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본연구과제명 :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
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연구책임자
김 흥 종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압축 성장에 따른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
으나, 최근 들어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주요 경제사회이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욱 절실해 졌음.
-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성장 동력을 위협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세를 포함한 세입 부문, 정부재정지출의
구조, 연금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임.
- 양극화와 고령화를 방치하고 정부의 역할, 사회안전망, 노사관계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통합에 현저한
위해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양극화 급속 진전: 빈곤율(%) 급상승 12.7(1996) ⇒ 17.0(2000), 경공업
對 IT산업 생산성 격차 확대 1.8배(1995) ⇒ 5.2배(2002), 지역간 격차
도 지수 확대 0.203(1995) ⇒ 0.239(2000, 2003)
※ 저출산·고령화 심화: 합계출산율 1.16(2004) - OECD 국가중 최저; 고
령인구비율 7.2%(‘00) ⇒ 14.3%(2018년 전망) ⇒ 20.8%(2016년 전망)

- 따라서 ‘더불어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조화시키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사회적 합의 도
조화
출이 요구됨.
□ 저성장 시대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사회경제정
책의 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이 주목하면서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해 왔음. 따라서 유럽 주요국의 사회경제정책
의 합의 도출 과정을 파악하고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또한 주요 부문별로 미국의 경우를 사례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도출
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아울러 하고자 함.
▣ 선행연구
□ 고령화, 재정 등 분야별 연구보고서가 다수 있었으나, 사회경제정책
의 조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주요국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연구한 연구보
고서는 부재함.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전으로 제기된 사회경제 문제들을 어
떻게 인지하고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경우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 과제명: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극
복: 국가의 역할
- 문형표(2005)
- 연구목적 및 결론: 한국사회가 당면한
도전, 정부의 역할 재정립, 사회분야별
주요
대응전략을 소개 - 해외 사례 부재
선행
- 과제명: 해외주요국의 사회경제정책
연구
기조의 변화
- 김흥종 외 (2005)
- 연구목적 및 결론: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주요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기조
변화 정리 - 정부의 특징 등을 정리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 본 연구
가들의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
으로서 사회경제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문헌조사
사례연구
통계정리

- 한국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 정부의 역할 재정립
- 사회분야별 대응전략

문헌조사
사례연구
통계정리

-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경제정책
기
조의 변화
- 주요 정부의 성격
- 평가 및 시사점

통계조사: 주요 사회 -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과제의 등장: 총
론
경제적 도전을 제시
문헌조사: 사회경제 - 주요국의 대응 전략 및 평가(부문별 합의

적 합의 도출
합의 도출 과정과 이를 가능케 한 환
- 정성적 분석
경을 분석함.
- 방문 인터뷰 등

도출 사례 연구): 정부재정, 고령화, 저출
산, 사회안전망, 노사관계 등
- 시사점

▣ 연구 주요내용
□ 총론: 주요 선진국의 사회경제적 도전
○ 경제발전과정
○ 주요 단계별 정부의 특징
□ 각론 - 주요 사례 분석
○ 정부 재정, 사회안전망, 저출산·고령화, 빈곤, 일자리 창출
○ 각종 현안별 1～2개 국가별 사례 분석
□ 주요국의 대응 전략 평가
○ EU차원의 대응 전략
○ 개별 국가별 대응 전략
○ 대응 전략의 효과 평가
□ 한국사회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정책적 분석에 근거한 연구임.

- 연구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생생한 현지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함.
▣ 기대 효과
□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정
부의 역할 재정립, 사회경제적 이슈의 합의 과정에 관한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연구결과 제시될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

와 합의라는 전체적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질 것임.
□ 연구결과는 가능하다면 앵글로색슨 모형, 유럽대륙 모형, 노르딕 모
형 등 흔히 제시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특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협동연구기관
□ 추후 결정 (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등과 협의)
▣ 연구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