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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
-슈뢰더 정권의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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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좌표를 찾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과제일 것이다.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시행
되고 있다. 독일의 사민당의 정책 실험은 하나의 비근한 예이다. 사민당은 이념을 계급 정당에서 국
민정당으로 변신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은 늘 국제적, 국내적 환경의 변화와 같이했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은 늘 풀기 어려운 과제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는 계기도 되
었고, 또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은 절반의 성공과 절
반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공과 좌절을 음미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가 상호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에 합의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며, 이러한 연정의 원인이었던 “독일병”의 근원에 대
해서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시도인 “신중도”와 “agenda 2010”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것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한다.
주제어：독일 선거, 사회민주주의, 대연정, 독일병, 아젠다 2010, 신중도,

Ⅰ. 들어가면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좌표를 찾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
이 겪고 있는 공통의 과제일 것이다.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제도 개혁이니 정책 혁신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사민당의 정책 실험은 하나의 비
근한 예이다. 1959년 사민당은 이념을 중시하는 계급 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신하면서 사회민주
주의의 정치적 실험은 늘 국제적, 국내적 환경의 변화와 같이했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은 늘
풀기 어려운 과제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는 계기도 되었고, 또 정체성을 훼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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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치
적 성공과 좌절을 음미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가 상호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 세력, 이익단체 등 사이에 주장되는 편협한 이익보다는
보다 큰 국가이익을 위하여 타협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
여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사회경제적 방법에 의하여 기
술한다. 우선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에 합의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며, 이러한 연정의 원인이
었던 ‘독일병’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시도인 ‘신중도’와 ‘아젠다
2010’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할 것이다.

Ⅱ. 대연정(große Koalition)의 등장
1. 변화를 위한 용기(Mut zur Veränderung)?
2005년 9월 18일에 실시된 독일 총선은 사민당(SPD)과 기민당(CDU), 그 누구에게도 결정적인
승리를 안기지 않았다.1) 다시 말하면 지난 선거를 통해서 과거 ‘적-녹 연정(Rot-Grüne Koalition)’
의 뒤를 이어 집권할 안정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선거 몇 개월 전부터
40% 이상을 웃도는 지지율을 자랑하던 기민당(CDU)/기사당(CSU)의 지지율은 35%로 낮아졌고,
이들과의 연정을 늘 공언해온 자민당(FDP)의 지지율은 기대보다 높은 10%대를 기록하였다. 그러
나 두 당은 전통적으로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구성이 가능한 50%를 넘기지 못하였고,
소위 ‘흑-황 연정(schwartz-gelbe Koalition)’은 다시금 후일을 기약하게 되었다.
반면에 여론조사에서 늘 3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이던 사민당은 예상외로 선전을 해 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녹색당 역시 8%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간신히 체
면을 유지하였다. 독일 좌파의 정치적 실험은 결국 정권 연장에 실패하였지만, 최소한 우파 정권의
출범을 막는 데는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7년간 ‘적-녹 연정’이 국민들로부터 단순히
실패한 정치로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선거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국
민들이 슈뢰더 정권이나 외무장관 피셔 등의 정치지도자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좌파정치의
1) 총선의 득표율을 보면 사민당(34.3%), 기민/기사당(35.2%), 자민당(9.8%), 녹색당(8.1%)로 집계되었다. 주
간 조선, 200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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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도 아니었다. 독일국민들은 정부가 좀더 잘하기를 기대
하지만, 그렇다고 ‘흑-황 연정’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일정한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5년 선거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국민정당(Volkspartei)의 점진적 퇴조와 군소정당의 약
진이었다. 과거 사민당의 사회안전망 축소정책에 반발하여 사민당내의 좌파들이 중심되어 결성한
‘선거연합(WASG; Die Wahlalternative-Arbeit-und soziale Gerechtigkeit)’과 과거 동독의 민사당
(PDS)이 연합하여 출범시킨 ‘좌파정당(Linkspartei PDS)’은 2005년 선거에서 8%정도의 지지율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이들은 동독지역에서는 25% 가량의 지지율을 얻는데 성공하였고, 여타
독일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획득하였고, 사민당의 국민정당과 달리 전통적인 의미인 계급정당
(Klassenpartei)의 전국 정당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좌파정당”의 성공은 ’사민당의 우경화‘ 정책에
실망한 좌파성향의 유권자들, 특히 사회보장의 축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민 계층이나 진보
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이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명한 좌파 정치인들의 선동도 한 몫 했지
만, 단순히 이것으로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우익적인 경향을
띠는 자민당(FDP)이 1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을 지지하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탈
규제의 개혁(Reform für Deregulation)’과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2005년 선거결과를 보면, 좌파정당 및 자민당의 성장을 통해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이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국민정당에서 한편에서는 노골적인 좌편향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우편향으로, 이탈한 유권자들이 많아졌고, 급격한 세계화와 유럽화의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경제적인 추세와 독일인들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현상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2. 총선의 의미와 대연정(große Koalition)의 등장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간의 균형이라는 해묵은, 그리고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독일 총선은 대량 실업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녹 연립정권’이 개혁정책의 지
속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물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총선의 의미는 결과에 비
추어 볼 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집권당인 ‘적-녹 연정’의 종식 여부였다. 이들
이 독일 국민에게 요구한 ‘변화를 위한 용기’는 기존 연정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다른 정치세력에게도 절대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또한 독일 국민은 기존 국민정당의 퇴조와 견
제 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관심을 보이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9.18 총선이후 3주에 걸린 연정 협상과정에서 독일 역사상 두 번째로 ‘대연정’이 출발하였다.2)
2) 1966 - 1969년까지 최초의 대연정이 있었다. 당시 총리는 기민련의 Kurt Kiesinger총리와 Willi Brand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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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거 결과 각기 35%의 지지율을 확보한 기민당과 사민당이 서로 연합하여 70%의 지지를 바탕
으로 강력한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두 당이 발표한 기본 구도는 한마디로 ‘명분과 실리’의 교환이
다. 기민당은 총리를 차지면서 정권의 대표성을 상징하였고, 사민당은 실제로 정권의 핵심인 주요
부처를 포함하는 8개 부처의 장관직을 맡아서 지난 3년간 추진하였던 개혁정책을 계속하여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거래가 사민당으로서는 불만족스럽지만, 차기 선거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심 기대하는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사회의 구조적 위기: 독일병(german disease)의 심화
오늘의 독일은 영국의 쇠퇴기를 연상시키며 독일 경제가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과거 라인(Rhein)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경제 대국 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의 후유증,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s Marktwirtschatssystem))가 안고 있는 시스템에서 오
는 경제적 불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유럽 각 국가들이 통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제
반 제도는 독일 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독일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의 이중고로 고전하고 있다. 우선 2001년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1.2% (2001년), 0.1% (2002년), -0.2% (2003년), 1.6% (2004년)의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3) 그리고 실업률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거의 12%에 육박하고 있으며, 등록
된 실업자만 해도 472명인데 여기에다 조기퇴직 등을 고려하면 5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통계자
료도 나왔다. 이 수준은 미국은 물론 이웃 국가인 영국, 프랑스보다도 위험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을 대폭 줄이거나 동유럽 등 해외로 생산 공정
을 이전하고 있고, 이 모습은 독일 경제에 앞으로도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이 독일을 과거 ‘유럽의 성장엔진’에서 ‘유럽의 중환자’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독일의 위기가 단기간의 개혁이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후유증은 계속 되고 있으며 아직도 동서간의 경제적 차
이는 매우 크다. 이렇게 후유증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이 차이가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상은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란 긍정적인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 경제는 근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이러한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EU 집행위와 그 외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독일의 노동
생산성 또한 둔화되고 있어서, 이미 오래 전에 미국에 역전당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IT(information
외무장관을 맡았다. 1966년 대연정은 경제불황 극복, 비상사태법과 다수대표제 선거법을 통해 국가차원의
문제 해결과 위기극복을 위한 양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었다.
3) 『주간 조선』,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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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부분의 생산성 저하와 IT투자 부진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이러
한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의 격차는 독일 경제가 회생하기 힘든 악재라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내수기반이 튼튼하여 세계 경제의 흐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것과 달리, 독일 경제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독일의 GDP대비
수출 의존도가 30%나 되고 변동폭 또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독일 경제는 유럽 통합 이후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취약한 내수 기반
과 불확실한 미래는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꺼리게 하며, 독일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은 바로
내수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요소들은 독일은 단순한 경
기변동적인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경제위기로 보기에 충분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독일이 이처럼 단순한 경기변동 위기(conjuncture crisis)가 아닌 장기적으로
(secular) 또 구조적인 경제 위기에 빠진 것은 대략 네 가지의 크고 작은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했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내적으로 보면 독일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나친 ‘스웨덴
모델’의 부작용4), 독일 노조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 후의 정
책 실패로 인한 후유증 등과 외적인 세계화의 흐름이나 유럽 통합과 같은 시대 환경의 흐름에 적
응하지 못한 점과 독일의 IT산업의 생산력 저하 문제 등이 ‘독일병’의 발병 원인이라 볼 수 있다.5)
① 독일 정부는 경제의 황금기였던 1950년대 이후부터 사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전까지 경제 순
환 과정에 30 - 40% 정도로 적절히 개입하였다. 그러나 브란트(Brandt) 정권은 정치 슬로건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Mehr Demokratie)’를 강조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이나 사회 각 부문에 개
입하였다. 이후 스웨덴식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정부 분담비율을 50%에 육박하는 49.5%로 올
려놓으며, 비생산적 수혜 계층을 점차 확대시켰다. 그 이후 비생산적 수혜 계층들은 정부의 비중
있는 유권자층을 형성하게 되어, 정부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던 정부 분담비율을 낮추지 못하
고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독일은 분배 형평성과 사회
연대를 중시하고, 꾸준히 사회복지 정책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사회복지 지출은 민간
경제 주체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있고, 분배의 강조는 결국 독일 경제의 저성장을 가져왔다. 저
성장은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재정적자로 이어지며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
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지금 독일은 국가 채무가 이미 EU의 조약에 규정된 안정성 기준
치인 60%를 넘어섰고, 2003년 기준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660억 유로(약 75조원)로 측정되
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독일정부 차입금 가운데 820억 유로라는 큰 돈이 이자 상환으로 충당되고
4) 스웨덴 모델은 전통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 논의되는 경제 모델
은 3가지정도 이다. 앵글로 색슨 모델, 라인란트 모델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가장 많이 회자된다. 처음
모델은 효율적이지만, 평등서이 떨어지고, 두 번째 모델은 평등성은 좋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유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5) 『주간 조선』,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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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있다.
② 독일의 노동조합의 정책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부터 독일 노동조합
(DGB)은 조합원 보호에 정책의 핵심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
등 조합주의적 노사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독일 기업들은 산업 평화를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는 값 비싼 대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중앙집중화된 권력
(Verstaatlichung der Gewerkachaften)’을 가지고 교섭력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왔다.6)
그러나 EU의 등장이나 글로벌 경제의 조건 앞에서도 일관된 고임금, 고복지 정책을 주장하던 노
동조합의 정책은 결국 엄청난 실업자들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또한 기업들 역시 노동시장에 신축
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노동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동시에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
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세계화의 흐름에 적절하게 발맞추지
못하였다. 즉 현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 독일은 금융 경제나 제도에서도 낙후되었고, 금융의 원활한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우선 유럽연합이 형성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고비용 노동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독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노동력과 비교적 높
은 학습수준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기업들 마저도 독일
이 아닌 동유럽 국가를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더 큰 이윤을 기대하며 독일
의 제조업체들까지도 생산설비와 부품 공장을 동유럽으로 옮기며, 독일 경제의 재도약을 근본적으
로 어렵게 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의 창설은 유럽의 중소국가들의 경제에는 큰 혜택으로 다가
왔지만, 독일과 같은 경제대국에는 그와 반대의 영향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
이 추진한 단일금융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독일은, 그들의 유리한 혜택을 잃게 된 것도
경제 위기에 한 몫을 하였다. 강력한 마르크(Deutsche Mark)화 보호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독일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저렴한 금융조달이 가능했던 기업들은 과감히 대출을 받아 활발히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유로화의 도입은 과거 독일의 저금리 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독일 경제의 부담
이 되었다.
③ ‘독일병’의 원인으로 통일의 후유증을 생각할 수 있다. 통일이 된지 1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도 독일은 통일의 부작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는 독일 경
제의 부진의 대부분이 통일 후유증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과거 서독은 80년대 말에
흑자재정을 달성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국가였다. 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가 일어났음에
도 불구하고 서독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고, 경제 번영을 이루어 냈다. 당시 독일 정부는
1986년, 1988년, 1990년 세 차례나 소득세를 감면할 정도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6) Joachim Hirsch, Das neue Gesicht des Kapitalismus,(Hamburg:VSA, 1986), 7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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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일 이후 독일의 정부 재정은 유럽연합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을 위반할 정도로 크게 악화
되었는데, 원인으로 1990년 이후 동독에 지원된 총 금액이 약 1조 4,600억 달러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독일은 이후 매년 GDP의 5%나 되는 1,000억 달러를 동독에 지원하였고, 이 지
원금은 동독 지원의 인프라 구축(SOC), 주택 개량, 사회복지비용, 임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7).
이렇게 많은 액수의 지원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경제적 제제를 받을 위
기까지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큰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는 줄어
들기보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동서독의 경제격차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고, Halle
경제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동독 경제가 서독 경제와 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배의 성장
률이 필요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8). 서독지역 주민들의 다수는 오히려 통일 이전 상태가 바람직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동독 주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투자정책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 이후의 경제 안정을 위한 천문학적 액수의 지원과, 지원액과 비례하지 못하는 성과와
독일 국민들의 갈등은 앞으로의 독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④ 독일은 전성기 당시 정보통신(IT)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었다. 독일의 IT산업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앞서 있었고, 이는 독일의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는 과거 독일의 앞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었다. 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이나 신흥 공업 국가들은 독일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독일은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우선 이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시장의 유연
성(Flexibility)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모험심과 책임정신, 추진력과 의지력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체제는 노동시장과 기업 양 부문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고,
상응하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제 때에 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식 개발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
다. IT산업이 비중 있게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독일의 IT부문의 생산성 저하와 투자 부진
은 결국 다른 선진국들과의 생산성 격차를 가져왔고, 이 차이가 바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Ⅳ. 위기극복을 위하여: ‘신중도(neue Mitte)’ 정책과 ‘agenda 2010’
1. ‘신중도’ 정책
1998년 선거에서 당내 분파를 평정하고 사민당 총리후보로 지명된 게하르트 슈뢰더(Gehardt
Schröder)의 선거 모토는 ‘신중도’였다. 그는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이라는 국내외적 정치변동과 세

7) 주간 조선, op. cit.,
8) http://blog.naver.com/uuuau/40003267859, 독일의 구조개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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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조응하는 ‘혁신적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집권 프
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4선의 총리와 독일통일의 주역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Helmut
Kohl)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유럽에서 진행되던 ‘신 좌파(New Left)’의 정치가 독일에도 상륙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 환경, 평화 등 1970년대 이래로 신사회 운동(Neue soziale Bewegung)을 주도
해오던 세력들이 결집한 녹색당(Die Grüne)도 처음으로 실제 정치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적-녹
연정’의 ‘신중도’는 21세기형 진보정치의 새로운 상을 창출하고, 독일의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신중도’는 처음부터 개혁의 내용으로 볼 때 내적인 모순과 긴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집권과 더불어 좌파 세력들은 노동과 자본의 긴장을 조절하며 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책임과 이
의 성공을 위해서 복지국가의 구현에서 등장하였던 여러 가지 제도의 비효율적인 면과 모순을 스
스로 극복하여야 했다.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사회적 부담을 높이면서 사회적 지출
(Sozialabgaben)을 줄이고, 동시에 복지제도의 운영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사민주의는 사회주의 전통과 자유주의의 종합으로 수정주의(Revisionismus)가 그 본질이
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사회개혁을 위한 정치적 틀로서 수용했다는 점과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주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통제와 책임아래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사민당은 자유, 정의, 연대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민주주의, 다원주의, 인권, 사회
적 안전, 노동자 참여 등을 새로운 기본 가치로 추가했고, 시장과 사유재산의 추가는 이것이 교조
주의보다 사민주의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즉 사민주의는 경직된 교조
주의와는 달리 현실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수정주의라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수정주의로서 ‘신중도’는 사민주의의 전통적인 기본 가치를 급진적 실용주의와 다시 결합하
는 특징을 가진다. ‘신중도’가 추구하는 바는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종합’이다.9) 사민주의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것도 또 놀라운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실용주의적 입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존의 문제이다. ‘신중도’는 지난
20년간 자유주의가 많은 선진국에서 정책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도’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
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복지정책의 개혁
‘신중도’정책은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를 개혁하면서 전통적인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재정
립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 개념은 19세기부터 진행된 산업화에 대한 반응이며 대량생산 경

9) Thomas Meyer, The third way - some crossroads, working papers, 199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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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제반 여건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행정비용의 증가,
각종 규제의 강화 등 각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10) 따라서 변화된 사회 여건 하에서 어떻게 개혁
해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이 경우 개혁의 방향은 복지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계속 공고히 하면서 나
아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변화 의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는 성장 및 역동성을 안전
및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1) 그러므로 이러한 개혁은 복
지국가 제도를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반영하는 새
로운 ‘적극적 또는 능동적 복지’는 개념상의 진전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
도이다.12) 즉 지속적인 재분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사
회복지 정책이 올바른 노선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개인 자신의 더 많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활동을 장
려하는 국가(aktivierender Staat)’이다.13) 이렇게 변화된 국가의 역할은 예방을 강조하고, 자구 노
력에 대한 진정한 지원을 지향하여 복지국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새롭게 공고히 하는 것이다. 즉 ‘예측 가능한 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에서 이러한 예방과 관련하여 가족에 대한 조세감면, 육아보조금의 증액, 맞벌
이 부부에 대한 탁아 정책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나타난 ‘신중도’의 특징은 과거에는 무시하였던 시민사회의 재발견이다. 즉
복지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면서, 아울러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동반자적
관계로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사회복지에서 새로운 협력 형태로 모색되어야 한다.14) 예를 들어 시
민사회의 자발성의 결과로 자원봉사나 명예직의 증가를 통해서 재정적 효율성의 증대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협력은 국가 활동의 일부가 시민사회로 이전됨에 따라 국가역할의 축
소를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사회적 연대가 국가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
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신중도’는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 즉 현대의 사민주의는 모든 영
역에서 맹신적 국가주의나 정치규제의 반대자의 역할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과 노동의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현
대의 사민주의자는 보충성의 원리(Subsidariätsprinzip)를 기본 사상으로 한다는 것이다.15) 따라서
10) Roland Tichy, Ab in die Neue Mitte. Die Chancen der Globalisierung fuer eine deutsche
Zukunftsgesellschaft, (Hamburg, 1998), p.55.
11) ibid., p.179.
12) Gehardt Schröder, "Alte Linke, Neue Mitte, Die neue Gesellschaft", Frankfurter Heft, Mai, (1998),
p.445 ff
13) cf., Bodo Hombach, Aufbruch. Die Politik der Neuen Mitte, (Muechen:1998),
14) Grundwertkommission der SPD, Dritte Wege - Neue Mitte. Sozialdemokratische Markierung fuer
Reformpolitik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Berlin: 1999), p.3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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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도’는 국가에 의한 시장 규제에서도 간접적인 개입을 지지한다. 즉 정치가 실행에 옮길 목표
에 대하여 사회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가는 경제 주체들과 공동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
아내고, 이를 사회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16) 그러므로 앞
으로의 정치는 규제의 축소, 행정의 현대화, 공공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 등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
하게 중개나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개인적 이니셔티브나 자기 책임의
강화를 통해서 국가는 전통적인 기능의 일부를 시민사회에 이전하고, 작고 효율적인 국가의 역할
새로이 부여받는다. 즉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서 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도’는 ‘민영화 교조주의’ 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체’라는 주장에 대
해서도 반대한다.17)

2) 공급지향적(supplyside) 경제정책의 도입
‘신중도’는 전통적인 케인즈적 수요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해 과도하게
채택된 공급정책과 새롭게 결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즉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적 자유방임의
시대는 종식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970년대식의 적자재정과 대규모의 국가개입(state
intervention)은 반대하고 있다. 이보다는 공급지향적 정책이 오히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좌파의 공급정책’으로 불리는 이 정책의 핵심은 조세 개혁과 규제 완화
이다.18) 즉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경감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수공업법
(Handwerk Gesetz)’의 경우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
는 이 법이 소기업 수십만 개의 창업을 방해하고 또 여기서 파생하는 일자리 창출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미시적 유연성과 거시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중도’에
서는 공급정책의 채택이 초래할 부작용과 문제점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 즉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조건을 창출하고 국제적인 조세감면 경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
세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9)

3) 새로운 노동정책
‘신중도’는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실업대책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즉 가까운
장래에 실업인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필요한 취업노동의 자리마저 점차 감
15)
16)
17)
18)
19)

ibid., p.41.
Gerhardt Schröder, op.cit., p.446.
Roland Tichy, op.cit. p.206 ff
Bodo Hombach, op.cit., p.16.
Grundwertkomission, op.cit.,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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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 정책에 대한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날마다 커가는 현실
을 감안할 때 기술혁신, 경제 성장, 노동시간 유연화(Flexibilisierung der Arbeitszeit), 3차 부문 노
동(the third sector), 저임금의 부분 허용과 임금보조, 파트타임 노동의 법적 보장 등을 총괄한 ‘혼
합 전략’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20) ‘신중도’는 그동안 사민당이 반대하였던 노동
시간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전직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이 상품시장이나 자본시장과 동
일한 정도로 유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찬성하고 있다.

4) 정보사회에 대한 대응
사민당이 1990년대 중반부터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던 새로운 도전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한 ‘지식기반 사회(Wissensgesellschaft)’, 즉 ‘정보통신 사회
(information society)’의 등장이다. 최근의 지식 발전 속도는 매 7년마다 지식의 양이 배로 증가하
는 급속한 팽창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지식기반 사회는 학습을 평생의 과업으로 하는 평생학습 사
회이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은 일차적으로 개인에 의해 경주되어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고 활성화시켜주는 부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국가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주고 나아
가 실패한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21)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신중도’는 당연히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
식기반 사회에서는 습득한 지식의 효력이 갈수록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평생 취업을 위한 평생 학습과 취업 능력의 부단한 갱신이 성
공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교육 개념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식은 단순히 직업 지식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방향설정 능력까지 포
함한다. 교육은 지식의 습득에 기여하며 동시에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달해 주고 아울러 자립적인
판단 능력을 키워 줄 임무도 동시에 갖게 된다.22) 부연하자면 교육이란 “순수한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적 역량의 단련과 변화하는 여건에 상상력과 자기책임 의식을 갖고 대응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교육제도는 유연한 피고용자,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재)교육의 경제적 의의도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적 자본의 육성이 경제발전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신중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독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지식기반 사회의 도전에 대해서 ‘신중도’는 혁신(innovation)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미 천명했
20) ibid., p.40.
21) Grundsatzprogramm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p.31., (www.spd.de)
22) Grundwertkommission, op.cit.,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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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산업입지 조건을 둘러싼 국제경쟁에서 일차적으로 비용 경쟁, 특히 임금삭감을 통해서가 아
니라 기술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의 직업능력 우위를 통해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단기
적인 경기회복 프로그램이나 고용증진 보다는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경제, 국
가, 사회에서의 혁신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미래발전의 토대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은 경제적, 기술적 부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40% 이상이 국내의 혁신 분위기가 적대적 또는 적대적인 편이라
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판적 자세와 국가의 다양한 시장개입이
혁신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개심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혁신의욕을
키우고, 위험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기회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신중도’정책의 결과
‘신중도’ 정책이 혁신적 의미를 구현하고 내용과 형식상에서 영미식의 신보수주와 다른 정치를
실천하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위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로 했다. 이러한 양자가 없이는 마치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처럼 그저 노동 계급의
이해를 뒷전에 둔 채 좌파 정당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정치를 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정치를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면서 대량 실업과 생산지 이전 등 독일통일과 세계화가 초래
하였던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 무능한 모습만을 보일 가능성이 컸다. 안타깝게도 적-녹 연정의
전반기는 노동조합의 반개혁적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개혁의 구현에 실패했던 후자에 가까운
시기였고, 후반기는 뒤늦게 노동조합을 배재한 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행하는 시기였다.
집권 전반기에 사민당은 정계와 학계의 두뇌집단들로 구성한 소위 벤치마킹 그룹(benchmarking
group)을 결성하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노동정책을 연구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의 개혁 성공 사
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더불어 콜 정부 말기에 싹이 텄던 노
ㆍ사ㆍ정 협의체인 ‘고용연대(Bündnis für Arbeit)’를 활성화시키며 노사 이익단체들과 합의를 통
해 개혁의 정당성을 제공받고자 했다. 이러한 조합주의(corporatism)적인 시도는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의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추구되었던 ‘조율된 행동(Konzertierte Aktion)’ 이후 사그라
졌던 삼자주의(tripartism)의 부활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정세는 고용연대의 성공을 가로막았다. 노조의 내부적 강성 분위기와
사민당 우파에 속하는 슈뢰더의 취약한 리더십은 노조 내부의 반개혁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이들을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유도, 조율시키는 정치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정부
를 비판하고 정부는 노조를 비판하면서 사민당과 노조간에는 반목이 깊어 갔다. 결국 고용연대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4년이 지나가 버렸다. 좌파정부의 주도하의 개혁 정치의 실천은 이루
어지지 못했고, 노동시장 상황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실업의 고통은 집권 당시나 집권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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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그대로였고, 그에 대한 처방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집권 전반기를 마감하고 닥쳐 온 2002년의 선거에서 당연히 적-녹 연정의 패배는 거의 분명했
다. 그러나 선거를 앞에 두고 동독 지역에 발생한 100년만의 홍수와 이라크 전쟁에 맞서 강력한
시민적 연대가 발동을 했고, 동맹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을 종용하던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요시카 피셔(Joschka Fisher) 외무장관이 거절하면서 적-녹 연정의 인기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상승하였다. 일종의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적-녹 연정은 기사회
생을 꾀했고, 결과는 극적인 성공이었다. 적-녹 연정의 집권 후반기가 열린 것이다.

3. 아젠다(agenda) 2010과 사민당의 분열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슈뢰더는 노조에 기대는 조합주의적인 지지창출 전략을 포기한다. 슈뢰
더는 2003년 소위 ‘아젠다 2010’의 이름으로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선포하며, 이익단
체 중심이 아닌 의회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개혁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
지 못한 노조를 버리고, 적-녹 연정의 집권 전반기 동안 지방정부 선거들에서 승리한 기민당
(CDU)과 암묵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었다.
‘아젠다 2010’을 통해 적-녹 연정은 독일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실업, 의료, 연금 등의
제도적 기반을 대폭적으로 허물고, 사회적 지출(Sozialabgabe)의 규모를 크게 삭감하였다. 그 내용
은 사실 기민당이 주장해왔던 것을 다소 변화된 형태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민당은 새로
운 정책에 대해 그것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민당이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개혁
의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뒤늦은 개혁안의 추진과 전통적인 조합주의(corporatism)에 반하는 개혁 방식이 상호 상
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실업난의 해소는 단기간 내에 그다
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업자 수는 2005년 들어 오히려 500만 명을 넘겨 버렸다. 경기침체와
실업난이 극복되지 못한 가운데 실행된 복지축소에 대해 서민 대중들은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
다. 유권자들은 이미 적-녹 연정의 정책적 무능함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통적인 사민
당 지지층마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민당과 노조 내에서는 적-녹 연정이 집권 후반기에 추진하는 강경한 노동시장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젠다 2010’의 일방
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은 노동 계급에 대한 배신이자, 세계화의 위기를 노동 계급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사민당 당권파와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민당을 이탈해서 독
자적으로 새로운 좌파정당을 창당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처음에 ‘선거대안
(Wahalternative)’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좌파 정치세력의 조직화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이후 ‘선거대안’은 사민당 내 좌파의 전 당수이자 자알란트(Saarland)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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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출신이며, 1998년 선거전에서 슈뢰더에게 당권을 내준 후에 정계를 떠난 오스카 라폰테인
(Oskar Lafontaine)을 영입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켰다.
한편 2004년 실업보조금과 실업수당, 사회보조금 등을 통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낸 소위 ‘하르
츠(Hartz) IV’ 법안2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보조금이 크게 삭감되면서 이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이 법
안의 실행을 반대하는 대중 시위인 ‘월요시위(Montagsmarsch)’가 거세게 일었다. 신좌파들은 이러
한 대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2002년 선거에서 적-녹 연정의 좌경화 선거전략 때문에 최소 지지율(5%) 확보에 실패해 의회진출
이 좌절되었던, 구동독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주의당(PDS)도 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였다.
특히 이 당 소속이면서, 과거 베를린 시장시절 세비남용과 관련된 스캔들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했던 동독의 정치가 그레고 기지(Gregor Gysi)도 시위대에 얼굴을 나타냈다. 라폰테인과 기지
는 시위대열에서 적-녹 연정과 기민당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비판하며, 두 정치세력 간의 의미심장
한 공동 행보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선거대안은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이라고 명칭을 확대 변경하며, WASG(Die
Wahlalternative-Arbeit-und Soziale Gerechtigkeit)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독일 내 좌파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사민당의 개혁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
의 표를 끌어 모으고, 2006년의 총선에서도 독자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전략을 취했다. 또 WASG
는 민사당(PDS)과 본격적인 정치적 연합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적 기반을 중심으로,
서독지역은 WASG가, 동독지역은 민사당이 주로 주력을 하면서 당면한 선거에서 신좌파 공동의
선거전을 구상하였다. 신좌파의 독자 노선이 현실에 안착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자, 사민당의 몇몇
정치가들은 탈당계를 내고 WASG로 이적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지난 세기 독일 노동운동의 정치
적 구심이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및 복지국가를 가꾸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해 왔던 사민당은
분당이라고 하는, 창당 이래로 처음 겪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독일의 노조는 공식적으로는 사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 슈뢰더의
개혁에 반대하지만, 신좌파 경향의 노동 운동가들은 조직 내에서 일부라는 것을 확실시한 바 있다.
WASG가 민사당과 결합하면서 운동정치와 대중의 바람을 추구하는 것도 조직화된 대중의 뒷받침
23) Hartz commission: The commission of experts set up by the federal government on "Modern Service
in the Labour Market", which is named after its chairman Volkswagen manager Peter Hartz,
submitted proposals for a reform of the labour market in August 2002. Hartz I(2003) seeks to create
new jobs by liberalizing temporary and agency work. Hartz II(2003) regulates mini-jobs and "Me
pics". Hartz III(2004) reorganize the Federal Employment Office into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Hartz IV merges unemployment benefit and income support, which is now called "Unemployment
Benefit II" www.germanembass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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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좌파의 도전은 무시하기도, 그렇다고 사민당의 정치력을 하루아
침에 무너뜨리며 독일 좌파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할 정도는 아니었다.

1) ‘아젠다 2010’의 주요 내용
독일 정부의 ‘아젠다 2010’의 내용을 보면24), 개혁안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개혁, 사회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기초 마련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의 목표는 독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시스템을 시대에 맞도록 현대화하여 장기적으
로 사회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쉬운 고용, 해고와 고용 알선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부문의 개혁안은 해고금지 규정의 적
용을 완화하고 고용보장을 억제하고, 현재의 일자리 알선 체제를 민영화하여 고용알선 기능을 강
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기간을 단축하고, 실업급여와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하
고 현행 산업별 임금 교섭을 폐지하고 기업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② 연금 및 의료보험 운영의 현실화를 통하여 기금의 적자 개선과 안정된 연금, 의료보험의 운
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은 퇴직연금수령 연령을 점진적으로 현재의 65세에서 67세
로 상향조종하고, 진찰비의 자기부담을 확대하는 안을 도입하여 만성적 재정 적자의 타개하고자
한다.
③ 경제 활성화 부문은 일단 창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과거 마이스
터(Meister; 장인) 제도에 묶여있던 수공업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인다
는 것이다.
④ 재정부문은 재건축은행을 통해 동독지역에서 주거환경의 현대화와 인프라투자를 지원하며,
지방재정을 개혁하고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⑤ 교육 및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 기업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공존
을 도모한다. 따라서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일제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3세미만의
유아보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혁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일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독일을 다시 유럽경제의 견인차
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고용 조건의 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량 실업을 해결했
을 때 가능하며, 이런 바탕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유지되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원 조달이 안정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대간의 균등한 부담 분배가 우선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4) http://blog.naver.com/uuuau/40003267589, 독일의 구조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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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젠다 2010’에 대한 반대 입장
지난 사민당의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슈뢰더의 이런 구상에 대하여 당내 좌파와 노조의 반대가
극심하였다.25) 우선 독일의 복지시스템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독일의 복지 수준은 1974 1976년의 세계경제 위기와 1982년 기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속 감소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은
그 수준이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기껏해야 중위권 정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의료처
방의 남용은 대단위 현상이 아니라 기껏 예외이며, 복지 국가가 그것 때문에 붕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마다 400억 유로가 탈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다지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연금 문제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법제를 완화하고, 실
업률을 감소시키고 여성 취업인구를 늘림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복지의 축소
는 결과적으로 사회 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내부의 안정이라는 측면에
서 필수적이며,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독일 경쟁력의 바탕이었으며, 이런 바탕위에서만 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임금외적 비용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독일 경제의 생산성이
그것을 받쳐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높고 낮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조세 감면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에 맞지 않는다
는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997년 이래 재산세와 법인세의 인하로 800억 유로가 그대
로 대기업의 수중에 머물렀지만, 실업자의 수는 1998년 430만 명에서 2004년에는 오히려 500만 명
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민당내에서 노조에 우호적인 좌파들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임시 전당대회에서 개혁안은 90%의 지지율로 통과되었다. 또 동독지역 노동자 31만
의 근무시간을 서독 지역과 마찬가지로 35시간으로 줄이라고 파업에 돌입했던 금속노조(IG
Metall)는 파업 4주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동안 의료, 실업수당, 퇴직연금 등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미쳤던 노조가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은 대기업들이 지속적인 인원 감축
과 공장 폐쇄를 들고 나오자 항복한 것이다. 일반인들에 이는 노조가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
애물임을 자인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3) 미완의 과제- ‘아젠다 2010’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아젠다 2010’의 추진에 재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재계에서는 비록 만족
스럽지는 못하지만 개혁안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독일 경제로 볼 때 사회
복지로 인한 부담을 무작정 기업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쉬운 해고 역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경제인 연합회(BDI)는 자체 개혁안까지 마련했
25) www.pressian.com, 200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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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경제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줄이고 자유경쟁 요소를 대폭 도입하자는 게 요지이다. 세
가지 목표, 즉 ‘40% - 35% - 30%’ 도 제시했다. 즉 국민 총생산 중 국가 비중을 현재 49%에서
40%로 줄이고, 세금과 사회보장세 비율을 41%에서 35%로 줄이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재
48.5%에서 30%로 낮추자는 것이다. 날씬한 국가, 융통성 있는 노동시장, 국제 경쟁력 있는 세금제
도, 자기책임 요소를 더 도입한 사회보장제도, 규제완화, 소모적인 정부지출의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이 그 요지다.
노조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 세계최대 규모인 독일의 금속노조에서도 무리한 파업을 주장하던
강성 지도부는 점차 입지를 잃고 노조개혁을 외치는 온건파 인사들이 지도부로 진출하고 있다. 금
속 노조의 합리적 온건파들은 정부와 노조 양쪽을 비판하면서 일반인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젠다 2010’의 기본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 오늘날 독일에서 새롭게 등장한 세대간의 정의로운 분배를 전제로 하더라도, 과거의 ‘분배의
정의’와 달리 ‘기회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자, 강자와 약자간의 공정한 균형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정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젠다 2010’은 약자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프
로그램에 대해 노조도 반대 목소리만 높였지 사실 속수무책이었다. 노조의 목표가 현상의 유지만
이 아니라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의 제시는 없었다.
‘아젠다 2010’이 통과된 이후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이고, 사회보장은 축소되어 자
기 책임과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기업설립은 쉬워질 것이다. 세금과 사회보장세가 줄어 기업의 투
자는 늘어날 지도 모른다. 물론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독일 국민들이 ‘아젠다 2010’을 다루
는 여야의 태도 모두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좌파진영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사회민
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전통과 현대의 결합인 ‘제 3의 길’보다 오히려 후
퇴한 막다른 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독일 내에서도
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는 이제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벗어 던졌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과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는 개인이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자기 책임의 양도 커져야 한다는 것은 일정
한 상식에 속한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세기말을 전후하여 독일 사민주의 정치적 실험은 새로운 기회를 잡은 듯했지만, 결국 10년도 못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독일의 신좌파 정치의 실패는 우선 국내 정치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슈뢰더 정권의 정치적 무능력과 노조의 경직성,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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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민당 정권은 세계화의 다양한 요구를 현실화하여
정책으로 견인하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였
다. 노조 역시 시장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무시하고, 타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막
연한 반대와 저항으로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노동운동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제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세계화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보여
주는 집단적 이기성과 경직성은 우리 스스로를 ‘세계의 주변화’로 만들고 있다. 이제 이념적 정체
성의 공허한 주장을 넘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 적응하는 능동적 자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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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litical experiment of german social-democratic ideas
- half of success and failure of Schröder regime -

Chung Goog-Heon
(Pai Chai University)

Recently globalization is the most popular words in the world. Each countries would reform
or modify their economical,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worldwide

globalization. On the slogan of new middle policy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has
attempted to reconciliate and combine the ideology of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 actual
real politic; for example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bala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ffectivity.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chieve the
half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german election of 2005; former has lost their symbolic
political power, but obtained the several chief ministers; the ideas of the SPD has continued on
the regime of CDU.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and show historical contents of
the german social-democratic ideas and their political experiment.

Key Words：german election, social democracy, grand coalition, german disease,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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