, 유럽기구(OEEC를 지칭역자 주)라는 개념은 정치, 경제적 통합으로 향하
는 중요한 단계, 즉 서유럽 정부의 맹아가 되었다(Milward 1984, p. 70). 부흥을
돕고 전후 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마셜 플랜의 또 다른 업적은 유럽의 협력이라
는 새로운 정신을 배양한 것이다.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이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결성하
면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 6개국은 더 나아가 1957년에 로마조약을 체
결하여 1억 6,000만 유럽인의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결성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미국이 주도하여 지원한 국제제도
의 틀 안에서 유럽 정부들은 대공황과 2차 대전이 남긴 수많은 교훈을 적용할 수
있었다. 알란 밀워드에 따르면,

서유럽은 2차 대전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1929~32년의 파
국적인 경제위기와.... 1차 대전으로부터도 재건되었다. 그 재건은 서유럽의 총체적
인 정치적 부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Milward 1984, pp. 463, 466).

자본형성, 기술전파, 기술격차 수렴, 인적 자본의 효과적인 활용, 효율적인 경
영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social capability)의 구축, 이러한 모든 경
제성장의 요소들은 국제적 협정에 의해 구축되고 개별 정부가 구사하는 정책들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최근의 연구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강조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투자하려는 유인과 소득 수렴을 막는 장애물에 미
치는 정책과 제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Eichengreen 199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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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적ㆍ법적ㆍ정치적 제도들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
다(Crafts and Toniolo 1996, p. 22).

20세기 경제성장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차 대전 이전 30
년과, 이후 30년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반대의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1차 대전
은 홍수와 같은 각종 민족주의적 정책의 문을 열었고 유럽, 특히 주변부 유럽은
여기에 빠져버렸다. 보호주의, 수입대체, 적대감, 경제전쟁은 경제적 유대와 교
역관계를 훼손하였다.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은 자유무역을 회복하
는 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였다. 전간기 대부분 동안 각국의 통화들은 서로 태환
되지 못했다. 1920년대 하반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수출은 존재하지 않았
다. 국내시장 중심과 자급자족경제의 구축을 핵심정책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규
모의 경제와 효율적인 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경쟁과 효율은 전략적 중
요성을 갖지 않아, 기술전파와 소득 수렴을 방해하였다. 방대한 법적 네트워크
로 경제적 민족주의와 고립이 심화되었다. 노동과 자본은 첨예하게 대치하였다.
2차 대전 후 유럽과 다른 선진국들은 진정한 교훈을 배웠으며, 새로운 국제적,
유럽적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각국이) 의도한 것은 1918년 이후 해결하지 못하였던 과제를 떠안는 것이었다. 베
르사유조약 이후 일련의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 국가사
회주의의 발흥, 그리고 2차 대전의 발생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Milward 1984,
pp. 56-7).

“개별국가의 기초(foundations)”와 “민족주의적 벽(Walls)”에 지어진 “유럽이
라는 집”(European house)은 이제 “국제적 지붕”(international roof)을 얹게 되
었다(Milward 1984, p. 464). 그 지붕은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로 거의
와해되었지만, 1973년과 1986년의 동경라운드(Toky Round)와 푼타델에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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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를 지칭함역자 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창설, 그리고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히 진
행된 유럽통합에 의해 강화되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도입되었던 새로운 사회제도가 통합과정과 함께 하였다.
계급투쟁 대신에, 국가의 지원과 감시하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자발적인 협력
에 기반을 둔, 일종의 조합주의적 시스템인 사회적 파트너십(Sozialpartnerschaft)
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연대감이 또한 전체 서유럽에서 복지국가(welfare state)가
빨리 정착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비록 복지제도 자체의 역사는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성숙되고 국제적인 유럽 복지국가는 전후 새로운 체제정비
의 산물이었다. 정책과 제도는 경제성장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총체적인 정치의 재건과 정책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유럽은 몇 세기에 걸
쳐 영위해온 식민지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다. 떠오르는 유럽 핵심지역의 공산품
시장뿐만 아니라 원료와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었던 식민지는 상업자본주의와
초기 산업자본주의가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식민주의(colonialism)가
20세기를 시작할 무렵 그 절정에 달했다고 한다면, 이는 전간기에 심각하게 허
물어졌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식민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다. 독일과 일본이라
는 새로운 제국에 대한 전쟁으로 독립과 자유의 원칙을 담은 대서양헌장
(Atlantic Charter)이 1941년 8월에 조인되었으며, 같은 원칙하에 1945년 10월 국
제연합(United Nations)이 창설되었다. 전쟁기간 중에 식민지들은 보다 더 독립
적으로 변하였으며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역설적으로, 영국이 동아
프리카에서 이탈리아에 승리를 거두면서 동아프리카 식민지배가 허물어졌듯이,
일본의 동아시아 정복은 오히려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와 같이 그 지역에
서 잘 구축된 식민지 체제를 허물었다. 마하트마 간디, 수카르노, 호치민 등과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대중운동을 촉발시켰다. 냉전은 동맹국들에
대한 필사적인 경쟁을 가져왔다. 즉, 식민지 및 기타 종속국가들은 경쟁하는 두
초강대국 중 어느 하나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들의 상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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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강화시키고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다. 이 국가들은 또한 스스로를 조직화하
여,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과 1958년 가나의 아크라(Accra)에서는
제3세계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연합은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의 강력한
무대가 되었다.
일부 식민종주국은 2차 대전 후 몰락하였다. 이탈리아 제국과 몇 세기 동안
지속된 네덜란드 식민제국은 몇 년 안에 사라졌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리비
아와 인도네시아가 독립했다. 자기보다 80배나 큰 콩고를 지배하고 있던 벨기에
는 1959년 폭동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콩고의 독립을 허용하였다. 영국은 일시
에 모든 식민지가 독립하려는 저항을 현명하게 잠재우고, 대신에 영연방으로 대
영제국을 재조직하려고 하였다. 1947년 힌두교의 인도와 이슬람의 파키스탄이
독립하였으며, 실론과 버마가 그 이듬해에 독립하였다. 영국 식민지들은 1957년
과 67년 사이에 평화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프랑스는 자신의 식민제국을 재
조직하고 현대화하여, 해외지역(overseas departments),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ies), 그리고 부속국가(associated states)로 구성된 프랑스연합을 건설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들은 독립을 요구하였으므로 결국 프랑스는 시리아,
레바논, 튀니지, 그리고 모로코에서 철수하였다. 국가적 영광을 수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1954년까지 인도차이나에서 파괴적인 전쟁을 계속하였으며,
1954년에서 1962년까지는 알제리에서 전쟁을 벌였다. 치욕적인 패배 후 프랑스
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독립이 뒤따랐
다. 드골 대통령은 그가 만든, 영연방과 유사한 프랑스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
하지 않는 모든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했다. 이로써 프랑스 식민지 시대는 끝이
났다. 1961년과 1964년 사이에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기네비소, 모잠비크, 그리
고 앙골라에서 봉기가 발생했다. 소모적인 전쟁으로 포르투갈은 더욱 가난해졌
고 (이 전쟁은) 마침내 1974년 (포르투갈)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혁명으로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는 끝나게 되었다. 1945년에서 65년까지 불과 20년 만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던 거의 모든 유럽의 자산(즉,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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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 독립하였다. 남아 있던 식민지들은 1970년대와 80년대 독립하였으며, 식
민지 시대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넘겨줌으로써 상징적으로 그 끝을 맺
었다(Jordi 2003, p. 45).
탈식민지화의 과정은 식민지 모국들에서 제기된 불만과 함께 하였다. 그들에
게 식민주의는 국내 현대화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한 자본유출로 여겨졌고, 자
산보다는 부담을 의미했다.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식민지
는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전쟁이 너무 값비싸다거나, 식민
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
였지만, 근본적으로 전후 유럽에서 경제적 기술변화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새로
운 번영은 새로운 기술체계에 기반을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새로운 분업형
태를 요구하였다. 계속 증가하는 교역은 고도 공업국들을 연결시키고 선진국간
긴밀한 협력과 분업을 이끌었다. 개도국과의 교역 대신 교역관계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 향하였다 (제6장 참고). 이런 가운데 선진국들은 농업수출국이 되었
다. 이러한 발전의 대부분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탈식민지화와 함께 진행되
었는데, 이때는 서유럽 국가들이 내부 현대화에 매진할 때였다.

ąࣀ܃०ęٍͥڮ०ۆԦ

유럽의 발전은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 서유럽의 경제통합
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 통합과정은 유럽경제재건의 결정적인 요소
로 작용했다. 유럽공동체, 그리고 나중에 유럽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 구대륙
(유럽)은 새롭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유럽은 20세기에 일어난 비극, 두 번
의 세계대전과 그로 인한 수천만 유럽인의 사망, 전간기의 적대감, 극단적 체제
의 등장, 그리고 비극적인 경제위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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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제도의 형성, 국가의 개입, 사회적 연대는 이러한 혹독한 교훈의 결
과였다.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고 결국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자기 파괴적이었
던 전간기 경제적 민족주의도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다. 그 교훈은 너무
나도 가혹하고 또 전간기 적대적 대치와 전쟁의 비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서, 정치정당이나 정부, 개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그
교훈을 받아들여 경제적 고립주의를 종식시키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유럽국가들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과, 피비린내 나
는 대치를 피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긴밀히 연계되는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고
자 하는 꿈이 충만해 있었다. 이탈리아 좌파 레지스탕스 투사였던 알티에로 스
피넬리(Altiero Spinelli)와 에르네스토 로시(Ernesto Rossi)는 협력과 통합을 기
반으로 한 전후 유럽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성명서에 담았다.

유럽에서 국제적 활동에 해악을 끼치는 수많은 중첩된 문제들은 이제 해결 불가능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럽합중국(European Federation)이 평화적 협력의....유
일한 보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유럽합중국에서 손쉬운 해결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Spinelli and Rossi 1995, p. 5).

영국에서는 “통합유럽운동”(United Europe Movement)이, 프랑스에서는 가
톨릭-사회주의 계열이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운동을 벌이는 등
유사한 많은 운동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정부간 협정도 또한 변화된 분
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즉, 1944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망명 정부는
역내 관세가 없고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는 베네룩스 관세동맹을 1948년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스칸디나비아제국은 유사한 목표를 갖고 노르딕경제
협력공동위원회(Joint Nordic Committee for Economic Cooperation)를 창설했
다. 이 공동위원회는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인 성과, 예컨대 입법에
서의 협력이 이어져, 서로 조화된 시민권 관련법들을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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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유럽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났다. 1947~48년 냉전의 대치
속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는 서방연합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대두되었
다. 이 당시 전시 연합은 붕괴되었다. 외교장관들은 더 이상 같은 연단에 서지
않았다. 소련이 서방관할 독일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일방적으로 봉쇄하
기로 결정한 1948년 5월의 베를린 갈등과 1년 동안 미국이 200만 서베를린 시민
들에게 물자를 공수한 사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긴박한 위험을 보여 주었다.
1946년 9월 취리히 대학교에서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는 하나의 지역구조 속에서 유럽가족, 이를테면 유럽합중국을 재창조해야 한
다....처음에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이 연합에 참여하려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
닐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에 참여하려는 모든 국가들을 모으고 조직
해야 한다....프랑스와 독일은 같이 선두에 서서 이끌어야 한다(Churchill, in Nelson
and Stubb 1998, p. 11).

1996년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렌돌프(Lord Dahrendorf) 경은 처
칠의 연설을 회고하며 이를 높이 평가했다. 즉, 비록 독일의 범죄행위는 잊혀질
수 없지만, “보복은 종식되어야 하며 망각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고 처칠은 주장
했다. 다렌돌프는 “우리는 1946년 9월 19일, 독일이 패배한 지 불과 16개월 뒤였
던 이 날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Dahrendorf 1996, p. 4). 사실 처칠은 온화한
심성의 소유자이거나 관대한 노인이 아니라 가장 예지력이 뛰어난 냉전의 첫 번
째 전사였다. 그런 그가 1946년에 독일과의 화해와, 프랑스-독일 연대를 기반으
로 한 유럽통합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서방세계 지도자였던 미국은 몇 달 내에 서유럽 협력의 조직
자가 되었다. 그 주요한 수단은 냉전 동맹에 대한 지원과, 1947년 그리스와 터키
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 해 3월 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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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체제는 불행과 결핍에서 시작된다. 이 체제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때 급속히 자라난다. 우리는 이 희망을 살려야 한다. [경제적ㆍ
재정적 지원은] 경제적 안정과 질서 있는 정치과정을 [보장할 수 있다] (Truman
1955-56, p. 106).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1948년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의 재건과
정상적인 경제 상태로의 복귀를 위해 총 1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마셜 플랜을 발
표했다. 알렌 덜레스(Allen Dulles)는 그 당시에 쓴 그의 책『마셜 플랜』
(Marshall Plan)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공산주의의 도전에 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박애주의적인 기업이 아
니라 평화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의 출
현에 대항해서 방어벽이 될 연맹에 유럽 국가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
다. 유럽합중국[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꿈꾸는 자의 계획이 아니다(Dulles 1948,
pp. 111, 116).

1945년 지하 벙커에서 한 히틀러의 예언은 실현되었다.

(독일) 제국의 패배로 오로지 두 거대 강대국이 서로 대치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다....이 강대국들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위대한 국민인 독일국민을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곧 깨달을 것이다(Hitler-Bormann 1961, p. 107).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대한 유럽의 협력과 공동관리가 필요했기 때문
에 서유럽을 함께 묶기 위해 노력했다. 마셜 플랜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협력
의 첫 번째 교훈으로 OEEC가 설립되었다. OEEC는 1950년 16개 국으로 구성된
유럽결제동맹(European Payments Union)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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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공동노력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1947년 12월 유럽 단일체 운동을 위
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Movement for European Unity)
가 만들어졌고, 이듬해 5월 유럽대의원회(Congress of Europe)가 16개국의 대
표로 헤이그에서 조직되었다. 1948년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가 참가하는 브뤼
셀 협정(Treaty of Brussels)으로 서유럽동맹(Western European Union)이 만들
어져,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국방에 대한 공동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1949년
5월 웨스트민스터협정(Treaty of Westminster)으로 10개국이 유럽위원회
(Council of Europe)를 만들었으며 이는 1965년까지 18개국으로 회원 수가 증
가하였다. 위원회는 스트라스부르에 자문회의(Consultative Assembly)와 거부
권을 갖는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를 창설하였다.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수상은 1949년 유럽육군(European Army)의 개념을 주창하여 군사력 협력
속에서 서독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전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스
정치인이었던 장 모네(Jean Monnet)와, 나중에 프랑스 수상 르네 플레방(René
Pleven)은 독일을 재무장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유럽군을 만들
자고 제안하였다. 소위 플레방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1950년 유럽공동국
방장관과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 구상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패하였는데, 부분적으로는 영국이 참여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주로 미국 행정부가 독일과, 가장 중요한 미국이 참가하는 서방 군사조약인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1949년 4월에 만
들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의 주도로 소비에트 블록에 대항하는 안정적인 서방동맹을 만드는
것이 전후 서유럽 협력의 핵심이 되었지만, 몇몇 유럽 주도의 움직임이 이러한
과정을 강화시켰다. 각각 충격적인 개인적 경험을 지닌 전후 세대의 주요 정치
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향성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공동협력의 건축가가 되었
다. 서독 기독교민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이탈리아의 알치
데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 프랑스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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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벨기에 사회주의자인 폴앙리 스파크(Paul-Henri Spaak)는 서로 다른 국
가적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더 안전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
프랑스 정치 엘리트의 주요 목표는 70년 동안 프랑스를 세 번이나 침공한 이
웃 독일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계획에 따르면, 통일된 유럽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전후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두 나라 사이에서 “제3세
력”(Third Force)으로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정치 엘리트
의 야망은 이 제3세력을 이끄는 것이었다.
패배하여 굴복했을 뿐 아니라 히틀러의 끔찍한 유산을 지고 있는 전후 독일은
유럽국가로서 동등한 회원이라는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존엄을 되찾고자 하였
다. 독일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주권의 주요 부분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탈리아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국내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적 협력을 모색하였다. 중립성이 훼손되어 전쟁의 희생물이 된 작은
베네룩스 국가들은 안전하고 큰 유럽 동맹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환경 속에서 작은 실용적인 시도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독일
의 산업중심지이지만 사실상 프랑스의 보호 아래 있던 자르지역에 대한 (프랑스
의) 점령을 회피하고, 독일의 대표적인 군산복합체였던 티센철강그룹(Thyssen
Steel Works)이 공중 분해되는 것을 피하고자, 아데나워 수상은 특정한 독일 산
업들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그가 1949년 8월 프랑스의 슈망 장관
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것은 “석탄과 철강 지역에서 국제적 협력 노력의 출
발점이 되었으며,....프랑스-독일 간 양해라는 이름으로 매우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었다.” 1950년 3월 아데나워는 프랑스와 독일 간 경제연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Fontaine 1970, p. 43). 이 무렵 장 모네는 프랑스 계획에
관한 그의 작업의 일환으로 초국가적 석탄철강공동체라는 거대한 디자인을 준
비하고 이를 슈망 장관에게 제안하였다. 1950년 5월, 슈망은 그 제안을 받아들
여 아데나워를 파리로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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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을 한데 묶으려면 프랑스와 독일의 오래된 대치를 없애야만 한다. [슈
망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된 하나의 조직 틀에서 공동의 최
고 기구 감독하에 프랑스-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을 둘 것을 [제안했다] (Weymar
1957, p. 324).

1951년 4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의 6개국이 100조로 구성된
조약에 서명하여 향후 50년 동안 지속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창설하였다. 6개국은 관세, 수입할당과 기타 차별적
조치들을 제거하고 석탄과 철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1958년까지 공동가격정책과 생산을 중앙 통제하는 공동시장을 만들 것을 맹세
했다. 장 모네는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초국가적 최고기구(High Authority)의
의장이 되었다. 의사결정은 (가중)다수제로 이루어졌다. 분쟁은 (일곱 명으로
구성된) 법원(Court of Justice)에서 다루어졌다. 이 법원은 또한 최고기구 결정
의 법적 정당성을 통제하는 책임도 갖고 있었다. 장관특별이사회(Special
Council of Ministers)가 초국가주의를 중재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립되었다. 물
론 이 이사회의 활동은 최고기구의 결정 안에서 이루어지며 거부권을 갖고 있지
는 않았다. 7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동의회(Common Assembly)가 일종의 감
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유럽의 경제통합을 향한, 최초의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
진 것이다(Collins 1975; Urwin 1995).
1950년대 초, 석탄철강공동체를 조속히 더 통합시키자는 진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1953년 3월 스트라스부르에서 발표된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 초안과 연방 설립을 위한 방위공동체(Defense Community)
에 관한 논의는 통합을 향한 매우 급진적인 진전을 약속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석탄철강공동체를 확대하여 일반공동시장협정(general common market agreement)으
로 바꾸어 10년 안에 회원국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정
치와 군사통합에 관한 계획이 실패한 반면, 경제통합에 관한 제안은 탄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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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53년 중반 관련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장 모네
와 폴앙리 스파크는 지치지 않고 추가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
였다. 1955년 6월 6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이탈리아의 메시나에 모여 공동시장의
창설에 대해 논의했다. 스파크가 이끄는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가 준비한 안에 대해 1955년 여름부터 1957년 봄까지 논의가 계속되
었다. 그 결과 1957년 5월 거의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6개국(영국은
초청받았으나 거절하였음)이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서명하여, 유럽경제공동
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를
창설하였다. 이 기구들은 1967년까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248개 조항, 4개의 부속서, 13개의 첨부서, 4개의 약속과 9개의 선언으로 구
성된 로마조약은 9명의 회원과 독일의 발터 할쉬타인을 의장으로 둔 준집행위원
회라는 핵심조직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책과 새로운 제안을 추천하는 헌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 공동체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개별국가의 정부가 아닌 유럽적 아이디어를 대표하였으며, 브뤼셀의 거대 관료
기구의 지원을 받아 곧 23개의 부서 또는 총국(Directorates General)과 1만
3,000명의 직원을 가진 조직으로 변모하였다(이 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전신이다역자 주). 반면 장관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정
부를 대표하며, 모든 회원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
려야 했다(장관이사회는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전
신이다역자 주). 실제로 장관이사회는 공동체의 입법기구 기능을 맡았으며, 외무,
재무, 농업 장관들의 특화된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이사회는 또한 항구적인 조
직이었다. 1975년부터 정부수반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추가되어 1년에 두 번씩 주요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기구가 되었다.
(유럽) 의회(Parliamentary Assembly)는 처음에 회원국 의회에서 파견한 142
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였다. 1979년부터는 의회의 567개 의석이 선출되었다. 어
떤 특정한 임무를 제외하고는 이 의회는 단지 자문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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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구는 아니었다. 의회의 유일한 의사결정력은 회원국 국내총생산의 1.2%로
구성되는 공동체 예산에 대해서였다. 이 작은 예산에서 세 개의 펀드가 만들어
졌다. 즉,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는 사회기금(Social Fund), (회원국의) 경제성장
을 지원하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그리고 프랑스 해외부
속영토를 지원하는 개발기금(Development Fund)이 그것이다. 의회의 권한은
1980년대 들어 확대되어 거부권과 옴부즈맨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주요 기구 중에서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유럽) 법원(Court of Justice)은 공동
체의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회원국간 분쟁을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초국가적 기구로서 유럽법원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
1964년에 유럽법원은 개별 국가의 법이 공동체 법에 귀속된다고 판시했으며,
1979년에는 “카시스 드 디종”(Cassis de Dijon) 원칙(알코올 함유량 15~25%인
주류의 생산 및 소비를 금지한 독일의 주류법은 역내 교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으로써 프랑스산 카시스 드 디종의 독일 수출
을 허용한 사례역자 주)을 천명하여 국가기준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주문했다. 석탄철강공동체와는 달리 유럽경제공동체는 초국가적 기구가 아니었
기 때문에 각각의 회원국이 자신의 주권을 갖고 결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만장
일치의 규정이 모든 회원국에 관철되며, “지침”(directives), “결정”(decisions) 그
리고 “권고”(recommendations)가 또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공동체는 12년 동안 관세와 쿼터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자유무역을 저
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1959년에 내려진 첫
번째 조치는 관세를 10% 감축하고 쿼터 상한을 20%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공공
연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연방유럽이라는 꿈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후진지역에 대한 지원, 임금과 시장의 등가성, 공동 농업 및 교통 정책 등 향후의
정치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는 주요 동인이었다. 할쉬
타인이 1964년에 밝혔듯이, 국가주권은 과거의 진부한 독트린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부는 초국가주의와 통합의 관점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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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합과 긴밀한 협력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때때로 추가적인 진
전은 회원국의 정치적 반대로 가로막혔는데, 예를 들어, 공동체가 다시 정부간
협의체로 방향을 튼 1959년 11월 말 이후 샤를 드골의 프랑스가 있다. 소위 푸셰
안(Fouchet Plan)은 드골이 명명한 바 “국가들의 유럽”(Europe des Patries) 계
획을 제시했다. 이는 항구적인 정부간 위원회와 정상 모임을 뜻한다(Urwin
1995, pp. 103-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멈추지 않고 놀라운 발전을 계속했다. 단기간에
다양한 단계의 통합이 달성되었다. 관세와 다른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자
유무역지대는 당초 시한보다 앞당겨 10년 만에 달성되었다. 공동체는 또한 비회
원국에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1968년까지 완성하였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공동체는 1970~80년대에 경제동
맹(economic union)의 단계까지 나아갔다. 회원국간 교역은 증폭되어, 처음 30
년 동안 교역이 23배 증가하였다. 1980년대 말에 이르면 역내 산업내 교역은 회
원국 전체 교역의 57~83%에 달하였다. 이는 새롭고 고도로 발전한 분업이 규모
의 경제를 활용하여 얼마나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Swann 1996;
Apel 1998, p. 95).
또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공동시장에서 노동이동과 현장에서 상품
을 생산하는 자본투자가 교역을 부분적으로 대체했다. 6개 회원국 내에서 자유
로운 노동의 이동은 1958년 이후 점차 도입되었고, 자격증과 학위를 상호 인정
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함으로써 1970년 이후 완전히 달성되었다.
1960~73년 사이에 이민은 200만에서 49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나중에 회원국
이 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330만에서 66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73년에
는 다른 회원국 내에서 온 이민자들과 공동체 밖에서 온 이민자들이 전체 노동
력의 각각 3%를 점하게 되었다. 이민은 영구적이었다. 지중해로부터 4~19%의
노동력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노동이동은 곧 그 동력을 잃게 된다
(Molle 1994, pp.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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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처음에는 노동력이 기존의 일자리가 많은 부유한 회원국으로 이동하였
지만, 이러한 경향은 곧 바뀌어 일자리가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
다. 자본의 완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은 이러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비
록 로마조약에서 이미 완전한 자본이동의 원칙이 천명되었으나, 이는 부분적으
로만 실현되었으며 몇몇 경우, 특히 주식, 채권, 재무성 증권, 은행 계좌 등에서
제한이 남아 있었다. 국내직접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된 1970년대에 와서 자본시
장의 완전한 자유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1988년에는 모든 제한을 철폐하는 결정
이 뒤따랐고, 이는 1992년까지 실현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73b 조항은 회원
국간 자본이동의 제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직접투자는
1960년대 매년 13%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
러나 1980년대에 와서 투자증가율은 매년 30%여서 교역 증가의 세 배에 달했
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공동체 내 직접투자는 2년에 두 배씩 증가하였다.
1985년에서 89년 사이 회원국에 의해 거의 750억 ECU에 달하는 투자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다. 한 분석가가 언급했듯이, “그야말로 일자리가 사람들에게
가게 된 것이다”(Molle 1994, p. 227).
이러한 놀라운 경제통합의 심화(deepening)는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확대(broadening)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처칠은 전쟁 전 유럽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정립했다. 즉, “우리는 유럽과 함께 하지만 유럽의 일부는 아니
다.... 우리는 (유럽에 대해) 흥미가 있고 제휴하고 있지만 흡수되지는 않는
다”(Urwin 1995, p. 31). 심지어 전후에도 영국의 정책은 여전히 영국을 세계 초
강대국, 영연방의 중심, 그리고 미국의 특별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었다. 유럽경
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하여 이탈리아 메시나에 초대받았을 때, 영국은 그 초청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영국은 1958년 공동체 회원이 되겠다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1963
년에도 다시 지원하였는데 이는 드골에 의해 거부당했다. 1959년 영국은 (유럽
경제공동체와) 경쟁관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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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을 조직하였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가 합류하였다. 그러나 일곱 국가(The Sevens)는 더 이상 진전되
지 못하였으며, 유럽공동체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마침내 1970년대 초반 새로
운 제안이 이어졌고 1973년 영국은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영국과의 특별
한 경제관계와 1965년 이래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아일랜드도 가입하였고, 영국
의 또 다른 주요 경제대상국인 덴마크도 가입하였다. 15년 만에 6개국의 유럽은
9개국의 유럽이 되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수십 년에 걸친 군사독재가 무너진
후 그리스가 가입하였으며, 반(半) 파시스트 정권인 살라자르의 포르투갈과 프
랑코의 스페인도 정권이 무너진 뒤,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리스는 1981년, 포
르투갈과 스페인은 1986년에 가입하여 1986년부터 공동체는 12개국으로 늘어
났다.
1989년 중앙·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
었다. 유럽의 힘의 균형은 변화했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양 진영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소련과 맺은 1948년 조약에 구속되어 있던
핀란드도 강제적인 중립성(“Finlandization”)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적으로 이 세 나라들도 가입을 신청하여 1995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공동체는 15개국이 되었다. 이 당시 이미 키프로스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
로베니아의 몇 몇 중앙·동유럽 국가들과 추가적인 확대가 논의되고 있었다. 준
비가 시작되었고 신청국가는 확대되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그리고 몰타가 포함되었다.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은 25개 회원국으
로 늘어났다. 이 확대과정에서 몇 몇 나라들이 추가적으로 유럽연합의 문을 두
드리고 있다(이후 2007년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하여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 수는 27개이다역자 주).
공동체의 극적인 확장이 통합의 심화과정을 저해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
한 진전 중의 하나는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동등화하자는 오래된 원칙을
구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57년 로마조약은 이미 존재하는 지역간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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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으로써 조화로운 발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 원칙의 실현은
시장기능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가입으로
개입주의 접근이라는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공동체는 단지 개별국
가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기만을 원했지만, 1979년부터 집행위원회는 독립적인
역할을 획득했고, 1984년 이후 지역정책은 공동체 프로그램 중의 일부가 되었
다. 저개발 지역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1975년에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이 설립되었다. 어느 지역의 일인당 GDP가 공동체 평균의
75%가 되지 않을 때 그 지역은 저개발로 인정되었다.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신규회원국들, 처음에는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대부분의 스페인
이 저개발로 분류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메조지오르노(로마 이남의 이탈리아
남부 지역역자 주), 프랑스의 해외 영토 및 코르시카, 영국의 몰락하는 산업 지역
과 북아일랜드, 통일독일의 구 동독지역과 같이, 잘사는 나라의 저개발 지역도
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모두 합해서 공동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은 산업이 쇠퇴하거나 후진 농촌지역, 낡은 농업구
조를 지닌 지역과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노르딕 국가들
의 북부같이 인구밀도가 대단히 낮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공동체 내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 차이는 매우 컸다. 1993년의 경우 10개 가
장 잘 사는 지역과 가장 못 사는 지역의 1인당 GDP의 비율은 5:1이었고, 실업률
이 가장 높은 지역 25개의 평균 실업률은 21%인 반면, 가장 실업률이 낮은 25개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4%에 불과하였다. 소득의 등가성과 번영은 야심찬 목표
였다.
후진지역의 소득 수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체는 구조기금을 개혁하
고 1987~93년 사이에 그 예산규모를 2배로 증가시켰다. 1987년 공동체는 예산
의 19%인 70억 ECU를 사용하였고, 1999년까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35%인
27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Hooghe 1996). 막대한 공동체로부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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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막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새로 가입한, 상대적으로 후진 지역에 이
루어졌다. 1986~91년 사이 아일랜드에 투자된 FDI의 총 규모는 유럽연합이 지
원한 지원금 액수의 3배가 넘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연합
의 지원금이 FDI의 두 배였다(Tsoukalis 1997, pp. 203-5). 이러한 모든 이전지
출로 새로 가입한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
인의 경제성장률은 8개 선진 회원국에 비해 2~4배 더 높았다. EU 구조정책을 통
한 이전지출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GDP의 3%가 넘었고, 아일랜드와 스
페인의 경우 2% 이상이었다. 지원된 금액의 3분의 1 이상은 수입대금의 지불에
사용되었다(Tsoukalis 1997, p. 203). 20세기 마지막 4사분기 동안 유럽연합은
수렴과정을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아일랜드와 지중해연안 국가들을 거의 핵심국
가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 다른 공동정책으로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공동 농업정책이었다. 이 정책
은 초창기부터 있었던 공동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예산의 절반을 사용하여 (농
산물의) 시장가격을 보장하고 (수출자에게)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70% 이상, 특히 우유, 시리얼, 설탕, 소고기, 일부 과일과 채소, 그리고 테
이블 와인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된 시장에서 이
익을 보장받았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중반 공동체가 주요 농산물수출국으로 떠오
르도록 하였다(Hoffman 1990, p. 111).

이 농업정책은 여러 농산물의 과다생산을 가져왔지만, 공동체는 이 잉여 농산
물을 산 다음 다시 되팔았는데 때때로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외로
판매했다.
1980년대에는 통합과정도 한층 가속화되었다. 1986년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은 상품,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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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경제통합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단일유럽법은
장관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를 지칭함역자 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분야에서 거부권을 다수결 원
칙으로 바꿈으로써 공동체의 초국가적 특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거부권
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즉,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적용되어, 지난 15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12번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단일유럽법의 전문은 1972년 파리정상회담에서 국가수반들이 행한
결정인 공동통화 도입을 향한 조치를 승인하고 있다. 이는 1991년 12월 마스트
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끌어, 결국 유럽연합조약(TEU:
Treaty on the European Union,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공동외교안보, 공동내무
사법의 세 개의 축으로 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기본 구조를 규정한 기
본 조약역자 주)을 낳게 되었다. 연방유럽에 대한 가장 야심찬 계획은 자크 들로르
(Jaques Delors)가 이끄는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하였는데, 이는 1990년에 유럽
의 정치동맹을 호소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 콜 수상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도 곧 이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물론 이에 대
한 저항이 남아 있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정치통합이라는) 목표로 가는 직
접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구성하고 통화동맹을 창설하는 결정은 극적인 진전을 이
루게 되었다(Swann 1996).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독
일도 공동통화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콜 수상이 표현하였듯이, “경제통화통
합은 21세기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Tsoukalis 1997, pp. 170-1)”였기 때문이다.
통화의 통합은 연방주의자 정치세력들의 초기 목표였다. 실제로 환율동맹을
만들자는 소극주의(minimalist)에 반대해서, 공동체는 1969년 헤이그 정상회담
에서 이미 공동통화의 목표를 선언하였다. 1988년 6월, 유럽이사회는 자크 들로
르를 의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통화통합을 준비시켰다. 통합의 진정한 엔
진이라고 할 수 있는 들로르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고, 1989년 마드리드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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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 유럽이사회는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을 동의했다. 이에 대한 상당한 저항,
특히 영국의 대처 수상 때문에 이를 지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스
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된 지 2년 만에 유럽통화기구(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 유럽중앙은행(ECB)의 전신역자 주)가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어 개별 회원
국의 통화정책을 조율하고 통화통합을 준비하게 되었다.
새로운 통화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규율과 수렴이 필수적이었다. 인플레이션
율은 가장 양호한 세 회원국 평균보다 1.5%포인트를 넘어서는 안 되었다. 장기
이자율도 가장 양호한 세 회원국 평균의 ±2% 내에 있어야 했다. 예산 적자는
GDP의 3% 이내, 총 국가부채는 GDP의 60% 이내, 전환기 2년 동안 통화의 평가
절하가 없어야 했다. 1991년 현재 단지 두 나라만이 이 기준을 충족한 반면,
1998년까지 11개국이 기준을 만족하였다. 비록 실제로는 회원국 통화가 몇 년
동안 더 사용되었으나, 1999년 1월부터 공동통화, 유로(euro)가 원칙적으로 도
입되었다.
하나의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
을 통합하면서 통화기구(Monetary Institute)를 대체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총
재와, 여섯 명의 이사 및 각국 중앙은행의 총재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로 구성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유럽중앙은행의 최고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의
사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발행기관이 되었다. 중앙
은행은 또한 공개시장조작을 하고, 외환시장의 기능을 지원하고, 최저준비금을
창출하며, 은행들을 감독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2002년 1월 1일, 유로화가
실물로 통용되기 시작하여 통화동맹에 가입한 12개 국가에서 국가 화폐를 대체
하였다.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는 통화동맹의 밖에 있기로 결정하였기 때
문에 유럽연합 내에서 두 종류의 통화시스템이 존재하게 되었다. 공동통화와 유
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초국가적 제도가 되었다.
점진적으로 유럽대륙의 서쪽 절반 거의 모두가 참여한 서유럽 경제통합과정
은 수출주도의 번영과 지중해 주변부 국가들의 핵심국가로의 소득 수렴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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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전후 혼합경제와 복지국가는 심화ㆍ확
장되는 경제통합의 일부가 되었고, 유럽연합과 긴밀히 연결되었다.

Ԑধ࣡ࣷۺȃ֯ 4P[JBMQBSUOFSTDIBGU ۆˣۤęঔ०ą܃

통합되는 서유럽에서는 사회적 연대와 강한 정부개입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
제가 부상하였다. 전후 즉시 나타난 제도 중의 하나는 사회적 파트너십인데, 이
는 피비린내 나고 처참했던 전쟁 이후 유럽을 지배했던 강한 사회적 연대의식에
서 태어났다.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1958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
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자유주의적 사고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분명히, 임
금, 가격, 소득, 그리고 이윤은 단체교섭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로 변화되었
다....입법과 심판서비스로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되었다(Myrdal 1960, p. 44).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협동적 균형”(cooperative equilibrium)이 만들
어져, 그 안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제약을 수행하였다.

장기계약,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 법정 임금과 가격통제, 이 세 가
지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자제를 약속하게 하는 체계였다. 이는 경영자
가 투자를 하도록 만든다.... 임금상한과 활발한 투자는 전후 안정의 양대 초석이었다
(Eichengreen 1994, pp.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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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발전은 전후 서유럽에서 케인스식 혁명의 승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도 좌파
와 우파가 이 정책에 동의하여, 프랑스의 드골주의자와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독
교민주당뿐만 아니라,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도 사실상 동일한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좌파 정치세력들이 2차 대전 후만큼 그렇게 서유럽 정치에서 영향력
이 컸던 때가 없었다. 1945년과 46년 전후 첫 번째 선거에서, 사회당과 사회민주
당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오
스트리아에서 4분의 1에서 거의 2분의 1을 득표하였다. 더욱이 일부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상당한 정치 세력이 되어,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에서 연립
정권에 참여하였다. 경제위기와 시장의 불완전성이 명백한 세계에서, 전쟁이 정
상적인 일상이 되는 세계에서, 사회적 연대는 주도적인 이념이 되었다. 이것은
시장경제, 소득분배, 그리고 복지를 통제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새로운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적
조합주의가 도입되었다.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와 같이, 국가는 정규 제도를 만들
어 임금과 물가 정책을 조율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였다. 이 제도들은 경제적,
기업적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장하였다. 가장 성공적인 협력의 사례는
연방상공회의소(Bundeskammer)의 의장이었던 율리우스 랍(Julius Raab)의 주도
로 전후 오스트리아에서 제시되었다. 국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이 기구는 1947년 8월 처음으로 임금－가격 협정을 이끌어냈다. 오스트리아의 사
회적 파트너십은 국가와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 정규적 협력을 보장하였으며, 두
번째(1948년 9월), 세 번째(1949년 5월), 네 번째(1950년 9월), 다섯 번째(1951년 7
월) 합의가 이어졌다(Butschek 1985, pp. 101-9).
전후 영국에서 1946년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of 1946)과 1945년 임금
위원회법(Wages Council Act of 1945)은 경제 활동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강화
하였다. 노조 지도자들과 정부는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정책과 공기업의 진로에
관해 논의하였다. 전간기에 이미 그 중요성이 인식된 단체 교섭은 제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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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경로가 되었다. 재무장관 스태포드 크립스(Stafford
Crips) 경은 노조의 지지를 받았으며, 1948~50년 동안 임금과 물가의 안정을 달
성하였다(Pollard 1986, pp. 261-2; Lieberman 1977, p. 76).
프랑스에서 국유화의 초반기에 주요한 정치적 구호는 국가의 재산을 정부가 아
니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소비자, 정부의 “삼
자”(tripartite) 조직을 만들려고 하였다. 3자회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들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였으며, 소비자 대표는 이익집단들의 추천에 의해 정부가 임
명하였다. 초기에 공산당은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단에서 우세를 점하였다. 1947
년 공산당이 연립정부에서 배제된 후, 3자회의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프랑스에서 조합주의적 협력은 실패하였지만, 기업단위에서 노동자 대표가
만들어졌다. 1946년 헌법 전문에는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서 노
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결정과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되었다. 그리
하여 각 기업들에는 50명 이상의 피고용인으로 기업운영위원회(comités
d'entreprise)가 설립되었다. 자문기능을 하는 이 위원회들은 기업 내에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간여하였다(Baum 1958, pp. 181-2, 274-5). 자크 들로르가 지
적하였듯이, 조합주의적 협력관계는 프랑스의 “초기 전후 계획”의 주요 특징으
로 남아 있었다.

그 제도에서 주요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계획의 위원들
과] 간부들은.... (협상) 탁자에 모이도록 준비되었고....또한 노동조합도 참가하였다
(Delors 1978, pp. 15-16).

독일에서는 영국의 신탁통치 정부가 기업의 운영에서 노동자 의무참여제
(partitätische Mitbestimmung)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1951년 1월에 노동조
합과 아데나워 수상과의 합의 이후 하나의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1952년 10월
기업법(Betribsverfassungsgesetz)은 개인사, 노동조건, 노동시간에 관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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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권리와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에 접할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운영위원회
(Betriesträte)를 도입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계획된 소득정책이 도입되
었다. 협력체제(Konzertierte Aktion)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 정부 및 중앙
은행이 임금정책에 대한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였다
(Zinn 1978, p. 99). 1976년부터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650개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이사회에서 (사용자와) 동일한 대
표성을 얻게 되었다(Weimer 1998, pp. 86-7, 273-4).
벨기에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협약인 사회적연대일치계획(Projet
d'Accord de Solidarité Sociale)은 임금을 생산성 증가에 연동하기 위하여 1944
년에 시작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몇 개의 생산성 협약이 도입되어 임금
상승을 안정화시켰다.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이에게 일자리를”(Work for
Everybody)이라 불리는 완전고용정책이 임금억제정책과 연계되었는데, 이 완
전고용정책은 재투자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가와
이윤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과 같이 시행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법
률조직(Publiek Rechtelijke Bedrijfsorganisatie)이 고용정책과 투자에 관한 조합

주의적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었다(Eichengreen 1994, pp. 46, 48).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의사결정(Mitbestimmung), 그리고 경제 및 기업 활동
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다른 형태의 조합주의적 요소들은 전후 경제를 안정화시
키는 데 일조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회평화, 임금과 이윤의 안정, 그리고 높은
투자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조합들이 일종의 공적 지위를 획득하는 동
안 노사간 교섭은 대부분 정부의 주도하에 중앙집권화하였다. 의사결정과정에
서 노동자의 참여는 대부분 사회적 평화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임금가격 악순환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였다(Van der Wee 1986). 비록 이런 체제
가 1960년대 말에 삐걱거리기 시작하였으며 세기말까지 살아남지 못하였으나,
이 체제는 전후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는 동안,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장과 성장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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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되었다. 헤르만 반더위(Herman Van der Wee)는 완전고용, 생산능력의
완전한 사용, 안정적인 물가, 생산성 증대와 연동된 소득 증가, 그리고 균형 잡힌
국제수지라는 “오각형” 목표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투자, R&D 지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면제와 보조금
에까지 확장되었다. 1952년 1월 독일 투자지원법(Investitionshilfegesetz)에 근
거하여 독일 정부는 석탄산업, 철강, 전기, 철도와 같은 “병목산업”에 10억 마르
크를 지급하였다. 추가적으로 280억 마르크가 1949~57년 사이에 세금 면제라는
형태로 민간기업들에 제공되었다(Braun 1990, p. 179). 1966년에 제정된 영국
산업재건공사(British Industrial Reconstruction Corporation)에 의해 1971년까
지 국가의 대부와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65~70년 사이에 거의
14억 파운드의 정부 자산이 민간 산업으로 이동하였다(Rees 1973, p. 29). 총투
자 대비 공공투자의 비율은 프랑스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1947년 52%에서
1948년 55%, 그리고 1949년에는 64%까지 올라갔다. 1950년대 초반, 프랑스의
공공투자는 여전히 총투자의 39%를 점하고 있었다(Denton et al. 1968, p. 230).
서유럽의 활동적인 국가들은 경제사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농업, 주택, 교
통, 은행업, 그리고 보험업에서 규제를 도입하였다. 1950년 4월에 도입된 독일
의 주택법(Wohnungsbaugesetz)은 6년 안에 180만 채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명시하였다(Weimar 1958). 공공 신용과 세금 면제가 중산층 육성정책
(Mittelstandspolitik)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빠른 자본 형성과 특정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이 광범위하게 사
용되었다. 1950년대에 조세는 GNP의 35%나 차지하였다. 많은 조세수입으로 정부는
재정흑자를 만들어 이를 공공과 민간 부문 양쪽에 투자자금을 지원하였다(Lieberman
1977,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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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1949~57년 사이에 거의 400억 마르크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1967
년의 안정화법(Stability Act of 1967)은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통하여 케인스식 접근방식을 보여주었다. 경제부 장관 칼 쉴러(Karl Schiller)는
특별투자예산(Special Investment Budget)을 편성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5억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투자에 대한 과세를 줄여서 고전적인 케인스식 승수가속도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또한 반경기순환정책이사회(Konunkturrat)가
국가개입을 위해 소득세의 3%로 조성된 자금과 함께 설립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47년 국가가 조성한 공학산업기금(Engineering
Industry Fund)은 이탈리아 민간 공학산업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해서 500억 리라
를 지원하였다. 더욱이 1,200억 리라를 국가소유 공학산업에 투자하였다. 전체
산업투자에서 공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1955년에서 1961년 사이에 19%에서
49%로 증가하였다(Lieberman 1977, pp. 107, 261).
프랑스에서 정부의 직접투자는 전체 총투자의 35%에 달했다. 공공부문은 민
간경제의 주요한 고객이 되었다. 국영 프랑스전기(Electricité de France)가 전기
공학산업의 80%를 사들였다(Lieberman 1977, pp. 25-6).
영국에서 정부는 1960~70년대 산업의 현대화에 개입하였다. 특히 조선분야
에서는 기업 수를 조정하고 장비를 갖추는 데 정부의 개입은 절대적이었다. 영
국정부의 스코틀랜드 장관과 고지(高地) 및 도서지역개발위원회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에 자금지원 및 대출을 해 주었다. 정부는 또한 컴퓨터산업
의 연구개발계획을 지원하였다. 공공연구자금은 특히 기술현대화에 도움을 주
었고, 메를린 리스(Merlyn Rees)는 이를 공공과 민간이 점점 더 혼합되는 것이
라고 말하였다. 정부는 또한 항공산업의 주요 구매자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정부는 1967년에 전체 제조업 산출의 단지 5%만을 구매하였다.
전쟁 중에 GDP의 30~40%를 통제하여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였던 정부는 경
제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수요를 창출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는 케인스식 경기대책이 사용되었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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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주도로 현대화와 기술 구조적 발전이 촉진되었다. 이런 방식의 정부개입은
2차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요한 과학적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방어적
이며 파괴적인 무기가 개발되었으며, 두 번의 대전과 냉전으로 말미암아 군비지
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 세계 군비
지출은 한해 6,7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레이더, 제트기, 로켓, 컴퓨터,
원자 및 수소폭탄, 우주계획에 종사하는 일단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고용하고
자금 지원하였다. 계약 연구소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실험실은 군사계획
을 위해 일했다. 1960~70년대에, 미국 예산의 거의 절반이 군사적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국방비에 사용되었다. 영국도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프랑스는 3분의 1,
독일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국방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은 시장경제의 총 연구개발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
였고, 그 나머지 절반은 민간기업들이 지출한 것이다. 1970년대 말, 거의 30만
명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프랑스, 영국 및 독일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였다.
총 지출액은 해당 국가 국민총생산의 2~4%에 달하였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자국 연구개발비의 단지 6분의 1만을 기술발전을 국제
화할 수 있는 공동연구에 사용하였다(OECD 1987, p. 113). 산업 연구는 기술발
전에 큰 자극제가 되었고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국가의 개입은 지나치게 컸다. 국가는 전후 유럽에서 주요 기업이
되었다. 부분적 국유화는 자본주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과
구조의 현대화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주도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널리
퍼져나갔다. 1945년에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정당의 공
약인 “미래를 대비하자”(Let Us Face the Future)에서 제안한 대로 전반적인 국
유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노동당의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접근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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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 분배, 교환 수단의 공동소유와 가장 바람직한
대중 정부 및 산업과 서비스의 통제에 기반을 두어, 산업의 과실과 가능한 한 가장 공
정한 분배(를 지향하며).... (Declaration 1945, p. 30).

1946년 석탄산업이 국유화되어 국가석탄위원회(National Coal Board)에 의
해 운영되었다. 내륙해운과 철도가 그 다음에 국유화되어, 각각 영국수운위원회
(British Waterways Board)와 철도위원회(Railway Board)에 의해 운영되었다.
국유화된 산업들은 대부분 큰 적자를 보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었
다. 1944년에 설립된 헤이워스 위원회(Heyworth Committee)가 제안한 대로,
발전과 송배전은 1947년 국유화되어 영국전기위원회(British Electricity
Authority)가 만들어졌다. 1948년 국가철강위원회(National Steel Board)가 만들
어져 철강공장들이 국유화되었다. 도로운송, 공항, 항공운송, 그리고 마지막으
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국유화되었다. 1949년까지 상당한 부분의 영
국경제는 모두 정부 소유가 되었다. 정부는 계속 민간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영
국석유(British Petroleum), 롤스로이스(Rolls-Royce), 그리고 어퍼클라이드 조
선(Upper Clyde Shipbuilders) 등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였다. 정부는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졌고 산업생산능력의 거의 20%를 점유하게
되었다. 민간산업자본주의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의 국유화 바람은 전
후 급격히 변화하는 사고방식과 원칙을 보여주었고 이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도 영향을 미쳤다.
르네 장다름므(René Gendarme)가 주장하였듯이, “1944년 대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은 민간산업보다 국유화된 산업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
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Gendarme 1950, p. 37). 1944년 3월
국가레지스탕스위원회(National Resistance Council)는 선언문에서 다음을 요구
하였다.

]285

܃Ճćʂۻࣀ०ʽԴۆͥڮঔ०ąݓ҄ٮ܃ĶÀ

독점화된 생산 수단과 공동노동의 결실, 에너지, 지하(경제), 보험회사, 대형은행
의 부로 특징지워지는 국가로의 회귀..... 이제 도래하는 국민경제는 더 이상 보험회
사들 같이 공동의 이익보다도 단기적인 이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기업들
에 맞출 수 없다(Baum 1958, pp. 175-6).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은, “모든 자산과 기업은 국가공공서비스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독점은 실제로 공동체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밝
히고 있다(Sassoon 1996, p. 164).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이 참여했던 드골
장군하의 프랑스 연립정부는 전후 즉각적으로 과격한 국유화 캠페인을 시작하
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루이 르노와 같이 (나치에) 협력적이었던 대(大)산업자
본가에 대한 징벌로 드골이 고안한 국가관리적(étatist)이고 계획경제적(dirigist)
인 아이디어의 결과였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당이 주장한 바였다. 1947년 11월 드골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프랑스가 해방된 후, 경제적인,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유로, 석탄, 전
기, 그리고 신용(금융) 부문에서 국유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내가
했던 것이다(Jacquillat 1988, p. 16).

전기, 석탄, 가스와 같은 대부분의 에너지 생산은 국유화되었다.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압도적인 대다수의 찬성은 국유화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은행(Bank of France)과 4대 대형은행의 국유화계획은
521 대 35로 승인되었으며, 단지 지극히 일부의 의원만이 보험, 가스, 그리고 전
기회사의 국유화에 반대하였다. 공공부문에는 에어프랑스(Air France), 4대 최
대 은행, 32개 보험회사, 18개의 탄광회사, 그리고 르노(Renault), 그놈에론
(Gnôme et Rhône), 베를리(Berliet)와 같은 몇 개의 대기업이 포함되어 총 산업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 1946년 여름까지 국유화의 큰 가닥이 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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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um 1958, pp. 178-9). 198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는 공공부문이 에너지 산
업의 94%, 통신 산업의 83%, 교통부문의 46%, 은행업의 44%, 그리고 기타 산업
의 6%로, 강한 공공부문을 가진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공공부문을 더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11개의 민간기업과 남아 있던 민간은행들이 모두 국유화되었다. 민간부문은 에
너지, 도로, 통신과 담배산업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1980년대 중반에는 모든 프
랑스 회사 고정자산의 53%는 공기업이 갖고 있었으며, 노동력의 거의 4분의 1을
고용하고 있었다.
전후 서유럽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였던 독일연방공화국조차도 큰 공
공부문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 나치정권 시절에서 비롯되었다. 2차 대전
중 거의 절반의 독일 합자회사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의 손에 있었다
(Fischer 1978, p. 199). 전후 비록 미국 점령군은 주요한 국유화에 대해 거부감
을 갖고 있었지만, 공공소유는 사회민주주의자뿐만 아니라 기독교민주당의 소
위 알렌 계획(Ahlen Program 1947)의 일부분이기도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점
령군의 동의하에 헤세 주에서의 승리로 새로운 주 헌법이 받아들여졌다. 주 헌
법의 41조는 169개 민간회사의 국유화를 가능케 하였다. 이 조항에 대한 국민투
표는 그 주에서 무려 70%의 지지를 받았다. 1948년 국영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이 세워져 장기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을 지원하였다.
정부소유는 교통, 통신과 일부 산업부문과 같이 전통부문에서는 약간 확장되
면서 대부분 유지되었다.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는 교통, 도로, 수운, 그리고 항
공 부문(Lufthansa는 1953년에 만들어졌음)을 소유하고 운영하였다. 전화, 전신,
우편, 라디오와 TV, 그리고 대부분의 유틸리티 부문도 또한 국유화되었다. 1950
년대 초반, 가스 생산의 90%, 알루미늄 제련의 70%, 전기 산출의 60%, 자동차
생산(폴크스바겐 포함), 철광, 납과 주석 생산의 50%, 석탄, 코크스, 석유, 선철
과 철강 생산의 20%가 국영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또한 VERA와 VIAG
와 같은 지주회사를 통해 몇 개의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비록 폴크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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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몇 개의 기업들이 1960년대와 70년대 다시 민영화되었지만, 1960년대 말
까지 650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25% 이상)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었다
(Hardach 1976, pp. 154-5). 가장 큰 정부소유 기업은 연방우체국(Bundespost)
과 연방철도(Bundesbahn)였는데 이 두 회사가 거의 9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독일의 주(Länder)나 그 아래 시 정부들도 수십만을 고용하고 있었다. 1980년까
지 전체 노동력의 12%인 200만 명이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도
서유럽의 주요한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독일 소유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이 기업들이 포츠담 협정
에 따라 몰수되는 것을 피하고자, 서방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국유화를 단행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1946년 오스트리아 의회는 첫 번째 국유화법을 통과시
켰다. 이 법으로 모든 엔지니어링 및 석유제련산업, 3대 은행, 전기회사의 독일
지점들, 다뉴브수운회사가 국유화되었다. 오스트리아의 국유화에 관하여 역설
적인 역사적 에피소드가 있다. 소련은 오스트리아의 국유화 과정을 거부한 반
면, 미국 점령군은 국유화를 지지하고 급진적인 국유화가 가능케 하였다. 당시
에는 거의 22%의 산업생산이 정부 소유에서 나왔으나, 1950년대 초에 이르러
국유화된 은행이 통제하는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산업생산의 70%가 공공부문에
서 나오게 되었다(Sassoon 1996, p. 161).
서유럽이 혼합경제로 이행하기 오래 전에 이미 거대한 공공부문을 갖고 있었
던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스페인) 프랑코 계획경제는 전후 서유럽 모형에 쉽게
적응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무솔리니가 세운 IRI(Is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ustriale)와 AGIP, ANIC, STET, Finmare, Finsider 등과 같은 국영지주회사들
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중앙통제는 붕괴되었고, IRI 조직은 3년 동안 세 번 바
뀌었으며, 위원회가 네 번, 두 명의 회장이 거쳐 갔다.
유럽의 대표적인 민주국가이자 전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국유화로 선회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기존의 공공부문을 살려두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1947년 이탈리아 헌법 42조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은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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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압수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공공부문은
확장되었다. 전쟁이 끝날 때, IRI가 지배하고 있던 45개 엔지니어링 회사들에 5
개가 더 추가되었다. 1959년에는 Cantieri Navali at Taranto가 국유화되었다.
1956년, IRI는 밀라노－나폴리 간 태양의 고속도로(Autostrada del Sole)를 건설
하고 운영할 책임을 맡았다. 1957년, IRI는 남아 있던 2개의 전화회사를 귀속시
켰다. 새로운 국영 지주회사도 만들어졌다. 1948년에는 Finmeccanica가 만들어
져, 알파 로메오(Alfa Romeo), 안살도 산 지오르지오(Ansaldo San Giorgio), 그
리고 산테우스타치오(Sant'Eustacchio)와 같은 20개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
영하였다. 1952년에 만들어진 Finelettrica는 IRI의 모든 전기운영회사를 인수하
여 새로 만들어진 ENEL에게 넘겨주었다. ENEL은 1960년대에 650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탈리아 전체 전기생산의 70%를 담당하였다. 이탈리아의 공공부
문은 농업을 제외한 나라 전체 GDP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총투자의 4분의 1 이
상을 담당하고 있었다(Posner and Woolf 1967).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는 1950년대 경제자유화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안정화 계획 도입 이후 조심스럽게 동일한 모형을 따라갔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모형을 모방하여 1941년에 세워진 INI(Instituto Nacional de Industria)는 자유
무역 체계를 받아들이고, 점차 프랑스 모형과 유사하게 혼합경제에 편입되었다.
전후 (프랑코) 군사독재자(Caudillo) 시기에,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1984년까지
공공부문은 압도적이었다. 국가는 석탄, 전기, 교통, 조선, 그리고 통신을 통제하
고 있었고, 섬유, 화학, 그리고 2만 3,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SEAT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세 개의 주요한 국영
거대기업복합체가 스페인 경제를 사실상 총지휘하고 있었다. 즉, INI는 1984년
700개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250개 기업에서는 과반수를 점
유하면서 21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INH는 에너지 부문 31개 기업
의 주식 과반수를 갖고 통제하고 있었으며, Dirección General del Patrimonio
del Estado는 전화와 담배산업을 독점하며, 섬유산업에서 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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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1962년에 국유화된 스페인 (중앙)은행에 더해서, 거의 100개의 은행들
이 국가소유가 되었다. 스페인 경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공공부문
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다.
조합주의적 체계와 강한 경제계획을 내세운 살라자르의 새로운 국가(Estado
Novo)는 공공부문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국유화는 1974년 혁명에 의해 독재정
권이 무너진 뒤에야 본격화되었다. 1975년 여름에는 광범위한 국유화가 단행되
었다. 전기, 강철, 석유정제, 교통, 양조, 펄프와 종이, 담배, 비료, 시멘트, 그리
고 조선 산업이 모두 국유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진전은 포르투갈 산업자본의
20%를 소유하고 GDP의 10%를 생산하던 멜로(Melo) 가문의 지주회사인
CUF(Companhia Uniao Fabril)를 국유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 중반
에 와서 포르투갈 경제 부가가치의 4분의 1이 국유기업에 의해 창출되었다
(Morrison 1981, pp. 4, 47-8).
대부분의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비록 서비스, 교통, 통신 부문이 대
다수이고 산업생산은 그 경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은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공공부문이 매우 큰 국가 중의 하나였다. 1965년 전체
노동력의 34%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었고, 시장생산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었다. 벨기에에서 1980년까지 국영기업은 노동력의 7%를 고용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집권 사민당은 비록 정당정책에서 국유화를 삭제하였지만 공공부문은
서비스, 교통, 통신 부문에서 강하였다. 1960년에 비농업 노동력의 22%가 공공
부문에 속해 있었다. 노르웨이는 철도와 통신을 국유화하였다. 중앙은행과 과거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대형 알루미늄 공장도 국유화하였다. 그리스에서는 금융
부문의 86%가 정부소유였으나, 산업에서 국영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서 1980
년의 경우 총부가가치의 4%만을 담당하고 있었다(Fischer 1978, pp. 198-201).
국영기업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시장참가자로 남아 활동을 하고 있었
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영국의 추세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랐다. 정부나
의회는 경영이사회를 임명했으나 이 이사회는 정부나 의회로부터 자유로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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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았다. 자금조달에서도 정부의 조달에 의존하지
않았다. 물론 일부 분야, 특히 에너지, 교통, 우편, 그리고 통신 산업에서는 국민
에게 공급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ঔ०ąۆ܃ą܃ćন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과 소유가 장기 계획과 결합되어 있었다. 군나르
뮈르달이 말하기를, “국가개입의 척도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합
리적으로 이 척도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국가)계획으로 이어진다. 물론 국가
계획은 전시경제에서 이미 발명되었다. 1차 대전 때 고안되었으나.... 2차 대전
때 국가계획은 그 이전의 경험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우수하였다(Myrdal 1960,
pp. 22, 26).” 물론 국가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며, 독재적인
계획경제에서도 또한 실행되었다. (그러나) 국영기업조차도 독립적이며 시장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혼합경제에서, 국가계획은 소비에트 방식의 계획과는 달
랐다. 강제적인 계획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앙의 의지는 국영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강제되지 않았다. 완전고용, 경제적, 기술적 현대화, 그리고 장기 경제발
전의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계획은 종종 가장 중요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
다. 여러 가지 종류의 국가개입과 투자가 이 목표를 위해서 동원되었다. 가장 좋
은 예는 1945년 장 모네가 제기한 전후 프랑스 국가계획이었다. 자크 들로르는
프랑스 국가계획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미래 예측
을 위한 체계로서 계획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계획, 그 자체가 활기, 영
향과 행동의 핵심으로 작용한다(Delors 1978, pp. 9-11).” 경제예측은 투입산출
분석을 사용하였고, 계획은 노동, 자재, 그리고 자본의 더 나은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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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차 4개년 계획(1946~50년, 나중에 1952년으로 확장됨)은 석탄, 철강,
시멘트, 전기, 교통과 농업이라는 여섯 개의 핵심적인 부문에 집중되었다. 나중
에 석유정제와 비료산업이 추가되었다. 투입산출분석이 계획의 방법론으로 사
용되었다. 통계청이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 명의 경영자와 노조대표들이 참석하
는 현대화위원회(Comités de Modernisation)가 개발계획의 개념을 논의했다. 최종
적인 계획은 계획위원회(Commissariat du Plan)가 준비해서, 수상에게 직접 귀속
되고 재정부 장관이 지원했다. 그 계획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지원, 긍정적인 차별, 보조금, 신용제공, 그
리고 국가 보증이 사용되었다. 정부는 보통 민간이 주로 담당하는 투자에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였다.
대부분 그랑제꼴의 동급생이어서 오래된 친구 사이(old college ties)인 최고
위 정부직과 경영자들의 비공식적인 친분이 성공에 기여했다. 국가계획은 큰 기
업에 의해, 큰 기업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계획입안자, 고위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경영자들은 동일한 자세, 동일한 생각과
표현 양식, 그리고 동일한 외모를 공유했다. 그들은 같은 학교를 졸업하는 등 동일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실로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Cohen 1977, pp. 65-6).

공무원에서 거대기업의 임원으로 옮기는 현상(이를 Plantouflage라고 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적어도 4분의 1의 금융 감독자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가계획은 프랑스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4공화국은
프랑스에서 20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하였다. 국가계획은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되었다(Lieberman 1977, pp. 4-5). 1차 4개년 계획은 큰
성공을 거뒀다. 석탄, 전력, 시멘트, 그리고 철강 생산량 등 대부분의 계획된 목
표들이 달성되거나 거의 근접하였다. 모네 계획 다음에 2차로 허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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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57년)이 따랐다. 이 계획은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건설업도 추가하였
다. 1955년에는 지역개발계획도 추가되었다. 목표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30%,
농업은 20%, 건설은 60% 증가되어야 했다. 비록 강제적으로 중앙에서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목표는 1957년까지 초과 달성되었다. 프랑스
국가계획의 성공으로 이 계획은 계속 되었다: 3차 계획(1958~61년)은 이미 투입
산출모형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4차 계획(1962~65년)은 지시계획의 전범이 되
었다. 각각의 계획은 경쟁력과 현대화에 초점을 두었다(Lieberman 1977, pp.
170-1). 1970년대와 80년대 계획들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부응
하기 위해 프랑스 경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6차 5개년 계획
(1971~75년)의 주요 목표는 거대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만드
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화학산업에서 국가계획은 47억 달러를 투자하여, 3개의
공기업 및 2개의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대기업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
였다. 이 기업들은 1977년까지 총 산출에서 자신들의 비중을 16%에서 33%로 늘
렸다. 9차 5개년 계획(1984~88년)은 과학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연구개발로 초
점을 옮겼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의 비율은 1980년 3.7%에서 1986년
5.4%로 올랐다. 계획은 화학 산업의 구조개혁을 주도하여 의약품과 정밀화학으
로의 빠른 발전을 유도하였다. 지배적 기업 중의 하나인 론 풀렝(Rhone
Poulenc)은 특정품 생산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연계하여, 1985년
에서 1987년 사이에 프랑스 화학기업들은 유럽의 13개 및 미국의 21개 특정품
생산기업들을 사들였다(Martinelli 1991, pp. 20, 39, 40, 93, 95).
프랑코 정권하의 스페인은 1959년 안정화 계획을 도입하여, 나라를 개방하고,
프랑스 국가계획을 모방하여 계획경제 체제를 현대 서구형의 혼합경제로 전환
하기 시작하였다. 1959~60년의 투자규제프로그램과 1962년 가을의 일련의 지
침들은 계획의 도입을 준비하였다. 1차 개발계획(1964~67년)과 2차 개발계획
(1967~71년), 그리고 3차 4개년 계획(1972~75년)은 기업과 정부의 조화로운 협
력을 뜻하는 acción concertada의 방식을 따랐다.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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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술적 현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을 세웠다. 정부는 이 계획들이 승인되면 계획된 투자계획의 70%까지 저렴한 신
용을 제공하거나, 4년에서 8년 동안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금지원
을 제공하였다. 정부의 결정은 조선, 철강 산업 육성과 같은 장기 계획과 그에 부
수되는 세부 계획에 기반을 두었다. 또 다른 중요한 정부의 목표는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1964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산업발전지역은 코루나
(Corunna), 세비야(Seville), 발라돌리드(Valladolid), 사라고사(Zaragoza), 그리고
비고(Vigo)였다. 산업진흥지역은 우엘바(Huelva)와 부르고스(Burgos)였다. 1967~71
년의 2차 계획 기간에는, 코르도바(Cordoba), 그라나다(Granada), 오비에도(Oviedo),
로그라노(Lograno), 그리고 빌라가르시아 데아로사(Villagarcia de Arosa)의 다섯 개의
새로운 지원지역이 지정되었다(Harrison 1985, pp. 149-53).
이탈리아에서는 엄격한 국가계획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1950년에 낙후된
남부지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10년 개발계획이 채택되었다. 1950년 8월 카사 페
르 일 메조지오르노(Cassa per il Mezogiorno)라 불리는 개발기금이 농촌의 현
대화와 인프라 건설을 위하여 창설되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의 국가계획은 국
영부문과 연계되어 있고, 큰 국영지주회사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비록 정부의
법은 아니었지만, 에지오 바노니(Ezio Vanoni)의「고용과 소득 발전을 위한
1955~1964 10년 계획 (Scheme for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and
Income for the Decade 1955~64)이 400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5%의 성
장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청사진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말에 시행된
콘트라타지오네(Contrattazione) 프로그램은 주로 화학과 기계공업에 대한 초기
투자에 집중하였다. 이 계획은 1970년대 초 바티파글리아(Battipaglia)와 레지오
칼라브리아(Reggio Calabria)의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지속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화학과 철강부문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Archibugi
1978, pp. 50-2).
토마스 발로그(Thomas Balogh)라는 경제학자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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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선거 전에 노동당이 급조한 공약”이었다. 노동당 수상 해롤드 윌슨
(Harold Wilson)에 따르면,

경제계획은 우선 투자를 증가시키고 나서, 목적에 맞게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이건 민간이건 주요 산업들이 필요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 국가투자위원
회가 만들어져야 한다(Balogh 1978, p. 127).

영국의 경제계획은 성장전망, 목표 수익률, 그리고 권장성장률을 포함하는 “표
적계획”(target plan)이 되고자 하였다. 1965년 과학기술법과 1968년 산업확장법은
경제발전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와 같은
국가계획은 여전히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남아 있었다(Van der Wee 1986).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형태의 느슨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 대신에 전통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개 완전고용과 안정 성장을 목표로
하고, 구조적 현대화를 촉진하는 정책수단과 결합한 일종의 경기조절정책의 형
태를 띠고 있었다. 전후 네덜란드에서는 중앙계획국(Centraal Planbureau)이 만
들어져, 지역개발과 단기계획에 관해 일하였다. 중앙계획국은 1963년까지 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유행”을
좆아 계획부가 세워졌지만, 계획이 진정한 중요성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ݓĶÀۆˣۤ

개입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도 또한
전후 사회적 연대의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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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에서 건강, 실업, 정년 및 훈련 프로그램이 고안되었다. 정부는 더욱 적
극적으로 완전고용이라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Eichengreen
1994, p. 52).

심지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도 정부규제의 개념을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
제학과 결부시켰다. 쾰른 학파(Kölner Schule)의 알프레드 뮐러아르마크(Alfred
Müller-Armack)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marktwirtschaft)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사
회적 시장경제는 “두 지역”(Bizonal) 경제정부의 초대 소장이자, 경제부 장관을
지내고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상이 되어 전후 독일 경제기적을 건설한 루드
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에 의해 채택되고 실현되었다. 1957년 에르하
르트는 “집단적 사회 안보에 대한 압도적인 요구”에 관해 썼고, 복지 체계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넣고 있다”(der jeder die Hand in der
Tasche des andern hat)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그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매
우 긴밀한 상호작용과, 사회정책적 도구와 결합한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유시
장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Wohlstand für Alle)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Erhard 1990, pp. 246-9).
이러한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은 강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였다. 높은 세금, GDP 대비하여 점점 더 많은 국가예산을 공공지출에 사
용하는 것이 2차 대전 후 서유럽 국가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누진과
세율은 종종 개인소득의 50%를 넘었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소득 구간에서 70%
를 초과하였다. 1970년까지 일반정부세수는 평균적으로 GDP의 20~30% 수준이
었다. 평균세율은 영국과 덴마크에서 30% 정도로 높았으며, 독일, 프랑스, 벨기
에 그리고 스웨덴에서 20~25% 내외를 보였다(Flora and Heidenheimer 1981,
p. 262). 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공공지출이 급격이 증가하기를
주장하는 경제이론은 근거를 잘 갖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럽은 대공황과 2차
대전 때, 높은 세금과 복지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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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조세수입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이에 맞춰 지출을 늘렸다. 1차 대전 이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공지출은 GDP의 10~12%였으나, 1935년까지 이 수치는
20~33%로 올라갔고, 2차 대전 이후 공공지출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5-1 참고).
국가지출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사회지출로 들어갔다. 1950년 기준 평균적
사회적 이전지출(social transfers)은 서유럽 국가 GNP의 6~10%에 지나지 않았
다. 1975년 이 비중은 15~20%로 올랐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이 수치는 각
각 20%와 26%에 이르렀다. 이 무렵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사회프로그램에 대
한 지출은 3배가 되었다. 점점 더 강화되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서유럽 복지국
가가 나타난 결과였다.

शԐধߪԦԓ HSPTTTPDJBMQSPEVDU ʂҼėėۆݓҼܼ
(단위: %)
ĶÀ

ț

ț

ț

Ѳşق







ʜυࡾ







ʫێ







॒͎֟







Ȑʑ͈˚







Ȥβۋڟ







֟ڟʜ







١֟࣡ν؉







ٖĶ







자료: Kohl(1984), p. 315.

복지국가라는 표현은 1941년 영국의 템플 추기경(Archbishop Temple)이 서
유럽 민주주의를 현존하는 끔찍한 전쟁상태(warfare)와 권력을 비교하면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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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나중에 이 단어는 전후 서유럽의 제도화된 체계에 적용되었다. 아사 브
릭스(Asa Briggs)의 정의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조직화된 권력이 시장의 힘을 수정하려는 노
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첫째, 자산의 시장가치에 관계없이 개인과
가족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어떤 사회적 사건들, 예를 들어 질병, 고령,
실업 등에 의한 비보장의 정도를 축소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일정하게 합의된 정도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Briggs 1961, p. 228).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은 논쟁적인 자본주의 발전단계설을 주장하
였다. 즉, 19세기 자유적 자본주의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제국주
의적 자본주의, 그리고 2차 대전부터 사회적 자본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Mandel 1972).
비록 복지국가는 전후 현상이겠지만, 그 시초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
고, 몇몇 “원조 국가들”과 영감의 원천이 있다. 봉건적 가부장제의 전통이 자본
주의 산업체계에 관통하여, 노동자 복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지
지향으로 이끌었다. 자본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력의 충성을 얻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런던 가스산업은 노동조합과의 투쟁과정에서 1880년대 후반 이윤분
배제도를 도입하였다. 큰 가스회사들, 성냥제조자, 그리고 항만운수회사들은 19
세기 말에 이미 연금을 제공하고 질병수당, 사고수당과 여가 및 스포츠 시설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영국 과자유통산업에서, 퀘이커(Quaker) 고용주들은 노사
간 협동을 장려하여 복지국가정책(welfarism)의 시조가 되는 정책에 도달하였
다. 영국의 기업가들은 복지정책이 노동자로부터 더 큰 충성심과 더 나은 노동
을 끌어낸다고 믿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도입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883년 6월 독일 비스마르
크 총리가 세계 최초로 모든 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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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공되었다.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연
금보험 등 일련의 복지입법이 따랐다. 이 조치들은 노동자들에게만 한정되었고,
소득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재원조달은 역진적인 소비세나 피보험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였다. 역설적으로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은 사회주의운동을 억제하
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비스마르크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국왕은 1884년
10월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몇 달 뒤인 1885년 7
월, 덴마크도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는 점차 저변을 넓혀나갔
다. 1891년까지 덴마크에서 비기여 고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889년에서
1907년 사이에 일련의 입법으로 모든 사고, 질병, 실업, 고령보험에서 정부의 개
입을 보장하였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지
만, 사고보험은 고용주가 지불해야만 하였다. 실업보험은 정부가 3분의 1, 코뮌
(지방자치단체)이 6분의 1을 부담하는 공공기여에서 충당하였다. 고령보험은
정부(28.4%)와 코뮌(71.6%)이 나누어서 부담하였다. 덴마크는 현대 복지국가
입법의 시조가 되었다. 노르웨이도 강제적인 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이는 1896
년에 고용주에게 의무사항이 되었다. 건강보험법은 1909년에 통과되었는데, 정
부와 지역사회의 기여가 보장되었다. 스웨덴은 1891~1913년 사이에 국가 기여
의 재해, 질병, 그리고 고령보험을 도입하였다(Kudrle and Marmor 1981, p.
140).

스칸디나비아 복지는 대중의 힘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
일한 일정률의 편익을 제공하고 부담을 조세에 고정시켜 부과함으로써, 계급에 상관
없이 모든 시민들을 포함하는 전체 사회의 연대를 실현하였다(Baldwin 1990, p. 60).

복지입법의 배경이 되는 정치세력은 참으로 다양하였다. 로버트 커드럴
(Robert T. Kudrle)과 테오도르 마르모(Theodor R. Marmor)에 따르면,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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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정부가 각각 4건, 6건, 5건의 실업보험에 관한 도
입법을 입안하였다. 또한 강제보장 법률은 사회주의 정부 3건, 자유주의 정부 2
건, 그리고 보수주의 정부가 3건을 도입하였다(Kudrle and Marmor 1981, p.
170). 따라서 서로 다른 정치적 각도에서 거의 동일하게 복지제도가 도입된 것
이다. 대중민주주의의 발전과 입법에서 대중의 이해를 표현하고 대표하는 가능
성이 복지입법의 확산을 이끌었다.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
니라, 사회의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사회적 이슈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스칸디
나비아의 농민계급과 중산층, 그리고 유럽대륙의 중산층은 종종 자유주의 정당,
심지어는 보수 정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구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날드 사순(Donald Sassoon)은 사회주의자들의 아이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당이 부상함에 따라, 귀족적이고 부르주아적인 반대당들은 사회주의
정당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정책들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심지어는 카톨
릭 교회도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켜, 교황 레오13세의 교서, 노동헌장(Rerum
Novarum, 1891)에서 교회의 사회적 독트린으로 알려지게 된 기본 입장을 밝혔다
(Sassoon 1996, p. x).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프랑스에서 중요한 새 제도가 도입되었다. 비록 1895
년 스위스의 생 갈랑(St. Gallen) 주가 유사한 법률을 도입한 바 있지만, 1905년
프랑스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자발적인 전국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한 첫 나라
가 되었다. 1911년 영국은 최초로 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
하면서 전국적인 강제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1차 대전과 그 이후의 혁명의 기운 즉, 소비에트 연합의 탄생은 사회적 연대의
절박함을 증가시켰다. 대공황과 히틀러의 집권과 같은 공황의 정치적 결과는 민
주주의가 시민에 대한 경제적 책임감을 갖고 다른 인기영합주의적인 독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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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경쟁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민주정부의 실제적인 운용이 그 국민의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임무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결과, 복지정책은 확대되었고, 1932년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하에 첫 번째 복지국가가 스웨덴에서 출현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은 2차 대전과 그 이후, 서방과 소
비에트 블록과의 냉전 경쟁이었다. 이 전쟁 자체가 사회적 연대에 관한 큰 교훈
을 던져주었다. 런던에서 종군기자로 있던 미국 작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은 1943년 7월 16일에 다음과 같이 썼다.

보통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한다.
이것은 작은 농장이.... 문 닫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를 의미한
다.... 이것은 학교가 있고... 저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는 것을 뜻
한다.... 특정한 이해가 국가를 접수할 것인가? 사람들이 한 달에 50불을 벌면서 재산
을 모을 수 있는가? 많은 군인들과 얘기해 보니, 그들로부터 나온 매우 인상적인 근심
거리는.... 집에 돌아가서, 시민전쟁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teinbeck
1958, pp. 75-6).

1941년 6월부터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독립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age) 경도 놀랍도록 똑같은 관점을 표현했다.

승리의 목적은 구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소득을 유지함으로써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의 직전에 영국에서 빈곤이 척결
될 수 있었다. 전후에는 빈곤이 없어질 수 있다.

1942년에 발표된『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는 모든 국민들을 대
상으로 하고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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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의료보장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어떠한
치료를 요구하든지, 어떠한 형태로 요구하든지.... 치과, 안과 및 외과 기구, 보육 및
산과, 재활의학 등....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어떠한 개인의 경우에 대한 기여조건 없
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국
가의 의무이다.... [근로연령 이하의 젊은이들은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며, 60세(여성)
와 65세(남성) 이상의 은퇴자는 연금을 받는다. 실업수당, 장애수당, 그리고 교육수
당]은 이전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률로 지급될 것이다. 이 비율은 모든 정상적
인 경우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제공한다(Beveridge 1942).

이 보고서의 권고는 신속히 실현되었다. 1945년에 가족수당이, 1946년에는
전국민의료보험체계(NHS: National Health Service)뿐만 아니라 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과 산업상해법(Industrial Injuris Act)이 통과되었으며,
이 조치들은 194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1938~39년 5.2억 파운드에서, 1947~48년과 1949~50년에 각각 10.1억 파운드와
14.1억 파운드로 크게 증가하였다(Pollard 1983, pp. 266, 272).
토마스 험프리 마셜(Thoman Humphrey Marshall)은 1949년 캠브리지 대학
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회적 시민의식(social citizenship)의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영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그의 진화적 개념에서 18세기는 개인
의 자유를 만들어냈고, 이 시민권을 기초로 19세기에는 정치적 자유가 도입되었
으며, 이러한 시민과 정치적 시민권의 초기 단계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시작
되고 발전하는 필요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은 불평등을 낳는다.
전 단계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를 교정하는 힘으로서, 사회적 권리가 20세기 시
민권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즉, 사회적 시민의식의 개념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살 권리를 갖고
있다(Marshal 1950). 평등주의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적 배제의 재
생산을 피하기 위해 그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화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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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다(Sen 1992).
전후 서유럽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의 기본원칙으로서 국민연대의 개념을 서둘
러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또한, 많은 정치세력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 계열이 이러한 발전의 엔진으로
기능하였다. 1959년 바트 고데스베르그(Bad Godesberg) 전당대회에서 독일사
민당은 정당에 대해 “노동자들의 정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회계층의 이
익에 봉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Weimer 1998,
p. 138).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동력은 냉전의 등장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
의 경쟁이었다. 이 경쟁은 매우 복잡한 대치여서, 무기경쟁과 우주경쟁뿐만 아
니라, 바로 경제성장률과 복지 경쟁이기도 했다. 전후 자본주의는 더 우수한 군
사력, 더 높은 생산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복지정
책과 기준으로 자신의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였다. 서방 자본주의는 새로운 “인
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건설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회보험은 확대되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처
음에는 1945년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에서 보듯이 “사회적 권리는 보통 취
업권으로 이해되었다.... 혜택에 대한 접근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보장되었
다.” 노동자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주체계인 일반체계(régime général) 이외에,
122개의 특별체계(régimes spéciaux et particuiers)가 다양한 직업군을 위해 도
입되었다. 1945년에서 1975년 사이의 30년 황금기(trente glorieuse) 동안에 자
영업자와 농민을 위한 체계도 또한 시작되었고, 프랑스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사실상 시민권[으로서의 복지의 특권]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1988년
에는 미테랑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최저소득보장(RMI) 제도가 도입되
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다”(Bussemaker 1999,
pp. 44-6, 51).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보험은 모든 시민에게 부여되었고, 복지제도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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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나 적용되고 포괄적이며, 복지국가는 시민권을 다시 정의하였다. 시민권의
새로운 해석에는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안보와 기본적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서비스와 취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그 사회에 대한 “완전한 회
원자격”을 의미한다. 2차 대전 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몇 나
라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개혁으로 많은 위험에 대한 보장이 완전해졌다. 이에
따라 1950년까지 모든 나라들은 네 가지 “주요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을 갖게 되었다.

모든 국가는 강제적인 연금보험을 갖고 있었다.... 11개 국가는 의무상해보험을, 9
개국은 의무질병보험을, 그리고 7개국은 의무실업보험을 채택하고 있었다(Flora and
Heidenheimer 1981, p. 54).

1950년 이후 사회보험은 국민개보험제의 도입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확대
되었다. 몇 개의 서비스가 새로 추가되었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무상교육,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배우
는 재교육 과정이 도입되었다. 봉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고 6주에서 6
개월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도 엄마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도
입되었다. 아이의 나이가 14세 또는 21세까지 일 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시작
되었다. 유급휴가가 일반화되고 더 관대해져서, 1955년까지 스웨덴에서 29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28일의 유급휴가가 실시되었다. 1960년대 서유럽에서
평균 유급휴가 일수는 32~35일에 달했다. 도시재개발, 공공주택공급계획, 저가
주택, 문화보조금과 다른 종류의 복지제도도 만들어졌다.
서유럽의 1인당 사회보장지출액은 1930년에서 1957년 사이에 10배 증가하였
다. 전후 첫 10년 동안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이탈리아에서 14배, 프랑스
에서 7배, 스웨덴에서 6배, 그리고 서유럽 전체에서 4배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복지지출액은 GNP의 40~5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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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를 주창했고, 빈곤과 싸우기 위해 사회적 행동계획(Social Action Program)을 운
용했다. 이 계획은 1974년에 장관위원회(유럽연합이사회역자 주)에서 받아들여졌
다. 이 계획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함정에 빠져,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 소득수준이 매우 낮거나 아버지가 없는 가정과 같이 “고질적인 빈곤”,
“완전히 소외되어 고질적으로 빈곤한 소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일랜드의 주
도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당초 1975~1978년의 3년을 계획하였으나 1977년 12
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장되었다(Dennett et al. 1982, pp. 3-5, 210). 일부 신
규회원국들은 (가입하기 전인) 1970년대부터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럽공동
체 가입의 승인을 기다리던 스페인은 사회보장 지급액이 GDP의 9%에서 14%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5%에서 22%로 껑충 뛰었다
(Bussemaker 1999, p. 101).
비록 경제의 시장기능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복지국가는 시장
의 산출에 개입하고 이를 수정하였다(Barr 2001, p. 14).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재분배 체계는 소득불평등을 축소시켰다. 전후 유럽의 분위기에 대해서 뮈르달
은, “경제적 균등화에 대한 충동이 어디에나 존재했고, 통상적으로 하나의 원칙
으로 주장되었다”(Myrdal 1960, p. 38). 덴마크에서 하위 60% 소득자의 소득비
중이 1939년 27%에서 1964년 33%로 증가하는 동안, 상위 5%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17%로 줄어들었다. 스웨덴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하위 60%의 소득비중이 23%에서 33%로 증가하는 동안 상위 5%의 소득비중은
28%에서 18%로 감소하였다. 영국에서도 같은 기간 하위 60%가 33%에서 37%
로 증가하는 동안, 상위 5%의 비중은 30%에서 19%로 줄어들었다(Kraus 1981,
pp. 215, 217-8). 무상이거나 국가가 보조하는 각종 서비스가 봉급이나 소득의
역할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는 복지국가에서 점점 더 완화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개인소비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이 사회적 이
전지출을 통해 공공예산에서 조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Kohl 1981,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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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국가는, 잘 사는 계층에서 조세수익을 거두어 이를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빈곤구제금을 지급하는 로빈 후드와 같은 역
할이기보다는, 오히려 니콜라스 바(Nicholas Barr)의 용어를 사용하면 일종의 돼
지저금통(piggy bank)의 역할을 하였다. 즉, 일생 동안 보험과 재분배 기능을 제
공하는 일련의 제도와 같은 것이었다. 바(Barr)에 따르면, 보험과 연금과 교육이
라는 “3대 분야”의 복지국가 활동이 이 범주에 속했다. 연금이 인생의 중년에서
노년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교육은 중년에서 초년으로 소득을 재분배하였다.
정부가 개인의 전 생애에서 소득을 재분배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바
(Barr)는 주장했다. 그 이유는 개인에게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불확실성과 위
험이 너무 커서 공적으로 조직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떤 보험제도도 이러한 불
확실성과 위험을 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보험이 민간의 책임이
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실패한 비보험자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비보험자의 건강상 위험에 대해 지원해
야 할 것이다(Barr 2001, pp. 1, 6, 7, 42).
복지국가의 “돼지저금통” 역할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서비
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재분배 기능보다 아마도 더 중요할 것이다. 제인 포
킹엄(Jane Falkingham)과 존 힐스(John Hills)에 따르면, 영국의 복지체계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3분의 2~ 4분의 3은 생애소득 재분배였고 단지 3분의 1~ 4분의
1만이 “로빈 후드” 활동에 사용되었다(Falkingham and Hills 1995). 서유럽에서
사회복지지출의 반 이상이 생애소득 재분배라는 “돼지저금통” 기능이었다는 사
실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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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گআϼ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또한 과학기술혁명과 함께, 전후 유럽은 교육혁명을 겪
었다. 1913년 15세에서 64세 사이 개인 1인당 교육 평균연수는 대부분의 선진
유럽국에서 6~9년 정도였다. 1950년까지 이 수치는 8~11년으로 올라가 22%에
서 33%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다(Maddison 1995a, p. 37). 1931년 스페인에서
인구의 절반이 아직 문맹이었다. 1940년 포르투갈에서 문맹률은 55%였고, 이는
1960년까지 34%로 감소하였다. 서유럽의 초등교육은 일반적으로 확대되었지
만, 중등교육은 1950년대까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 과학과 이의 직접적인 응용이 높은 명성을 얻었다. 더욱
이, 새로운 기술시대가 시작되고, 전후시기 전체는 놀랄 만한 기술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적 건강제도, 복지국가, 대중관광, 그리
고 “서비스 혁명”이라고 종종 불리는 몇 개의 새로운 현상과 함께 등장했다. 그
런데 이러한 서비스 혁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백만의 새로운 화이트칼라 노
동자가 필요했다. 문자해독과 기초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었다. 1959년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는 헤이그에서 “과
학기술인력의 미래수요 예측기법”이라는 주제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유럽
은 1950년대 말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65%의 해당연령 인구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췄고 32%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유럽의 비율
은 단지 7%와 5%에 불과했다(Papadopoulos 1994, p. 27). 교육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장의 핵심적 투자라는 지위를 획득했고, 전후 25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
에서 교육 지출은 매년 15%씩 증가하였다. 1950~54년에 소득의 2~3%를 교육에
지출하던 선진국들은 20세기 말에 와서는 5~8%를 교육에 지출하게 되었다
(UNESCO 1999, pp. II-508-11).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교육은 고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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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모든 단계가 무상이 되었다. 이로써 전쟁 전에 근본적으로 교육혜택에서
배제되었던 저소득 계층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민주주의가 확대됨으로써 교육에서 성차별이 근절되어,
여성에게도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었다. 남성사회의 유산과 남녀 사이의 “자
연적” 노동 분업이 20세기까지 유럽교육제도에 남아 있었다. 1920년 프랑스에
서는 단지 10%의 학생만이 여성이었고 스웨덴 대학에서 1950년까지 이 비율은
단지 27%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15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절대적인
평등이 달성되어, 3차 교육(고등교육)에서 여성의 비율은 51%가 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1998-99, p. 115). 이렇게 다양하게 연관된 요인의 결
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특권적 특성은 대중교육으로 전환되었다.
교육입법도 또한 교육훈련의 길이를 연장하고 그 수준을 높였다. 비록 의무사
항은 아니었지만, 학령전 교육이 보급되어, 3~5세 사이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등
록되었다. 의무교육 기간도 연장되어, 보통 9~10년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중등교
육과 함께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초 교육을 포함하였다.
1969년 6차 회의로 베르사유에서 만난 유럽 교육장관들은 “교육기간은 모든 사
람들에게 11~12년으로 확장되고 교육은 광범위하게 공통적인 교과과정에 근거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Papadopoulos 1994, p. 96). 따라서 적어도 부분적으
로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었고, 더 민주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부 국가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스웨덴(9년 공통학교), 이탈리아(scuola
media), 프랑스(collèges d'enseignement seconaire)등은 중등학교 저학년 수준
까지 단일한 종합 교과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OECD 보고서가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등학교 수준에서 대중교육의 선별의 특성과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큰 차이는 놀라운 특징이다. 학생들은 조기에 분리된
다....”(OECD 1987, p. 72). 제도 교육에 속하지 않고 현대판 길드(guild) 도제제
도만이 따르던 직업훈련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중등교육의 일부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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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은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대중교육이 되었다. 등록이
크게 증가하여 1960년 이후 20년 만에 동일연령대의 3분의 2가 속하게 되었다.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그 세대의 80~90%의 청소년들
이 중등교육기관에 등록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4분의 3의 해당 연령대가 중등교육을 받게 되었다. 전체
인구에서 상위 중등교육을 마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세기 말에
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에서 25세에서 29세 연령대의 평균 70%가 상위중등교
육을 이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1998-99, p. 120). 대중에 대한 고등교
육 기회의 문이 열렸다.
벨기에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놀라운 교육혁명의 예를 보여준다. 1980년대에는
3세 아동의 90%, 4세 아동의 97%, 그리고 5세 아동의 100%가 학령전 교육
(pre-schools)을 받았다. 1983년 6월 4일,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의 의무교육에
관한 법이 도입되었다. 학생-교사의 비율은 20 대 1이었다(European Commission
1987).

이와 함께, 고등교육이 서남부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18에서 24세 연령대의 5
분의 1에서 4분의 1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일부 국가에서, 이 비율은 연령대의 3
분의 1에 근접하거나(영국), 이를 넘어서기도(스웨덴) 하였다(OECD 1987, p.
82). 1990년대 후반 동안 서유럽에서 “총 노동력의 약 4분의 1”이 소위 고등교육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40% 이상이 대학교육자였다(Commission
2000,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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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경제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 복지국가는 현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선진 해외국가들, 일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을
특징짓는, 전후 세계적 번영의 “황금기”(Golden Age)에 일어났다. 놀랄 만큼 빠
른 전후복구 뒤에 서유럽은 유일무이한 자본형성을 경험하였다. 선진 유럽국가
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총 저축률은 GDP의 12~14% 정도였다. 그
러나 2차 대전 후 대중적인 사회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껑충 뛰었다. 프
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서 1950년에서 1973년 사이의 저축률은
GDP의 25%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였고, 20세기 말까지 결코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저축률을 기반으로, 총고정국내
투자도 GDP의 20%에서 25% 사이를 보였다(Maddison 1995b, pp. 185-6). 독일
과 프랑스에서 비거주 총고정자본량(즉, 주택과 다른 소비투자를 제외한 자본
량)은 20세기 후반기 동안 7배 이상 증가하였다. 1950년 당시 프랑스, 독일, 영
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자본량은 미국의 40%에 불과하였다. 1991년 그 나라들
의 자본량 합계는, 미국 자본량이 거의 4배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미국 수준보다
8% 더 많았다. 유럽 기계/장비 총량은 13배 증가하였으며, 기계의 평균연수는
1991년에 6~7년으로 떨어졌다(Maddison 1995b, pp. 144-9, 154-5).
따라서 20세기 후반 유럽의 자본형성과 투자는 가장 현대화된 전후 기술과 새
로운 경제부문을 도입하면서 그 이전에 비해서 몇 배 증가한 셈이다. 트랜지스
터, 핵융합, 그리고 컴퓨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과 통신혁명이 이 시기 신기
술의 내용이었다. 이 발명품들은 대부분 국제적인 과학적 성취였으나 실현은 주
로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술적 전파는 전후 유럽에서도 광범위한 적용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수입국들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산출과 서
비스가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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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와 같이 유럽에서도, 대량살상무기, 원자 및 수소폭탄을 생산하는 하
나의 전쟁 산업으로 나타난 핵시대의 시작이 이 새로운 흐름의 상징이었다. 전
후 몇십 년 만에 소련, 영국,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되었다. 1950년대 핵프로그램
을 시작한 영국은 첫 번째 핵폭탄을 1957년에 실험하였다. 거대한 발전소를 건
설하고자 하였던 프랑스도 핵프로그램을 출범시켜 1968년에 실험을 하였다. 이
러는 동안 프랑스는 또한 로마조약의 일부로서 유라텀(Euratum) 조약을 주창하
였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1959년에 그들의 국가핵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Urwin 1995, p. 77).
그러나 이 새로운 에너지원은 평화적으로 적용되어, 점차 유럽 국가들에게 가
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군사적ㆍ평화적 핵연구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구
분될 수 없다”고 딜리온(DeLeon)은 말했다. 상업적 경수로원자로는 미 해군의
핵잠수함 추진프로그램에서 부분적으로 기원하였다(DeLeon 1979, pp. 11,
101). 영국정부의 1955년 백서는 1965년 말까지 12개의 순수 핵발전소를 건설
하여 영국 총 전기수요의 4분의 1을 조달할 계획을 밝혔다. 영국은 1956년 10월
콜더 홀(Calder Hall)에 첫 번째 대규모 상업적 핵발전소를 가동하였다. 그 뒤에
덤프리셔(Dumfrieshire, 1959년), 글루스터셔(Gloucestershire, 1962년)와 에섹
스(Essex, 1962년), 컴버랜드(Cumberland, 1963년),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
에는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프랑스의 1951년 1차 5개년 계
획은 야심찬 핵발전소 계획을 갖고 있었다. 펠릭스 겔라르(Felix Gaillard) 핵에
너지 장관은 의회답변을 통해서, “만약 프랑스가 [원자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프랑스는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후진국가들처럼 무력하게 보일 것이다....”
프랑스는 1946년 샤티옹(Châtillon) 연구센터를 열었고, 첫 번째 핵전력발전소
를 1956년 바뇰쉬세즈(Bagnols-sur-Céze)에 건설하였으며, 그 뒤에 수많은 핵발
전소를 건설하였다. 독일은 1956년 핵에너지부를 만들고 1962년에 바바리아 주
의 카알(Kahl)에 첫 번째 원자로를 가동하였다(DeLeon 1979, pp. 11, 101-3,
107, 129-30, 136-8, 154). 핵발전 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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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유럽을 특징짓는다. 그 뒤 핵프로그램은 주춤하였다. 유럽연합의 15개 회
원국에서 핵에너지 발전은 1980년대 말 전체 에너지 산출의 4분의 1에 달하였
고, 세기말까지 28%를 대표하였다. 일부 국가에서 핵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에너
지원이 되었다(그림 5-1 참고). 프랑스에서 1차 에너지 생산의 78%가 핵에너지
이며, 스웨덴에서는 60%, 스페인이 44%, 독일과 핀란드는 27-28%, 그리고 영국
은 비중이 10%에 달했다(European Commission 1998-99,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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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 또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이전의 주요 부문은 쇠락하거나,
새롭게 거듭났고, 놀라운 구조변화가 일어났으며, 탈공업화 시대에서 새롭게 주
도하는 부문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나라들의 지위를 강화시켰
다. 따라서 유럽경제의 현대화는 극적인 구조변화를 이끌었으며, 낮은 생산성
부문에서 높은 생산성 분야로 노동과 투자가 영원히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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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개선이 구조변화를 촉진하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광범위한 자동
차도로의 건설이었다. 자동차 교통이 보급됨으로써 기존의 도로는 쓸모없게 되
었다. 새롭게 등장한 빠른 자동차가 다니려면 아우토반(Autobahn)이 제공하는
빠른 도로가 필요했다. 처음에 이런 새로운 도로의 건설은 전쟁 준비로 연결되
었으며, 전전 아우토반과 아우토스트라다(Autostrada)는 독일과 이탈리아에만
건설되었다. 심지어 1970년에도 서유럽 고속도로의 절반 이상이 이 두 나라에 있
었다. 진정한 유럽고속도로의 시대는 1950년 제네바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선언은 7만 5,000km에 달하는 국가간 연계 유럽고속도로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었
다. 스위스가 1960년대 고속도로 체계를 건설하는 동안, 이탈리아는 1950년대와
60년대 키아소(Chiasso)에서 레지오 칼라브리아(Reggio Calabria)까지 태양의
고속도로(Autostrada del Sole)를 건설하였다. 국제적인 유럽도로망인 “E-routes”
는 유럽대륙의 모든 국가들을 연결하였다. 1965년 도로 연장은 4만 6,000km에 달
했고, 1975년까지 6만 4,000km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18개 서방국가의 고속도로
중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Basic Statistics 1977, p. 112).
빠르게 발전하는 항공교통망도 매우 인상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민간항공
은 스위스항공(Swissair)과 에어프랑스(Air France)가 1945년 9월과 10월에 각각
운행을 재개하면서, 전후 유럽에서 대중교통의 주요한 형태가 되었다. 1946년
여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협력하여 스칸디나비아항공(SAS: Scandinavian
Airlines System)을 출범시켰다. 더 빠르고 더 큰 비행기가 생산되었으며, 정기
항공편이 모든 대륙의 수도들을 연결하였다. 1950년 국적항공사들은 전전보다
700배나 많은 탑승객 km(passenger kilometer)를 기록하였다. 정기 화물편도
또한 운행을 시작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등장한 제트비행기는 전후 항공산업을 변모시켰다. 영
국은 1953년 드 하빌랜드 코메트(De Havilland Comet)사의 시작으로 상업적 제
트항공편을 도입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SE-210 Caravelle가 운행을 시작하였
다. 1960년대에는 점보제트기와 초음속비행기가 도입되었다. 보잉 747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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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70년에 거의 500명의 탑승객을 태운 첫 번째 상업비행에 성공하였다
(Taylor and Mondey 1983, p. 225).
유럽 국가들은 항공산업에서 많은 협력을 이뤄냈다. 프랑스와 독일은 1969년
협정을 맺어 에어버스(Airbus) 계획을 실현시켰다. 새로운 비행기가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으며, 1980년대부터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
였다. 프랑스와 영국 간 협력의 결과 콩코드(Concorde)가 만들어져 1969년에
첫 비행을 하였고 1976년부터 상업적 운행을 시작하였다(Béteille 1995, pp. 2,
7-10). 항공교통은 20세기 후반기에 가장 빨리 발전하는 교통 분야가 되었다
(Basic Statistics 1961, p. 77). 1980년대 말까지 1950년과 비교해서 600배 더 많
은 탑승객 km와 1,200배 더 많은 화물량을 기록하였다.
서유럽 경제는 극적인 구조변화를 겪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구조변화는
농업인구의 “소멸”이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을 보면, 1950년 20~25%에 달
했던 농업인구가 1970년대에는 거의 10%로 줄어들었다. 프랑스에서 1946년에
는 36%가 농업에 종사했으나 1975년에는 10%로 줄었다. 10~20년 뒤에는 프랑
스 농민의 비율이 2~3%로 더 줄었다. 이것은 농업의 “공업화”의 결과였다. 기계
화가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1950년과 57년 사이, 유럽이사회의 모든 지
역에서 트랙터의 수가 4배 증가하였다(Council of Europe 1959, p. 208). 1970
년대와 80년대, 감자, 사탕무, 포도 그리고 과실의 파종, 제초, 수확 등 사실상 모
든 부문의 농업생산에서 기계화가 도입되었다. 농업 산업화의 또 다른 두 번째
주요 요소인 인공비료와 다른 화학제재의 사용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시작되
었지만, 처음 5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그 발전이 느렸었다. 2차 대전 후 비료의
사용이 크게 늘어 1960년대 중반까지 유럽공동체에서 헥타르당 170㎏을 사용하
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헥타르당 270-300㎏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료
사용은 매우 생산적인 농업경제를 구축하였던 네덜란드 등이 주도하였는데 이 나
라들에서 비료 사용량은 헥타르당 400~500㎏에 달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출은 폭발적으로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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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세기 후반기 서유럽은 매년 2.5%씩, 지중해 국가들은 약 3%씩 늘어났다.
영국은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 농업부문의 고용이 1950년에서 8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하는 동안 농업생산은 두 배가 되었다. 광범위하게 도입
된 기계화와 자본투자로 노동생산성은 매년 4~5% 늘어났다. 식품 수입액은
GNP의 9%에서 4%로 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중반 국내에서 소비되
는 고기의 4분의 3, 밀과 치즈의 3분의 2를 공급하였다(Pollard 1983).
독일에서도 1949년에서 1975년 사이에 농업고용인구가 59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감소하여 1975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단지 7%만이 농업인구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 농업의 산업화는 농업분야 노동생산성을 8.5배 증가시켰다.
1946~50년과 1966~70년을 비교하면, 전후 스웨덴에서는 농업고용인구는 거의
60%나 감소하였으며, 덴마크에서도 40%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기술현대화
로 농업노동생산성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산출이 크게 증가
하여 서유럽이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지만 국민총생
산에서 농산물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1970~74년, 서유럽에서 농산물 산출
의 비중은 3~10%를 오르내렸고 그중에서도 독일과 영국이 가장 낮았다. 프랑스
에서도 총부가가치 중 농업의 기여도는 12%에서 7%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통적
인 미국 농업수출과 함께 이러한 발전은 전세계적인 농산물 과잉생산을 일으켰
고 이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공업부문의 노동력 비중은 1970년대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산업 구조조정은 공업부문을 회생시켰다. 전후 4반세기 동안, 전통적인 주
요산업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몰락한 반면, 신기술의 적용으로 새로운 분야는 놀
라운 성장을 하였다. 1960년대와 70년대 영국에서는 석탄, 철 및 비철금속의 산
출은 50% 줄어들었고, 섬유도 20% 정도 감소하였다. 1949~51년에 영국은 여전
히 세계 최대의 선박수출국이었고, 전 세계 선박의 38%를 건조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선박 수출량은 63% 감소하였고 단지 전 세계 건조량
의 4%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영국은 8번째 선박건조 국가로 내려앉았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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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서 65년 사이 자동차 생산량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영국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1980년까지 거의 40%의 국내 소비는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화학생산은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전기공학은 거의 50%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크게 변화하였다. 1946년 모네계획(Monnet
Plan)도 이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는 1950년에서 70년 사
이에 250% 증가하였으나 석탄의 비중은 74%에서 17%로 줄어들었다. 대신에 석
유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1950년에서 68년 사이에 18%에서 51%로 늘어났다. 그
리고 나서 1955년 야심찬 핵발전계획이 발표된 후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동차 산업도 또한 성공적이었다. 국내시장은 크게 증가하였다.
자동차 수출도 또한 생산의 26%에서 44%로 늘어났다. “대규모의 동적인 산
업.....은 프랑스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빠른 국제
화가 시작되었다(Caron 1979, pp. 206-29).
벨기에에서 경제의 대외개방은 전통적인 기간산업의 몰락과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석탄산업은 1960년대 거의 3,000만 톤에서 1,300만 톤으로 감
소하였다. 섬유산업에서 일자리 수는 1948년에서 68년 사이에 3분의 2가 감소
하였다. 대외무역은 로마조약(1957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6%씩 성장하였고
벨기에 수출품이 이웃나라에 흘러넘쳤다.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수출은 두 배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플랑드르지방에 크게 투자하였고 그들은 화학,
고무, 석유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화
학산업과 전기산업의 산출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스칸디나비아 산업에서 구조변화도 매우 극적이었다.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전통적 수출재인 목재, 펄프, 종이, 그리고 철광석은 1947~50년에 여전히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7~70년에 그 수출비중은 27%로 감소하였
다. 이러는 동안 대부분의 신공학제품의 수출은 27%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노
르웨이에서 어류, 목재, 나무 같은 전통적인 주요품목은 1946년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0년까지 그 비율은 15%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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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출은 11%에서 17%로 증가하였다. 덴마크에서도 1946~49년에 71%의
수출품이 농산품과 가공식품이었으나, 1967~70년에 그 비중은 30%로 떨어졌
다. 실로 70%의 덴마크 수출품목은 공산품이었다.
그러나 전후 서유럽 번영의 진정한 엔진은 독일이었다. 강한 국내시장과 유럽
공동체로의 통합을 기반으로 독일의 경제성장도 또한 인상적인 구조변화에 의
존하였다. 대다수의 노동력은 공업으로 이동하여 산업노동자의 수가 1950년에
서 1965년 사이에 870만 명에서 1,3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이 시작되면서 산업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에는 1,160만 명에
이르렀다. 서비스 부문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고용이 분야별 변화의 주요한 특징
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의 전통적으로 강하고 현대화된 산업의 끊임없는 구조변
화로 이전의 주도적 분야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신기술 분야가 등장하였다.
즉, 철강, 섬유, 의복, 식품, 목재산업은 다 합쳐서 42%에서 32%로 감소하였다.
광업은 일자리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반면 산업기계, 도로자동차 산업과 더
불어 화학, 전기, 정밀공학 산업과 같이 새롭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연구중심 분
야는 부가가치가 26%에서 42%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가장 놀라운 구조변화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었다. 이 부문의 고용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반 또는 3분의 2에 이르러 “서비스 혁
명”이라고 종종 불렸다(제6장 참고). 서비스 부문은 영국에서 예외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금융, 보험, 사업, 전문직 그리고 과학 서비스는 1950년에 비해
1970년에 두 배를 고용했고,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 GDP 중 서비스의 비중
은 35%에서 50%로 늘어났다. 프랑스의 서비스 부문 고용은 같은 기간 동안 33%
에서 51%로 증가하였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GDP 대비 서비스의 기여도는
각각 50%에서 58%, 47%에서 53%로 증가하였다(Krantz 1987, pp. 250, 254,
257, 266, 271, 274).
노동생산성의 혁명적인 증가는 몇 가지 요인의 결과였다. 크게 증가한 투자,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더 유연한 노동력, 20세기 후반기 기술과 경영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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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 변화, 노동력을 낮은 생산성 부문에서 높은 생산성 부문으로 이동하게 만
든 구조적 현대화, 새로운 국가, 유럽, 그리고 국제적 제도의 구축 등이 그것이
다.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유럽의 네 나라를 포
함하여 전 세계 선진 6개국에서 노동과 자본 생산성은 1913년과 1950년 사이에
각각 1.74%와 0.46%씩 매년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완만한 생산성 증가는
1950년에서 1973년 사이에 각각 4.84%와 0.73%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에서
노동생산성은 20세기 전반기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매년 거의 2%씩 성장하였
으나, 1950년에서 1973년 사이에 매년 약 6%씩 성장하였으며, 그 뒤에도 평균
5% 성장을 유지하였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산업생산성은 1950년 이전에
는 매년 1~2% 정도만 향상되었으나 그 다음 25년 동안 5~6% 성장하였다. 1950
년에서 1990년대 사이에 보통 노동생산성은 영국에서 3배, 네덜란드에서 4배 이
상,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그리스에서 5배 이상,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
투갈에서 6~7배 증가하였다. 평균적으로 보아 서유럽에서는 노동생산성이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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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6.2배 증가하였다. 1913년 서유럽 노동자 한
사람이 1990년 가치로 시간당 2달러에서 4달러 정도 생산했다면, 1950년에는 3
달러에서 6달러, 그리고 1992년에는 25달러에서 28달러의 GDP를 생산했다. 남
부와 동부 유럽의 통계는 [그림 5-2]에서 볼 수 있다.
기술적 선도자인 미국과 비교하여, 선진 유럽국들의 생산성은 1950년 기준
40~60%에 불과했다. 세기말에 이르러 대다수의 서유럽국가, 특히 프랑스, 독일
과 네덜란드에서 생산성은 미국 수준에 이르렀다(Maddison 1995b, p. 70).
이 모든 놀라운 발전은 사상 유례없는 국내소비의 증가가 원인과 결과로 작용
했다. 1930년대와 40년대 소비의 진공상태는 소비에 대한 “허기” 또는 “정상”보
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했다. 전후 세대들은 오랫동안 일자리, 소득과, 일부 국
가에서 종종 할당으로 배급되었던 소비재의 부족에 시달렸다. 이러한 현상은
1914년 이후,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후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이었
다. 지연되고 억압받은 소비는 전후 빠른 성장의 엔진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주의(consumerism)는 향상되는 소득수준이 결정하였다. 1960년대와 70
년대 10개 유럽선진국의 매년 가구소비는 평균적으로 3% 이상씩 늘어났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후발 선진국들은 5%씩 증가하였다(European
Commission 1971-80, p. 37). 서유럽에서 1970년대 초 민간소비는 매년 4~5%
씩 늘어났다(Economic Survey 1991). 증가하는 소득과 소비가 기초생필품에서
내구재로 이동해 갔다. 간단하게 이미 증명된 엥겔의 법칙이 이러한 소득 증가
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식품과 의복에 소비하는 소득의 비중이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떨어졌다. 스위스가 가장 전형적이다. 1912년 평균적인 노동자 가
구는 소득의 61%를 식품과 의복에 소비하였지만(그림 5-3 참고), 20세기말에 이
르러 이 수치는 12%로 떨어졌다(Statistisches Jahrbuch der Schweiz 1950,
2001). 1950년에 영국, 프랑스, 그리스 국민들은 소득의 43~45%를 식품소비에
사용하였다. 핀란드에서 이 수치는 50%를 넘었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각
각 58%와 60%에 이르렀다(Mueller 1965, pp. 92-3). 1971년까지 10개 선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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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소득의 27%만을 식품에 대한 지출로 쓰고 있었다. 스페인과 포르투
갈은 여전히 34%와 52%를 소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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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1990년대 중반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는 소득의 11~13%만이 식품비로 소비하고 있었고, 15개 유럽선진
국들도 평균적으로 소득의 13~14%를 식품비로 지출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에
서 1950년 의복비 지출은 15~16%에 달했으나, 1996년에는 7% 이하로 떨어졌다
(European Commission 1998-9, p. 164, 174). 50여 년 전 가구 지출의 3분의 2
이상이 식품ㆍ의복비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서 20세기 말에 그 비율이 5분의 1로
감소하였기 때문에(그림 5-4 참고), 증가하는 소득과 소비는 소비구조에서 극적
인 변화를 가져왔고, 내구재와 사치재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도록 이
끌었다. 전후 독일의 시사적 용어는 엥겔의 법칙의 정수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비의 첫 번째 물결이 식탐의 물결(Fresswelle)과 의복의 물결(Kleidungsw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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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뒤따라 온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여행의 물결(Reisewelle)이라고 불렸다.
서유럽 복지국가는 2차 대전 후 소비자 사회가 되었으며,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4반세기를 특징짓는 미증유의 수요견인 확장경제를 창출
해냈다. 몇 가지 제도적 혁신이 소비주의를 촉진하고 가속화하였다. 현대적 금
융조달 기법도 그 중의 하나였다. 사람들은 은행계좌를 열었다. 개인계좌의 수
는 1960년대 전반기 5년 동안 벨기에에서 130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두 배가
되었다. 개인대출, 모기지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의 도입도 소비에 불을 당겼다.

ŔρşߣԦज़ु ֩ु·҄ۆˣ قʂॢ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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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중유통 체계도 소비를 강력히 지원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슈퍼마켓,
단가 스토어(unit price store), 쇼핑 몰, 다양한 대중시장체인점, 소비자 협동조
합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러한 현대적 상점은 2차 대전이전에는 드물었다. 비
록 현대적 유통의 최초의 혁신으로서, 우아하게 지어진 백화점인 “소비의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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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cathedrals of consumption)(Crossick and Jaumain 1999)이 20세기 이전에 이미
소매유통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백화점들의 역할
은 제한적이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작고 독립적인 상점들이 연 매출액의 압도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전 유럽을 석권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기에 와서 미
국형 대중유통 체계가 나타나고 보급되었다. 유럽에서 영업 중인 자영상점의 수
는 1950년 1,200개에서 1960년대 초반에는 4만 5,500개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 자영 상점의 수는 1951년 39개에서 1965년에 5만 3,000개로 늘어났다.

1970년대 초까지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와 스칸디나비아제국을 포함하는 작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도.... 국내에 대중적인 시장, 슈퍼마켓, 체인점과
현대 상업의 다른 많은 기술 및 제도를 갖게 되었다(De Grazia 1998, pp. 59, 74, 79).

소비주의의 최초 현상 중의 하나는 (전쟁) 복구 시대에 이은 엄청난 주택 붐
이었다. 프랑스에서 주택부문은 놀라운 확장을 경험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총투자의 26~27%가 주택부문에 투자되었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실내 욕실과 화장실을 갖춘 안락하고 현대적인 주택은 모든 주택의 4분의 1에
불과하였다. 10년을 지나 이 수치는 거의 3분의 2로 늘어났다. 1950년대 초반
프랑스 가구의 21%만이 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72년에는 100가구 중 60가
구가 차를 갖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여전히 드물어
100가구 중 단지 8가구에 불과했으며, TV는 100가구 중 단 1가구만 보유하고 있
었으나, 1972년까지 60~80%의 가구가 이 모든 가전을 갖게 되었다. 1950년에서
73년 사이에 가족 구성원, 가정용품, 건강,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이 전
체 가정의 예산 중 23%에서 44%로 증가하는 동안, 식품에 대한 지출은 절반에
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사반세기 동안 가정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Caron 1979, pp. 211, 214-5). 1950년, 이탈리
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단지 절반의 주택에서만 수도와 실내화장실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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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이 욕실이 있었다. 100명의 거주자 중 전화기를 가진 자는 세 명, TV는 8명
에 미치지 못했고, 차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 꼴도 되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 전
화와 차의 숫자는 각각 70배와 40배 증가하였다(Zamagni 1993, pp. 324, 376).
전후 영국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125만 채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추정되었다.
비록 1951년까지 그 정도의 주택이 지어졌지만, 결혼한 가구의 숫자가 매우 빨
리 증가하여, 1951년에 주택 부족량은 다시 100만에서 200만 채 정도로 추정되
었다(Pollard 1983, pp. 269-70). 독일의 주택 사정은 1949년과 1960년대 중반
사이에 750만 채가 건설되어 2,200만 명이 새집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
러난다(Weimer 1998, p. 144). 스칸디나비아제국도 1950년대와 60년대에 “주택
건설의 광범위한 가속화”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건설허가에 관한 수
량제한의 철폐, 신용정책에서 특혜조치, 과세소득에서 이자지불에 대한 완전감
면의 결과였다(Andersen and Åkerholm 1982, pp. 235-6).
폭발적인 소비 증가는 곧 새집의 내부에까지 미쳤다. 주택자동화는 소비와 경
제성장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다. 15개 가장 선진적인 서방국가에서 1인당 에
너지 소비량은 1950년과 1960년대 초반 10년 동안 거의 50% 증가하였다. 2차
대전까지 가전은 사치재에 속했으나,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서유럽 가정의
자동화는 거의 완성되었다. 1970년대 중반, 거의 모든 유럽 가정에 라디오가 있
었다.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가 되었다(UNESCO 1963, 1999). 비록 2차 대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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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V 라이선스의 경우 1955년임; 뒤에 나오는 일부 경우에는 대부분 1956년과
60년 사이임.
자료: Mitchell(1998), pp. 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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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에서 TV 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전쟁 후까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
았고(표 5-2 참고), 1950년대 초 컬러TV가 또한 나타났다(UNESCO 1963, pp.
458-60; 1999, p. IV230-6).
비록 현대적인 내구소비재가 20세기 전반기에 서서히 보급되었지만,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 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신은 점
점 더 빈번해지고 개인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1950년에서 75년 사이에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에서 전통적인 우편 교신이 두 배가 되었지만,
전화는 5배나 증가하여 가장 중요하고 일상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전후 30년
동안 전화는 1,000명당 400세트가 보급되어, 사실상 모든 사람이 서유럽에서 전
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5-5와 그림 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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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에서 열린 1928 “가정과 기술” 쇼가 자동화된 가정을 보여주었을 때, 그
것은 단지 미래의 공상에 불과하였다. 독일 가정의 절반 이상이 당시 전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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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절반의 가구만이 전기다리미를 사용하고 있었다. 세탁기
를 사용한 가정은 1% 미만이었다(Reagin 1998, p. 245). 이러한 상황은 1950년
대 말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55년 독일에서 10가구 중 한 가구만이 냉장고
를 갖고 있었다. 전통적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4분의 3의 독일 주부들이 겨
울에 대비하여 과일과 채소를 병에 담아 두었다(Wildt 1998, p. 307). (당시) 번
영을 구가하던 중립국 스위스도 또한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가구를 유지하고 있
었다.

ŔρϼɾۻজԸ ț

소비의 패턴은 19세기 중엽부터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50년대 대부분의 가정은
아파트에 살았으며, 가사는 가정용 기구 없이 행해졌으며 남성은 자전거나 열차를 타
고 직장에 갔다(Pfister 1998,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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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후 가정에 내구재가 흘러넘쳤다. 1974년까지 서유럽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59%의 벨기에 가정이 차를 갖고, 82%가 냉장고를 갖고 있으며, 88%가
TV를 보고, 62%가 세탁기를 사용하였다(Mommen 1994, pp. 123-4, 148). 문화
비 지출도 증가하였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책을 샀다. 11개 서유럽 국가
에서 서적의 출판은 20세기 후반기에 5배 이상 증가하였다(UNESCO 1999, pp.
IV346-54).
20세기 초반기 동안 도입된 자동차 교통은 유럽에서 여전히 크게 발전하지 못
한 상태였다. 전쟁 전, 그리고 전쟁 직후 자동차는 비싼 사치재였다. 가장 작은
피아트(Fiat)도 노동자 평균 연봉의 2배 내지 2.5배였다(Zamagni 1993, p. 314).
1950년에 1,000명당 개인 소유 자동차의 수는 스웨덴이 57대, 영국이 46대, 프랑
스 20대, 독일 18대, 그리고 이탈리아가 7.5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차 대전 후,
특히 1970년대에 서유럽에서 증가하는 소비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상징은 자동
차의 놀라운 증가였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몇 개의 비싸지 않은 모델
이 차의 구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수십 년 동안 근본적인 외형의 변화가 없었던
독일의 폴크스바겐 비틀(Volkswagen Beetle), 프랑스의 시트 듀체보(Citröen
Deux Chevaux)와 영국의 모리스 마이너(Morris Minor)는 이러한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뛰어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 작은 나라에서조차도 자동차는
서유럽 가정의 표준적이고 부가분의 특징이 되었다. 더욱이 30년도 되지 않아서
자동차 시장은 사실상 포화상태가 되었다.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세 사람이 있
다고 할 때, 1970년대 말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였다(그림 5-7 참고).
9개 선진서유럽 국가에서 1,000명당 개인차의 수는 독일에서 318대로 거의 20
배 증가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 40배 증가하였다(Fischer 1978, p. 143; Mueller
1965, p. 211; Basic Statistics 1977, p. 164).
자동차의 보급과 현대적인 고속도로 및 도로망의 증가로 생활양식과 여가 습
관이 크게 변하였다. 유럽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서진국과 비교
해서 더 짧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휴가를 누리는 뚜렷한 추세가 나타났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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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늘어났으며, 일본에서 휴가로 사용된 평균일수는 단지 2
일에 불과했다. 20세기 전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 유럽은 여가로 달려가
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동성이 생겼고 관광은 대중적인 현상이 되었다
(Transport 1998, pp. 141, 144). 1954년 73%의 독일 관광객은 기차와 버스를 사
용하였다. 도로는 다시 활기를 띄었고, 기차여행은 크게 증가하였다. 193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기차로 여행한 킬로미터 명(person-kilometers)수는 벨기에에서
57억에서 87억으로, 스위스에서 33억에서 89억으로, 이탈리아에서 90억에서
309억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5년까지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60% 이상의 독일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12%가 비행기를 이용하
였다. 1965년 유럽인들은 9,790억 킬로미터 명이 자동차로 여행하였지만, 1975
년에는 두 배 이상이 되어 1조 9,860억 킬로미터 명이 되었다. 유럽 내, 그리고
대륙간 항공여행도 점차 증가하여 보편화되었다. 1951년에 20만 명의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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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비행기로 여행하였지만 30년 뒤에 이 숫자는 거의 1,800만 명이 되었다.
거대한 (항공여행) 산업과 여행사의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전세항공(Charter
flight)이 출현하여, 1950년에 첫 번째 지중해 전세기가 코르시카로 날아갔고, 스
위스 쿠오니 여행사는 1950년대 초 아프리카행 전세비행여행을 만들었다. 1960
년대 중반까지 전세기는 방콕과 다른 아시아 기착지로 갔으며, 1970년대 이 여
행사는 전 세계에 걸친 지사망을 설립하였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해외에서 휴가를 보냈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였던 스페인은 관광업
의 폭발을 경험하였다. 즉, 15년 동안 관광객의 숫자가 8배 이상 증가하였고, 관
광산업으로 인한 소득은 20배 증가하였다(Harrison 1985, pp. 154-5).

이러한 추세는 20세기의 마지막 3분기에도 계속되었다. 전통적인 관광지 중 하나
인 스위스의 관광객 침대 수는 20세기 마지막 3분기에도 40% 이상 증가하였다
(Statistisches Jahrbuch der Schweiz 2001, p. 433).

1954년에는 독일인의 4분의 1이 적어도 일주일의 휴가 여행을 떠났고 그 중
85%가 국내 여행을 했지만, 1975년에는 56%의 독일인이 휴가를 갔으며, 그 중
에서 반 이상이 해외로 나갔다. 게다가 1~2주일의 휴가 대신에 대다수가 적어도
2주에서 3주 동안 휴가를 즐겨, 관광 챔피언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하였다.
대중적인 해외여행은 소비의 새로운 유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호 중의 하나
였다. 1950년에는 2,500만의 관광객이 있었으나, 이 수치는 매년 10% 이상 증가
하여 1970년에는 1억 6,000만 명이 되었다. 전 세계 관광객의 거의 4분의 3이 유
럽을 방문하여 유럽은 세계 관광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관광객의 대부분은
유럽인이었다(Williams and Shaw 1998, pp. 19-20, 79, 107).
유럽에서의 깜짝 놀랄 만한 소비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는 수출 기회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커져가는 수출시장을 만들어냈다. 1957년 이후 유럽공동체의 창
설이 추구한 전후 유럽경제통합과정은 하나의 거대하고 점차 확대되는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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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시장을 창출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서로를 의지하고 회원 국가들
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출 붐을 발전시켰다. 1938년 유럽 국
가들 수출의 64%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던 반면, 유럽시장으로
수입된 53%가 유럽산이었다. 1970~72년에는 72~75%, 약 4분의 3의 유럽산 수
출입 제품이 다른 유럽 국가로 향하게 되었다.
1870년과 1913년 사이, 유럽자본주의가 가장 역동적이었던 시기에 선진 서유
럽 국가에서 수출된 상품의 가치는,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4배가 증가하였
다. 그러나 1913년에서 1950년 사이에는 수출이 정체되었고 심지어는 4% 감소
하였다. 전후 1973년까지 유럽의 수출은 1950년보다 거의 6.5배(20년을 더 포함
하면 거의 14배) 증가하였다. 1950년 상품수출은 서유럽 총 GDP의 9.4%를 차
지했으나, 1973년에 와서 이 수치는 21%로 늘어났다(Maddison 1995a, pp. 38,
236). 1950년에는 독일 제조업 제품의 8% 정도만이 수출되었으나, 1974년에는
거의 4분의 1의 상품이 수출되었다(Brenner 1998,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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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서유럽 무역은 현대사에서 어떤 다른 시기보다도 더 빨리 팽창하였다.
1973년까지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10~15배
더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였다(표 5-3 참고).
근대 전통적인 교역관계는 산업국과 원료 및 식량생산국을 연결하였다. 공산
품과 비가공 품목의 교환이 핵심공업국과 주변 저개발국 및 식민지 간 교역의
주요 특징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유럽내 교역, 즉 고도로 발달된 산업국간
의 교역이 새로운 특징으로 발달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로부터 유럽의 수입은 1938년 총 수입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였지만,
1970년에는 18%로 떨어졌다.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간 공산품의 교환이 전후 서
유럽 국가간 교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2차 대전 이전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은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제품을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에 팔았으나 1972
년 이 수치는 17%로 떨어졌다. 점점 더 산업화된 제품이 국가들 간의 협력 속에
서 만들어졌다. 거대 기업들은 몇 개의 나라에 지사를 두었다. 그들은 한 나라의
특정 공장에서 부품을 배달하여 생산하고, 다른 나라의 조립라인에서 최종재를
만들었다. 따라서 전후 경제발전은 기술, 자본 축적, 구조변화, 국내소비와 수출
의 조합에 의해 주도된 성장이었다.
결과적으로 1950년에서 1973년 사이 유럽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
다(그림 5-8 참고).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는 1913년에서 1950년 사이에 유럽
이 성장한 것보다 3~4배 더 빨리 성장하였다. 벨기에의 연평균 성장률은 5배 더
높았으며, 스칸디나비아제국과 스위스는 경제성장률이 거의 50% 더 높았다. 결
론적으로 서유럽은 25년 만에 1인당 GDP를 거의 250% 더 증가시켰다. 일부 빨
리 성장하는 나라들은 소득을 3배 늘렸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했
으나, 그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률과 비슷했다.
서방 서진국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요소 중의 하나는 그전에 저
개발 상태에 있던 지중해 및 북구 나라들의 빠른 성장과 추격 과정이었다. 그들
은 저개발에서 오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 예컨대 사회적 양극화와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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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와, 또 심지어는 2차 대전 이후에도
일정 정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즉,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프랑코의 스페인, 살라
자르의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의 군벌은 제대로 된(comme il faut) 민주적인 서
방국가(democratic West)가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 중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과 서방 연합국은 원칙을 저버리고 실용적인 힘의 정치를 따랐다. 1947년의 트루
먼 독트린은 지중해 지역의 억압적인 군사 정권에 대한 서방의 정치적 전략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수용과 지원의 정책이 쉽게 채택되
었다. 독일과는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강한 저항운동과 쿠데타가 파시스트 정부
를 무너뜨렸다. 반(反)파시스트 동맹이 정권을 잡은 이탈리아는 1943년 연합국
에 참여하였다.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뒤따랐다. 농업 고용은 전쟁 직후
23%에서 전후 발전과정 중 5%로 급락하였다. 1950년 GDP의 11%에 불과하였
던 외국과의 교역량은 1973년에는 거의 20%로 뛰어 올랐다. 세계 수출에서 이
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만에 2.2%에서 4.6%로 2배 이상이 되었다.
1938년에서 1963년 사이에 다른 서방국가로 가는 제조업 제품의 수출량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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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총수출의 60%에서 90%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경험하였다. 12개 서유럽 국가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4.7%인 반
면, 이탈리아는 매년 5.8%의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서유럽이 1950년에서 73년
사이에 평균 3.8%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5% 성장을
달성하였다.
국제적 특화와 경쟁력의 측면에서 이탈리아는 전기공학, 사무·농장·산업기
계, 전기기구와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이고 신기술 집약적인 부문에서 그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 부문들은 모두 중요한 수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수출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섬유, 의류, 신발과 세라믹 산업과 같은 전통적 분야에서 나왔다.
이탈리아는 과학과 규모에 기반을 둔 산업에서의 불리함을, 고도로 특화된 전통
산업에서의 큰 유리함으로 보상받았다. 대부분 소규모이며, 장인 전통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디자인과 패션 산업이 특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
다(Zamagni 1993; Guerrieri and Milana 1990).
이탈리아는 독일과 유사한 경제적 기적을 경험하였다. 1950년에서 73년 사이
에 1인당 GDP는 세 배 이상 증가하여, 서유럽 GDP 수준에 근접하였다. 1950년
서유럽 평균의 67% 수준에서 1973년에는 85% 수준으로 올라섰다(Maddison
1995a, pp. 195, 228).
불안정한 남부유럽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적 재생은 또한 정치적으로 절대적
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냉전의 논리에 따르면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경제가 만들어지고, 공고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서방의 영향력이 강화되어야 한
다. 이것은 때때로 서방에 있어서는 은밀한 목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왜냐하
면, 서방은 독재적 공산주의에 대해 강한 인권을 내세우는 한편, 이 나라들을 다
스리는 무자비한 독재정권, 즉 그리스와 터키의 군벌과 프랑코 및 살라자르의
독재정권과 연대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베리아는 1960년대 서방의 일부가 되었고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포
르투갈의 경우 (유럽으로의) 편입은 매우 억압적인 살라자르 체제에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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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르투갈은 1960년에 영국이 제안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이 되
었다. 그리고 IMF, IBRD(World Bank), GATT, NATO의 회원이 되었다.
프랑코 독재정권의 마지막 15년은 이러한 과정과, 유럽의 번영을 위해 이 과
정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1953년 미국은 프랑코와 협정을 맺어 스페인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였다. 서방은 히틀러의 가까운 동맹이었던 이 독재자를 받아들였
다. 1959년 직접적인 서방의 협력으로 프랑코 정권은 고립과 자족주의를 포기하
였다. IMF, OEEC, 미국정부와 주요 미국은행들과의 협력으로 안정화 계획이 시
행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4억 2,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금융을 안정시키고
단일 환율제도를 확립하며, 무역제한을 철폐하고 외국투자자와 관광산업에 스
페인을 개방하도록 하였다. 세계은행은 1961년 3월 스페인에 대표단을 보내 경
제개발계획을 준비하였다. 다음 해, 스페인은 비록 프랑코 정권이 여전히 정치
적 부랑자라는 이유로 신청이 보류되었지만 심지어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큰 축하행사는 없었지만 유럽공동체는
1970년 7월 매우 좋은 조건으로 스페인과 특혜상업협정(Preferential Commercial
Agreement)을 맺었다. 유럽관세는 즉시, 60%까지 상당한 정도로 감축되었다.
이것은 스페인 수출산업의 88%가 유럽으로 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
한 것이었다. 목표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구현하여 스페인 수출품에 대한 모든
수량제한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농산물조차도 25~100%의 관세가 감
축되었다. 이제 유럽공동체의 “외부”(external) 회원인 스페인은 1977년까지 유
럽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감축한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양허 조항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서방의 해외투자가 스페인에 쏟아져 들어왔다. 1959년과
1973년 사이에 서방으로부터의 투자는 27배 증가하였다. 1960년대 해외자본은
스페인 산업투자의 20%를 담당했고 스페인의 자본형성을 10% 증가시켰다. 거
의 3분의 1의 투자가 미국으로부터 왔다. 서방 관광산업이 시작되었고 관광객
수는 1959년 400만 명에서 1973년에는 거의 3,500만 명이 되었다. 같은 기간 동
안 스페인의 관광수익은 1억 2,600만 달러에서 3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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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60년대 스페인의 경제적 기적이 일어났다. 수출은 14배, 수입은 13배
증가했고 스페인은 산업국가가 되었다.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 1959년 42%에서
1973년 25%로 되었으며 1973년 농산물은 스페인 GDP의 단지 11%만을 담당하
고 있었다(Harrison 1985, pp. 144-62). 경제성장은 연평균 5.8%에 달했고 어떤
때에는 10~11%까지 올라갔다.
다른 지중해 국가들도 유사하였다. 그리스도 매년 6.2% 성장하였고 포르투갈
도 5.7% 성장하였는데, 둘 다 서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추격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빠른 산업화가 일어났고 농업인구가
40~50%에서 8~10%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산업노동력은 25~30%서 거의
40%로 크게 증가했으며, 서비스 부문의 고용도 25~30%에서 50%로 늘어났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7% 사이로 이탈리아가 서방
국가들과 가장 유사하고 그리스가 가장 멀리 있었다.
역사적 상황으로 유럽 서쪽 절반의 수많은 국가들은 2차 대전까지 번영하는
핵심지역에 끼지 못하였다. 그들 중에 핀란드와 아일랜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 핀란드는 18세기까지 스웨덴의 변방지역으로 발전해왔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까지 러시아제국의 변방지역이 되었다. 독립한 핀란드는 20세
기 전반기에 폭풍우와도 같은 정치적 역사를 경험하였다. 어려운 역경의 시기에
일어났던 시민전쟁과 러시아와의 전쟁은 경제적 진보로 가는 데 장애가 되었다.
1950년 핀란드의 평균 소득은 덴마크와 스웨덴 소득수준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전후 몇십 년 동안 핀란드는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있었다. 한편으로 핀
란드는 소련에 의해 핀란드화(Finlandize)되었다. 이는 소련에 복종하고 그 외교
정책을 소련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을 지불하고서
핀란드는 소비에트 블록의 일종의 외부 회원이 되었고 거대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소련 시장의 온갖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2차 대전과 1970년 사이, 핀
란드 수출품의 13~17%, 거의 모든 가공 공업재가 소련시장에서 팔렸고, 수입의
12~16%, 대부분 싼 에너지와 천연자원이 소련에서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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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전쟁배상금 지불로 인해 전후 소련과의 교역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중에
72%는 공학제품이었다. 이 부문이 순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7년에
서 1954년 사이에 19%에서 31%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준중립국인 핀
란드는 노르딕 국가군에 속해 있었다. 핀란드는 유럽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하고
선진적인 서방국가들과 광범위한 대외교역을 행하고 있었다. 핀란드 수출의 4
분의 1 정도와 수입의 25~30%가 서방국가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스웨덴과 영
국과 교역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은 핀란드 경제에 수많은 기회를 가져다주
었다. 수출이 급증하여 1940~44년에서 1945~50년 사이에 80%가 증가하였고,
1950~54년에서 1955~59년 사이에 또다시 60%가 증가하였다. 또한 1960~64년
에서 1965~69년 사이에도 거의 40%가 증가하였다. 핀란드 농산물은 38% 증가
하였으며 농업 수출국이 되었다. 산업 노동생산성은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업생산은 1946~50년과 1966~70년 사이에 4배 증가하였다.
핀란드 수출 부문의 성장은 스칸디나비아에서 그 전에 형성된 추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51~55년에 목재는 핀란드 수출의 41%를 대표했다.
1966~70년까지 그 비중은 18%로 감소했다. 그러나 핀란드 제지산업의 비중은
여전히 강하여 1950년대 초와 1960년대 말에 각각 43%와 45%를 담당하고 있었
다. 가장 극적인 발전은 엔지니어링과 기타 산업이 담당한 역할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이 부문의 수출 비중은 13%에서 34%로 증가하였다. 낮은 핀란드의 노
동비용으로 인한 스웨덴의 투자도 또한 전후 핀란드의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 현대적인 구조변화는 핀란드의 소득수준을 다른 노르딕 국가들 수준에 가
깝게 끌어올렸다. 1973년까지 핀란드의 1인당 GDP는 노르웨이 수준에 가까워
졌고, 덴마크와 스웨덴 GDP 수준의 80%까지 올라갔다. 같은 해 핀란드는 서유
럽 평균 소득 수준의 88%에 도달함으로써 실제로 선진화된 서방국가군의 일원
이 되었다(Krantz 1987, pp. 281-7; Maddison 1995a, pp. 195, 197, 228).
한편 산업화되지 못하고 궁핍하여 한때 영국의 값싼 노동력의 보고라고 간주
되던 아일랜드는 독립된 공화국으로 경제발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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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아일랜드는 1910년에서 1970년까지 영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유럽국가들보다 더 낮은 소득 성장률을 기록하였다”(Lee 1989,
p. 515). 2차 대전 후 농업은 산업과 광업을 합한 것(17%)보다도 GDP에 더 많은
기여(37%)를 하고 있었다. 1976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16%
로 떨어졌고, 산업과 광업의 비중은 35%로 올라갔다. 그리고 GDP의 절반이 서
비스 부문에서 생산되었다. 이 모든 것은 상당한 구조적 현대화를 나타낸다. 같
은 기간 아일랜드의 투자는 GDP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증가하여 또 다른 중
요한 현대화의 지표가 되었다. 1950년에서 1973년 사이 경제성장은 안정적이고
탄탄하였으며, 매년 3% 이상을 기록하였다(Armengaud et al. 1987, pp. 342,
348-9).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두 배가 되었지만, 이러한 발전은 서유럽의 번
영과 나란히 보조를 맞출 수는 없었다. 사실, 다른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아일
랜드의 지위는 하락하고 있었다. 1950년에서 73년 사이 아일랜드의 상대적 소득
은 서방 평균 소득의 69%에서 57%로 감소하였다. 전후 4반세기 동안, 남유럽ㆍ
북유럽 주변부 지역을 상당 부분 흡수한, 확대되고 번영하는 서유럽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 모든 역사적 성취가 복지국가를 안정되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었는가?
역설적이게도, 부분적으로 그 모든 성공 때문에, 복지국가는 변화하는 세계질서
와 세계화 속에서 20세기 마지막 몇십 년 동안 도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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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마지막 사분기에, 세계경제에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경
향이 나타났다. 유럽 또한 이러한 변화의 주요 참여자가 되었다. 몇몇의 역사학
자들은 세계화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교회(Christian Church)
라는 고대(古代) 형태의 세계화를 생각하기도 한다(Hopkins 2002). 다른 이들에
따르면, 근대 초기에, 심지어는 19세기에 들어서야 세계화가 시작되었다고 한
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세계화는 식민지제국ㆍ철도ㆍ자유방임주의 체제ㆍ
국제금본위제 등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척되었다. 유럽경제의 국제화는 중세 후
기의 원격지 무역과 현금이 필요 없는 지불(支拂)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으며,
범세계적인 무역망은 근대 초기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계화로
이어진 역사적 장기 추세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세계적으로 통합된 상품 및 요소시장으로의 진정한 커다란 도약은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다. 1914년경, 가격이 외국의 원격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기간설비 건
설자금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원되지 않거나 공학.... 그리고 심지어는 경영기술을 외
국에서 수입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이 (이민의 유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을이나
도시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14년과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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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30년 동안 (강력한 후퇴 때문에) 세계경제는 세계화의 성과를 모두 상실하였
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야 그것은 그 성과를 되찾았다....(O'Rourke and
Williamson 1999, p. 2).

오루크(O'Rourke)와 윌리엄슨(Williamson)은 19세기 후반의 ‘제1차 세계화’,
20세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전간기 세계경제의 후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화의 두 번째 물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이론적
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말에 나타난 세계화는 몇 가지의 공
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는 실질적인 연계도 맺고 있다. 무역, 이민,
자본투자, 자회사 설립, 해외생산, 금융거래 등 다양한 국가와 대륙 간 경제적 상
호작용은 모두 그 이전에 존재한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
에 무역과 해외투자의 규모와 가치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20세기의 마지막 사분기에는, 국제 노동분업의 질적 변화와 결합되어
나타난, 이러한 상호작용의 급격한 양적 변화가 세계경제의 전환을 낳았다. 우
리는 실로 역사의 새로운 장(場)이 펼쳐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
전의 국제화 추세는 20세기 말의 현상에 비하면 제한적인 것이었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뒤늦은 시점인 1960년 초에 이르러서야 웹스터 사전에 등장하였으며, 새
로운 특징들의 집합으로 묘사되고 있다.
새로운 특징들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인 무역,
자본투자, 증권투자, 자회사 설립,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업은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무역은 급격히 증가했다. 국제협정들 덕분에 거래가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다자적, 비차별적 성격을 지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전후 무역을 증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0~80년의 어려운 시기에는 보호주의가 다시 나타났다.
부활하고 있는 보호주의에 대항하여 서방의 강대국들은 시장개방을 위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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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1979년에 끝난 도쿄라운드,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6년
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의 이정표인 푼타델에스테 선언(Punta del Este
Declaration)이라는 결실을 맺은 우루과이라운드 예비회담, 그리고 급격한 추가
적인 시장개방 등이 그것이다.
국제무역은 운송비와 통신비의 급격한 감소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런던과 뉴
욕 사이의 3분간 통화료가 1950년 5.3달러에서 1970년경에는 3.2달러, 2000년
경에는 0.9달러로 감소하였다. 승객 1인 1마일 수송원가인 항공여객 마일도
1950년 0.3달러에서 1970년경 0.16달러, 1990년경 0.11달러였다. 통신은 특히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발명을 통한 컴퓨터 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다.
세계 수출은 1950년 0.3조 달러에서 1973년 1.7조 달러, 20세기의 마지막 해
에는 5.8조 달러로 급증하였다. 유럽의 수출 역시 20세기 후반에 20배 정도 급증
하였다. 1950년 총 0.14조 달러에서, 1973년에는 총 0.9조 달러, 그리고 20세기
의 마지막 해에는 2.73조 달러였다. 수출은 유럽의 경제성장에서 점점 더 큰 비
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50년 서유럽의 GDP에서 9% 미만을 차지하던 상품 수
출액이 1973년에는 약 19%로 증가하였고, 세기말에는 약 36%로 크게 증가하였
다. 유럽의 GDP 대비 수출의 비율은 세계 평균의 두 배였다. 이는 세계의 모든
다른 국가나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Maddison
2001, pp. 127, 362).
19세기 후반부터 잘 알려진 해외직접투자(FDI) 역시 비할 바 없이 크게 증가
하였다(그림 6-1 참고). 해외투자는 1980년에 연간 1,070억 달러로 15년 만에 두
배 이상이 되었고, 대외무역의 4배나 더 빨리 성장하였다. 이것은 국내 자본축적
의 6%에 달했고, 1970년의 세 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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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량은 1973년의 1일 150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1일 1.3조 달러에 달
했다(그림 6-2 참고). 이것은 1979년의 10배, 그리고 세계 무역총액의 15배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 현재 20만 명 이상의 외환 딜러가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
다. 1980년 채권과 주식의 국제 거래는 최선진국인 G7 국가 총 GDP의 10%에
달했는데, 15년 후에는 그것이 140%를 차지하게 되었다. 어떤 평가에 따르면,
국제무역 혹은 투자를 뒷받침해주는 외환거래는 전체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으
며, 5분의 4 이상이 투기(投機)이다(Ruppert 2000, p. 79). 그 징후는 통화의 붕
괴와 지역적 위기의 발생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국제적인 은행의 대출도 증가했고, 이는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1964년, 국제은행의 순 대출은 세계 총생산의 0.7%에 불과하였고, 1990년대 초
에는 16%를 넘어섰다. 프랑스 은행과 독일 은행의 해외자산은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각각 16%에서 37%로, 그리고 9%에서 16%로 약 두 배가 되었다
(Helleiner 2000; Perraton et al. 1997; Higgot and Payne 2000). 필립 체르니
(Philip Cerny)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실물경제’라는 개를 점점 더 세차게
흔들어대는 세계금융이라는 꼬리였다”(Cerny 2000,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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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거래량 급증의 이면에는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의 지배적인
주체로 등장하였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두 개 이
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기원은 근대적인 대량생
산 기술의 변화에 대한 자동 적응이라는 19세기 말 미국 기업의 발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챈들러(Alfred Chandler)의 선도연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비용
과 다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안
전하고 원활한 재화의 흐름을 위해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원자재 개발과 생산을
같은 기업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후방”(後方) 통합을 선호하였다. 유통체계
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다양한 신산업에서는 설치ㆍ서비스ㆍ사후수리도 생산자
활동의 일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소매 체인점과 서비스 대리점을 포함한 운송
및 유통망의 “전방”(前方) 통합이 이루어졌다. 근대 산업부문의 기업은 “하나의
기업 안에서” 대량생산을 대량유통과 통합하였다(Chandler 1977, p. 285). 대부
분의 경우 통합은 기존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 진행되었다. 189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에 “합병(合倂) 열풍”(merger mania)이 불었는데, 이를 계기로 기업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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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1917년경 미국 산업생산의 4분의 1이 수직적으로 통합되
고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는 거대기업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성
장은 소유구조의 변화도 초래했다. 가족경영은 더 복잡한 기업과 기업행동을 지
배하기에 부적절하게 되었다. 소유자들은 숙련된 전문가, 기술자, 모든 종류의
경제학자, 광고ㆍ운송전문가 등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중앙집권적인 경영과 단
일한 회계ㆍ통계 시스템이 도입되었다(Chandler 1977, p. 416). 후대(後代) 소
유자들은 기업지배에서 철수했고, 봉급을 받는 관리자들이 이를 인계받았다. 챈
들러는 “세 갈래의 투자”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규모와 범위의 이익
을 누리기 위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둘째는 대량생산에 보조(步調)를 맞추기
위한 마케팅과 유통망에 대한 투자, 그리고 셋째는 확대되고 복잡해진 기업활동
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에 대한 투자이다(Chandller 1990, p. 8).
챈들러는 거대하고 복잡한 다부문ㆍ다기능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극대화, 국
경과 국가에 대한 전후방 통합, 그리고 그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창조로 귀결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이 논리적인 다음 단계의 확장을 대변했으며,
많은 거대기업들이 일찍이 19세기 말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23개의 미국 기업이 영국에 두 개 이상의 공장을 갖고 있었고, 37개 기업이
유럽 전역에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Wilkins 1970, pp. 212-13). 그러나 거대한
국제 네트워크와 기업 제국(帝國)을 이룬 다국적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 이전에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Chandller 1984, 1986).
1970년대 초 다국적기업의 수는 약 7,000개였다. 20세기 말에는 활동 중인 다
국적기업의 수가 4만 4,000개였는데, 이들의 해외 자회사는 약 30만개였고, 고
용 인력은 1,200만 명이었으며,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달하였다. 이들의 세계적 거래규모는 1990년대 중반에 약 7조 달러에 달했고,
세계 무역의 40%(세계 무역의 4분의 1 가량이 동일한 다국적기업들의 지사(支
社)간 거래에 의해 수행되었음)와 공산품의 75%를 차지했다. “오직 일부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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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이 진정으로 세계적이었지만, 500대 기업이 해외총생산의 약 80%를 차지
하고 있다....”(Eden 2000, p. 341). 또한 진정으로 세계적인 100대 다국적기업
이 해외 총자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6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국
적 상품 전체의 약 3분의 1을 판매하고 있다. 세계 100대 기업 중 75개는 독일계ㆍ
일본계ㆍ미국계이고, 그 중 11개가 영국계이며, 이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 중에서
5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 세계적인 경제거래의 양적 발전은 새로운 차
원의 경제 상호작용을 낳았다.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 노동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선진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독일의 경우, 해외직접투
자의 목적지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1961년에는 투자의 46%가 발전도상국이
나 저발전국으로 흘러들어 갔으나, 1990년경에는 투자의 20% 미만이 이 지역으
로 갔다. 발전도상국, 농업국, 원자재 생산지역 등 세계화 이전의 전형적인 투자
목적지가 점차 다른 고도 선진국들로 전환되었다. 1990년 독일 해외직접투자의
2%만이 광업에, 약 40%는 무역업ㆍ은행업ㆍ보험업에,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화학공업ㆍ전기공업ㆍ기계공업ㆍ자동차공업에 흘러들어 갔다. 1961년에는 독
일 투자의 14%만이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로 흘러들어 갔으나, 1990년경에는
그 비율이 37%가 되었다(그림 6-3 참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
하였다. 스웨덴의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선진국에 83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남
미ㆍ아시아ㆍ아프리카의 발전도상국에는 17개를 설립했을 뿐이다(Olsson
1993). 이처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4분의 3 정도가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
1985년과 1987년 사이의 급격한 구조조정 기간 동안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
이탈리아ㆍ네덜란드의 선도적인 화학기업들은 다른 유럽 국가의 소규모 특화생
산 기업 116개와 미국의 126개 기업을 인수하였다(Martinelli 1991, p. 39). 서유
럽 내에서는 국지적(局地的) 무역이 지배적이었다. 1958년에는 국지적 무역의
30%만이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1989년경에는 이 무역이 두 배에 가까운
약 60%로 확대되었다(Busch and Milne 1994,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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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통신 분야 다국적기업인 에릭슨
(Ericsson) 그룹은 노르웨이ㆍ덴마크ㆍ네덜란드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서 1만 3,000
명 이상을 고용했으나, 브라질ㆍ멕시코ㆍ베네수엘라ㆍ아르헨티나ㆍ콜롬비아에
서는 불과 4,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그쳤다(Jones and Schröter 1993, pp.
36, 41, 110, 116). 핀란드 기업인 노키아(Nokia)의 경우 오래된 기업이었지만,
사업윤곽을 바꾸고 휴대폰 산업으로 즉시 뛰어들어 생산과 유통의 세계적인 네
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세계의 지배적인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다국적 화
학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을 점점 더 확대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의 훼히스트와 바이엘이 전체 수출물량의 각각 34%와 37%를 외국에
서 생산하는 동안, 영국의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 PLC)는 수출물량의
22%를 영국 밖에서 생산하였다(Martinelli 1991, pp. 21-2). 세계화된 생산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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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산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리즈 클레어본(Liz Claiborne)의 제품들은 40개국 이
상에서 300개 이상의 독립적인 공급업체들에 의해 생산된다. 이탈리아의 베네
통(Benetton)은 1965년에 단일 소매점으로 설립되어 1990년 말에는 250개의 외
부 공급업체를 활용하고 있고, 60개국에 5,000개의 소매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
체 금융기관과 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은 국제적인 조
직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포드가 만든 “세계적 자동차”인 에스코트(Escort)는 3
대륙의 15개국에서 생산ㆍ조립되고 있다. “오늘날, 매년 생산라인을 거쳐 가는
4,000만 대 가량의 자동차가 단지 10개의 세계적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
다”(Knox and Agnew 1998, pp. 196, 206, 209). 다국적기업은 부품과 상품을
사고팔았다. 산업내 무역이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 완성 공산품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0년과 1985년 사이에 그 비중이 영국
에서는 4%에서 29%로, 프랑스에서는 7%에서 27%로, 독일에서는 4%에서 26%
로, 스웨덴에서는 12%에서 46%로 증가하였다.

ۙڮѓۆܳےԐԜфߕۆ܃Ճćজ

세계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시대를 대변한다. 그것은 대체로 1970년
대 초부터 UCLA 교수인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이 “보수적 혁명”이라고
한 것을 약속하는 일련의 변화를 수반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학, 자유방임적 개인주의, 포스트모던 문화 허무주의의 등장과 함께 진행되었
다. 후자와 연계되어 비합리적인, 반(反)계몽주의 사조(思潮)가 사회과학과 인
문학에서 등장했다. 역사적 추세를 형성하고 진보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역사
와 인간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즉,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정신이 사
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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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세계화된 자유무역과 자본흐름의 통합된 부분이었는가? 한편으로 국
제경제의 상호작용적 성격이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실질적으로 다시 활성화시켰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와 규제를 수반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
었고, 이 환경은 엄격히 경제계에 국한되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현상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인 “시장 근본주의”를 세계화시켰다. 197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계 영국인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미국인
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등 신자유주의 학파 학자들이 자유와 자유
시장 처방을 제안하면서, 규제ㆍ국가개입ㆍ국유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였
다. 그리고 같은 기치 아래, 자유로운 사회에서 치열한 세계경제의 유일한 해결
책으로 제시되어온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공격하였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개인자유ㆍ자유시장ㆍ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는 가격 및 임금 통제정책이 실업을 유발했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더 심한 변동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개입주의
는 “예종(隸從)에의 길”(The Road to Serfdom, Hayek, 1944 - 그의 견해가 분명
하게 드러난 그의 저서의 제목임)이었다. 1960년『자유의 구조 (The Constitution
of Liberty, Hayek 1960)를 출간했을 당시, 그는 고전적 경제자유주의의 마지막
모히칸(Mohican)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케인스가 인기를 잃었을 때, 하
이에크는 또다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이 되었는데, 1974년에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이 그 증거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다시 탄생시킨 또 다른 장본인으로서 자
율적 자유시장의 옹호자였다. 그는 복지국가 정책을 포함하여 규제국가의 확대
를 공격하였고,『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1962)라는 책으로
출간된 그의 1955년 강의 시리즈에서 다양한 정부 기능의 민영화를 권고하였다.
그의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율적 시장은 인간 복지의 최상의 원천이며,
시장은 의료보험, 연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주의는 경쟁을 저해하고 고비용ㆍ저효율을 낳는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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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먼에 따르면, 재정정책 대신에 금융정책이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 그의 처방은 중앙은행이 화폐유통량을 통제하고 실질 생산가치의 성장보
다 완만하게 화폐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화폐가치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
길 요구하였다. 인플레이션ㆍ금융안정ㆍ과세 등에 관한 그의 다양한 저작
(Friedman 1959, 1963, 1969)에서 프리드먼은 “통화주의 반혁명”(1970년에 그가
사용한 표현임)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의 1976년 노벨상 수상은 통화주의의 정
당화라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프리드먼은 인기 있는 저작과 닉슨 대통령의 경제자문 역할, 방송매체를 통한
자신의 견해의 대중화 등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국가개입주의가
예종(隸從)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재개하며, 그는 1977년 페퍼다인(Pepperdine)
대학교 강의에서 대공황 이후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였다.

오늘날 모든 차원의 정부총지출은 국민소득의 40%에 달한다.... 연방정부 지출은
50년도 채 되지 않아 3%에서 2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잃
고 워싱턴에 있는 막강한 정부에게 우리의 삶을 넘겨줄 때까지 이 경로를 계속 유지
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저지할 것인가?.... [복지기관은 우리의 자유에 무
자비하게 개입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경찰
관을 보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라는 식의 권력이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철학의 저변에 깔려 있다(Friedman 1978, pp. 1-3, 7).

그 대신, 프리드먼은 급진적인 조세삭감(“나는 약 16%의 정률세를 생각한다”)
과 거의 모든 것의 민영화를 통한 정부지출의 대폭 삭감을 권고하였다. 프리드
먼은 가족과 개인이 학교, 건강, 연금 계획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
였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교육ㆍ건강보험ㆍ연금 등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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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경쟁적인 민간시장 교육제도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자유사회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바우처 사용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
한다. 주택 바우처나 의료 바우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완전고용 정책을 공격하
면서, 그가 주장하길] 계속 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동적이고 매우 진보적인 경제
에는 높은 자연실업률이 존재하는 데 반해, 매우 정적(靜的)이고 경직된 경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지위가 고착될 것이다(Friedman 1978, pp. 75, 79, 91).

신자유주의 학파는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한 처방과 프로그램을 제공했는
데, 이는 곧 대중화되었다.

자유시장제도가 일부 “중심부” 국가들에서 실제로 작동해왔고 신축성을 위한 상당
한 잠재력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화(內在化)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사실
과 함께 자유시장제도가 전지전능하고 경제적 성공의 마지막 열쇠라는 이미지는 정책
입안자ㆍ정부ㆍ국제기관 등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우 유효하고 동질
적이며 보편적인 이상적 자유방임주의 체제에 대한 거의 독단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창출하였다(Berend 1994, pp. 19, 21).

세계화로 인해 전후 제약과 규제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 경제 불안정에 대한 반응이었다. 전후 경제체제의 주
요 설계자였던 케인스는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는 “모든 회원국 정부가 전환의
특징적 양상으로서뿐 아니라 영속적 질서로서 자본이동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
을 (획득하였다)”고 하였다. 미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Henry Morgenthau)는 이
제도의 목표를 “국제금융의 전당(殿堂)에서 고리대금업자를 강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Helleiner 1994, p. 164).
그러나 전후 질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들어 파괴되었다. 1960년대 영국과
미국 정부가 런던의 규제 없는 “역외”(域外) 유로달러 시장의 형태를 선보이면서
최초의 정책 변화를 촉발하였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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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고정환율 시대의 막을 내리고 달러에 대해 변동환율을 도입함으로써 변화
의 길을 활짝 열었다. 1974년 미 행정부는 스스로 자본통제를 철폐하고 다른 나
라들이 따라오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영국은 실제 1979년, 40년된 자본통제 제
도를 제거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975년 규제가 완화되었고,
런던증권거래소는 1986년에 이를 뒤따랐다. “경쟁적 규제완화의 경주(競走)”가
시작되었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고 그 후 1988년경 사실상 유럽
공동체의 모든 회원국이 이를 뒤따랐다. 1990년경 지중해연안 국가와 스칸디나
비아제국도 자본통제를 철폐하였다(Helleiner 1994, pp. 168-70). 서구 세계는
자율적인, 통제 없는 시장과 통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조지 소로스는 세
계화가 “금융자본을 운전석에” 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다(Soros 1998). 이 정책
은 전직(前職)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인 요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표
현한 소위 위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의 원리에 따라 옹호되고 강요
되었다.

발전도상국을 위한 “올바른” 정책에 관해 IMF, 세계은행, 미 재무성이 도달한 합
의.... 긴축재정ㆍ민영화ㆍ시장자유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권고된 워싱턴
합의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다(Stiglitz 2002, pp. 16-17).

심각한 주변부의 위기ㆍ정체ㆍ채무ㆍ대량실업이 남미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중
앙ㆍ동유럽을 강타했을 때, 워싱턴 합의의 “획일적인”(one-size-fits-all) 처방이 IMF
의 지원 “조건”하에 의무화되었다.

[선진국들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때까지 일부 산업을 현
명하게 그리고 선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발전시켰다.... 발전도상국을 수
입(輸入)까지 개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자본시장 자유화를 시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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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유럽 국가들은 자본시장 통제를 철폐하기 위해 1970년대까지 기다렸다. 발전
도상국들은 너무 빨리 그렇게 하도록 조장되었다(Stiglitz 2002, pp. 34, 53, 65).

ՃćজÀقͥڮйࠚٖॳ

경제발전의 새로운 장인 급속한 세계화는 유럽의 정치적 분열의 종식과 남ㆍ
동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전체주의적 독재의 붕괴를 수반하였다. 이것은 부분적
으로, 1960년대 말 포르투갈 독재자 살라자르(António Salazar)의 몰락과 치명
적 뇌혈전증, 1975년 11월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Francisco Franco)의 죽음 등과
같은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유발되었다. 그 후의 사건들은 전혀 우연한 것이 아
니었다. 포르투갈에서는 1974년 5월의 혁명으로 살라자르ㆍ캐타노(Salazar-Caetano)
정권이 축출되었다. 1981년 스페인에서는 팔랑헤주의자들의 반란이 진압되었
다. 그리스와 함께 이 두 나라는 (1974년에) 군사정권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유
럽공동체의 틀 안에서 경쟁적인 시장체제를 도입했고, 서유럽 따라잡기를 시작
하였다.
1970년대 중반은 중앙ㆍ동유럽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서유럽의 괄목할 만한
진보는 공산주의에 타격을 가했다. 1977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볼셰비키 혁
명 60주년 기념식에서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 엔리코 베를링구에르(Erinco
Berlinguer)는 그의 당이 대중적 다당제 민주주의와 유럽공동체 가입을 받아들
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러코뮤니즘”(Eurocommunism)은 사실상 서구 공산주
의를 종식시키고, 급속한 사회민주주의화를 가져왔으며, 그 후 공산당 일당(一
黨)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중앙ㆍ동유럽은 1973년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소련이나 그 위
성국가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술적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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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적응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성장은 현저히 둔화되었고 심지어는 중단되었
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채무 함정(債
務陷穽)에 빠졌다(제4장 참고). 체제의 약화로 인해 그 체제의 과도기적 정통성
이 훼손되었다. 정치적 소요사태는 폴란드에 충격을 주었다. 1976년 자연발생적
인 노동자 폭동을 계기로 반체제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결
과, 노동자권익옹호위원회(Workers' Defense Committee, KOR)가, 그 후 1980년
에는 연대(Solidarity)가 형성되었다. 1981년 12월 군사정권이 등장하고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체제를 강화하거나 저항을 억압할 수는 없었다. 1989년에는 2월
의 원탁협상을 통해 그해 여름 자유선거를 치렀지만, 정권의 참패로 끝났다. 헝
가리에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였
다. 1988년 5월에는 사회민주당의 저항으로 구 집권자인 야노스 카다르가 축출
되었고, 1989년 2월에는 이 정당의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가 1년 내에
다당제(多黨制) 자유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시작된 냉전의 마지막 파도는 무분별한 군비(軍備)경쟁을 유발하였고,
소련의 팽창주의는 198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에서 참패하였다. 또 다시 우연
한 사건들이 이 과정을 촉진하였다. 우선 브레즈네프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2년 동안 병든 상태에서 새로 선임된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라는 두 명의
당 지도자의 죽음이 이어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
도자로 선출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위성국 개입주의인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비난한 그의 용기는 소련 내의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
트로이카(perestroika, 구조조정)와 함께 몰락과정을 끝냈다. 이 체제는 우선 폴
란드와 헝가리에서, 그리고 그 후 6주일간 다른 4개국에서 붕괴되었다. 1989년
말, 동유럽 공산주의는 죽었다. 그것은 2년 후 소련에서도 죽었다. 이 지역의 지
도가 다시 한 번 그려졌다. 1989년에는 8개국 대신에 26개 독립국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모든 전환(轉換)을 통해, 20세기 마지막 3분의 1 기간 동안 남유럽과
동유럽 주변부 국가들 내의 경제적 지도주의(指導主義) 및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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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함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였다. 1990년대 유럽은 민간시장 경제를 갖
춘 다당제 민주국가의 동질적인 풍경이 되었다. 확대된 유럽연합은 경제의 새로
운 틀을 창출하였다.
1973년 펼쳐진 유럽경제사의 새로운 장은 심각한 위기를 반영하였다. 겉보기
에 “끝없는” 번영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 시점부터 아무것도 평상시와 같이 작
동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중단되었고, 가격과 실업은 급증했으며, 케인스의
수요 측면 경제학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하강을 치유할 수 없었다. 사실 그것
은 훨씬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역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고전적 “법칙”인 필립스 곡선 역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함께
증가할 때 그 유효성을 상실하였다. 그 후 나타난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을 수반한 갑작스런 둔화와 하강이었다(그림 6-4 참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의 이와 같은 이상한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학 용어인 “스태그플레이
션”(stagflation)이 등장하였다.
30~40년간 작동했던 케인스 경제학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정상적인 추세
를 혼란시킨 외부의 비(非)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원되었다. 실제로는 그 변화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안드레아 볼토(Andrea Boltho)가 말한 바와
같이,

1973년은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즉, 과거와의 매우 갑작스런 단절, 그러나 (경
제)성과가 악화되는 추세가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 어떻게 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성공은 1970년대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실패의 전제조건이기도 하였
다(Boltho 1982, p. 28).

실제로 호황기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특히 1968년경
기업간 협력은 끝났고, 1968년 프랑스의 소(小)혁명, 독일의 사회혼란, 1969년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과 같은 정치적 소요사태가 과열 경제 속에서 일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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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임금 폭발로 귀결되었다.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악성 인플레이션이
뚜렷이 가시화되었다.

Ŕρ_țʂغ֬ۆέ

일찍이 1960년대 중반에는 성장 둔화가 분명 물가상승의 현저한 둔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1973년 말의 유가 상승은 이미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던 현상을 촉진할 따
름이었다(Caron 1979, p. 322).

국제금융제도는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급증했고, 인
플레이션은 1970년에 6%로 급상승했으며, 닉슨 행정부는 사실상 1971년 8월에
달러의 태환을 중단하였다. 이렇게 브레턴우즈 협정은 붕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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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경기순환도 점차 변동성이 커졌다.... 액면 가치에 대한 약정
이 파기된 상태에서 대리인들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일시적이라고 볼 아무런 이
유가 없었다. 정부가 침체를 상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요를 촉진하자 이것은
보상임금 상승을 촉발하였다. 따라서 총수요정책은 생산을 안정화하기보다는 인플레
이션을 유발하였다(Eichengreen 1994, p. 61).

이 모든 일은 과열된 서유럽 경제에서 발생하였다. 프랑스ㆍ독일ㆍ네덜란드ㆍ
영국의 (1990년 가치로 환산한)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은 1950년과 1973년 사
이 약 세 배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 근대 소비경제의 전통산업 부문에서의 엄청난 과잉투자가.... 막대한 과
잉설비를 [유발하였다]. 서유럽의 이러한 과잉투자와 과잉설비는 대체로 공업부문에
집중된 동유럽 블록과 제3세계의 공업화 과정에 의해 강화되었다.... 2차 또는 3차 산
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식량ㆍ원자재ㆍ에너지의 부족이 전망되었다. 1970년대 초
부터 교역조건이 1차 산품 생산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화한 것은 이러한 불균형 확대에
기인한 것이었다(Van der Wee 1986, p. 90).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는 세계경제에 종종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기였다. 예외적인 호황과 완전고용의 4반세기가 지난 후 불안정, 성장
둔화, 간헐적인 후퇴의 10년이 등장하였다. 세계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94개국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성장률은 1950년과 1973년 사이의 3.4%에서
1973년과 1987년 사이의 -0.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선진국의 교역조건은
20% 정도 악화되었다(Maddison 1985, p. 13). 산업생산은 13% 정도 감소하였
다. 주도적인 경제대국들은 더 이상 유럽경제번영의 동력(動力)이 아니었다.
1950~73년과 1973~83년 사이에 주도적인 서유럽 국가들의 소비자가격 상승
률은 (연평균 4.2%에서 9.4%로)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 지중해연안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4.0%에서 18.4%로) 4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1950~73년에 평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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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극히 낮은 수준이었던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유럽의 실업률은 1984~93년에
5~12%로 급상승하였다(Maddison 1995b, p. 84). 성장이 둔화되는 동안 실업은
증가하였다(표 6-1 참고). 이전에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수출
이 심한 타격을 입었다(표 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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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85), p. 19; Maddison(1995b), pp. 361,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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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85), p. 47.

수십 년간의 변동 없는 성장 후에 나타난 이러한 추세는 충격이었다. 12개 EU
회원국에서의 투자는 1960년과 1973년 사이 연간 5.6% 증가했으나 1970년대 말
에는 0.3%, 1980~85년에는 -0.6% 증가에 그쳤다. 실질 GDP 추이에서도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실질 GDP는 4.8%에서 2.2%로, 그 후 1973~80년과 1980~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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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0.5%로 각각 떨어졌다(Commission 1989, p. 111).
구조적 위기의 심각한 충격과 경제의 특정 전통부문의 붕괴를 상쇄시키면서,
유럽 정부들은 새로운 도전에 낡은 전통적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은 생산비
를 낮추고 하강세를 늦추기 위해 침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방어적인
투자”를 하였다(Lamfalussy 1961). 영국 정부는 철강업ㆍ광업ㆍ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1973년 이전 산업지원금 전체의 8% 미만에서 1982~83년경에는 총 지원
금의 4분의 1로 늘렸다. 독일의 연방 산업지원금은 1973년 이후 10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조선업과 철강업에 대한 지원금은 연방 산업보조금 전체의
23%에서 50%로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이 두 산업이 같은 10년 동안 정부
지원금의 4분의 1을 받았다(OECD 1987, p. 231).
유럽의 정부들은 또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를 인
상하고 규제를 강화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는 규제된 수입품의 비율을 공산품 총수입의 11%에서 15%로 인상하였다. 일본
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규제는 15%에서 1980년대 초
30%로 증가하였다.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은 수출지
원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수출신용을 제공했는데, 그 규모는 1970년과
1978년 사이 자본재 수출 가치의 5~6%에 달했으나 1981~83년경에는 이 총액이
10%로 증가하였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제공하였다.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 사이 덴마크ㆍ스웨덴ㆍ네덜란드는
수출지원을 각각 2%에서 28%로, 1%에서 10%로, 3%에서 8%로 확대하였다
(OECD 1987, pp. 229-31).
1987년 OECD 분석이 지적했듯이, 서유럽 중심부는 혁신기술의 적용을 지체
시킨 구조적 경직성 때문에 애를 먹었다. 유럽이 필요한 적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집약적 산업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위상은
1973년 이후 악화되었다(OECD 1987). 구조적ㆍ기술적 적응률이 낮았다는 것은
유럽이 기술집약적 상품에서 국제경쟁의 기반을 상실함에 따라 극명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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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유럽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기기 산업에서
9%,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10%, 위성ㆍ로켓발사 부문에서 13%, 자료전송 서비
스에서 29%에 불과하였다(OECD 1987, p. 213). 1965년과 1984년 사이 미국과
일본이 연구개발 집약적 산업부문 상품의 세계무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30% 이
상에서 4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프랑스ㆍ독일ㆍ영국을 합친 비중은
36%에서 31%로 감소하였다(Duchene and Shepherd 1987, p. 36). 1980년대 중
반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술 생산의 가치는 2,50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유럽의
주도적인 7개국의 생산을 모두 합해도 660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비록 유럽이
첨단기술 상품의 생산 기반을 상실했지만, 그리고 1970년과 1985년 사이 EEC의
비중이 OECD 국가 평균 생산의 88%에서 75%로 하락했지만, 유럽공동체는 연
구개발(R&D) 집약도가 낮은 산업부문에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 분야에서 유
럽공동체가 달성한 생산수준은 OECD 평균의 98%에서 115%로 높아졌다
(OECD 1987, pp. 214, 254).
얼핏 보기에 정치적 갈등의 일시적인 결과처럼 보였던 석유위기는 내부에 깊
은 뿌리를 박고 있는 경제과정의 유기적 일부인 것으로 곧 판명되었다. 변화하
는 경제 환경의 결정적인 새로운 요소로서 세계경제의 세계화는 엄청난 자극을
받았다. 1930년대의 패턴에 따라 나타난 보호주의적 반응은 과도기적인 것에 불
과하였다. 세계화의 시대에 그것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방어적인 투
자” 덕분에 서유럽은 경제전략을 재고(再考)하고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잠시 숨 돌릴 틈을 가질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경 유럽 정부들은 정책을 변경
하기 시작했다. 국가개입주의는 약화되었고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별
보조금이 철폐되었고 탈(脫)규제와 민영화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기술혁명에 적
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엔진인 연구(그
리고 그것의 실제 적용)와 개발은 다국적기업에 집중되었다. 영국ㆍ프랑스ㆍ독
일의 다국적기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매년 1.6~4.5%씩 R&D 지출을 확대
하였다(표 6-3 참고). 정밀화학제품과 같은 특수 분야에서는 첨단 과학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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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화학기업들이 판매소득의 10~15%를 R&D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선도 기업
들이 선진국(OECD) R&D 총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였다. 정부와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R&D에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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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ippling(1997), p. 496.

산업정책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유럽연합은 R&D에 집중했지만, 이는 주로
유럽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것이었다. 1980년대 초에는 미국 및 일
본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위한 유럽의 전략계획
(ESPRIT: European Strategic Programm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이 수
립되었으며, 1985년 7억 5,000만 ECU의 자금으로 착수되었다. 통신과 다른 새
로운 산업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획이 뒤따랐다[첨단통신 분
야의 연구개발(RA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dvanced Communications)
과 산업기술기초연구(BRITE: Basic Research in Industrial Technology for Europe)].
이것은 1987년에 단일 연구기술개발(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프로그램에 항구적으로 통합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4억 ECU가 이 프로
그램에 투자되었다. 1990~94년에 57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투자가 1994~98년
에는 1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ESPRIT 계획에서의 유럽연합의 주도권은 이 계획
의 첫 단계에서 자금의 70%를 받은 지멘스ㆍ아에게ㆍ불ㆍ톰슨ㆍ올리베티ㆍ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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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여타 6개사 등 선도적 다국적기업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에
어버스(Airbus) 계획과 같은 몇 가지 유럽의 “걸작”(傑作)은 기업간, 정부간 사업
을 지향하였다(Béteille 1995; Kipping 1997, pp. 492-5, 497).
결과적으로 R&D 활동은 동력을 얻었다. 1980년부터 15년간 이 부문의 고용
은 40만 명 이상, 즉 34% 정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서유럽은 R&D 분
야에 160만 명을 고용하였다(UNESCO 1999, pp. III-23-6).
그 결과 제조업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커졌다. 적당한 수준의
R&D를 통한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의 현대화와 갱신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
경우의 주도국은 독일이었다. 독일의 자동차ㆍ기계공업ㆍ화학공업이 총 산업생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41%로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그 비중이
29%에서 34%로, 네덜란드에서는 20%에서 25%로, 벨기에에서는 30%에서 37%
로 증가하였다(OECD 1987, p. 254). 기술혁신ㆍ상품차별화ㆍ특화 등을 통해
이 부문은 생산비를 낮추고 비교적 덜 포화되고 비교적 덜 경쟁적인 시장에 침
투하였다. 적당한 강도의 R&D를 실시한 이 부문들에서 수출이 상당히 증가하였
다(OECD 1987, p. 215).
독일은 자본재 부문을 강화하는 데 별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부문의 수출/
수입 비율이 일본에서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독일에서는 감소하였다. 영국 역시
약간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한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 부문 생산물의 비교우위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OECD 1987, p.
215). 구조적 적응의 명백한 징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생산은
상당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 부문 덕분에 생긴 소득의 비중은 1980년과 1986
년 사이 두 배가 되었다.
1980년 정보통신기술에서 발생한 유럽의 소득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하였다. 1996년경에는 그것이 2분의 1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생산증대에 중대
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반에 정보기술은 생산증가의 3분의 1 미만을 차
지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그 비중이 이 성장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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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같은 부문이 달성한 성과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
는 현대 기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단지 5년 정도만 뒤처져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스웨덴ㆍ네덜란드ㆍ핀란드ㆍ영국의 경우 이 부문의 투자 비
중이 미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노동자 100명당 퍼스널컴퓨
터 보유대수가 미국에서는 118대였던 데 비해 유럽연합 15개국의 경우 60대에
불과하였다. 또한 1998년 인구 100명당 퍼스널컴퓨터 보유대수가 미국에서는
평균 51대였던 데 비해 유럽연합의 경우 평균 20대였다. 회원국들 사이에도 커
다란 격차가 존재하였다. 아일랜드와 스웨덴에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 100명
당 퍼스널컴퓨터 보유대수가 93대였던 데 비해 포르투갈에서는 27대에 불과하
였다. 한편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인구 100명당 휴대폰 수가 60개였다. 이는
미국(34개)의 두 배나 되는 것이었다. 덴마크와 프랑스의 경우 인구 100명당 휴
대폰 수가 각각 19개와 22개에 불과하였다.
서유럽의 정보통신기술 부문 생산은 GDP의 4.2%에 달했다. 아일랜드(7.6%),
스웨덴과 핀란드(각각 6%)만이 GDP의 6.8%라는 미국 수준에 비견될 만한 생산
을 기록하였다. 비록 1990년대에 고용창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1990년대
후반 순 고용창출의 75%는 첨단기술 부문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부문 노동력의
적어도 40%는 제3차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현대적 구조변화의 또 다른 명백한 징
후였다. 미국에는 약간 뒤처졌지만, 유럽은 기술적ㆍ구조적 변화에 근접하였다
(Commission 2000, pp. 37, 108-9, 115, 117).
신산업의 성장 외에도, 신기술의 도입과 함께 몇몇 전통산업에서 발생한 갱신
과 재활성화 또는 “이종 교배”(異種交配) 때문에 구산업과 신산업을 구별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예컨대 공학의 특정 부문은 전자공학과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되었다. 기계공학ㆍ정밀공학ㆍ전기공학, 전자공학ㆍ통신업 간의 산업 내 추가
적인 기술연계에서 추가적인 혁신이 발생하였다. 이 4개 부문의 통합은 “메커트
로닉스”(mechatronics)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정한 노동집약적 공정은 노동비용
이 저렴한 국가에 입지하였다. 네덜란드의 다국적기업은 이미 1970년대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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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4분의 3을 해외에서 고용하였다(Jones and Schröter 1993, p. 25). 초첨단
기술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방향을 전환한 최선진국의 특징은 강력한 탈공업
화 추세였다. 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 동안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의 비중
이 감소하였다. 영국에서는 48%에서 20%로, 네덜란드에서는 42%에서 16%로,
이탈리아에서는 40%에서 21%로, 스웨덴에서는 45%에서 18%로 감소하였다(그
림 6-5 참고).

ŔρԴۆͥڮėغজ țʂҙࢢțʂūݓ

자유로운 요소 이동, 기술 이전, 통합된 유럽과 세계화된 세계시장에서의 수
출 가능성 확대 등에서 이익을 본 서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지역에 속했다. 커니(A. T. Kearney)의 세계화ㆍ국제화 지수에 따르면, 미국 외
에 영국ㆍ아일랜드ㆍ벨기에ㆍ네덜란드ㆍ스위스ㆍ핀란드ㆍ덴마크ㆍ오스트리아
등이 대체로 세계 10위권 국가에 속했다. 한편 헝가리와 폴란드는 1990년대 후
반에 이 범주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인 국가군(群)에 속했다(Kearney 200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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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서유럽은 구조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매년 약 10~14%에 달했던 소
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후반 3~5%로 하락하였다. 이 시기에는 서유
럽 경제가 통신 및 컴퓨터 혁명의 국제적 요구에 점차 적응하는 양상을 띠었다.
세계시장에서 유가 추이가 놀랍게 반전(反轉)된 것이 물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
였다. 1981년 1배럴당 36달러였던 유가가 1986년 초에는 11달러로 하락하였다.
민간소비는 점차 회복되었다. 유럽의 소비자 견인 번영의 초기 단계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했던 주택 건설이 동력을 되찾았다. 유럽연합의 15개국에서 주택
건설은 1970년대 초 매년 5.4%의 감소세를 보이고, 1973년과 1979~80년에는 각
각 -1.2%와 0.3% 감소하더니, 1980년대에는 연간 약 2%씩 증가하였다. 1973년
부터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던 경기하강 또는 침체 후에 1990년대 독일과 오
스트리아에서는 주택 건설이 매년 약 4% 증가하였다(OECD 2000, p. 57). 소비
자 활력을 되찾았다는 뚜렷한 징후 중 하나로서 자동차 시장도 회복되었다.
1975년과 1985년 사이 서유럽의 12개 선진국의 승용차 수는 5%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수가 1980년대 중반 수준을 약 78%나 상
회하였다. 관광도 동력을 되찾았다. 가장 역동적으로 부상한 대량소비 부문의
하나인 국제 관광은 1950대와 1960년대에 연간 10% 이상 증가하였다. 1975~82
년에는 성장률이 3.8%로 줄어들었지만, 그 후 1980년대 후반에는 회복되어 연
간 5~7% 증가율에 도달하였다. 1970년에는 1억 6,000만 관광객이 세계를 여행
하였다. 1993년경에는 그 수가 5억에 달했는데, 이는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Transport 1998, pp. 105, 146; Williams and Shaw 1998, p. 19).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또다시 급증하여, 민간소비는 1980년대 초반에는 1% 남짓
증가했으나 후반부터는 연간 3~4% 증가하였다(표 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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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onomic Survey(1991).

전후 번영의 또 다른 핵심 변수였던 수출 역시 회복되었다. 서유럽의 수출은
석유위기 이전에 매년 약 8% 증가했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그 증가율이 연간
3.3%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약 5%의 증가율을 시현하
였다. 대외무역도 힘을 얻었다. 비록 수출이 전쟁 직후 4반세기 동안의 평균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973년 이후 회복되었다(표 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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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2001), p. 363.

수출 증가와 물가 추이 변화 덕분에 경상수지도 안정되었다. 석유위기 이전에
서유럽은 1970년ㆍ1971년ㆍ1972년에 각각 22억 달러, 50억 달러, 67억 달러의 흑
자를 기록하였다. 1973년 이후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다. 1974년에는 44
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 해까지의 누적 적자가 123억 달러에 달하였다.
1980년에는 적자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상수지 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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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8년 남짓 연평균 23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흑자로 전환
되었다(Economic Survey 1991).
고정자본 형성과 투자는 몇 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연간 5.7% 증가라는 오
일쇼크 이전의 역동성을 되찾았다. 1980년대 말 서유럽에서는 연평균 성장률 역시
3.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황금기의 예외적인 성장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다.
서유럽의 12개 최선진국은 1950년과 1973년 사이에 3.9%의 성장률을 구가했으나
1973년과 1998년 사이의 성장률은 1.7%에 불과하였다(Economic Survey 1991).
세계화는 지속적인 그리고 좀 더 급속한 구조변화를 위한 자극을 주었다. 모
두 지난 수십 년 안에 시작된 농업 인구의 “소멸”, 탈공업화, 서비스 혁명 등은 최
대 속도로 진행되었다. EU 15개국의 농업 인구는 1970년 13.5%에서 1999년경
4.6%로 감소하였다. 공업 인구 역시 20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41.1%에서
29.1%로 감소하였다. 이 나라들 모두 이 기간 동안 철저한 “서비스 혁명”을 경험
하였다(그림 6-7과 표 6-6 참고). 이 부문의 고용은 45.0%에서 66.4%로 증가하
였다(OECD 2000, pp. 40-1).
Ŕρۆͥڮս _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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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0),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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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의 50~70%를 고용하고 서유럽 GDP의 약 70%를 생산한 서비스
업의 비중 확대에 관해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전 수십 년간 농업의
통합 요인이었던 농공업 활동의 몇 가지 측면은 20세기 후반 들어 나름대로 독
립을 확보했고, 서비스업으로 전환되었다. 예컨대, 수확물의 교역과 건조(乾燥)
는 경작과 작물 보호라는 영역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서비스 회사에 의해 경영
되었다. 농업이 유급(有給) 고용 인구의 단지 2~3%만을 고용하고 있는 데 반해,
농업을 위한 서비스 산업은 10~15%를 추가로 고용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의 감소
또한 공업 부문 내의 생산과 서비스의 분리와 관련이 있다. 현대 공업기업은 이
전에 중심적이었던 회계나 정보,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심지어 연구개발과 같은
서비스 활동들을 배제하였다. 지역의 서비스센터가 만들어져 공업기업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OECD 보고서가 이에 관해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진보가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간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이
것들은 점차 부차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실제로 기술진보는 이따금 “상품의 비(非)물
질화”라고 불리는 공산품 서비스 항목 증가의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동시에 이것은
서비스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있다(OECD 1987, p. 256).

서구 선진국에서 서비스 산업은 20세기 마지막 사분기 동안 경제의 핵심 부문
이 되었다. 특화된 서비스 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급성장하는
서비스 부문과 고용은 이와 같이 특화의 확대와 농업ㆍ공업ㆍ서비스업의 새로
운 결합을 반영한다(그림 6-8 참고).
신흥 산업의 생산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변화는 노동생산성 증가
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급격히 감소한 농업 및 공업 노동력도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생산하였다. 1950년과 1973년 사이에 서유럽의 최선진국은 노동
생산성을 약 세 배, 20세기의 마지막 사분기에 또다시 76% 정도 증대시켰다(그
림 6-9와 표 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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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2001), p. 351.

세계화와 유럽연합의 확대 및 통합과정은 기존 남유럽 주변부 국가들과 일부
북유럽 국가들에 있어 유럽경제회복의 동등한 일원(一員)이 되고, 20세기 후반
에 시작된 서유럽 따라잡기 과정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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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ㆍ포르투갈ㆍ그리스ㆍ아일랜드ㆍ핀란드 등 남유럽과 기존의 북유럽
주변부 국가들은, 비록 석유위기와 전세계적인 구조적 위기에 의해 충격을 받았
지만, 중앙ㆍ동유럽을 지배했던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지는 않았다(제4장 참
고). 그 대신 이 나라들은 단기간의 경제혼란 후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
고, 이 지역이 유럽공동체에 통합됨에 따라 번영이 지속되었다. 석유위기와, 변
화하는 세계경제의 첫 번째 충격이 스페인 경제를 강타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 이 나라 에너지 소비의 약 4분의 3이 석유에 의존했는데, 그 대부분은 수입
되었다. 1973년 석유에 대한 지출이 총수입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3%에서
42%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스페인 총 수출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이
었다.

1974년 말경에 석유위기는 15년간의 경제 진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 다음 해에
GNP 성장률은 5.4%에서 1.1%로 떨어졌다. 1976~78년 기간 중 성장률은 평균 2.8%
로 약간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기적”(奇跡)의 다년간 성장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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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수준,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의 평균 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
과하였다(Harrison 1985, p. 175).

급속한 팽창 시기 이후인 1975년과 1978년 사이 투자는 매년 2~4% 감소하였
다. 실업자 수는 1974년과 1982년 사이에 3% 미만에서 17% 이상으로 급상승하
였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高) 인플레이션 때문에 1977년 여름 물가가 37%의 비
율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1965년과 1972년 사이에 물가가 매년 6.4% 상승한 것
과 대조를 이룬다.
급격한 경제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주변부의 구조적 위기로 빠져들
지는 않았고, 1975년 11월 프랑코가 죽은 후에 민주적 전환을 겪었다. 냉전 기간
동안 서유럽의 동맹국인 스페인은 서유럽의 동반자가 되었고 곧 그 일원이 되었
다. 1978년경 이 나라는 구조적 위기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해외직접투자 역시 회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국적기업은 근대적인
부문을 설립했고, 경쟁력 있는 수출 설비를 구축하였다. 공업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과 1980년 사이 76% 증가하였다. 1970년 스페인의 노동생산성은 영국 노
동생산성에 14% 뒤처져 있었다. 1980년경에는 스페인이 14% 앞섰다. 힘들었던
1970년대의 산업생산은 3분의 2 정도 증가하였다. 농업 역시 근대화되었다. 유
럽의 패턴을 따라 스페인은 1970년대에 농업보조금을 8배 이상 늘렸다. 트랙터
의 수는 두 배 이상이 되었다. 노동생산성은 6.5배, 농업생산은 1970년대의 단
10년 만에 4배 정도 증가하였다(Nadal et al. 1987, pp. 271, 274, 292-3, 308).
수아레스(Adolfo Suárez) 정부는 유럽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1978년경 스페인 수출의 거의 절반과 공산품 수출의 72%가 유럽공동체를 대상
으로 한 것이었다. 1976~85년의 10년간 수출은 매년 7.9%씩 증가하였다. 해외
여행객의 수 역시 3분의 1 정도 증가했고 관광 소득이 1974년과 1979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77년 10월 정부와 좌익 야당의 “경제회복 정책”
(Pacto de la Moncloa)에 의해 임금 상한선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이 나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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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 대처에 도움이 되었다. 매년 15%와 25% 사이에서 변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85년부터 한 자리 수로 낮아졌다. 한편 페세타의 20% 평가절하는
스페인의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켰다(Economic Survey 1991; Harrison 1985).
국가에너지계획(Plan Energético Nacional)을 계기로 모든 에너지 체계가 근
대화되었다. 석유위기 이후 스페인의 석유 소비는 1980년까지 계속 4분의 1 이
상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유럽의 패턴을 따라 1980년대 중반까
지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석탄ㆍ천연가스ㆍ수력발전과 특
히 핵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다(Nadal et al. 1987, p. 358).
포르투갈의 역사는 여러 측면에서 스페인의 역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1973~75년의 침체는 아마도 포르투갈에 좀 더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왜
냐하면 그 시기가 정치적 혁명과 겹쳤기 때문이다. 식민제국 역시 붕괴되었다.
옛 식민지에서 돌아온 약 50만 명 난민의 거대한 물결(retornado)은 1973~75년
에 약 8%의 인구증가를 초래했다. 더욱이, 포르투갈에서 서유럽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매년 12만 명에 달했으나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실
업률은 5.5%에서 14%로 급상승했다. 석유위기와 혁명의 악몽에 뒤이어 과도기
적 정치혼란, 대중 집회 및 시위, 임금 급상승, 민족주의,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나타났다. 수입된 밀ㆍ설탕ㆍ원유의 가격이 각각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었다.
물가는 1974년 34%의 비율로 치솟았고, 1970년대에는 매년 약 25%씩 상승하였
다. 1974년 첫 8개월 사이에 포르투갈의 무역적자는 두 배로 늘어 20억 달러에
달했다. 1976년 7월경 외환보유고는 1974년 4월 수준의 14%로 줄어들었다.
1975년에는 산업생산과 GDP가 각각 5.4%, 3.7% 감소하였다. 투자는 5분의 1
정도 감소하였다. “1967~77년에는 포르투갈 경제의 총체적인 붕괴가 금방이라
도 닥쳐올 것 같았다”(Morrison 1981, p. 111).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극적인 하강은 곧 멈췄다. 서구 세계는 평화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공산주의 위협을 물리치며 포르투갈을 서유럽 진영에 편입시
키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1975년 9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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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약 포르투갈에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그리고 만약 공산주의와 좌
익 노동조합이 철폐된다면 전환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이것은 1975년에 발생한 일이었다. 포르투갈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다.
EFTA 시장이 포르투갈 상품에 대해 면세 지역이 되었던 한편, 포르투갈에는 관
세와 다른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시간(1985년까지)이 부여되었다. 게다가,
“포르투갈 산업의 발전과 구조조정”을 위한 EFTA의 대출이 1975년 11월에 승인
되었다. 이것은 민간차입 기업투자자금의 40%를 지원하였다. 더욱이, EFTA가
1973년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과 협정을 맺은 이래로 포르
투갈은 유럽공동체의 역외 회원국이 되기도 하였다. 1976년부터 포르투갈의 공
산품은 공동체 시장에 관세 없이 진입했으며, 곧이어 이 나라 수출의 절반을 차
지하였다. 각료회의도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포르투갈 민주주의
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은,”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야 마땅하다.” 포르투갈은 1977년에 완전한 회원국 가입을 지원했지만 경제가
공고화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서독ㆍ미국 정부, 스위스 중앙은행, 유럽각료회의, 그리고 IMF는 원조와 대출로
포르투갈을 집중 지원하였다. 1975년과 1977년 사이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
에 달했다. 자본흐름이 지속되었고 1979년경 수입 자본의 규모는 60억 달러에
달했다. 포르투갈 경제는 연간 25%씩 성장하였다. 자유시장의 모든 장점을 향
유하면서 포르투갈은 1986년에 유럽연합의 동등한 회원국이 되었다(Morrison
1981).

그에 이어 근대적인 구조 변화가 이루어졌다. 전기공업ㆍ자동차공업과 여타
산업이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29%로 커졌다. 한
편, 기계공업ㆍ식품업ㆍ담배산업ㆍ금속공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 비중이 1988년
부터 10년간 35%에서 21%로 감소하였다(Commission 2000, p. 195). 산업생산
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5.5%씩 현저히 증가하였다. 1974년과 1976년
사이 급감했던 수출은 회복된 후 1980년대 후반에 급증했는데, 그 사이 몇 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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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14~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Economic Survey 1991).
한편 그리스는 1970년대 중후반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장 둔화와 정체
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였다. 1960년과 1979년 사이에 이 나라의 1인당 소득은
거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 1980년과 1998년 사이
그리스의 1인당 소득수준은 단지 26%의 비율로만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연합보
다 더 느린 것이었다. 서유럽의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그리스의 상대적 위상
은 오히려 추락하였다.
아일랜드 역시 1973년의 경제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소매판매는 1970
년대에 10% 정도 감소하였다. 1973년과 1981년 사이에 아일랜드의 교역조건이
26% 정도 악화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1960년대 연평균 4.4%
비율로 증가했던 실질소득은 1973년과 1981년 사이에 1.1% 비율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석유위기가 발생한 1973년에 유럽공동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심각한 하강을 겪지는 않았다. 1980년대 초 외국자본 흐름은 순(純) 국민저축을
초과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수출지향적 근대산업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1980년경 55개 대규모 외국기업이 아일랜드 공산품의 약 5분의 1을 생산했으며,
전체 수출 공산품의 약 3분의 2를 공급하였다. 1950년대 말 총수출의 6%에 불과
했던 공산품 수출의 비중이 1980년경에는 이 나라 수출의 60%로 크게 확대되었
다. 1975년과 1990년 사이에 연평균 8.5%였던 수출증가율이 일본에 이어 세계
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총생산은 1970년대에 매년 4%씩 증가하였다(Cullen
1987, pp. 187-90).
아일랜드의 수출은 지리적으로 다시 유럽을 향했다. 1973년 이전에 아일랜드
수출품의 4분의 3을 수입했던 영국은 이제 단지 3분의 1만을 수입하였다. 아일
랜드의 수출성과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현저한 구조 변화에 입각한 것이었다. 의
료기기ㆍ정밀기기ㆍ광학기기ㆍ전기기구ㆍ통신장비ㆍ화학제품 등 근대산업의
생산물은 1988년과 1998년 사이에 총부가가치의 30%에서 48%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계ㆍ식품ㆍ담배ㆍ금속 등 전통산업의 생산은 49%에서 34%로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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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ommission 2000, p. 195).
1990년대 아일랜드 경제는 연평균 6.6% 성장하였다. 이를 통해 인상적인 따
라잡기 과정이 나타났다. 1973년 아일랜드의 평균 소득은 EEC 평균 소득수준의
59%에 불과하였다. 1998년에는 그것이 EEC 평균을 초과하였고 미국 수준의
75%에 도달하였다(그림 6-10 참고). 이 나라는 1960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10위로 부상했는데, 단지 유럽
의 5개국만이 이 나라보다 더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다(Survey 2000, p. 170;
OECD 2000, pp. 42, 57, 63).

Ŕρ؉ۍۆ˚͔ێɾՙ˛սܵ _ț

핀란드는 소련의 붕괴 후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발전이 저해되었고, 수
출과 생산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핀란드 수출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였던 소련 시장에 의존하는 대신, 핀란드
는 이제 서유럽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했다. 이에 고난(苦難)
의 전환기가 등장하였다. 1989년과 1993년 사이 핀란드의 1인당 GDP는 14% 감
소하였다. 그러나 전후 성과에 의지해 왔던 핀란드는 1990년대 후반에 기술과

]375

ՃćজۙڮѓۆͿۆܳےধŊ 

경제구조를 갱신하여, 특정 첨단기술 산업에서 유럽의 기술선도국 중 하나가 되
었고, 1990년대 말에는 스웨덴의 소득수준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 수준, 거시경
제 변수, 공공기관의 효율성, 미시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하는 세계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성장ㆍ경쟁지수에 따르면, 세기말에 핀란드는 미
국ㆍ캐나다ㆍ독일ㆍ네덜란드ㆍ스위스를 앞지르고 제1위를 차지하였다. 핀란드
의 경제기적은 유럽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 중 하나였다. 1913년에 핀란드의
경제발전은 아일랜드ㆍ스페인ㆍ헝가리 수준 정도로, 대륙의 저개발국에 속하였
다. 그러나 핀란드는 점차 그 위상을 강화했고 이미 전간기 수십 년 동안 스칸디
나비아제국의 공업화 유형을 따라 선진화되었다. 1인당 GDP는 1913년과 1950
년 사이 두 배가 되었고, 1950년과 1973년 사이에 2.5배 추가 증가하였다. 1990
년대에 괄목할 만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핀란드는 유럽의 경제선도국의 하
나가 되었다.
한때 비교적 낙후되었던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은 대대적인 해외투자, 공공 및
민간 다국적 기관의 참여, 유럽 공동시장의 장점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하였다. 세계화는 기술격차를 추가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것은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1980년대에 이 나라들을 계획된 유럽 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에 진입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전자공학과 여
타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구조적 근대화와 급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구조적 위기의 수십 년간 이 나라들은 활력을 되찾았고 1980년대 대부
분에 걸쳐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하였다. 불변 가격 기준으로 서유럽의 수출이
1973년과 1992년 사이 113% 정도 증가하는 동안, 스페인의 수출은 330% 정도
급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실업률은 스페인 20%, 아일랜드 12% 등 높은 수
준에 머물러 있었다. 인플레이션 역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소비자 물가
는 매년 15~20% 증가하였다. 반면 민간소비는 연 4~5%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하였다. 1973년에는 영국의 3분의 2 수준도 채 되지 않았던 아일랜드와 스페인
의 노동생산성이 1992년에는 영국 수준의 90%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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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유럽=100%
자료: Maddison(2001), pp. 276-8, 330.

지중해 연안국들도 서유럽의 구조전환 패턴을 따랐다. 농업(전체의 15%로)
및 공업(25~35%로) 고용의 급감, 그리고 서비스업 고용의 현저한 증가는 서유럽
의 추세와 유사하였다(Mitchell 1998, pp. 929-34). 1970년에 GDP의 절반을 생산
했던 서비스업은 세기말에 이르러 스페인ㆍ포르투갈ㆍ그리스에서는 GDP의 3분
의 2 이상에 기여하였다(Mitchell 1998, pp. 929-34). 이 지역 국가들의 성장률은
서유럽 평균을 상회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성장률이 세 배나 더 높았다. 핀란드
와 아일랜드가 서유럽 평균을 상회한 데 비해(표 6-8 참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EU의 평균 1인당 GDP 대비 약 80%와 75% 수준에 달했다(표 6-9 참고). 그
리스는 유일한 예외였다. 1950년과 1973년 사이 뚜렷했던 따라잡기 과정에 이
어, 20세기의 마지막 사분기 동안에는 상대적 감소 양상이 나타났다(Survey
2000,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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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발전, 구조전환의 요구, 세계화된 체제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은
전후 서유럽의 질서ㆍ혼합경제ㆍ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이러한 도전은 번영하는 복지국가에서 지나치게 비싼 새로운 서비스가 발전한
데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었고, 어
떻게 보면 너무 사치스러웠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지나친 복지정책은 경제에
너무 큰 짐을 안겨주고 너무 높은 생산비를 유발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유럽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복지지출에 두 배 이상의 돈을 사용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세계화로 인해 국제 경쟁이 격화되었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인구통계학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였
다. 인구통계학적인 추이는 20세기 말에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 시기 사망률과
출생률은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20세기 초 서유럽에서는 국민 1,000명당
사망자 수가 14~20명이었고, 남유럽에서는 25~30명이었다. 20세기 전반을 통해
사망률은 1,000명당 10명으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감소했고 사망률의 현
저한 지역격차가 사라지게 되었다. 유아 사망률의 급격한 하락과 치료법 개선의
결정적인 역할이 복지국가의 혜택에 의해 증폭되었는데, 이로 인해 20세기 후반
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국가보장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출산휴가
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었다. 특히 주택ㆍ노동조건ㆍ영양상태ㆍ생활양
식의 개선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이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출생시 예
상수명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세기 초 예상수명이 서유럽에서는 약 50년,
남유럽에서는 30~40년이었으나, 20세기 중반 서유럽의 예상수명은 60~70년으
로, 세기말에는 70~80년으로 늘어났다. 세기말 지중해연안 국가들의 예상수명
은 서유럽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1950년에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15~18명이었고 여성 1인당 자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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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명이었으나, 20세기 말에는 여성 1인당 자녀수가 1.5명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은 여성 1인당 각각 1.7명, 1.7명, 1.2명,
1.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치는 재생산 수준보다
낮았고, 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간 인구 감소를 초래하였다. 출생률이 인구 재생
산에 필요한 수준과 부합된 마지막 시기는 1970년대 초였다.
사망률과 출생률의 급격한 변화는 명백히 인구의 현저한 노령화를 초래했다.
1950년 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서 젊은 세대(15세 이하)가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노령인구(60세 이상)는 14%에 불과했으나, 2000년경에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17%로 떨어졌고, 노령인구의 비율은 20%로 증가하였다(그
림 6-11 참고) (Livi Bacci 2000, p. 171).

Ŕρۍĵٍۆͺқप Դ_ ͥڮț

연금을 받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계층이 감
소했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급증하였다. 1960년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4명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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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령자 한 명을 분담했지만, 2000년에는 불과 두 명의 프랑스 노동자가 한 명
의 연금수령자를 분담하였다. 만약 이러한 인구통계상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한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의 연금수혜자를 부담지게 될 것이다. 계
산에 따르면, 선진국에서의 연금지출은 20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할 것이고, 중대한
개혁이 없다면 연금은 몇 년 내에 50% 정도 감소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대립 후에 21세기 초 연금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은 부분적으로 인구와 노동력의 감소 때문에, 이민의 대륙이 되었다. 일부
불법이민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20세기 말 이 지역 인구의 9~10%를 차지하였다.
빈곤도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1980년대 중반, 5,000만 명이 서유럽의 평균적인 국민소득 수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러한 상황은 복지국가의 재정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고성장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쉽게 감당할 수 있었던 재정 부담이 새
로운 환경하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인구통계학적ㆍ사회적 폭탄의 시한이 다
가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임금수준이 훨씬 더 낮고 사회적
지출이 현저히 더 적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다. 복지국가에서는 임
금비용이 사회적 편익의 두 배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낮았고 그 경쟁력이 더 컸기 때문에, 유럽 복지
체제의 문제를 한층 더 심각하게 하였다. 세계경제에서,

투자자들은 임금ㆍ노동ㆍ환경규제ㆍ조세부담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당한 환경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세계경제의 최소 공분모로 축소시켜 그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시장경쟁의 요청 때문에라도 투자자들
은 철두철미하게 경쟁을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Rupert 2000, p. 80).

스틴 맹건(Steen Mangen)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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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대감ㆍ형평성ㆍ보편성 등 무엇보
다 중요한 복지원리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수립되었던, 그리고 적어도 1970년대 말까
지는 다소 안정적이었던 합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좀 더
유연한 전략을 강구하는 데 점차 중점을 두게 되었다.... 비록 이것이 대체로 수혜자
들의 법률적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일지라도.... 1980년대에 비용조정을 위한 노력
을 계속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
은 최대 복지지출 국가군에 속한다(Mangen 1997, p. 521).

세계화되고 통제받지 않는 세계경제는 복지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대
두되었다. 국가의 통제와 소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치열한 세
계경쟁에서 부적당하다. 혼합경제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될 뿐이다. 신자유주
의 학파는 국가 규제가 없는 자율적 시장체제로의 복귀를 옹호하였다. 이들은
또한 자유를 자율적 시장체제와 동일시하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저과
세를 옹호하면서 서구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의 경제 선도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G7 국가,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자금
을 제공한 세계 금융기관, 그 중에도 특히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iz)가 말했듯이, “이념적 열정을 갖춘 시장 주도권(market supremacy
with ideological fervor)”을 잡은 챔피언이었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큰
정부”에 대항하는 이념에 입각한 약속이었고, 대폭적인 조세 삭감과 핵심 공공
서비스의 계약 파기와 민영화를 통한 국가의 축소를 선호하였다. 영국에서는 국
방부와 (2,000개의 병원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Service)이
그 이전까지 제공했던 서비스들 역시 1979년 5월 마가렛 대처의 선거 승리 후부
터 계약 파기되었다. 그 이전에 국유화되었던 기업들이 곧 다시 민영화되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이를 따랐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도 합류하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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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시라크(Jacques Chirac)의 선거 승리 후 18개월 안에 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던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시 민영화되었다. 프랑코 이후의 스페인 역
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랐다.
이것은 혼합경제에 대한 심각한 충격이자 복지국가에 대한 또 다른 이념적 도
전으로 입증되었다(Atkinson 1999).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몇 년 사이에 서유
럽 국가들은 국유 산업의 민영화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을
철폐하는 것은 다소 어렵고 인기 없는 과제로 남아있었다. 선출된 정부는 유럽
의 복지제도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했다. 불안정
한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에서의 예측하기 힘든 위험과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통
계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적어도 한동안 중산
층의 5분의 1 정도가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다(Goodin et al. 1999). 복지국가는
안전 보증인으로서 중산층에게조차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또한 현대 경제번영
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평화와 교육의 자유로운 접근에 계속 기여하였다. 결론
적으로 대륙의 최선진들에서는 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에조차
사회적 지출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몇몇의 경우에는 복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2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심지어는 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조차 복지국가의 분배 기능은 GDP의 4분의 1에 달했다. 몇몇의 경
우에는 사회수당 지출이 20%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성장 선도국 아일랜드의 경
우 1970년대에 사회수당 지출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유로존(Eurozone) 11개국에서는 사회보장수당 지출
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3% 증가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이 지출이 35% 증가했으며, 인구 1인당 가족 및 자녀수당은 56% 증가하였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수당이 각각 31%와 25% 증
가하였다. 1인당 실업수당은 37% 증가하였고, 노령수당은 14% 증가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1971-80, p. 137; 1998-99, pp. 150-6). 실제로 1995년 이
전의 유럽연합 12개국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지출로 GDP의 26%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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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문화적ㆍ정치적 관행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났다. 포르투갈, 그리
스,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회원국들은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DP의 20% 정
도만을 지출했던 데 비해,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회원국들은 같은 목표
를 위해 GDP의 30~32% 가량을 지출하였다. 고용주들의 기여금에도 커다란 차이
가 있었다. 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은 고용주들에게 50%를 상회하는 부담스런
기여금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영국의 두 배, 덴마크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복지국가는 도전을 받았으며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사치”(奢侈) 수당을 비롯
한 특정 수당의 조정, 연장되고 있는 정년(停年), 그리고 기타 조정이 의제로 채
택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 21세기의 복지국가는, 만약 그것이
살아남는다면, 20세기의 사람들이 알았던 것과 분명히 다를 것이다.

Ճćজٮҝथˣ

통합된 유럽에서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 분배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세계화와 유럽 통합은 유럽의 중심부 국가들과
일부 주변부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든 국제무대가 기업 활동에
대해 개방됨으로써 자원배분도 개선되었다.

국경 없는 세계에서, 국민국가는 인간 행위를 조직하고 경제적 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역기능적인 단위가 되었다. 그것은 경제적 이해의 진정한
공동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활동의 의미 있는 흐름을 규정하지 못하
고 있다(Ohmae 1993, p. 78, 재인용: Ruppert 2000).

마크 제이커(Mark Zacher)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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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3세기가 넘도록 정치적으로 숭배했던.... 웨스트팔리아의 무너지고 있
는 기둥.... [웨스트팔리아 조약(1648년)에 의해 구축된 체제]는 국가를 국경 내 최고
또는 주권을 가진 권력임을 인정하였다.... 세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체제에서 점차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체제로 근본적인 전환
과정을 겪고 있다.

세계화와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투자는 의심할 여지 없
이 서유럽의 조정과 번영에 기여하였다. 그것의 확립된 역할과 막대한 소득은
세계화된 세계경제에서 파생되었으며 유럽 내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종종 사양
(斜陽)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의 구조
조정을 위한 오랜 세월의 갈등을 감내해 낸 영국 경제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엄
청난 도움을 받았다. 1967년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수중에 있었던 사양산업인
제지업은 막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기술근대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1997년, 미국ㆍ스웨덴ㆍ핀란드ㆍ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인수함에 따라
제지업의 생산능력이 60% 정도 확충되었다. 곤경에 처했던 영국의 자동차산업
은 닛산과 BMW의 투자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전환을 거쳤다.

1986년에 문을 연.... 닛산의 선더랜드(Sunderland) 공장은.... 영국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다.... 일본의 등장은 1980년대 영국 자동차산
업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였지만, 다른 외국인 소유 기업들에서도 부분적인 부흥
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외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산업의 재건에 큰 기여를
하였다(Owen 1999, pp. 164-5, 246, 279).

혼다ㆍ도요타ㆍ제너럴모터스ㆍ포드ㆍ푸조 모두 이러한 재건에 참여했다. TV
수상기 생산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ㆍ한국ㆍ대만의 다국적
기업들 덕분이었다. 이 나라들은 1996년 영국 TV 수상기의 86%를 생산하였다.
수많은 합작 벤처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몇몇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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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결과를 낳았다.
열성적인 사람들은 각국이 세계화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단언한다. 자본은 이
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될 것이며, 따라서 저임금 발전도상국으로 흘
러들어갈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제3세계”, “중심부와 주변부” 등과 같은
기존 범주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상품 생산 및 교환의 연결고리가 국가와 지
역의 경계를 넘나들어 작동하면서 그 자신들의 시간을 압축해 넣은 공간적 관계
들을 창출함에 따라” 불평등이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화는 점진적으로 사
회와 선진국들의 사회적ㆍ정치적 추세도 세계화시키고 있다. 그에 이어 사회적
수렴과 세계적 차원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세계 시민사회의 출
현에 관해, 그리고 경제ㆍ정치ㆍ문화ㆍ군사조직이 모두 세계화되는 시대, 그리
고 지리(地理)가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Lal
1980; Dunning 1993; Mittelman 1995).
그러나 세계화의 세계적 이익(利益)이라는 개념은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앤드루 허렐(Andrew Hurrell)과 게이어 우즈(Ngaire Woods)는 불평등 관
계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이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화는 세계 각지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지역의 영향력이 비교적 작은 나라들에게는....
세계화가 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그들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과정이다. 어느 정
도까지는, 이들이 좀 더 강력한 규칙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 한다. 비록
오늘날의 세계경제 안에서.... 이들이 그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거
의 없지만....(Hurrell and Woods 2000, pp. 528-9, 531)

어떤 반세계화 사상은 훨씬 더 극단적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는 부유한 국
가들의 이익에만 기여하고, 가난한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그 파괴를 조
장하는 제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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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경제의 발전 수준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초기 불평등 수준의 격
차는 시장력의 자연스런 기능을 통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무역에 기인한 양극화
는 요소(즉, 자본과 노동) 이동에 의해 심화된다. 더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뒤처져 있
는 국가 역시 선진국에 자본과 숙련노동자를 빼앗기게 된다(Alam 2000, p. 63).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20세기의 마
지막, 결정적인 시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단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 1인당 GDP는 서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발전된 서방
세계에서 연간 약 2%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남미의 연간 성장률은 0.99%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0.01%로 사실상 정체를 경험하였다. 구소련을
계승한 국가들을 포함한 중앙ㆍ동유럽에서는 GDP가 연간 1.10% 하락하였다.
1950년 15대 1의 비율에서 1973년 13대 1의 비율로 감소했던 지역간 불균형 또
는 소득격차는 세계화가 진행된 1973년과 1998년 사이 수십 년 동안 13대 1에서
19대 1로 확대되었다(Maddison 2001, p. 126).
ŔρًݓÂü ۍɾ(%1 _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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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앙ㆍ동유럽의 괄목할 만한 전환 과정 또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
켰다. 이 나라들은 사전적인 기술적ㆍ구조적 조정 없이 조기에 시장을 개방함으
로써 농업(50%까지)과 공업(25~35%)이 붕괴되었다. 이 지역과 서유럽 선진국
간의 격차는 1973년과 2000년 사이에 1대 3에서 1대 4 정도로 벌어졌다(표 6-12
참고). 최고 성과를 거둔 중앙유럽 국가들이 손실을 만회하고 1989년 수준의
GDP에 다시 도달하는 데 10년이 꼬박 걸렸다. 이런 일이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
벨로루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붕괴 전 GDP 수준의 고작 절반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아마도 199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10
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통계를 통해서도 사회적 결과를 대강 살펴볼 수 있다.
1989년에는 러시아 인구의 2%만이 (하루벌이 2달러를 기준으로 삼을 때) 가난하
게 살았고, 1998년에는 23.8%의 러시아인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며 그 중 절반이 어
린이였다. [그림 6-13]은 중앙ㆍ동유럽의 빈곤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Ŕρܼؖㆍʴ ͥڮÒĶ ۆҾĎ țʂٮț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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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 격차 확대는 동일한 양상을 띠지 않았다. 로
이드 레이놀즈(Lloyd Reynolds)는 제3세계의 경제성장을 분석하면서 37개국을 4
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했고, 세계화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제3세계 경제를 고성장ㆍ중간성장ㆍ저성장ㆍ무(無)성장으로 구
별했다. 4개 주변부 국가군 사이의 성장 격차는 현저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연평
균 3.5%의 성장에 달했다. 두 번째는 연간 2.7%, 세 번째는 1.7%, 4번째는 0.3%
성장하였다(Reynolds 1985, pp. 390-1). 20세기의 마지막 사분기 전반에 걸쳐 (일
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5.46%라는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이것은 서유
럽 성장률의 2.5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1인당 성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시아
의 연간 성장률은 3.54%였는데, 이는 이 기간 중 1인당 소득을 거의 두 배로 늘리
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의 계산에 따르면, 1세기
동안 정체(1820년과 1870년 사이에 1인당 GDP -0.11% 증가, 1870~1913년에
0.38% 증가, 1913~50년에 -0.02% 증가)했던 몇몇 아시아 주변부 국가들은 1950년
과 1973년 사이에 연간 2.95%, 1973~98년에는 3.54%를 기록함으로써 20세기 후
반에는 “작은 호랑이들”이라 불리며 고도로 발전하는 국가들로 변모해갔다. 일본
과 미국의 투자는 이 눈부신 따라잡기 과정을 낳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럽의 경험을 통해서도 세계화에 대한 반응에 있어 주변부 경제 사이에 이와
유사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유럽의 전통적인 중심부 국가들은 1973년
과 1998년 사이에 연간 2.0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2.47%와 2.88%로 성장했다. 1973년까지 서유럽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
했던 영국의 과거 주변부 국가 아일랜드는 20세기 마지막 사분기 동안 약 2.5배
성장률인 연 4.75%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1973년과 1998년 사이의 같은 기간에, 이전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환 과
정에서도 뚜렷한 격차라는 특징적 양상이 나타났다. 중앙유럽의 구소련 블록 국
가들은 연간 0.73%의 성장을 보였다. 한편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는 각각 연
평균 -1.08%와 -2.4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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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아, 주변부 국가들은 결코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 중 일부
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 같았다. 지중해연안 지역과
아일랜드에서는 괄목할 만한 따라잡기 과정이 나타났다. 중앙유럽은 다국적 투
자와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보면서 러시아와 소련 계승국 또는 발칸제국보다 더
성공적인 전환을 경험하였다. 소위 말하는 다국적화(化) 지수는 발칸제국에서
특히 낮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단지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6%, 알
바니아는 8%, 루마니아는 10%, 체코공화국은 24%, 헝가리는 28%였다(UNCTAD
200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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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은 더욱 세계화된 중앙유럽 국가들에서 더 성공적이었다. 1973년 폴
란드는 러시아 연방의 1인당 GDP 수준의 81%에 그쳤으나, 1998년에는 러시아
의 수준이 폴란드의 68%로 떨어졌다. 하나로 합쳐 생각해보면, 중앙유럽의 구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은 1973년 소련의 일인당 GDP 수준의 82%밖에 미치지 못
했으나, 1998년에는 구소련의 GDP가 중앙유럽 수준의 72%로 떨어졌다
(Maddison 2001, pp.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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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성공 사례와 (중앙ㆍ동유럽 내에서) 비교적 성공한 헝가리의 사
례에서 세계화는, 그리고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역할은 새롭게 건설된 근대 수출
산업이 근대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서유럽 수출시장
확보에 성공한 신산업을 건설하는 데 헝가리가 성공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 투자의 결과였다. 20세기 말에 다국적기업들은 헝가리 부가가치의 거의 절
반과 총수출의 70%를 생산했다. 오펠ㆍ필립스ㆍ아우디ㆍ아이비엠 등 4개 다국
적기업이 1999년 헝가리 수출의 30%를 생산했다.
결과적으로 세계화가 저발전 국가들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정치적 안정이 존재하거나, 국내 기반산
업이 비교적 잘 개발되어 있고, 교육제도가 숙련기술자, 컴퓨터 전문가, 숙련노
동자를 원활하게 공급한다면, 그리고 지역의 가치체계와 종교가 국제적 조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대해
지정학적인 영향도 미치며, 국가 또는 지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매력
적일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침입, 국외로부터의 투자, 그리고 자유무역협
정이 제공하는 광역시장의 기회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
건들은 국내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고도 번영과 중심부 따라잡기 과정을 발
생시킬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전환기에 유럽경제의 국제화 또는 제1차 세계
화가 힘을 얻고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따라잡기를 유발했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하였다. 이와 유사한 발전 경향은 20세기 후반, 특히 마지막 사분기 동안 지
중해연안국ㆍ핀란드ㆍ아일랜드의 따라잡기의 특징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잡기
는 적어도 21세기 전반에 일부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에 의해서도 반복될 것이
다. 그러나 “주변부 없는” 대륙은 아직 요원한 미래의 일이다.
부담되는 역사적 유산, 역기능 경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완고한 사회, 정도
가 심한 부패, 교육받지 못한 노동력 등을 지닌 국가들은 세계화의 희생양이 되
기 쉽다. 이들의 자원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착취되며, 이들의 시장
은 점령당할 것이다. 해외지사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영토를 만들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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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세계화의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대부분의 해로운 결과가 세계화에 참여하지 않는 데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화의 바깥에 남아 있으면 다국적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근대 기술과 연결된 중요한 경제의 끈이 끊어져버린다. 그
렇게 되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공업화를 촉발하는 근대 기업
들의 지사가 해외투자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다.
좋고 나쁜 결과를 모두 포함한, 세계화된 세계경제가 국제적 규제 없이는 더욱
해로울지도 모른다. 수조 달러가 다양한 국가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국제금융시장
에 대한 통제를 철폐하는 것이 국제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
다. 자본시장 자유화는 “국가를 들락날락하는 핫머니의 흐름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조치의 철폐를 수반하게 마련이다”(Stiglitz 2002, p. 65). 조지 소로
스(George Soros)는 개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개별 국가는) 세계 금융시장의 힘에 저항할 수 없으며, 실제로 국제적 차원의 법
규를 제정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경제를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는 전
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문제를 단순화하면, 시
장의 힘에 완벽한 권위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자
본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Soros 1998, pp. xx, xxiii, xxvii).

이와 유사한 경고가 반복되었다.

세계금융은 신용창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위(優位)를 점하고 있
다.... 그러나 세계금융은 지극히 깨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 불운한 연쇄 사건으로 인
해 그것이 붕괴할 수도 있다.... 당분간은.... 서방 선진 7개국 회의(Group of Seven:
G7)라는 연합 정부조차도 세계금융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규제 계획을 전혀 고
안해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경제를 위한 명백한 정치 또는 권력구조가 존
재하지 않는다. 무정부 지배(governance without government)가.... 존재한다(Cox
1994, p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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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 지배”가 확실히 위험한 것으로 밝혀진 분야 중 하나는 급속한 경제성
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였다. 그러나 20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시기에 환경파괴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내정책이나 유럽경제공동체에 대한 그들
의 계획이 미치는 환경 영향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환경은 그 중요성이 한계적인
것에서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변화하는 정책 과제였다(McCormick 2001, pp. 4, 43).

1970년대 초부터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전환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중대한, 가끔은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대
중과 정치가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최초의 것 중 하나는 1952년 12월 4~8일
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 대참사였다. 산업중심지와 석탄을 사용하는 구식 난방체
계를 갖춘 도심에서 “스모그”라는 연기와 안개의 혼합물이 비극을 불러왔다. 그
러나 1952년의 스모그 대참사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였다. 사람들이 빽빽한 검
은 스모그 속에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일주일 동안 1만 2,000명의 런던 시민
이 죽었고, 10만 명이 병에 걸렸다. 대기오염은 선진 공업국에서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런던 스모그 재앙 사태의 기록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
다.

근대 정부가 도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수단ㆍ욕망ㆍ의지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대기오염ㆍ질병ㆍ죽음이 고도 산업사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불
해야 하는 불가피한 대가가 되었는가?(Wise 1968, pp. 38, 5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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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 위기는 10년 후 독일 중공업의 심장부인 루르지방(Ruhrgebiet)에서
되풀이되었다. 이 사고로 156명이 사망했다.
복지국가 영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산하 대기오염위원회
의장인 휴 비버(Hugh Beaver) 경은 1954년 11월에 검은 연기를 없애기 위해 산
업폐기물과 가정 난방에 의한 오염의 통제를 권고하는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
했다. “깨끗한 공기는 정부에 의해 승인된.... 국가정책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 특히 황이산화물 배출을 10~15년간 70~80%까지 억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1956년 7월 5일 영국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제정되었다(Wise 1968, pp. 170, 174).
1977년 북해에서 발생한 브라보에코피스크(Bravo-Ekofisk)의 유전 굴착장치
사고, 브리타니 근처에서 발생한 1978년 아모코 카디즈(Amoco Cadiz)의 탱크
사고, 1979년 카크 브이(Khark-V) 사고 등을 계기로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환
기되었다.
미국과 구소련의 원자력발전소와 연관된 일련의 방사능 위험과 대규모 질병
역시 환경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비극적인 원자력발전소 사건
으로 인해 더 강화되었다. 1957년 발전소 냉각 시스템의 고장으로 6만 헥타르의
땅이 오염되고 1만 명이 대피해야 했던 소련의 우랄 지방에서 발생한 키시팀
(Kyshtym) 사고, 그리고 소련과 그 인접국들의 광활한 지역을 오염시킨 1986년
체르노빌(Chernobyl) 원자력 발전소의 치명적인 폭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다. 로마 클럽(Club of Rome) 의장 아우렐리오 페체이(Aurelio Peccei)는
1981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는 “모든 사람을 최적의 수준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고전파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 대
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신기한 부츠”에 걷어차이고 있음을 종종 깨닫게 된
다”(Peccei 1981, p. 9).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사건 외에도 급속한 경제성장 그 자체로 인해 무책임
한 오염행위에 대한 안전규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1970년대 초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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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대륙의 대부분 지역이 공업화되었다. 19세기에는 소수의 “오염지역”(black
region)만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대륙의 상당 부분이 오염되었다.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산업은 땅ㆍ강ㆍ공기를 오염시켰다. 농업부문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인공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였다.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조밀한 고속도로
망을 지나다녔다. 전력소비가 몇 배나 더 늘어났다. 이것은 더 많은 석탄 사용과
원자력의 전반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환경과 관련된 위험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였다. 지하수ㆍ강ㆍ호수가 죽었고, 숲이 황폐화되었다. 도시화된 유
럽은 수백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야만 했다. 부
유하고 발전한 서구 선진국은 환경을 무시한 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상식은 일인당 소득과 환경오염 수
준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역U자 형태의 소위 쿠즈네츠(Kuznets) 곡선의
적용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곡선은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오
염 역시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 즉, 역U자
(逆U字) 곡선의 꼭대기에 도달한 후에는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데도 오염은 감
소하며, 사회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성장이 금송아지였던 데 비해, 1970년대 초부터는 우
선 소수의 지식인들이, 그러나 나중에는 국제기구와 정부가 환경을 중시하기 시
작하였다. 그 첫 번째 외침은 1968년 로마의 린치 아카데미(Accademia dei
Lincei)에서 모인, 10개국에서 온 30인의 그룹인 민간단체로부터 나왔다. 이들의
선언문인「성장의 한계 - 인류의 곤경에 관한 로마클럽의 프로젝트 보고서」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가 1972년 발표되었다. 로마클럽은 “무한 성장”(unlimited growth)을
자살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만약 세계인구ㆍ공업화ㆍ오염ㆍ식량생산ㆍ자원고갈의 현 성장 추세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이 행성은 향후 백년 내 언젠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이들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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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따르면,] 목표와 사명감을 갖고 성장을 신중하게 제한하면, 인류는 이제 성장에
서 세계 균형으로 절제되고 순조로운 전환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Meadows et al. 1972, pp. 24, 183-4).

이 클럽은 두 번째 보고서인「전환점에 선 인류｣(Mankind at the Turning
Point)에서 선진 세계의 급격한 성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그 근거는
이 나라들의 물질 소비가 터무니없는 낭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분명 상대적인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발전 지역에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유기적 성장 또는 차별화
된 성장”을 주장하였다(Mesarovis and Pestel 1974, pp. 3, 6).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성장에 대한 이러한 반론
은 특정 계층 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제로 성장 개념은 기존의 성장 우상
(偶像)을 전적으로 거부했다. 1973년에「소련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Soviet Leaders)를 쓴 러시아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Alexander
Solzhenitsyn)과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로 성장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육
체노동으로의 회귀와 그 확대를 제안하였다.
초기 “녹색 운동”(Green Movement)은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벨기에ㆍ
독일ㆍ스위스에서 녹색당은 1980년대 초반에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은 곧 오스
트리아ㆍ핀란드ㆍ이탈리아ㆍ스웨덴에서 뿌리를 내렸다. 1990년대에 이들은 유
럽 전역에 존재했다. 1997년에 녹색당은 독일과 프랑스 정부의 구성원이었다.
1999년에는 이들이 벨기에ㆍ이탈리아ㆍ핀란드 정부의 구성원이 되기도 했으며,
유럽의회에 37명의 대표를 파견했다. 유럽의 녹색포럼은 1998년에 환경정책이
모든 행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염 그리고 다른 유형의 자연환
경 및 인간건강 훼손은.... 농업ㆍ공업ㆍ운송업에서 발생한다”(Kamieniecki
1993, p. 93; McCormick 2001, p. 20). 환경 논쟁은 국가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반체제 운동의 무기가 되었다. 헝가리인 두나 쾨르(Duna Kör)는 나기마로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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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치코브 다뉴브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는 기치 아래 정권을 비판하였다.
1980년대 말 불가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첫 번째 중요한 시위는 “생태계 보호”라
는 미명하에 진행되었다.
세계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주도적인 국제기구에 영향
을 미쳤다. UN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류환경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09개의 구속력 없는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그에 이어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같은 해에 열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회의에 57개국이 참여
했으며, 그 후 선박오염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63개국이 제네바에 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대체로 쌍무적이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1985년에 뚜렷한 결실을 맺었다. 아황산가스 배출을
(1993년까지 30%) 줄일 것을 골자(骨子)로 하는 유럽의정서가 채택된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이은 비엔나 협정과 1985년과 1995년 사이에 체결된 런던ㆍ
코펜하겐ㆍ비엔나 합의는 오존층의 고갈을 규제하기 위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섯 가지의 협약과 수정안을 채택하는 결실을 맺었다. 1990년대에는 사염화탄
소, 메틸, 메틸 브롬화 클로로포름 등 가장 위해한 프레온가스(CFCs)를 없앨 뿐
만 아니라, 우선 프레온가스의 소비를 억제하고 향후 그것을 50% 줄이기 위해
165개국이 모였다(Golub 1998, p. 36). 1988년에는 소피아의정서를 채택하여
1994년까지 질소산화물 방출을 줄이는 데 합의하였다. 그 다음 해에 34개국이
채택한 바젤 협정은 위험폐기물 운송에 대한 통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모인 176개국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견 일
치를 보았고, 1998년 교토의정서는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2012년까지
8% 줄이기로 결정하였다(Schulze and Ursprung 2001, p. 246).
독일ㆍ덴마크ㆍ네덜란드 정부는 환경규제와 대륙 “청소”(淸掃)의 선구자였
다. 유럽연합은 곧 이를 따랐다. 1972년 10월 유럽공동체의 6개 창립국과 3개
후보국의 정부 수반이 파리에서 만났다. 이들은 경제팽창이 자체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환경보호조치가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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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공동체의 제1차 환경보호 3개년 계획(Environmental Action Program)이 1973

년 11월에 채택되었다. 그에 이어 1977년에는 제2차 계획이, 그리고 20세기의
나머지 기간에 걸쳐 세 차례의 계획이 추가로 채택되었다.
환경 혁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럽에서 전개되었다. 1985년 유럽위원
회는 환경정책이 공동체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2
년 후,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은 환경보호를 공동체의 법률적 권한으
로, 그리고 주요 정책 분야로 인정했다. 이 법률은 로마조약의 제7부(환경)에 삽
입되었다.

공동체의 환경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환경파괴는 우선적으로 근원에서부터 바로잡아져야 한다. 셋
째, 오염유발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환경보호 요건은 공동체의 여러 다른 정책
에도 반영되어야 한다(Single Act 1987, Article 130).

1980년대 중반 유럽연합은 단지 반응적이고 임시적인 규제조치만을 도입하
였다. 그러나 1983년과 1986년 사이에 이미 약 100가지의 새로운 규제조치와 지
시사항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대규모 공업회사의 오염물질 배출, 위험 폐기물
의 선적, 가솔린의 납 성분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대기의 질(質)까지 포함되었
다. 전반적인 규제의 목표는 수질오염, 도시 생활하수 집적 기준, 내륙 청정수ㆍ
식수 질의 평가 기준, 질산ㆍ칼륨비료ㆍ화학비료 오염물질 감소 지침 등을 마련
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20세기 말까지 약 850개의 환경법이 제정되었
고 유럽환경청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에서는 인공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이 규제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살충제 판매가 20% 감소하였다. 납과 프레온가스 같은 가장 중요한 오
염물질의 생산량과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프레온가스
의 생산은 약 90% 감소했고, 아황산가스(SO2)의 배출량은 3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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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과 1995년 사이에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SO2 배출량이 각각 60%, 45%
줄어들었다. 1997년 SO2 배출량은 1980년 배출량 수준(EU 12개국의 2,500만
톤)에 비해 67% 감소하였다. 세기말 미국의 배출량 수준은 네덜란드의 7배 이
상, 프랑스의 4배 이상, 독일의 두 배 이상 높았다.
10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서유럽의 자동차 납 배출량은 25% 줄어들었다. 스
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가솔린에서 나오는 납 배출량이 98% 떨어졌고, 네덜란드
와 독일에서는 80% 떨어졌다. 납 성분 없는 가솔린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산
화질소의 배출량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약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1994년
의 유황 의정서는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프랑스ㆍ독일에서 유황배출량을 80~9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Trends in Europe 1999, p. 190; McCormick
2001, pp. 184, 188-9, 229, 233).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5년에 일
인당 8,202㎏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인당 약 2만㎏인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
준이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1995년 미국에서는 1인당 300㎏이었던 데 비해,
영국ㆍ스위스ㆍ네덜란드에서는 1인당 60~90㎏ 정도였다.
심하게 오염되었던 대도시들이 훨씬 더 깨끗해졌다. 1995년경 평균 SO2 농도
는 스톡홀름에서는 1980년 수준의 10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베를린에서
는 5분의 1로, 파리에서는 3분의 1로, 런던에서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포르
투갈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 리스본의 공기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미립자와 아황
산가스의 농도는 1995년에 5분의 4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연합의 환경성과는 세계
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1987-99, pp. 214, 218-25).
오염통제는 값비싼 행위이다. 비록 그 비용이 일부 산업에서는 총생산비의
1%를 넘지 않지만, 에너지ㆍ철강ㆍ석유ㆍ제지ㆍ구리ㆍ화학 산업에서는 생산비
의 5~20%에 달하며, 투자비용에서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규
제는 때때로 특정 생산부문을 파괴한다. 1988년 이후 서유럽의 인산비료산업이
바로 그 예이다. 규제는 총운영비의 13~15% 정도 운송비를 증가시켰다. 유럽연
합의 깃발을 달고 항해하는, 특히 네덜란드기를 단 선박의 수는 상당히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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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Golub 1998, pp. 6-10).
세계화된 세계체제 안에서 새로운 유형의 중심부ㆍ주변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환경규제의 제어로부터 탈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었
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가장 심하게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생산을 감소시켰고,
매우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마찬가지로 주로 유럽 외부의 저발전 국가에 자회사
를 설립하였다. 공해산업의 유럽 탈출은 1979년과 1997년 사이 저발전 국가의
강철생산 비중이 세계 총생산의 14%에서 37%로, 오염 유발이 가장 심한 피혁산
업의 비중이 26%에서 56%로, 비료 생산의 비중이 20%에서 45%로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공정은 국내에 유지하는 반면, 오염유발이 극히 심한 생산단계는 폐쇄하였다.
철강업에서, 코크스 오븐과 탕화(湯火) 공장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 상품들은
저발전국에서 수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75년과 1977년 사이에 국제적으로
거래된 생산물의 급격한 증가에 기여하였다. 강철은 23%에서 43%로, 피혁제품
은 26%에서 62%로 증가하였다(Jenkins et al. 2002, pp. 295-9).
엄격한 환경규제의 중요한 긍정적인 결과로, 선진국들은 생산비를 감소시킴
으로써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혁신하였다.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투자
를 경쟁력에 대한 장기 투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
시키는 유럽연합의 상품은 다른 시장에서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기술과 환경규제 서비스 역시 외국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었다. 1990년에
오염규제를 위한 세계시장은 2,000억 달러에 달했고 친환경산업은 유럽에서 60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까다로운 환경기준은 국내 기준을 위반한 외국
상품을 배제할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Golub
1998, pp. 4. 5, 28).
유럽연합은 지난 20년에 걸쳐 환경규제 및 개선의 실행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
였다. 그러나 회원국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남아 있었다. 네덜란드ㆍ독일의
수준과 포르투갈ㆍ그리스의 수준은 사뭇 달랐다. 후자의 두 나라 국기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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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하는 선박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환경위반율을 기록하였다. 1980년 이
후 스칸디나비아제국이 SO2 배출량을 80% 정도 줄인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
의 배출량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기준은 점차 동일한 수
준으로 수렴할 것이다.
대륙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중앙ㆍ동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지
역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석탄산업ㆍ제철업ㆍ철강업ㆍ중공업을, 그리
고 1960년대부터는 기초화학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급속한 공업화를 시작하였
다. 그들은 카토비치(Katowice)에, 그리고 동독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의 국
경지역에 있는 악명 높은 검은 삼각지대(Black Triangle)에 걸쳐 그들만의 “맨체스
터”와 “검은 국가”(Black Countries)를 건설하였다. 중앙ㆍ동유럽은 심각한 오염
을 유발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을 조성하였다. 1980년 이 지역의 에너지 집약도(集
約度)는 유럽연합의 거의 6배였고, 1995년의 오염도는 7배 이상 높았다. 1995년에
불가리아ㆍ체코공화국ㆍ슬로바키아 등 이 지역을 주도했던 국가들은 SO2 배출량
기준으로 여전히 상위 10위권 안에 머물러 있었다(Turnock 2002, pp. 66, 96;
Carter and Kantowicz 2002, pp. 187, 190). 경제적으로 발전한 체코공화국은
“전 유럽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황폐한 국가군”(Pavlínek, 2002, p. 119)에 속한
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더 낫지는 않았다. 소득수준 대비 아황산가스와 산
화질소의 배출량은 1990년대 초 헝가리에서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9배 높았다.
헝가리에서의 폐수처리는 1990년대 중반 서유럽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Dingsdale et al. 2002, pp. 161, 167, 172). 폴란드는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대
기오염이 심한 국가였고,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비율이 유럽연합의 경우 50~90%
인 데 비해 폴란드에서는 13%에 불과하였다. 1990년대 초반 불가리아에서는 대
기오염이 두 배로 심각해졌다.
환경오염은 유럽에서 예상수명에 차이가 나는 원인의 하나였다. 고도로 공업
화된 폴란드의 실레지아(Silesia) 지방에서는 흡입 먼지의 농도가 OECD 수준의
약 6배를 능가했고, 대기 중의 벨로피렌 농도는 10배나 높았다. 결과적으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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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질환은 보통의 3~4배였다. 1960년대에 비슷한 정도로 오염된 북부 보헤미
아 지방에서는 신생아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일반 오염지역보다 5~8배 더 높
았다(Hertzman et al. 1996, pp. 73-4, 77).
경제적으로 발전된 서유럽이 환경에 대한 우려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후 국
제기구들은 저발전국들의 준수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업
화 과정 사이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미국
이 캘리포니아 삼나무 숲을 벌채할 때는 20세기 말 브라질이 열대우림을 깨끗이
청소할 때와 같은 탄식과 비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19세기에 영국, 벨기에, 그리
고 그 후 독일이 오염 유발이 심한 석탄ㆍ철ㆍ철강 산업을 설립했을 때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중국과 동유럽이 20세기 후반에 같은 일을 벌였을 때, 이들은 오
염을 규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력의 주된 수혜자
는 후발 공업국의 국민들이었다. 1980년대부터 환경은 중앙ㆍ동유럽에서도 고려
대상이 되었다. 이들 국가의 몇몇은 이미 1972년 UN 스톡홀름 회의의 권고를 받
아들였고, 1976년 국제 환경보호조약에 가입했으며, 오존 협정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환점은 1989년 극적인 정치적 변화를 계기로 나타났다.
중앙ㆍ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후에 동기를 유발하는 꿈은 유럽
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이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ㆍ정치적ㆍ환경적 기준인 “코펜
하겐 규범”의 수용을 포함한 EU의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다. 소위 EU 법
률체계(acquis communautaire)는 십년 남짓의 지연 수락 후에 유럽연합의 환경
기준을 의무화하였다(Baker 2002, pp. 31-2). 이 법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00개가량의 EU 환경법안의 채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당
연히 필요하다. 폴란드에서 환경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0개의 법안ㆍ조
항ㆍ행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1990년대에 대기ㆍ수질ㆍ토양보호
법, 자연보호, 환경보호법, 액화연료과세법, 대기정화법 등을 제정하였다
(Pickles et al. 2002, p. 306). 10개의 신입회원국들은 아황산가스와 산화질소의
배출량을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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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U 환경보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2년 동안 1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
하다(Turnock 2002, p. 60). 체코공화국에서는 EU의 수질 기준에 도달하기 위
해 20억 달러가 필요하다.(폴란드와 헝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89년에 창안되
었고, 그 후 이 지역 국가들로 확대된) PHARE 프로그램과 세계은행 대출이 이러
한 조정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행기간은 점진적인 전환을 보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공화국의 환경투자 예산은 1989년 GDP의 0.7%에서
1996년 2.7%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폴란드에서는 환경투자의 4%만이
EU의 재원으로부터 나왔다(Carter and Kantowicz 2002, p. 202).
그러나 일부 초기 결과들은 이미 드러났다. 납 성분이 없는 가솔린은 1990년
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며, 납 성분 함유 가솔린은 1999년
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몇몇 원자력발전소는 개선되었고, 몇몇은 폐쇄되었다.
수질오염은 체코공화국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1989년의 27% 대신에 1997년
에는 폐수의 9%만이 전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었다. 시멘트산업은 고형물질
방출을 97% 줄였고, 1989년부터 10년 동안 주로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
투자를 통해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유럽의 새로운 환경
정책과 성과는 세기말 근대경제 전환의 조정과정 중 일부분이 되었다.

̃ͥڮ١βəąߣۺ܃ÌʂĶ

점차 통합되고 확대된 유럽연합은 20세기 마지막 3분의 1 기간 동안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미 어느 정도 통합되었고 통합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는 유럽은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세계화된 세계경제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
다. 2000년도의 유럽은 1900년도의 유럽과는 달랐다. 4개의 뚜렷한 급성장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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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시기를 보였던 20세기 내내, 서유럽 경제의 GDP는 10배 이상, 남유럽은
12배 이상, 중앙ㆍ동유럽은 6배 이상 성장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유럽은 예외
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농업ㆍ공업ㆍ서비스업 생산은 10배나 증가하였다
(Maddison 1995a, p. 227; 2001, pp. 273-4). 이것은 20세기 초에 생산된 양보다
10배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세기말에 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상 전례
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에 지역별 성장률은 불균등하였
다. 스칸디나비아제국은 서유럽 중심부에 합류했지만, 남유럽ㆍ중앙유럽ㆍ동유럽
의 주변부는 뒤처져 있었고 상대적 후진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특
히 마지막 수십 년 동안에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지중해연안 유럽 국가와 비교적 덜 발전된 북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
였고, 유럽연합이라는 서유럽 통합체를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그 일원이 되는 인상
적인 진보를 이룩하였다. 1989년까지 소비에트 블록의 일원이었던 중앙ㆍ동유럽
은 남유럽ㆍ핀란드ㆍ아일랜드 패턴의 발전을 다시 이룩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이
지역은 심각한 주변부 위기를 겪었고 1973년 이후 대체로 정체되었다(표 6-10과
표 6-11 참고). 국가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한층 더 가파른 내리막길이 한동안 지속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적 전환, 해외투자, 경제적 근대화를 계기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었다. 한편 발칸제국과 소련 계승국들은 훨씬 더 뒤처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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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개국; ** 4개국; *** 1973년에는 8개국, 1998년에는 27개국
1973년=100%
자료: Maddison(2001),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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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95a), p. 62; Maddison(2001), p. 265.

20세기 후반 남유럽의 주변부 국가들과 아일랜드에서는 지역 격차가 좁혀졌
다. 이 지역의 나라들은 전통적인 격차를 점차 줄이면서 굉장한 속도로 서유럽
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중앙ㆍ동유럽, 그리고 소련 계승국들은 다른 지역과 비
교했을 때 최악의 경제성과를 거두었고, 그들의 기존 지위를 잃었다. 이 나라들
과 서유럽의 격차는 더욱 커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기가 바뀌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이 지역
의 8개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고, 이 8개국과 서유럽 간의 격차는 45%로
좁혀졌다. 구소련의 계승국들 중 일부도 그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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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개국(북유럽 국가와 이탈리아), ** 4개국(아일랜드 포함)
자료: Maddison(2001).

전체적으로 보면, 북유럽과 지중해연안의 상대적으로 퇴보한 지역이 20세기 전
반 또는 후반에 사실상 유럽의 중심부에 진입하였다. 중앙ㆍ동유럽은 여전히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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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머물렀지만, 중앙유럽의 근대화된 8개국은 유럽연합으로 통합되었고 이들이
따라잡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가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
칸제국과 구소련은 훨씬 뒤처져 있었고 서유럽의 고작 약 20%, 중앙유럽의 70%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변부화되었다(그림 6-15 참고).

ŔρͥڮʂΫęۆًݓࢍيĶǴߪԦԓ _ț

이례적인 경제성장과 통합의 결과로 유럽은 다시 경제적 초강대국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인구는 2004년 팽창 이후 4억 5,500만 명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인
구보다 약 50% 많은 수치이다. 세기가 전환될 즈음에 유럽연합의 총 GDP(7.3조
달러)는 미국의 7.4조 달러와 사실상 같았다(표 6-16 참고). 1인당 GDP를 기준
으로 보면, 1950년에는 미국 수준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2000년경에는 75~80%
로 높아졌다.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문화적 이질성에 뿌리를 둔 경제적 차이가 여
전히 남아 있었다. 1950년 유럽연합 15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에 불과
했지만, 1990년에는 미국 수준의 90%에 달했고, 세기말에는 같아졌다. 다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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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EU의 노동자들이 1시간에 창출하는 가치는 미국 노동자들의 경우와 같다.
서유럽은 미국만큼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아직 미국에 3분의 1 정도 뒤처져 있다(표 6-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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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2001), pp. 195, 197, 228.

이것은 부분적으로 20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 동안 미국이 급속히 성장
한 결과인데, 이는 전후 수십 년간 특징적이었던 유럽의 급속한 따라잡기 과정
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시간당 균등한 가치생산과 1인당 소득수준 사이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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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주로 비교적 짧은 유럽의 노동시간, 더 많은 유급 휴일, 장기 휴가, 그리고
몇 배나 더 긴 출산휴가와 병가(病暇)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다시 말해, 유럽은
훨씬 더 적게 일하면서 복지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73년과 1998년 사이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매우 극적으로 미국을 따라잡
았다. 아일랜드는 1998년 미국의 1인당 GDP 대비 39%에서 74%로, 오스트리아
는 66%에서 73%로, 노르웨이는 63%에서 87%로 진보하였다(Survey 2000, p.
161)(그림 6-17 참고).

Ŕρٍͥڮ०ęйĶۆȤʴԦԓՁ _ț

유럽은 또한 세계무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되찾았다. 2000년을 기준으로 미
국, 캐나다, 호주의 수출을 다 합해도 세계 총수출의 19%에 불과했고 아시아의
비중이 27%였던 데 비해, 유럽 수출의 비중은 약 43%로 압도적인 세계 최대였
다. 세계화 과정이 시작될 무렵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미국 은행들과 다
국적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다국
적기업들이 세계화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의 역할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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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등해졌다. 미국의 유럽 내 자회사들이 유럽의 미국 상품 수입량의 33%를
생산하는 동안, 유럽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미국의 유럽 상품 수입량의 38%를
생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미국 투
자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73년경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한편 영국은 1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유럽 대륙의 서부는
25%를 차지하였다. 20세기의 마지막 사분기 동안에 주역(主役)이 더욱 다양해
졌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ㆍ일본ㆍ유
럽연합의 “3자”(三者)가 더욱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전후의 상황과는 대조적으
로 대서양 횡단 투자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십
년간 미국 내의 직접투자는 5배 증가했고, 1990년대 중반 유럽의 다국적기업들
은 미국에 대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60% 가량을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은 유
럽에 유입된 총 FDI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했다(Pollack and Shaffer 2001, pp.
12-14). 경제력을 평가한 결과, 1980년대 말엽 유럽과 미국은 세계 FDI 잔고에
서 같은 비중(각각 34%와 35%)을 차지했지만, 세기말에는 유럽이 세계 FDI 잔
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비중을 훨씬 능가하여 전체의 39%에 달했다(그
림 6-18과 표 6-14 참고).
FDI 잔고는 특정 연도까지 축적된 투자의 누계를 나타낸다. 현재로서는 직접
투자의 연평균 유출 규모가 더 크다. 1980년대 중반 유럽의 FDI 연간 유출 규모
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였다. 이때 미국은 고작 31%를 차지했다.
80년대 후반에 유럽의 비중은 미국의 두 배로 커지게 되었다(Jones and
Schröter 1993, pp.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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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2001), p. 147.

그러나 세기말의 세계경제는 더 이상 “서양”(西洋)의 세계경제가 아니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아시아가 주역으로 등장했다. 일본은 가장 부유한 국가군의 일
원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 동안 가장 빠르고 안정
적인 성장을 달성하였다. 1982년과 2002년 사이에, 중국은 연간 9.5%의 성장률
을 기록했고, “시장개혁 이후 약 세 차례에 걸쳐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일구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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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되었다”(Fishman 2005).
10대 경제대국 중에서 중국, 일본, 인도는 새로운 아시아의 경제력을 대변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GDP 생산에서 37% 이상이라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20세기 말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유럽에 이어 세계 제2위
였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기술 주도국이 되었다. 12~14억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는 엄청난 경제적ㆍ지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강대국으로서의 그들
의 정치적ㆍ군사적 중요성은 세계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경제
의 삼각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21세기의 세계경제가 다소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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