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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成長模型 轉換 過程: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의 사례
최근 우리 경제는 종전과 같은 量的 成長 위주의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으며 效率과 革新 중심의 새로운 成長模型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
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풍부한 노동공급과 후발국의 모방이익을 결합
한 초기 성장모형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생산성과 기술, 개방과 경쟁을 기
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성장모형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모형 이행과정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선진국들의 경
우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 왔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의 경우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모형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90년대 초까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930
년대까지 선진국 대열에 있었으나 이후 수차에 걸친 성장모형 전환 시도가
모두 실패함으로써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의 성장모형 전환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풍부한 노동력과 후발국의 모방이익을 바탕으로
한 초기 고도성장 모형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 단
계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효율과 혁신, 개방과 경쟁 중심의
새로운 선진국형 성장모형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둘째, 성장모형 전환
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자각과 합의이며 특히 노사관계의 안정과 집단이기주의 극복이 긴요하다.
셋째, 구조개혁은 각 구성원의 고통부담을 수반하며 그 성과도 장기간에 걸
쳐 꾸준한 개혁이 추진된 후에야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
을 위하여는 거시경제기반의 건전성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절도 있는 재정․금융정책 운영이 긴요하다. 다섯째, 아르헨티나의 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수단
은 장기적으로 비용증가만 초래할 뿐 경제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핵심주제어: 성장모형, 독일, 일본, 아르헨티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O11, O52, O53, 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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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우리 경제는 그 동안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확대와 선진기술 도입
에 의한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성장모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效率과 革新 중심의 새로운 成
長模型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풍부한 노동
공급(Lewis 1954)과 후발국의 모방이익(Gerschenkron 1962)을 결합한 초기 성
장모형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생산성과 기술, 개방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모형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모형 이행과정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과거 선진국들
의 경우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 왔고 현재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개도국
들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과정을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러한 성장모형 전환은 국가적인 자각과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전
반의 혁신과 구조개혁을 이룩할 때에만 가능하며 실패할 경우 성장후퇴의 위
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성장모형의 이행과정을 겪은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성장 초기단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노동과
자본 공급, 선진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초 고도성장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모형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90년대 초까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반면 1930년대까지 선진국 대열에 있던 아르헨티나는 이후 수입
대체산업화와 자유화․개방화 등의 성장모형 전환 시도가 모두 실패함으로
써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하고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장모형 전환에 성공한 일본 독일과 성장모형 전환에 실패한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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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의 成長模型 轉換 過程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의 경제성장모형 전환과정을 보면 성장 초기단계에
는 풍부한 노동과 자본의 공급, 선진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
속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러한 초기 성장모형이 한계에 달하자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경쟁촉진 등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
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성장을 유지하였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끊임없는
정치불안과 경제주체들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개혁 실패 등으로 성장과 후
퇴를 반복하고 있다.1)
<그림 1>

주요국의 1인당 GDP 추이
(미달러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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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The World Economic Outlook(WEO) Database

1) 20세기 초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까지 이르던 아르헨티나는 2002년 현재 74위로 하
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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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의 1인당 G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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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ddison(1995); OECD, National Accounts

1. 일본
가 . 개황

戰後 일본은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을 집
중 육성하는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유휴인력
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유도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
하였다. 아울러 국내저축 동원을 극대화하여 철강 금속 석유화학 등 주력산
업의 투자 재원으로 집중 지원하였으며 보호무역,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직
접적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을 강화(이른바 ‘일본주식회사론’)하였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1950∼73년중
연평균 9.2%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1968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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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과 변동환율제 이행, 무역마찰 증대, 농업부문으로
부터의 노동공급 감소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종전과 같은 방식의 성장
에 한계에 이르자 高度成長에서 安定成長으로, 政府主導型에서 市場重視型으
로 경제운용의 큰 틀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무역마찰, 엔화
강세 등에 대처하여 산업구조를 재조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시장중시형 안정성장모형으로 전환하였다.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 지
식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엔화강세 등으로 구조적 불황에 처한 업종의 구조조
정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수단도 직접적인 규제와 보호보다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기능과 민간기업의 활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노사문제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여보다 기업과 노동자간의 상호 화합을
통한 안정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1974∼90년중 연평균 약 4%의 견실한 성
장을 지속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른 무역마찰과 엔화강세로 성장
이 급격히 둔화되자 일본은 內需主導型 經濟로의 전환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는 해외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성장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무역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내수
확대를 위해 재정금융 확대정책을 지나치게 추진함으로써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하였다.
일본은 1991년 자산가격 버블붕괴 이후 10년 이상 연평균 성장률 1% 수준
의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가계․기업의 대차대조표 악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지연, 노동분배율 상승과 과잉설비에 따른 기업 이윤율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이
버블 붕괴의 영향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과소평가하여 효과적인 정책대
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장기침체를 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규제완화, 세제개혁 등 구
조개혁 노력으로 경제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5 -

<표 1>

일본의 경제성장 모형 전환

특징
성과 -

한계

정부주도형 고도성장 모형
(1950 ~ 70년대 초반)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
정부주도 산업정책
1960년대 중반 이후 무역 및
금융자유화 추진
1950~73년 평균 9.2% 성장
1968년 GDP 규모 세계 2위

시장중시형 안정성장 모형
(1970년대 중반 ~
)
-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
-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 노사관계 안정
- 1974~90년 평균 4.0% 성장
- 1984년 1인당 소득 1만달러, 1988년
2만달러 달성
-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 1980년대 후반 자산가격 거품 형성
및 붕괴

- 1973년 석유파동과 변동환율제
이행
-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 소진

<그림 3>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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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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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장모형 전환과정
(정부주도형 고도성장모형 : 1950∼ 70년대 초반 )

전후 일본은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주요 기간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2)을 추진하였다.
공업화를 농업근대화와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농촌의 유휴인력을 제조업이
나 서비스업으로 유도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였다. 이
와 함께 국내저축 동원을 극대화하여 철강 금속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투자
재원으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무역을 자본재 공급과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지
원하는 성장 촉매제(catalytic role)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보호무역3),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와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50~73년중 연평균 9.2%의 고도성장4)
을 지속하였으며 1968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경제는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기 전까지 영국 미국 독일과 달
리 추세가속화(trend acceleration)하여 1950년대의 고도성장세를 1960년대에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경제는 환율제도가 변경된
데다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종전과 같은 고도성장세를 더 이상 유지하기 곤
란하게 되었다.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면서 엔화가치가 치솟고 오일쇼크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급감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크게 완화되면서 소비가 둔
화되었고 유휴노동력 공급도 감소하였다.
2) 일본정부는「경제자립 5개년계획」(1955),「신장기경제계획」(1957),「국민소득배증계획」
(1960) 등을 수립하여 경제정책을 직접 주도하였다. 특히 通産省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협조(소위 “일본주식회사론“)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특정산
업진흥임시조치법」을 제정(1964)하여 기업의 사업통합 및 전문화를 적극 유도하기도 하
였다.
3) 1960년대 들어서는 무역 및 자본자유화를 통해 대외개방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수출 증대와 다국적 기업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4) 1955년에는 GATT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戰前의 최고 수준을
넘어서 폐허에서 완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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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일 본
영 국
미 국
2)
독 일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870-1913
2.6
1.9
4.3
2.8

1)

(연평균, %)

1913-38 1950-60 1960-70 1970-80 1980-90 1990-95 1995-02
3.9
8.0
11.1
4.4
4.0
1.4
1.0
1.1
3.0
2.8
2.2
2.4
1.3
2.8
2.0
3.2
3.9
3.2
2.9
1.9
3.2
1.6
8.0
4.7
2.9
2.2
1.4
1.4

주 : 1) 미국은 1867∼78년중과 1913년 평균, 일본은 1887∼1913년중 평균
2) 1950∼90년은 서독 기준
자료 : 鶴田俊正․伊藤元重(2001);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 결과 1974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2%)를 기록하는 등
종전과 같은 방식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운용의 틀
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중시형으로 전환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시장중시형 안정성장모형 : 1970년대 중반∼

)

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역마찰, 엔화강세 등에 대
처하여 산업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장중시형 안정성장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먼
저 산업구조를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 대신 에너지절약형, 지식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엔화강세 등으로 구조적 불황에 처한 업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
다. 또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공장재배치를 통한 생산설비 지방분산을 지속
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테크노폴리스정책을 추진하여 첨단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였고 공동연구개발조합제도5)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첨단
기술 획득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공적기금을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상업화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입하는 등 기업부문의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여보다는 기업과 노동자간
상호 화합을 통해 안정을 유도하였다. 전후 15년 동안 대량해고 등 노사간의
5) 대표적 예로 미국 IBM의 차세대 대형컴퓨터에 대항하기 위해 통산성이 1976∼80년까지
富士通, 日本電氣, 日立製作所, 三菱電氣 등 7개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집적회로(超
LSI) 프로젝트(총사업비 700억엔중 300억엔은 정부가 보조)를 들 수 있다. 동 제도에 참
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감면 등 우대 조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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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심했으나 이후 노동계와 경영자 양측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겐센

(原泉: Pie)’을 우선 확보하는데 합의하여 노사관계가 크게 안정되었다6). 개별
기업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시 상급단체로부터의 지시내용은 참고만 할뿐
회사의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물가 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임금조정 폭을
합리적 선에서 기업과 상호 타협하여 결정하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노동조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수용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명시적인 노사정 협의기구는 없었으나 정부-기
업간 전통적인 협력체제와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관행 등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안정성장 모형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1974~90년중 연평균 약 4%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1960년대부터 이어진 무역흑자가 제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됨에 따라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마
찰7)이 심화되고 정치 이슈로 까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미
수출을 줄이기 위해 엔고를 용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라자합의(1985)에 합
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무역마찰과 엔화가치 급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
되어 성장세가 둔화되자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1980년에
는 외환자유화를 시행하고 1984년에는 미일간 엔․달러위원회 개최를 계기
로 금융자유화를 본격 실시하였다. 그러나 내수확대로의 전환은 초기에 정책
제약8)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모색한 것은 해외경제에 대
한 의존도를 크게 줄임으로써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무역불
균형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수확대를 위해
재정금융 확대정책을 지나치게 추진함으로써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하였다.
6) 노사분규 건수가 1975년 5,200여건에서 1985년에는 500건으로 급감하였다.
7)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일통상압력은 섬유(1950년대), 철강(1960년대), 컬러TV(1970년대),
자동차, 반도체(1980년대) 순으로 이루어졌다.
8) 이미 1981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 어려웠던 데
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확대시켜 엔화약세를 통한 대미수출의 증
대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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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가와 주가는 유동성 확대 외에 금융자유화, 토지관련 세제규제 완
화, 취약한 규율부과 메커니즘, 일본경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과신 등으로

1990년대 초까지 크게 급등하였다9). 198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하면서 자산가격에 대해 거품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융긴축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1991
년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하였으며 이후 10년 이상 연평균 성장률 1% 수준의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데는 가계․기업의 대차대조표 악화, 금
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지연, 노동분배율 상승과 과잉설비에 따른 기업 이윤
율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버불붕괴의 영향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과소평가하여 효과적인 정책대
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장기침체를 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0).
거품 붕괴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생산비용이 상승
하면서 제조업체들이 생산기반을 해외(주로 중국, 동남아 등)로 이전하였는데
제조업 해외생산비율이 1990년 6.4%에서 2000년 14.5%로 급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거품붕괴의 영향으로 기업수익이 악화되면서 고용흡수 능력이 약화되
어 실업률이 급등하였다. 기업들의 조기퇴직제도 도입으로 종신고용제가 상
당히 약화되었으며 과잉설비와 투자효율 하락으로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고
용이 감소하여 1980년대 2%대의 완전고용수준에 머물렀던 실업률이 2002년
에는 5%로 크게 상승하였다.
최근 일본경제는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규제완화, 세게개혁
등의 구조개혁 노력으로 장기불황의 원인이었던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
어 장기불황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 거품의 발생 및 확대 요인에 대해서는 翁邦雄 외(2000)를 참조할 수 있다.
10) 정책당국은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재정정책을 통해 이
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1992∼2000년중 9차례에 걸쳐 123조엔
이 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 실시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거품 붕괴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과감히 정리하기보다 자산가격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실이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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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기구분

일본의 경제성장 모형 전환 과정

항목

내용
◆풍부한 노동력
- 농촌의 유휴인력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
◆높은 저축률
- 국내저축을 주력산업의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
성장기여 ◆정부주도 산업정책
요인
- 기간산업 집중 육성(傾斜生産方式)
정부주도형
- 보호무역, 정책금융, 세제혜택(1950년대)
고도성장모형
- ‘일본주식회사론’
◆대외개방 체제 전환
(1950~70년대
- 무역 및 자본자유화(1960년대)
초반)
◆오일쇼크
- 원자재가격 급등
◆변동환율제 이행
한계
- 엔화가치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유휴노동력 소진
-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집중 현상 완화
◆산업구조조정
- 성장 활용형 경제정책 운영
-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조립가공산업
및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전환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모색
위기극복
- 확대 재정금융정책, 기업 및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및
완화
성장모형
◆첨단 정보산업 육성
전환노력
- 생산설비 지방분산 유도
시장중시형
- 테크노폴리스 정책을 추진하여 첨단정보산업을 육성
안정성장모형
◆노사관계 안정화 유도
- 기업과 노동자간 상호 화합을 통해 안정을 도모
(1970년대
- 명시적 노사정협의기구 대신 정부-기업간 전통적 협력체
중반~ )
제와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등으로 노사관계안정
◆1970~80년대 안정성장으로 이행
- 1974~1990년 평균 4%의 성장
- 노동시장 및 물가안정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성과 및
문제점 ◆1990년대 거품경제 이후 장기불황
-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면서 지나친 확대재정금융정책
으로 자산가격 거품 발생
- 거품붕괴이후 적절한 정책대응 미흡으로 장기 불황 지속

- 11 -

2. 아르헨티나
가 . 개황

아르헨티나는 대공황 이전까지 세계최대 농산물 수출국의 하나로 유럽으로
부터의 이민과 자본유입 확대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19세기
말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수출 증대를 위해 필
요한 노동력은 유럽 등지로부터의 이민 인력으로 충원하였다. 또한 영국 등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 신기술을 흡수하는 동시에 선진 교육시스템을
받아들여 우수 인적자본을 축적하였다. 아울러 경제정책도 정부의 시장개입
을 최소화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1900∼30년중 연평균

4.8%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913년에는 1인당 GDP 세계 6위, GDP규모 10
위에 달하였다.
그러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
되면서 농산물 수출 급감, 해외이민 및 자본유입 감소 등으로 종전 방식의
고도성장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1946년 집권한 페론정부와 그 이후의 군사정권은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
제에서 벗어나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내부지향적 수입대체 산업화 전
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세장벽을 높여 국내소비재
및 중간재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
또한 통신, 가스, 철도, 항공 등 기간산업을 공기업화하고 은행을 국유화하
여 공기업 및 수입대체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페론정부는
정치적 기반인 노동자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확충 등 복지․분
배 중심의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국내산업 보호와 고용안정을 통해 일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악화 등으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규제와 국내산업 보호에 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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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체산업화정책에서 과감한 자유화․개방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거시경제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시도된 자유화․개방화는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기업도산,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1980년대
초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1982년 외채위기와 포클랜드 전쟁 패배 후 군정 종식과 함께 등장한 알
폰신 정부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금융 긴축과 함께 화폐개혁을 단행하
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본가, 관료 등이 각각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개혁에 강력히 저항함에 따라 효과적인 개
혁에 실패하였다. 1980~89년중 성장은 연평균 0.1%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중

1인당 GDP는 7,478달러에서 2,565달러로 하락하였다.
알폰신 정부에 이어 1989년 집권한 메넴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안
정화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이고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을 추
진하였다. 먼저 통화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페소화와 美달러화의 1 : 1 교
환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관세 및 수입쿼터제 폐지, 외국인 투
자제한 철폐 등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고 철도, 항공, 전력, 금
융 등 매각 가능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이에 힘입어 1990~98년중
평균 6%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물가도 크게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환율정책이 경직적으로
운용되면서 대외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위기
재연되었다. 정치 불안과 부정부패 만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 기
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브라질 등 경쟁국의 평가절하
에도 불구하고 통화위원회제도에 의한 경직적 환율제도를 고수함으로써 대
외경쟁력 약화 및 환투기 공격을 초래하였다. 통화위원회제도를 포기한

2002년에 페소화 가치가 75%나 폭락하였으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9%로 하락하고 초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등 경제위기가 재발되었다.
최근에는 외채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공공 및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을 추진하는 등 경제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 지속과 인플
레이션 및 실업률 상승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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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 모형 전환
대외의존형 모형
(1930년대 이전)

수입대체산업화 모형
(1940~70년대 초반)

자유화 개방화 모형
(1970년대 중반 ~ )

- 유럽 이민과 자본
유입 확대
특징
- 농산물 수출
- 자유무역 정책

- 관세장벽 국내산업
보호
- 기간산업 공기업화
- 분배 복지 정책 강화

- 급격한 자유화 개방화
- 수차에 걸친 개혁추진
- 1991~2002년중 통화
위원회제도 시행

- 1900~30년 평균 4.8%
성장
성과
- 1913년 1인당 GDP
세계 6위

- 1946~79년 평균 4.1%
성장
- 국내산업 보호와 고용
안정

- 1980~89년 평균 0.1%
성장에 그쳤으나 1990~
98년 평균 6.0% 성장

한계

- 대공황 이후 선진국
보호무역 강화
- 이민 자본유입 감소

<그림 4>

-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 거시경제기반 취약,
- 재정적자 확대 및
기득권층 반발 등으로
인플레이션 악화
개혁 실패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 추이

(%)
15
1900~30년 평균 4.8%
1946~79년 평균 4.1%

10

1990~98년 평균
6.0%

5

0
1900
-5

1910

1920

1930

1940

1950

1931~45년 평균 1.9%

1960

1970

1990

1980~89년 평균 0.1%

-10

-15

자료: Maddison(199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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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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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장모형 전환과정
(대외의존형 초기 성장모형 : 1930년대 이전 )

아르헨티나는 대공황 이전까지 밀, 소고기, 낙농제품, 모직 등의 농축산물
을 주로 수출하는 세계최대 농산물 수출국의 하나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과
자본유입 확대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19세기말 유럽의 산업
혁명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 노동력을 유럽
등지로부터의 이민 인력으로 충원하였다11). 또한 영국12) 등 외국으로부터 자
본을 유치하고 신기술을 흡수하는 동시에 선진 교육시스템을 받아들여 우수
인적자본13)을 축적하였다. 경제정책도 대공황 이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1900~30년중 연평균 4.

8%14) 성장하였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1913년에는 1인당 GDP 세계 6
위, GDP 규모 10위에 달하였다.
그러나 대공황과 연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가 강화되면서 농산물 수출이 둔화되고 해외이민과 자본유입이 크게 감소하
여 종전방식의 고도성장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대공황 전까지 아르헨티나 경제는 소비재 경공업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한
편 1차 농산물을 수출하고 기계류, 보석, 자동차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불균
형 교역구조를 지녔다. 그런 가운데 대공황에 이은 2차 세계대전으로 구미 국
가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면서 농산물의 가격 폭락과 수출 급감으로 국
제수지 불균형이 크게 심화되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된

11) 아르헨티나는 1880년대부터 유럽 이주민(주로 농장이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30년 동
안(Alluvial Era) 적극적인 이민 장려정책을 시행하였다.
12) 영국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1826년에 1.2백만파운드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계속
늘어나 1913년에는 479.8백만파운드로 영국의 남미 전체 투자액의 40.7%에 이르렀다.
13) 아르헨티나는 우사이(1947년 생의학상), 를루아르(1970년 화학상), 밀슈타인(1984년 생의
학상) 등 3명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14) 1차 세계대전기간을 제외하면 성장률이 연평균 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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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다15) 해외로부터의 농업이민이 감소하고 유럽자본이 북미 등으로 분산 투
자되면서 GDP대비 해외투자유치액이 1929년 1.12%에서 1950년에는 0.12%로
급락하였다.

(분배중시․수입대체 산업화 모형 : 1940∼ 70년대 초반 )

대공황으로 해외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성장률이 크
게 하락하자 아르헨티나는 해외경제여건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자립경제

(autarky economy)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지향적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농산물 수출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대공황의 여파가 여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지나친 대외의존경
제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
인 데는 당시 아르헨티나産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억제16)하고자 하였던 영
국과 미국에 대한 반감도 작용하였다. 아울러 대공황 이후 케인즈경제학의
등장으로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분위기도
이에 일조하였다.
15) 인구증가율이 1차대전 전에는 4%대였으나 1920년대 3%, 1930년대 1.5%로 급감하였다.
인구증가율 추이

자료 : Veganzones and Carlos(1997)
16) 1933년 영국이 Roca-Runcimann Pact를 발효시키면서 자국시장에 외국소고기 판매를 제
한한 데다 美대통령 Calvin Coolidge가 자국 농민들의 로비에 굴복, 아르헨티나産 수입소
고기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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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 하에서 1946년 노동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등장한 페론정
부와 그 이후 군사정권은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자립경제를 이
룩하기 위해 내부지향적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
다.
페론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여 나가는 한편 수입규제 조치
를 통해 국내소비재 및 중간재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통신 가스 철도 항공
등 기간산업을 공기업화하고 일부 은행을 국유화하여 공기업 및 수입대체산
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섬유제품(1940년대), 중간재(1950년대), 자동차(1960년대), 석유화학,
금속정제, 전기제품(1970년대)을 단계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공업부문에
필요한 유휴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해 영농기계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1947
년에는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해 GATT 가입을 거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이밖에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던 영국이 파운드화의
태환을 중지하자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도 하
였다.
페론정부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정치적 기반인 노동자계층의 지
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연금제도 확충 등 경제․사회적인 면에서 복지․분
배중심의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을 대
폭 인상하고 완전고용의 동시달성 등을 추진하였다.
분배중시․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으로의 전환은 국내산업 보호와 고용안정
을 통해 초기에는 성장률 상승 등 일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결
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악화 등으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17).
수입대체 산업화정책 실시 초기에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통해 어느 정도 성
장률을 제고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지출
증대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을 상
17) Gerschenkron(1962)은 후발국이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하려면 자본축
적, 사유권 확립, 기술축적, 농업생산 증대, 기업능력, 시장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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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분 수입하고 국방 및 중공업분야를 육성한 결과 외채가 누적되고 경상수
지 적자가 장기화되어 해외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강해졌다. 낮은
저축률로 국내자본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자도입을
통해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외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이
억제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정부가 기득권층의 요구를 적극 들어주면서 조세체계가 왜곡되었으며 자국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국유화를 통해 생산성이 낮은 공기업에 자
금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자금배분 왜곡과 금융부실 증대를 초래하였다. 특히

1970년대 후반까지 수입대체 기업과 공공부문의 부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
켜주기 위해 큰 폭의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었다18).
또한 페론정부 이후 계속해서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에 따라 우수 두뇌들이 해외로 대거 이탈(brain-drain)하였다. 아울러 1970년대
들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되면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져 교육프
로그램이 산업화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하였
다(Veganzones and Carlos 1997).
이밖에도 군정 치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치불
안으로 경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데다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욱 막강해지면서 임금상승압력이 지속되고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
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었다19).

18) Canavese, Elias and Montuschi(1983)는 마이너스 실질금리정책은 수입대체재 생산기업,
주택건설부문, 정부 등에 차입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
지 못해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19) Furtado(1969)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국이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입공산
품에 비해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 저렴하여 교역조건이 점점 악화되게 된다. 이 경우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수출증대를 위해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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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개방화 성장모형 : 1970년대 중반∼

)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규제와 국내산업 보호에 의한 수입대
체 산업화 정책에서 과감한 자유화․개방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1975~78년에는 외환자유화를 시행하였고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으며 1977년에는
금리자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거시경제기반(macroeconomic fundamentals)이
취약한 가운데 시도된 자유화․개방화는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기업도산, 국제
수지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1980년대초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2차 오일쇼크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다시 후퇴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이 실시되면서 해외수요가 급감함으로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는 가운데 1980년대 초에는 자본의 해외유출이 급증하면서 1982년에는 결국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위기를 지급불능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의한 문제로 보고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부실채권이 크게 증대하였다. 부실기업에 대해 자금지
원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재정적자 확대 및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1982년 외채위기 이후 포클랜드 전쟁 패배 등으로 군정이 종식되면서 등장
한 알폰신 정부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금융 긴축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IMF 등 해외채권자들과 채무상환연기 협상20)을 시작하
여 대외신인도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1985년에는 공적채무를 재조정하기 위
한 주요 채권국의 협의체인 파리클럽과 28억달러의 외채에 대한 상환일정을
재조정하였다.
그러나 알폰신 정부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데다 군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취약한 경제구조와 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등으로 위기조정 능력에 한계를 보
였으며 노조 자본가 관료 등이 제각각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강
력히 저항함에 따라 개혁에 실패하였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장기간 만연된
20) 1989년 3월 Brady 美 재무장관은 멕시코위기(1982)를 시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대출금의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
는 방안(일명 “Brady Plan”)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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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환율의 평가절하 기대로 1980년대 중반에는 인플레
이션율이 6천%에 이르는 등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21). 그 결과 1980∼

1989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중 1인당 GDP는
7,478달러에서 2,565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22).
1980년대 수차례에 걸친 비상경제계획과 환율안정화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
하고 경제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이후 1989년에 집권한 메
넴 정부는 경제안정화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메넴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표방하여 내각에 기업출신
의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 「국가
개혁」(Laley de Reforma del Estado)의 기치 하에 매각 가능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23)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무역 및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또한 메넴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가격
및 환율통제를 없애는 동시에 수출관세 및 수입쿼터제를 폐지하였다24).
메넴정부는 1991년에는 Austral화를 다시 페소화로 변경하고 미달러화와 페
소화를 1:1로 고정시켜 무제한 달러화와의 교환을 보장하는 통화위원회제도

(currency board system)25)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5년 1월에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26)을 결성하여 역내 기업간 제휴를 통
21) 舊 페소화를 Austral貨로 1000 : 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도 시행되었다.
22)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린다.
23)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1989년8월 정부개혁법(law of the state reform)을 제정하고 1991∼
94년까지 철도, 항공사, 발전소, 도로 석유회사, 금융회사 등 모든 산업에 걸쳐 매각 가
능한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재정수지 개선과 해외투
자자의 신뢰 회복과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무차별
적인 해외매각으로 국내 성장산업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4) 1991년 4월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관세 폐지 등으로 1998년 10월 26.5%였던 평균수입관
세가 1991년 4월에는 9.7%로 인하되었다.
25) 통화위원회제도의 도입 이후 물가가 급속히 안정됨에 따라 동 제도가 1990년대 초반 성
장잠재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경제의 호
황으로 미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페소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쟁국들 통화에 비해 고
평가되어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다국적기업들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인접국
으로 이전함으로써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아울
러 통화위원회제도 도입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탄력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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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였다.

1990년대 초 메넴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은 통화금융, 정부예산, 공기업,
무역, 규제 등 경제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
유화 추진 등의 경제개혁과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에 힘입어
국내 및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1990∼98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르렀으며 물가도 크게 안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4∼95년중에는 멕시코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로 일시적으
로 세수에 차질이 빚어지고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기금 설립27)과 비효율적인
조세행정, 세수기반 약화, 방만한 재정지출 행태 등으로 정부채무가 급증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28). 또한 통화위원회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페소화가
여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점
차 악화되었으며 메넴 정부가 IMF 금융지원조건으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29)
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말부터 다시 둔화되었다. 아울러
환율정책이 경직적으로 운용되면서 대외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환투기 공격을 야기하였다. 더욱이 동아시아(1997년),
브라질(1998)의 경제위기로 인해 페소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1999년에
들어 메넴정권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격감하였으며 이
는 국내 외국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브라질 칠레 등 주변 인접국으로 이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메넴 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한 공기업 민영화도
기업간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기보다 독점적 지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
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 실효를 얻지 못하였다30).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도 비회원국들에 대해 14%의 최고관세를 부과
26) Mercosur는 1991년 3월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아순시온조약을 배경으로 관세동맹형태
로 출범하였으며 역내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였다.
27) 민간은행 구조조정기금(25억달러), 州은행 민영화지원기금(19.5억달러) 등이 대표적 예이
다.
28) GDP대비 공공부채가 1991년 34%에서 1999년에는 52%로 급증하였다.
29) IMF의 아르헨티나 지원 실적 및 주요개혁 요구사항은 p23을 참조하라.
30) 대표적 예로 국영 통신회사를 프랑스와 스페인 회사에 매각하여 전화서비스제공 지역을
7년간이나 독점 할당해 주었으며 그 이후 독점기간을 3년이나 추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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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01년부터는 시장결성 전에 합의했던 비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불가능해지면서 교역증대 효과가 미미하였다. 아울러 정통성이 약한 정권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용이 일관성이 없는 데다 관료적
문화가 지배하고 부정부패31)가 만연하면서 법제도에 대한 불신32)으로 개혁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웠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1999년에 들어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IMF의
구제금융지원 조건 하에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공부문 및 금융,
노동시장 등에 대해 개혁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을 1999년 4%, 2000년 3%, 2003년에는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Fiscal

Responsibility」법 제정을 통해 중기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0년 말에 그동안의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내재되었던 재정적자
확대 등 경제불안 요인33)이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경제위기
가 촉발되었다. 그 결과 2000년 12월 IMF로부터 향후 3년간 총 397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데 합의하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후 각종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더하여 정치권과 국민반발 등으로 개혁
정책이 난항하면서 2001년에 들어서도 금융불안이 지속되었고 마침내 2001
년 12월 대외채무(1,410억달러) 상환의 일시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후 2002년

2월 통화위원회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 페소화 가치가
폭락(75%)하면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34)하는 등 또다시
경제위기35)에 직면하고 있다.
31)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2000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3%(640억달
러)에 달하는 실정이다(Latin American Foundation for Economic Research, 2001).
32) Diario La Nacion의 조사(2001.1)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전국민의 82%는 법체제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1990년대 후반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함께 노동자의료보건기금, 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연기금을 과감하게 자유화하지 못한데다 지방정부가 분권화되어 정치구
조에서 취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출이 크게 증대하였다.
34) 200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9%를 기록하면서 1998년에 비해 실질GDP가 18.4%, 1인당
GDP는 22.3%나 급격히 감소하였다.
35) Cline(2003)은 위기재발 요인으로 부적절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정부부채 누적, 통
화위원회제도 하에서의 환율 경직성, 잦은 정권교체(1930∼2003년중 대통령이 35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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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원유형
(승인시기)
스탠바이협정
(1983년 1월)
스탠바이협정
(1984년 12월)
스탠바이협정
(1987년 7월)

스탠바이협정
(1989년 11월)

스탠바이협정
(1991년 7월)
확대기금신용
(1992년 3월)

스탠바이협정
(1996년 4월)

확대기금신용
(1998년 2월)

스탠바이협정
(2000년 3월)

IMF의 아르헨티나 지원 실적 및 주요 개혁요구 사항

규모(백만)

주요 개혁요구사항

․ 세금징수 등 조세행정 강화
SDR 2,020 ․ 중앙정부 및 국영기업의 운영비용 절감
($ 2,562)
․ 적정이자율 정책과 국내신용확대 제한
․ 소득세율 인상과 기업의 사회보장부담금 인상
SDR 1,694 ․ 정부지출 재조정; 국방비 축소, 의료․주거․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
($ 2,148)
․ 가격 및 임금억제 조치 단계적 폐지
․ 긴축 재정 및 통화정책 실시
․ 재정적자 감축 및 지속적인 징세강화
SDR 1,113 ․ 융통성 있는 가격통제시스템 가동
($ 1,411)
․ 경쟁력을 감안한 환율정책 및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확대와 징세 강화
․ 보조금과 산업 발전 촉진 프로그램 축소
SDR 1,104 ․ 전화산업, 철도, 항공, 도로, 공익사업, 일부 석유 산업의
($ 1,400)
민영화 추진
․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
․ 수입관세, 쿼터, 수입금지 제한조치 완화 및 수출관세 폐지
․ 징수제도 개선, 공공지출 억제, 재정흑자를 위한 자산 매각
SDR 780
․ 공공부문의 축소 및 공적채무 재조정
($ 989)
․ 경제개방 가속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기존 스탠바이협정에서 채결된 정책 유지
SDR 4,020 ․ 시장성부채와 이자지급 감소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과의
신뢰회복
($ 5,098)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강화
․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자본시장 발전
․ 세금징수 강화, 은행과 기업의 민영화 및 연금제도의 정부
SDR 720
이전을 통해 지방정부 개혁
($ 913)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의료 시스템의 개혁 및 세금징수과정 감시 강화
․ 지속적인 재정 긴축 및 노동 개혁 강화
SDR 2,080 ․ 조세운영체제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지출의 투명성 강화
․ 발전소, 국영은행(Banco Nacion), 모기지은행의 민영화 추진
($ 2,638)
․ 의료분야 개혁 지속
․ 연간 50,000 소형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착수
․ 징세체계의 개선, 과세기준 확대, 징세과정 감시강화, 2002
년까지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공공지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
SDR 10,586 ․ 정부지출 감축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 13,423)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 지속
․ 독점적인 에너지 및 통신산업의 경쟁 촉진
․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지출대상 확대 및 제도 개혁

자료: IMF, http://www.imf.org.

이러한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2003년 9월 IMF와 중기협정을 타결하고 공공
부문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불안과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재연, 실업률 급증 및 예금동
결조치 후유증 등으로 경제불안 요소가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체)로 인한 정치 불안 등을 지적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를 3D경제(default, devaluation,
depression)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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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기구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 모형 전환 과정

항목

성장기여
요인
대외의존형
모형
(1930년대 이전)

한계

수입대체
산업화 모형

한계

(1970년대 중반 ~)

◆해외자본 유입
- 영국자본의 대거 유입
◆유럽 이민 노동력
- 적극적인 이민 장려정책 시행
◆농산물 수출
- 밀, 소고기, 낙농제품, 모직 등
◆자유무역 정책
- 시장개입 최소화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
- 자본 및 이민 등 생산요소 이동이 제약
◆선진국 보호무역
- 농산물 가격 폭락과 수출 급감
◆이민감소․자본유입 급감
- 농업이민 감소, 해외자본이 북미로 선회
◆정치적 불안정의 태동
- 지배계층내의 갈등과 빈부격차 심화

◆관세장벽, 국내산업보호
- 국내소비재 및 중간재산업 육성
위기극복 및
◆기간산업 공기업화
성장모형
- 통신, 가스, 철도, 항공 등 기간산업 공기업화
전환노력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복지정책
- 사회복지제도 확충 등 노동자의 지위 향상 추구

(1940 ~ 70년대
초반)

자유화
․
개방화 모형

내용

◆정치적 불안정의 고조
- 군사쿠테타의 반복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 해외로부터의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 억제
◆재정적자 확대 및 인플레이션
- 외채누적 및 경상수지 적자 장기화

◆급격한 자유화 정책과 자본시장의 개방
- 자본시장 개방, 금리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위기극복 및
- 외채위기 이후 안정정책 추진
성장모형
◆시장친화적 개혁 추진(1990년대 초 메넴정권)
전환노력
-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통화위원화제도 도입(1991년)
- 초인플레이션 억제

성과 및
문제점

◆외채위기와 초인플레이션
- 자본의 해외유출, 채무불이행(1982년)
◆개방․구조개혁 정책의 성과(1990년대 초반)
- 물가안정과 성장회복
◆경제위기 재발(1999~2002년)
- 재정적자 확대, 경직적 환율제도, 민영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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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 일

가 . 개황
戰後 독일은 2차 대전으로 붕괴된 자본스톡의 신속한 복구와 풍부한 노
동공급, 선진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지속
하였다. 마샬플랜 등 국제적인 지원과 함께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
개혁 및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전후 교육수준이 높은 귀환
국민 등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였으며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 전까지
동독 인구도 꾸준히 유입되었다. 한편 고도성장으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에 직면하자 유럽지역의 노동자를 정책적으로 대거 유치하였다. 정책면에서
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효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경쟁제한 금지법(1957)에 의해 경쟁
을 촉진하였으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공동 의사결정제도 도입

(1952)과 임금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인 ‘협조행동’(1967)이 체결되었
다. 이에 따라 1950∼73년중 연평균 6.0%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실업증가 등으로
안정성장기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부
담 증대, 기업 이윤율 저하,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분배의 위기가 발생하였
으며 노사간의 협력 분위기가 비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실업 증가
로 EU 이외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노동공급 확대도
제한되었다. 정책면에서는 안정성장을 위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분배․
복지 중시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등 정부개입을 확대하였다. 1974~82년중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에 그쳤다.
1982년 기민당과 자민당 연립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이 시장원리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른바 ‘연방정책의 전환’)되었다. 먼저 기업
규제가 완화되고 전력, 통신, 항공 등 기간산업 부문 공기업이 민영화되었
으며 기술집약형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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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축소는 노조의 반대로 실패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은 여전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1983∼90년중 연
평균 2.9%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1990년 통일 후 독일경제는 예상치 못한 막대한 통일비용과 경직적 노동
시장,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등으로 장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통일 후 동
독지역 경제가 급속히 붕괴되면서 동독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막대한 공
공자금 지출되었으며 고용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적 규제로 기존 취업자는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신규고용 창출이 제약되었다. 또한 과도한 사회보장
제도로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이 높아 투자와 소비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
라 장기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92~2002년중 연평균 1.4%의
저성장을 지속하였다.
최근 독일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침체국
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구조개혁의 지연 등으로 본격적
인 성장세 회복에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7>

독일의 경제성장 모형 전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모형
(1950~70년대 초반)

특징

성과

한계

안정성장 모형
(1970년대 중반 ~

)

- 풍부한 노동력 및 선진기술 도입
-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
- 효율과 형평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 석유파동 후 총수요관리 및 복지
제도 확충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
- 1982년 시장원리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연방정책의 전환’)

- 1950~73년 평균 6.0% 성장

- 1974~82년 평균 1.6%의 저성장 후
1983~90년 평균 2.9% 성장

- 노동력 공급 확대 한계
- 석유파동 이후 성장둔화로
분배위기 발생

-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 경직적 노동시장
- 1990년 통일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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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독일의 경제성장률

1)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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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3~90년 평균 2.9%
5

1992~2002년 평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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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82년 평균 1.6%
-5

주: 1) 1991년부터는 통독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나. 경제성장모형 전환과정
(수출주도형 고도성장모형 : 1950∼ 1970년대 초반 )

戰後 독일은 세계 제2차대전으로 붕괴된 자본스톡의 신속한 복구와 풍부한
노동공급36), 선진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지
속하였다.
마샬플랜 등 국제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기구에 조기 가입37)함으로써 대외
여건에 우호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으며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개혁
과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정책면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의 경쟁･효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38)’ 구축을 추진하였다. 1949년 5월에 제정된 독일 헌
36) 전쟁 직후 귀환국민 등 약 1천만명에 달한 유휴노동력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Giersch
et al., 1992).
37) GATT(1951), IMF(1952), EEC(1957) 등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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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자유시장경제질서 이념이 명문화되었고 연방은행이 법적으로 독립하였
으며 경쟁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1957년에는「경쟁제한금지
법」이 제정되었다39). 또한 정부는 화폐개혁(1948년 6월)과 함께 상품생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소비재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물가안정
을 추구(Jedermann-Program)하였다.
한편 높은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40)하고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유럽지역의 노동자를 정책적으로 대거 유치하였다41).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와 자율적인 협상 등을 유도하여 노동시장의 안정
을 도모하였다42). 그 결과 1950~73년중 연평균 6.0%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
다43).

1960년대 중반부터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해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증
가가 둔화되었고 사회적 평등․분배․복지 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당(사민
당)정부의 등장과 국제적인 불황, 급격한 임금, 물가 상승에 의한 경쟁력 약
화 등으로 성장세가 1950년대에 비해 둔화(fading miracle)되었다. 1966년 에르
하르트의 기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출범한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합정
부는 정부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여 시장경제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1960년대 중반 이
38) Müller-Armack(1946)가 창안한 개념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력(효
율성)과 시장경제의 성과로 나타난 사회적 진보(형평성)를 결합한 경제질서이념이다.
Adenauer 총리 집권기 Erhardt 경제장관에 의해 이념이 정책에 적극 구현되었다.
39) 다만 노동시장 및 교통 통신 농림업, 금융보험회사 등은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0) 1950년대초 1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그 이후 계속하여 낮아져 1960년대에는 1% 수
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낮은 실업률은 70년대 초 1차 오일쇼크 전까지 유지되었다.
41) 이탈리아(1955) 스페인(1960) 그리스(1960) 터키(1961) 등과 노동자 모집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가 1955년 7만명에서 1973년에는 250만명(전
체 근로자의 11.2%)에 달하였다. Giersch et al.,(1992)은 당시 외국인노동력 유입정책은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으로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중기적인 제조업부문 확대 사이의 정책
딜레마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강조하였다.
42) 노동자대표를 감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사결정
(co-determination)제도가 1952년에 도입되었다.
43) 1950년대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8.2%를 기록하면서 경제부흥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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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나타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성장둔화, 재정적자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
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경제적 공동결정메커니즘인「협조행동」(Konzertierte

Aktion)을 체결(1967)하였다.

<표 8>

1949∼66

기독교민주당

독일 집권당과 경제정책의 변천

1966∼69
기독교민주당+

1969∼82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사회적 시장경제 총수요관리와
도입
경제질서 공존
도모

정부의 개입
강화
복지국가 지향

1982∼98
기독교민주당+

1998∼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환경친화적인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쇄신
조세감면과 규제 새로운 중도지향
완화

(안정성장모형 : 1970년대 중반 ~ )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독일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실업증가 등으
로 안정성장 기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부담 증대, 기업이윤율 저하,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분배의 위기가 발생하였
으며 노사간의 협력 분위기가 비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44). 정책면에서도 안
정성장을 위한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분배･복지를 중시하는 등 정부개입이
확대되었다. 1974~82년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6%에 그쳤다.

1982년 기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권이 들어서면서 1970년대의 총수요관리
에 의한 경기대책보다는 시장의 자유경쟁질서 창출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
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45). 이에 따라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통신, 전력, 항공
등 기간산업 부문 공기업을 민영화하였고 기술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
고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하에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
였다. 연방정책의 전환 이후 1983∼90년중 연평균 2.9%의 견실한 성장을 지
44) 노사정 협의기구인 ‘협조행동’이 1976년 노조의 탈퇴로 해체되었다.
45) 이른바 ‘연방정책의 전환’(Bonner Wende)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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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였다.
한편 오일쇼크 발생 이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 외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후 베이비
붐세대의 경제활동 진입으로 인한 노동공급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크게 작
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는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실업대책을 위
한 사회보장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았고46) 정부는 경직된 사회보장지원제
도를 완화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려 했으나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거
센 반발로 실패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독일경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가장 성
공적인 선진국 경제성장 모델로 각광을 받았으나 1990년 통독 후 예상치 못한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과 경직적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등으로

1992~2002년중 연평균 1.4%의 저성장에 그치는 등 장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가 급속히 붕괴되면서 서독지역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 조짐이 보이자 동독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막대한 공공자금을
지출하였다47). 또한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을 높여
투자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8년 집권한 사민당 쉬뢰더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노사정
간 제3차 사회협약을 제안하여 체결시켰으나 노사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
는 데 실패하였으며 연금제도 개혁, 사회보장 축소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으
나 국민들의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쉬뢰더 정부는 2003년 3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여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회생방안으로「Agenda 2010」48)을 발표하고 노
46) 당시 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등 경제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데스방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도모하였다.
47) 1991~99년중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공공자금은 총 1조 6,344억DM(기간중
평균 동독 GDP의 37.8%)에 달하였으며 이중 사회보장부문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48)「Agenda 2010」은 분데스방크가 ‘위기의 탈출구’(Ways out of the Crisis, 2003)라는 보고
서를 통해 현재 독일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경제개혁의 필요성,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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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제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일경제는 세계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침체국면
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구조개혁의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성
장세 회복에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7>

독일의 사회협약 내용

시기
발의
주체

협조행동 I
협조행동 II
협조행동 III
1967∼77
1995∼96
1998∼2000
기민당과 사민당
금속노조위원장
사민당(쉬뢰더 수상)
대연정(K. Shiller)
(Zwickel )
물가안정, 고용유지, 적 임금인상 자제, 고용 창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전

목적

정 경제성장을 위해 노 출과 직업교육기회

성과

략적 연합전선 구축

사정의 연합 및 제휴

확충

의사결정력 부족, 소득

정부가 실업축소를 위한 노조측과 사용자조직간에

정책 치중과 1976년

구체적인

공동의사결정권제도에

하지 않음에 따라 금속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한

대한

노동계의

대안을

제시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반발로 노조가 협조행동을 탈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

실패

실상 중단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경제 활성
화, 재정, 교육 및 훈련 등 5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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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기구분

독일의 경제성장 모형 전환 과정

항목

내용

◆풍부한 노동력
- 구독일지역 등 유휴노동력의 풍부
- 196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력 유입
◆선진기술 도입
성장기여
- 자본스톡의 신속한 복구
요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 국제적 지원, 무역자유화
◆사회적
시장경제
수출주도형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쟁과 효율 추구
고도성장모형
(1950~70년대
◆노동력 부족, 동독인력 유입중단
초반)
- 고도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한계

안정성장
모형
(1974~ )

◆오일쇼크로 교역조건 악화
- 독일 공산품의 교역조건 악화
◆정부개입 확대
- 기민당과 사민당 대연정의 정부개입 강화 및 분배․복지
중시의 안정성장 전략 추구
◆사회협약 시도
-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행동 제정

◆사회정책 개입 강화 시도
- 사민당과 자민당 연정의 소득재분배정책 확대
위기극복
- 총수요관리 정책 확대
및
◆‘연방정책의 전환’
-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의 자유경쟁질서 창출에 역점을
성장모형
두는 정책으로 선회
전환노력
◆규제완화 및 R&D 지원
- 기술지원정책 실시 및 R&D 투자 적극 지원

성과 및
문제점

◆1980년대 안정 성장으로 이행
- 1983~90년중 약 3%의 실질경제성장률 유지
- 실업률은 높은 수준 지속
- 물가안정 달성
◆1990년대 통일 후유증으로 장기침체
- 막대한 공공자금 지출 등 통일비용 부담으로 장기침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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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우리 經濟에 대한 示唆點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의 성장모형 전환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성장모형 전환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

각국별로 그 시기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성장 초기에는 풍부한 노동
력과 후발국의 모방이익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공통된 경험이었다.
초기 성장모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단계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
룩하기 위하여는 효율과 혁신, 개방과 경쟁 중심의 새로운 선진국형 성장모
형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성장모형 전환은 노동시장, 교육, 공공
부문 등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룩할 때에만 가능하며 실패할 경우 성장
후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성장모형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개혁의 불가피성에 대
한 사회 전체의 자각과 합의이며 특히 노사관계의 안정과 집단이기주의 극
복이 긴요하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 전통 하에 꾸준한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1990년대 초까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
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두 차례 사회협약 시도가 실패하는 등 사회적 합
의를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구조개혁 지연과 장기침체를 야기하였다. 일본의
경우 명시적인 사회협약은 없었으나 정부-기업간 전통적인 협력체제와 노
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1970년대 저성장기 이행에 따른 구조개혁을 원활
히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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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 )

구조개혁은 각 구성원의 고통부담을 수반하며 그 성과도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개혁이 추진된 후에야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정책을 일
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70∼80년대중 산업구조조정과 자유화․개방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성장을 이룩하였다. 반면 1990년대 거품 붕괴 후에는
부실채권 정리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단기적
인 경기부양책을 반복함으로써 장기침체를 야기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구조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인기
영합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피폐화하고 정부정책에 대
한 국내외의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재정․금융규율에 의한 거시경제 건전성 유지 )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하여는 거시경제기반의 건전성 유지가 뒷받
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절도 있는 재정․금융정책 운영이 긴요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계속적인 경제구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
고 임금인상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방만한 정책운용으로 인플레이션과 재
정수지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 반복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엔
화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에 대처하여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재정금융 확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
하였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 추진 )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수단은 장기적으로 비용증가만 초래할 뿐 경제구조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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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못한다.
페론정부의 임금인상과 완전고용 동시 추진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
장 정체를 초래하였으며 1990년대말 러시아 채무불이행 선언과 브라질의
평가절하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위원회제도에
의한 고정환율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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