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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업정서와 반기업주정서

기업은 나라경제의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기본 단위로서 국민 개개인에게
는 소중한 일자리이다. 생산활동이 활발한 나라치고 기업활동이 활발하지 않
은 나라가 없고 기업활동이 위축된 나라 가운데 잘사는 나라가 없다. 사람들
이 잘 아는 GE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은 미국기업이고 도요타와 소
니는 일본기업이며 지멘스와 폭스바겐은 독일 기업이다. 소위 잘사는 나라에
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반하여 못사는 후진국에
는 이렇다 할 내세울 기업이 없다. 좋은 기업들이 많고 적은 것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을 가늠해도 틀리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회라야 그 경제가 높은 발전 수준을 유지하는데 현대의 분업사회
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위가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업은 국민 경제생활에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기업활동의 여건이 다르다. 각국의 독특한 역사와 사회
분위기가 그 나라의 고유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과거에 존재하던 공산국가들은 민간기업들의 존재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서방세계의 생산활동
은 대부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이 담당하였다.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
세계 각국의 생산활동은 대체로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공기업들의
활동도 만만치 않다. 민간기업이 활동하는 경우에도 전력이나 가스처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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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정부가 독점체제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여러 기업들이 시장경쟁의 틀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도 한다.
같은 시장경제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허용되는 자유의 폭과
규제의 내용은 나라별로 다르다. 우선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부담이
다르고 인력 채용과 해고를 비롯한 노무관리의 기준이 다르다. 환경규제도
서로 다르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의무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설은 물론 기존설비의 확충까지도 규제한다.
심지어는 정부관리나 사설 폭력 단체에 규칙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야 순조로
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이렇게 나라별로 기업활동 여건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기업활동 여건을 규정하는 정치사회적 의사결정이 다
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기업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기업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나
라는 기업활동에 더 큰 자유를 주고 더 적은 규제를 가하지만 반기업정서가
높은 사회는 기업활동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마련이다. 기업활동 여건은
공식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법령과 규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전체가 현재의 관행을 그대로 묵인하는 방식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시장경제의 기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
윤을 추구하여 행동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잘 된다는 말은 높은 이윤을 번다
는 말이다. 기업에게 반기업정서는 이윤추구의 걸림돌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업이윤에 대하여 끈질기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회라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 이처럼 반기업정서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문제인 것
이다. 그런데 기업의 문제인 반기업정서가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반기
업정서가 기업을 죽이면 사람들의 일자리도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반기업정서에 빠지는 것일
까?
기업의 이윤은 판매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번다면
그 생산은 지속가능한 것이므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안전하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면 기업은 이윤을 벌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기업이윤을 위협하는 반기업정서는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
협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문제다. 그런데 기업이윤의 획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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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부당하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를 착취하고 독과점력을 발휘하여 소비자를 수탈한다
면 반기업정서보다 기업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된다. 이러한 탈선적 기업행동
이 유발하는 반기업정서는 기업행동의 일탈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현대의 경쟁법과 노동법
은 이러한 반기업정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현대의 주식회사는 반기업정서의 내용을 더욱더 복잡하게 몰아가고 있다.
기업행동이 기업이윤 최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 까닭은 기
업이윤은 수많은 주주들에게 각자 지분율만큼 배당되는데 기업의 의사결정
은 한 명의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기업행동은 기업이윤보다는 최고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인데 기업이윤최대화가 최고경영자 사적 이익 최대화와 일치
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소유가 널리 분산된 미국의 경우에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이다. 그 밖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배적 대주주(이후 기업주라
고 부르기로 한다.)가 최고경영자 역할을 한다.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은 스스
로 자신의 연봉을 천문학적 수준으로 책정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반감을 사
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기업주들도 우리나라의 재벌총수들처럼
각종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의 반기업정서는 사실 반기업주정서라고 보
아야 할 경우가 많다. 기업을 해치는 기업주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
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셈이다. 반기업정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
자리를 위협하는 자해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지만 반기업주정서는 일자리 보
호를 원하는 생각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주에 대한 반
감을 사회가 반기업정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최근
의 삼성 비자금 사건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업 삼성의 행동이기보다는 삼
성 총수 일가의 비리라고 보는 것이 옳다. 만약 기업을 해치는 기업주의 행
동 때문에 반기업정서가 강해지고 그 결과 반기업적 규제가 강화된다면 정
상적 기업활동이 이중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그야말로 비극적 결말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반기업정서와 반기업주정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
다. 그렇게 해야만 과거 반기업정서가 경쟁법과 노동법을 창조하여 기업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를 순치시킨 것처럼 반기업주정서는 기업주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해치는 행동을 규제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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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정서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존재를 위협하고 부
정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사회가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과 기
업주의 비리를 견제하는 반기업정서와 반기업주정서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건강한 기업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계하고 해소해야 할 반기업정
서를 선별하여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기업행동의 본질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2. 기업의 이윤추구

시장경제의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한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자신의 이윤이 사회적 필요와 충돌할 때 가능하다

면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은 다양
하지만 대체로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 이윤을 남기는 방식
과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이윤을 남기는 방식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한 사업이 이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갖추는 경우도 많다.
비싼 값에 잘 팔리는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팔면 당연히 큰 이윤을 남긴
다. 그런데 값이 비싼데도 이 물건이 잘 팔린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찾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사회
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큰 이윤을 얻는 것이다. 만약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이윤을 얻는다면 기업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일을 하
며 이윤은 그 대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개별 기업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
는 과정에서 이윤을 누리는 셈이다. 그리고 사회적 필요를 더 많이, 더 잘
충족하면 할수록 기업이윤도 그만큼 더 커진다. 결국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은
기업이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충족한 것이다. 아담 스미드는 빵가게에서 구
운 빵과 고깃간에서 구한 스테이크에 양조장에서 구한 포도주를 곁들인 저
녁식사를 즐기면서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의 이기심도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사적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 시장경제의
오묘한 이치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서 비싼 값에 팔거나 결함이 있는 물건을 완
벽한 물건인 양 속이고 팔아넘기는 행위는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이익을 도모하는 행동이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끼리 담합하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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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상하는 행위도 내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부당한 피해
를 준다. 사용자의 압도적 우위를 내세워 저임금과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를 착취하여 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장마철에 몰래 방류하거나,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몰고 다니는 행위도 남에게 피
해를 주면서 내 이익을 챙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권력층에 로비하여
특혜를 따내고, 내야 할 세금을 탈세하는 행동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
이익을 도모한다.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심이라도 남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
아서 이익을 누린다면 전혀 통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기심이 남을 해치
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내세우
는 자유방임의 원리는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대가를 얻는 이기심을 전
제로 한 것이지 남을 해쳐서라도 내 이익을 도모하는 이기심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 초기 천민자본주의시대의 시장은 남을 해치고 내 이
익을 확장하는 기업행동이 만연한 곳이었다. 수탈과 착취는 힘없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하였다. 이기심은 남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내 이익을 챙기는 수준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히
천민자본주의적 시장을 개혁하려는 정치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
었다.
시장개혁 움직임은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마르크스주
의 노선이 이끄는 공산혁명으로서 이 노선은 시장경제를 폐지하고 국가경제
운용방식을 계획경제로 전환하였다. 유산계급을 그대로 두는 한 천민자본주
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인간 이기심에 의존하는 시장을 전면
적으로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일은
불가능해졌지만 동시에 남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기심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 이익
을 따로 도모할 수 없는 사회라는 점이다. 이런 사회에서 이기심이 획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적 이익 도모는 가능할 때마다 남보다 일을 더 적게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방향은 남을 해치면서 내 이익을 확장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단속
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동법을 제정하고
소비자 수탈을 막기 위하여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였다. 환경오염
을 단속하는 환경법, 그리고 거래 유형별로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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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고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가 갖추어졌다. 부정부패와 탈세 등
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였다. 정부는 법치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기업들
로 하여금 남을 해침으로써 사적 이익을 확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었
다.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여 그 대가를 받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시장을 폐기하였고 이에 대응한 이기심
은 남보다 일을 더 적게 하려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개혁된 시장경제의
이기심은 경쟁적으로 남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으려는 인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일하는 시장경제는 날로 번영하는데 경쟁적으로 일을
덜 하는 공산권이 전면 붕괴한 것은 너무도 필연적 결과였다.
남을 해치지 못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는 말이다. 재산권이 확실히 보호되는 사회에서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
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내 이익을 도모하려면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권 보호는 인간의 이기
심에 멍에를 얹어서 남을 위해 일함으로써 각자 이익을 도모하도록 만든다.

3. 재산권 보호와 자유방임

자유방임의 시장이 기업행동을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법, 경쟁법 등 법체계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산업화 이후 선진산업국가를 중심으
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다. 나라별 고유한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의 법체계를 개도국이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설사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의 원리가 관철되어도 좋을 만큼
이기심이 순치된 곳이 아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이 원하는 일을 해주어야
만 이익을 남기는 시장이 되려면 아직 많은 변화가 더 일어나야 한다. 속이
고 속는 일이 많고 남 몰래 공해를 유발하며 뇌물로 특혜를 따고 탈세와 불
공정거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동이 만연한 곳
이다.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주체는 기업들이고 피해자는 다수 국민들이
다. 반기업정서가 형성되기 쉬운 여건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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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필요는 외면하고 자신의 이윤만 도모하는 영악한 영리 단위라고 인식
한다. 기업을 부도덕하고 영악한 영리 단위로 보는 반기업정서는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은 기업이 사회에 가장 많이 기여한 기업이라는 시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므로 반기업정서를 좀 더 고찰하려면 기업의 이윤추구가 사회
적 필요 충족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명제를 좀 더 깊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

(1) 재산권의 구조

기업활동은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기업이 그 이윤을 누리려면 그 이윤이
그 기업의 것임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가
인정하는 재산권의 구조는 개인행동이 유발하는 비용 가운데 어느 만큼을
당사자가 부담하고 또 성과의 얼마만큼을 누려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기업은
재산권이 규정한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누릴 성과를 검토하고 자
신이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구조는 기업행동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재산권이 변하
면 기업 행동의 이윤구조도 바뀌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가 금주령을 입법
하면 어느 누구도 술을 소비할 수 없다. 과거에는 술의 생산이 수익성 좋은
기업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술을 생산하다가는 엄청난 손실만 입게 된다. 세
율의 개정도 마찬가지다. 세율은 기업 성과 가운데 정부가 가져갈 몫을 규정
한다. 그러므로 많은 이익을 남기던 활동이었지만 세율개정으로 수익성이 줄
어들면 이 활동도 줄이거나 접어야 한다.
재산권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기업은 현재의 재
산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최대이윤을 추구한다’ 는 사실이다. 문제는 재산권
구조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기업의 최대이윤 추구행위가 항상 사회적 필
요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충족한다면 좋은 일이다. 기업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필요도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이윤추구는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외면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 외면당하는 사태는 기업이 책임져야 하
는가? 아니면 그렇게 만든 재산권 구조가 문제인가?
개인의 행동은 결국 각자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
된다. 재산권은 각 행동별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결정함으로써 사람
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뿐이다. 시장교환은 매매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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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이 내가 요구하는 가격에 비하여 살만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입한다.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충족한 것인데 그 사
람은 그 대가로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준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
를 더 잘 충족해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나
는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노력이 성공하면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
러므로 시장교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더 많이 충족하
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이끌고 실제로 그 노력에 성공한 사람에게 커다란 재
부를 안겨준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벌어드리는 기업
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충족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번 것이다. 그
러므로 기업의 이윤추구는 사회적 필요 충족으로 연결된다.
분석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현실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첫째, 사회적 필
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영리를 추구
하는 기업들은 대가 지불이 없는 사회적 필요는 외면한다. 둘째, 재산권이
잘못 책정되어 있으면 이윤추구가 사회적 필요충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셋
째, 재산권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는 서로 더 많이 가지려는 쟁탈전
이 벌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더 많은 이윤을 벌었다는 사실이 항상 사회적
필요를 더 많이 충족하였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권 보호가 불확실
한 영역에서는 국가권력의 제재를 받음이 없이 서로 상대방의 재산권을 함
부로 침해할 수 있다. 역시 이 경우의 이윤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
하고 얻은 것으로서 결코 사회적 필요 충족의 지표로 기능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경우를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1) 대가 지불능력이 없는 사회적 필요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한 사람이나 홍수 등의 재난으로 모
든 것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이다. 만약
이들이 음식과 주거 공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지불한다면 이
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업행동이 경쟁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대가 지불능력이 없고 기업은 대가 없는 일은 수행하지 않는다. 기업이 사회
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오직 그 필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람들은 대가 지불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기업을 영악하다고 비난하지
만 이 비난은 부당하다. 당사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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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골
고루 부담해야 한다. 이 필요가 진정한 사회적 필요라면 “영악한”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의 영악함을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그 대가지불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조세징수로 비용을 조달하여 사회적 필요 충족을
위한 대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2) 잘못 책정된 재산권
재산권 책정이 잘못되어 시장에서 기업행동을 오도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외부성이다. 시장가치 100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
은 70이다. 그런데 이 생산활동은 공해를 일으켜 주의 경관을 훼손하는데 그
가치 손실이 50이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는 경관훼손의 비용을 기업에게 부
과할 수가 없다. 사회적 비용이 120(=70+50)이므로 이 생산활동은 사회적으
로는 20만큼 손실을 야기한다. 그러나 경관훼손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는 기
업으로서는 30(=100-70)만큼 이윤을 얻으므로 이 생산활동을 수행한다. 기업
의 사적 이윤 추구가 사회적 필요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기업은 사
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적 이윤을 확대한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경관을 훼손한 기업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부가 환경권을 엄격하게 행사함으로
써 경관을 훼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훼손비용을 부담시킨다면 어느 기
업도 ‘사회적 책임’을 유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도 재산권의 일부
이다. 역시 제대로 확립된 재산권은 기업의 이기적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다.

3) 재산권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재산권보호가 불확실한 경우
재산권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책정되어 있더라도 그 보호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아무나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다. 결국 어느 누가 그 재산을 차
지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재산을 차지하지
못하므로 제로섬의 상황이다. 차지한 사람의 이익은 정확히 잃은 사람의 손
실로서 이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이익을 확대한 경우가
된다. 사기를 치고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소실된 문서를 위조하고도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남의 재산을 내가 차지하는 수법은 다양하다. 역시 재산
권보호의 영역을 벗어나면 기업의 이기심은 야수처럼 날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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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필요에 반하는 이윤추구의 본질

기업활동이 사회적 필요에 반하는 사적 이윤 추구에 집중되면 국민
정서가
친기업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 우선 기업활동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들부터 작게는 불평불만으로부터 크게는 피해배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항의가 제기될 것이고 여론도 피해자를 동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
펴본 경우 가운데 대가 지불능력이 없는 사회적 필요를 기업이 외면하는 데
대한 비판은 공정한 비판이 아니다. 사회적 필요라면 사회 전체가 대가 지불
을 부담해야지 기업이 대가 없이 봉사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재산권 책정
이 잘못되었거나,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책정되었더라도 그 보호가 부
실하면 기업행동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 이익을 확대하는 야수적 이기
심의 지배를 받는다. 당연히 기업의 부도덕함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반기업
정서도 팽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의 이기적 본성이 아니라 허술한 재산권
을 방치한 제도다. 허술한 제도 뒤에는 유능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패한 정부
가 있다. 만약 재산권이 올바르게 확립되고 철저히 보호된다면 기업의 이기
심은 결코 남을 해치고 내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기심은 일 덜하기 경쟁으로 작동하듯이 재산권
보호가 허술한 시장경제에서 이기심은 사람을 야수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반기업정서는 기업, 특히 기업주의 부도덕함을 혐오한다. 그러나 제도만 제
대로 갖추면 꼭 같은 도덕 수준의 기업주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대가를 받는 기업주로 행동하는 것이다. 반기업정서를 유발하는 원인은 유독
기업주들이 부도덕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부실한
탓도 큰 것이다.
물론 시장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권력이 반드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피
해사실을 법정 요건에 맞추어 입증하기 어렵거나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재판
비용이 더 크면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동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가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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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경쟁법과 노동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윤리경영
을 하라는 것이 CSR의 본령이다.1)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 전파되면서 기업이
윤의 사회환원까지 요구하고 있다.2)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여 미비한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윤리경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가 이기적 기업이 도덕적
으로 행동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제도보완을 소홀히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4. 한국의 반기업정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러 있다. 다음은 일반인이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어떤 장애인의 고발이다. 기거하는 시설이 장애수당 떼먹고 옷 구입비용도
떼먹고 싸구려 옷만 준다고 지적한 뒤에 하는 말이 “요즘 시설은 복지시설
이 아니고 완전히 기업입니다. 장애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3)이라는 것이
다.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은 모든 기업이 다 “피를 빨아먹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업도 간혹 있음을 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착취하는 복지
시설을 보고 서슴지 않고 “복지시설이 아니고 완전히 기업”이라고 규정해버
리는 것은 결코 기업을 좋게 보는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반기업정서’의 실체파악을 위한 조사연
구>는 노조간부를 제외하면 모든 조사대상 집단이 기업자체에 대해서는 반
감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그러나 부자, 재벌과
재벌총수,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1) 영국 통산성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이 발간 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
Governent Update (May 2004)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하여
... how business takes account of i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way it
operates - maximising the benefits and minimising the downsides. But we are not talking about
altruism - CSR should be good for long-term business success as well as good for wider society
라고 적고 있 다.
2) 국가복 지정보센터 웹사이트의 복 지뉴스(2007-12-12)는 <산업계, 연 말 ‘사랑의 손길 ’을 내민다>라는 제 목의
기사에서
.... 특히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시민’ 등이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자 리잡
음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연말 사회공헌 활동에 지 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라고 적고 있다 .
3) 에이블 뉴스, 2007- 09-07, 09:11:46, 또는 보건복 지부 국가복지정보 포털 일 일뉴스 2007.9.10.
4) ‘반기업정서’의 실체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 2006. 12, KDI 경제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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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부자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반감을 보였으며, 재벌총수에 대해서
도 경제전문가만이 약간 호감(호감 44.6%, 반감 38.0%)을 보이고 있을 뿐이
다. 재벌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호감을 보
이고 있어서 반기업정서는 기업보다는 기업인, 특히 재벌총수들에 대한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반감도 궁
극적으로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반감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제는 한국의 기업계를 석권하는 주체가 바로 재벌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한 반감이 곧 국민적 반기업정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산업화의 시작을 1960년대로 본다면 한국의 산업화 역사는 별로 긴 편이
아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
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형성된 기간도 결코 길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반기업정서는 짧은 기간에 나타난 기업, 주로 재벌대기업들을 한국사
회가 수용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도기적 현상은 한국사회의 대기업 수용과정을 결코 낙관할 수 없음을 시
사한다. 우리보다 더 일찍이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들도 산업화의 초기에는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고 사회가 새롭게 출현한 근대적 기업들
을 수용하는 진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마다 독특한 과
정을 거치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정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국민정서가 어떻든 간에 기업은 사회의 생산 단위이고 국민
들의 일자리다. 기업이 발달하고 그 생산활동이 왕성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기업이 쇠퇴하면 나라도 기운다. 국민정서가 극단적 반기업정서로 흐르면 사
회가 스스로 그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자해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
로 비록 친기업정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편승한 정부가 기업들
을 망치는 정책을 펼칠 정도로 국민과 기업간의 관계가 악화하면 안 된다.
기업의 업무가 생산활동인 만큼 나라는 기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
렇다면 반기업정서는 왜 생기는가? 그 까닭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만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기업활동이 사회적 필요를 심할 정도로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에 피해를 주면서 기업이윤만을 도모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반기업정서는 나타난다. 시장경제의 기업활동을 결정하는 사람은 기업주다.
그런데 기업주는 또 자신의 사적 이익을 확대하려 하므로 기업 이익 확대와
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를 야기한다. 현실의 반기업정서는 기업에 대한 것과
기업주에 대한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기업에 대한 것이든 기업주에 대한 것이든 한국 사회의 반기업정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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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업의 생성과 발달과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
은 한국경제를 산업화시킨 유공자이면서도 국민의 사랑은커녕 반기업정서라
고 하는 싸늘한 눈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1)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한국 기업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정부의 선별기업지원(firm-specific subsidy)적 개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50~60년대의 한국도 현대
적 제조업을 잘 이끌어 나갈 기업가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업을 일으키려 해도 정작 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기업이 없었
던 것이다. 내국인 기업가가 없으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대안
이 된다. 그러나 식민지의 쓰라린 경험이 생생한 당시 국민정서가 외국인 직
접투자에 매우 적대적이었던 까닭에 정부는 유망한 내국인 경영자원을 발굴
하여 육성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정부는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차관 지급보증
에서 시작하여 특혜금융에 이르기까지 선별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거듭 지
원하면서 전통적 농경사회의 국토에 현대적 제조업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
다.5) 그리고 오늘날 한국경제를 이끄는 재벌대기업들은 개발연대 선별기업지
원정책의 산물이다.
재벌대기업들은 선별기업지원정책이 기대했던 대로 한국경제의 산업화를
실현시킨 일등 유공자이면서 동시에 정부가 지원한 온갖 특혜를 다 누린 수
혜자들이다. 국민은 재벌 대기업들, 특히 총수들을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유
공자로서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의 특혜를 독식한 수혜자로
서 폄하하는 정서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
정부 로비가 문제로 되기도 하였고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정부의 도움을 받았으며 정부묵인 하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노
동자들과 대립하면서 성장해왔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다
. 물론 지원대
상기업 선정에서 탈락한 다른 많은 기업들의 질시의 대상이기도 했다.

한국

대기업들은 산업화의 주역이지만 동시에 그 성장과정이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오직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에만 의존해 온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개발년대 우리나라의 제도적 토대가 워낙
5) 이승훈 , “재벌체제와 다 국적기업-경제개발의 두가지 모형”,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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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했기 때문에 기업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속 불가능한 경우도 적
지 않았다. 이를테면 비현실적인 조세체계는 탈세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었고, 이상적 노동법은 당시 보편화된 경영관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
다. 관료주의는 탈법적 로비활동을 요구하였고 독재정권의 정치자금도 기업
이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기업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마련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관련된 자료가 증거로 남는 일은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대부분 도태되었
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단 비자금이 마련되면 사업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도 쓰이지만 총수일가의 사적 용도로도 지출되기 마련이다. 재벌 대
기업들이 나라경제를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든 산업화의 일등공신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기업정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
다.

(2) 전환기의 한국기업

지금 우리의 몇몇 대기업은 분야별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열에 들어서
있다. <삼성전자>는 자산규모로 세계 최대의 기업 <GE>의 1/5 규모로 성장
하였고 조선의 <현대중공업>과 철강의 <포스코>도 각각 그 분야에서 세계최
고의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들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은 품질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이들을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첨단 수준에 이른 기업들이다. 이들은 이미 정부의
특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저 불필요한 규제나 정리하여 이들의
활동에 걸림돌 노릇만 하지 않으면 고마울 정도로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
다. 확보한 자금을 필요한 용도에 투자하여 신제품 개발과 생산력 확충도 차
질 없이 이루어내고 있다. 공해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다. 세계 사람들이 원
하는 물자를 가장 우수한 품질과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는 이들 기업들의 행
동은 어느 모로 보나 남을 해치고 내 이익을 챙기는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벌어들인 기업이윤을 처리하는 과정은 구태에서 자유로운 수준이
아니다. 근년에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 재벌그룹이 비자금 조성과 유용 혐의
로 조사를 받고 실제로 사실로 들어나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물건을
만들어 내다파는 활동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 결과 벌어들인
돈을 처리하는 데서는 아직도 개발년대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최근에 특별 검찰까지 구성하여 수사하게 된 삼성 비자금 사건은 아직 조사

- 16 -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세계적 일
류 기업으로 발전시킨 국내 대표적 재벌그룹이 이러한 추문의 진원지가 된
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대기업들이 아직도 회사 돈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데서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업의 사업계획을 짜고 자금을 조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생산활동을 지
휘하는 활동은 기업 경영이다.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이 이 업무
를 담당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성과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우선 기업 이윤은 주주들의 소득이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많
은 이윤을 만들어 주주들에게 가져다주도록 요구한다.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
들은 경영진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차질 없이 수행할 만큼 수익성 높은
경영성과를 내도록 요구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기업이 임금을 체불
하지 않고 나아가서 자신들을 실업으로 내몰지 않도록 기업을 안전하게 경
영하도록 요구한다. 납품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납품물자의 대금지불이 차질
을 빚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기업은 비록 경영진이 그 경
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운영되지만 경영진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영진의 임면권을 가진 주주들과 기업
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들의 요구는 경영진의 공식적 경영지침일 수
밖에 없다.
기업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감독을

기업지배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한다. 실제로 기업지배에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전반적 의사결
정은 경영진들에게 맡기지만, 경영진이 회사 돈을 처리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주주와 채권자들이 매일매일의 영업 동향을 일일
이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경영진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필요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기업 이윤을 잠식하는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단순히 불필요한 용도에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일을 넘어서서 외부 거래선과 결탁하거나 위장 거래선을 따로 만
들어 정상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회사 돈을 외부로 유출시
키는 빼돌림(tunneling)행위까지 자행한다. 기업지배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회
사 돈 사용문제에 관련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업지배의 용어 자체를 “회
사 돈 사용에 대한 결정”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6)
6) ".. corporate governance - that is, decisions about how capital is allocated, both across and within
firms- is entrusted....", R.K. Morck and L. Steier, "The Global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n
Introduction," in R.K. Morck ed., A History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 Family
Business Groups To Professional Manag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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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세계적 수준에 이른 기업들까지 배출하였다. 그러나 기업지배의 측면
에서 보면 여전히 낙후된 상태이다. 그리고 기업지배에서 야기된 문제는 결
국 일반 주주의 몫이어야 할 돈을 경영진 - 한국의 재벌체제에서는 총수가
가로채는 행동으로 귀결되므로 그 본질은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에
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상속세를 우회하여 차세대에 편법상속하려는 행동
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업이 생산과 판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면 기업지배 분
야도 결국 세계적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규모가 그만큼 커지면 참여하는
자본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주주와 채권자로서도 세계 각국인들이 참
여하기 마련이다. 기업지배에 대한 요구가 과거에 비하여 더욱 강해지고 엄
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기업들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기업성장을 주도한 재벌총수들은
생산과 판매부문의 발전과 이에 필요한 R&D에는 전력을 기울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산 판매부문이 발전한 결과가 기업지배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
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전환에는 소홀했던 것처럼 보인다. 기업지배부
문에서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각종 추문은 당연히 국민의 반기업정서를 더
욱 악화시킨다. 이 반기업정서는 본질이 반기업주정서이고 KDI 조사결과는
국민정서가 반기업에서 반기업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오도된 대중 인식에 의한 반기업정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기업정서를 구성하는 현실인식에는 몇 가지 근본적
으로 오도된 기본틀이 있다. 첫째는 기업과 기업주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이
다. 물론 KDI조사는 사람들이 기업과 기업주, 더 정확하게 재벌 총수를 구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기업일반에 대해서는 반감보다 호감이 높은데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반감이 높은 결과가 그렇다. 그러나 이하에서 고찰하
는 바와 같이 대중 인식은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DI조사는 국민의
57.3%가 정상적 기업이윤이라도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다고 보고한다. 공무원도 56.3%가 같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경제전문가
까지도 32.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f Chicago Press (Chicago), 200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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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주를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곳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관련된 부문이다. 어느 웹사이트에 오른 글이다.

…… 빌게이츠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은 엄청난 액수의 기업수익을 종종 사
회에 환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어
렵네요.7)

물론 빌게이츠가 자신의 사적 재산을 헌납하여 Bill & Melina Gates
Foundation을 창설하여 각종 사회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재단에 출연한 사람은 빌 게이츠와 그 아내 멜리나 게이츠, 그리고 최근에
기부한 워렌 버핏 세

사람뿐이며 빌게이츠가 창설하고 경영하는 기업

Microsoft는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Microsoft가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
려면 빌게이츠 이외 다른 주주들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돈은 빌게이
츠 개인의 돈이 아니라 주주 모두의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다. 재벌그룹들이 창업자의
아호를 따서 설립한 재단의 대부분은 총수의 사적 자금이 아니라 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을 토대로 한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재단 설립에 수많은 군
소주주들도 출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 과정에서 군소주주들의 실효
성 있는 동의과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주주들로서는 총수가 비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나 같은 성격의 피해를 입는다.
사람들은 총수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하지만 문화복
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후하게 평
가한다. 피해를 보는 군소주주들도 이러한 현실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이다.
자선단체나 사회사업기관도 부자 개인을 상대로 출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
라 기업을 상대로 부탁하는 것이 관행이다. 재벌 총수가 다른 주주의 돈이기
도 한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는 것은 나쁘지만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빼돌리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한국인들은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만 중시하지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월급 200만 원 정도의 봉급생활자 甲과 乙이
각각 50만원을 저축하는데 甲은 주식을 샀고 乙은 예금을 했다. 甲이 주식에
서 1년에 3만원을 벌었고 乙은 예금 이자로 3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甲이 주
7) NAVER 지식IN, 2003.09.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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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산 회사는 이윤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甲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만5천원으로 줄었다. 이 사회 환원은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식에서 나타나는 대로라면 정의로운 것으로 되어 있다.
甲과 乙의 소득이 꼭 같은데 甲만이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순은 결국 한국 사람들이 기업과 기업의 지배주주를 동
일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기본 생각은 돈을 많이 벌었
으니 사회에 좀 환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별로 벌지 못하고 있
음을 까맣게 잊고 있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돈을 번다. 소비자들은 기업
이 제시하는 가격에 상품을 사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한다. 시
장거래는 결코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 거래의 중요
한 특징은 쌍방 간 합의다.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이 구매자의 것으로
되는데 합의했고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가 기업의 소유로 되는 데 합
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이 많은 돈을 벌었다면 이 많은 소득은 그 기업의
상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조성된 소득이다. 결코 편취나
수탈로 긁어모은 부당한 소득이 아니다. 기업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기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가 기업의 소득을 합의해 놓고서 다시 그 일부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더욱이 기업이윤의 환수요구는 군소주주의
소득에 대한 환수요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많이 번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회 환원도 아닌 것이다.
재산권보호가 잘 되어 있는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
발하여 적은 비용으로 공급하는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번다. 그러므로 정상적
기업이윤의 크기는 그 기업이 소비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그런데 이 이윤의 일부에 대하여 사회 환수를 주장한
다면 소비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기업을 도리어 징벌하는 결과로 되고
만다. KDI 조사결과는 반기업정서가 기업 이윤의 사회환수를 주장하는 응답
자 가운데에서 높고 사회 기부는 기업(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한 사
람들에게서는 반기업정서가 낮음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가 사람들이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수를 주장하는 이유까지는 밝
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벌기업과 재벌 총수에 대한 반감의 원인으로 분식
회계, 편법상속, 정경유착, 탈세 등 비도덕적 경영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 기
본적으로 기업 이윤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반기
업정서를 불식하려면 사람들이 기업 이윤을 정당한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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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업의 정상적 이윤을 사
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국민 모두가 수긍하도록 만
드는 일이 반기업정서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
주와 기업의 행동이 반기업정서를 유발하지 않도록 절제되는 일이 가장 효
과적인 처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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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대기업정서와 독점규제

1. 적대적 기업․정부 관계: 미국적 특징

일반적으로 선진공업국들의 기업․정부 관계는 우호적․협조적이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적대적으로 보이는 적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듀퐁 그룹의 전 회장 그린월트(Crawford Greenwalt)의 말대로 “영
국이나 다른 유럽국가에서라면 작위를 받거나 그와 유사한 보상이 주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나나 내 동료들이 법정에 서야하는 일이 계속 일
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실제로 영국에서 1926년 Imperial Chemical

Industries를 대규모 합병을 통해 독점적 지위로 올려놓은 대가로 당시 그룹
임원이던 맥고완경(Sir Harry McGowan)과 몬드 경(Sir Alfred Mond)은 작
위를 받고 세습귀족이 되었다. (각각 Lord McGowan, Lord Melchett) 미국
에서라면 당장 반독점 소송에 걸릴 일이다.1)
미국에서 반기업정서는 19세기말 대기업 등장 이후에 분출되었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란 기업전반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것이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기업가, 농장주가 정부에서 일했고 정치가들이 사업을 했다. 그러던 것이 산
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내용이
복잡해졌다. 철도와 유통업, 제조업에서 등장한 대기업에서는 전문경영인이
대두했으며 대중교육과 도시행정을 위해 정부관료가 늘어났다. 정부규모는
지방정부 쪽에서 먼저 커졌다. 연방수준에서 공적 관료조직은 대공황과 제2
1) Chandler(1980), pp.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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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대규모로 팽창했다. 그러나 유독 미국에서는 정부보다
기업부문이 먼저 성장했다. 1890년대에 철도회사 직원이 10만 명이 넘었을
때 연방정부 공무원은 2만 명, 군인들은 4만 명에 불과했다. 1929년에 연방
공무원의 수는 6만8천 명으로 이는 U.S Steel이나 General Motors, Standard
Oil(N.J.) 같은 대기업의 직원 수보다 훨씬 적었다. 이와 같이 공적관료제 발
전이 지연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대기업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짐에 따라 미
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철도회사를 규제하
기 위한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 1887)과 산업체에 대응한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1890), 그리고 클레이튼법(Clayton

Act

1914), 연방통상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다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철도 및 주요
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으므로 이하와 같이 단순비교하는 것은 과장의 소지가
있음을 일단 지적해 두자.2)
미국에서 대기업 규제가 시작된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
을 도태시키거나 이들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 형
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에의 영향을 검토하자.3)
근대적 대기업(modern industrial enterprise), 즉 여러 소단위업체로 구성
되어 피라미드 형태의 경영자그룹이 운영하는 기업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
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술이 진보하고 시장이 커지면서 소단위 단일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 될
때 등장했다.
대기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첫째, 시장의 확대였다. 인구증가, 도시화,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시장의 절대적 규모가 커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적 시장권이 성립되었다. 둘째, 기술혁신의 진전이다. 특히 19세기말 이
후 서유럽과 미국에서 소위 2차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계, 전기, 화학 등
신산업 부문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대량생산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
어 파이프라인 기술이 발달해야 대형 정유공장이 세워질 수 있다. 이러한 배
경에서 19세기 마지막 4분기의 장기불황으로 기업들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
을 통한 산업조직의 독과점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2) McCraw(1984a), 그림은 p.34
3) Chandler(1977), 양동휴(1994), 제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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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국가별 산업별 공기업 비중

자료: McCraw(1984a),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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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기업은 교통통신의 발달, 대량분배, 대량생산, 이어 대량생산과
대량분배가 결합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교통통신의 발달
이 중요했다. 기업이 넓은 지역을 포괄하려면 규모가 커야 했고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컸다. 당시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지점망이 빈약하고 소규모여서 대규
모의 장기적인 시설자금을 조달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초
운하 건설 때부터 지방정부와 런던 자본시장의 역할이 컸다.
19세기 후반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건설된 전국적인 철도, 전신망은 한편
으로는 시장을 확대하여 생산 및 분배에서의 혁신을 가능하게 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거꾸로 토목, 건축, 철강 산업을 활성화 하고 투자금융시장을 발달
하게 했다. 선점(先占)의 이득이 절대적이었던 철도와 같은 자연독점산업에서
는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들 산업은 필요한 자금을 투
자은행(investment bank)을 통해 주식, 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했다. 이에 따
라 발달한 투자은행은 이후 각 산업부문의 기업대형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철도산업 자체가 근대적 대기업 등장의 산실이다. 철도산업은 외부
자금을 대규모로 동원하기 때문에 재무관리, 감사가 특히 중요했다. 열차충
돌사고를 막으려면 중앙에 모든 정보를 집중시켜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
요했다.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이 정비되었고 전문경영인도 많이 필요했
다. 기술진보와 회계방식 혁신도 촉진되어 철도산업은 가히 미국 경영혁명의
효시라 할만 했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과잉투자, 카르텔 결성, 기업합
병 등의 우여곡절 끝에 철도산업이 연방정부 직접규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공업국에서는 철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도로, 수
로, 운하, 연안해운 등이 잔존하며 여전히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나 미국에
서는 철도, 전신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교통통신 산업을 장악하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더욱이 미국의 철도회사들은 운송요금을
매길 때 비용효율의 원칙에 따랐다. 즉 대량 장거리 수송이 소량 단거리 수
송보다 단위당 요율이 낮게 부과되었다.(소위 long-haul, short-haul debate)
벽지의 소비자, 즉 소규모 상인 및 운송업자, 그리고 농민들은 그러한 요금
체계를 차별로 받아들여 크게 반발했다. 철도운임을 규제할 주간통상법은 이
들 대기업 ‘희생자’들의 정치력을 배경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도 사리에 맞는 운임(just and reasonable rates)'을 관장하도록 주간
통상위원회(ICC)가 설립되었다. 그것은 농민을 포함하여 소상인, 소생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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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운동인 인민주의(Populism)에 기반을 둔 조직적 활동의 산물이었다.
대량분배의 등장 즉, 유통구조혁신도 이때 이루어진다. 1870년대에 미국에
서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던 도매상이 이를 직접 구매, 판매하면서 포
장, 상표부여, 광고, 신용판매의 기능까지 갖춰 대형화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규모가 늘면서 단위비용이 감소하고 이윤이 증가했다. 유통
산업에서는 재고순환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규모보다 더 중요했다. 그래서
마케팅에 중점을 둬야 경쟁력이 있었고 또한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경영의 관건이었다. 이러한 전환은 교통통신(철도, 전신)의 발달, 계약
등의 거래기술 발전, 유통경로 단축, 상품운송의 정확성 제고 등의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들 도매상들은 서부로 이동하면서 국내와 해외
의 직접 생산자에게서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망,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소매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확장된 판매망을 조직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미국 유통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을 이룬 대도매
상들이 그 지위를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은 유통경로의 양 극단에서 두 유형
의 경쟁자가 출현하면서부터였다. 첫 번째 유형은 대소매상들이었다. 이들은
제조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유통구조를 혁
신시켰다. 백화점, 우편판매점, 연쇄점들이 그 효시다. 미국 백화점의 기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도매업자가 취급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소매점을 설립한 후 점차 여러 가지 상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면서 백화점
으로 발전한 경우다. 다른 경로에 의해 의류, 잡화를 판매하던 소매상이 가
구, 보석 등의 추가매장을 만들면서 백화점이 되었다.
백화점은 남북전쟁 직후 뉴욕에서 가장 먼저 발달했다. 백화점이 존립하려
면 좁은 지역 내에 집중적인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충족한 곳
이 바로 1870년대 뉴욕이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다른 곳에도 백화점이
설립되었다. 백화점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도매상으로 출발한 상인에게서보다
소매상에서 시작한 상인에게서 더욱 빨랐다. 거의 모든 백화점이 박리다매
전략을 채택했다. 중간상을 배제하고 생산자에게서 직접 대량구매 함으로써
구입원가를 낮추고 상품의 빠른 회전에 힘입어 마진을 축소하여 저렴한 가
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백화점의 성장으로 도시의 소규모 소매업
자들이 크게 위협받았으나 도매상들은 도시가 아닌 지방점포를 주로 상대하
며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
. 하지만
통신판매점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들도 사정이 달라졌다.
통신판매점은 농촌시장이 중요한 미국적 상황에 적응한 대소매상의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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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이들은 새로운 교통통신 수단을 백화점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
여, 취급상품의 목록을 담은 안내서를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주문받
고, 상품도 배달했다. 따라서 이들이 농촌의 구매자에게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방식이 1890년대 들어 크게 확산, 성장했다. 통신판매점은 제조업
자와 직접 접촉함은 물론, 필요한 상품을 자체 구매조직을 통해 확보하거나
직접 공장을 세워 만들기도 하면서 상품 구매, 주문 접수, 상품 발송 등의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상품을 대량으로 빠르게 팔았다. 그 결과
20세기에는 통신판매점이 백화점과 대도매상의 매출액을 압도하고 농촌의
소매상, 도매상의 존립도 위협하기 시작했다.
연쇄점(chain store)은 남북전쟁 이후 처음 출현했으나 20세기에 본격적으
로 성장했다. 맨 처음 이들은 대소매상들의 활동이 별로 없던 부문과 지역
즉, 잡화나 의류보다는 식료품, 약품, 가구를 주로 취급하면서 대도시나 농촌
지역보다는 소읍, 소도시,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출발했다. 애초에 전국적인
시장보다는 지역시장 중심으로 발달했으나 1910년대에 크게 성장하면서 전
국적 판매망을 갖췄다. 특히 연쇄점은 1920년대 이래 자동차가 보급되고 이
에 따라 교외지역들이 늘면서 지역적 소비수요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응하여 다른 유형의 대소매상들보다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국 대소매상
의 전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1920년대에 농촌시장이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통신판매점이 수백 개
의 소매연쇄점을 각지에 만들었다. 백화점은 도시화의 진전에 발맞추어 도시
교외지역에 지점을 세웠다. 다른 형태의 대소매상들도 판매망을 만들어 확산
시키는 전략을 썼다. 이렇게 해서 1860년대에 시작한 소매업의 혁명이 일단
락지어진다.
한편, 1880, 90년대에 신산업부문에 대량생산이 일찍 도입되면서 기존유통
망으로는 대량의 물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이
들은 자체유통망을 만들기 시작한다. 즉 제조업이 도매상기능을 흡수하고 자
체의 구매망도 조직하며 전국적인 광고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산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속공정기계(continuous process machine)를 도입하여 대량생산을
시작한 산업들이다. 이들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장 확대의 가능성에
대응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대량생산을 했으나 기존의 유통망으로는 상
품이 제대로 처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들
상품들(궐련, 성냥, 제분, 통조림, 사진필름 등 주로 포장된 저가 소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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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상품 한 단위의 가격이 낮았으므로 더 이상 가격을 낮춰봐야 수요를
늘리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광고를 하는 등, 유통 애로를 극복하
려는 여러 노력을 경주하면서 직접 원료를 사들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둘째, 유통에서 특별한 주의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이
다. 이는 다시 고가의 복잡한 신상품 기계제조업(농기계, 재봉틀, 타자기, 펌
프, 엘리베이터)과 부패성 상품(포장육, 맥주, 우유)을 제조하는 산업 두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가의 복잡한 기계들은 대부분 신상품들로서 적극적
인 광고와 판로개척, 사용방법의 설명, 소비자 금융, 애프터서비스, 수리 등
이 판매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은 자체 유통망 건설이 절
실했으며 대량생산에 소요되는 원료를 구매할 자체 구매조직도 만들어 직접
제재소, 제철소, 제강소 등을 소유하기도 했다.
또한 부패성 상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살균처리기술, 냉장차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예를 들어 1870년대 말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동부에 식육 공급이 부족했다. 1850년대 이래 살아 있는 소를 많
은 경비를 들여 동부로 수송했을 때 운반된 소의 60%는 먹지 못 하고 버리
는 부분이었고 수송도중 소의 중량이 줄거나 죽는 일이 많았다. 스위프트 같
은 식육업자는 냉장차를 제조하여 서부의 식육을 동부로 수송하는 혁신적인
유통방법, 그리고 도축업을 한 군데에 집중시켜 대규모 영업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단위당 비용을 절감할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냉장차 도입,
도시마다 냉장창고와 판매사무소 설치, 운반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확보, 목
축지역에 대규모 정육공장 건설 등, 판매망을 갖추는 혁신을 이루었다. 이후
1880년대 말쯤이면 다른 도매업자들과 과일, 맥주회사들도 스위프트의 전략
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 산업들은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결합시켜 가격을 낮추고도 높은 이윤
을 유지하며 과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선점한 기업이 조직한 자체유통망이야
말로 신규기업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다. 장기 불황기(1873-1896)에 만발
한 카르텔을 불법화한 셔먼법(1890)은 오히려 기업합병을 부추겨 독점적 산
업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때 비용절감을 이루지 못하면 과잉팽창의 결과 도산
했으며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결합에 성공한 식품, 기계, 전기, 화학, 석유,
자동차 등 신종산업에서는 기업집중과 대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 지금
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대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이때와 비슷하다.
이와 같이 대형 유통업자와 대규모 제조업의 구매, 판매부서와 경쟁하여
도태당하고, 또 도태당할 위험에 처했던 일반 소상인들, 도매상들이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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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을 것은 당연하다. 지방정치에 세력을 과시하던 이들과 농민들의 반발이
강력하여 이미 1890년경에 대기업을 규제하는 주정부 입법이 만발하였다. 이
들의 반감을 연방차원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셔먼독점법이다. 이후 10년간
이에 대한 연방사법부의 모호한 태도는 아직 중앙정부의 미성숙함을 반영한
다. 1912년 대통령선거의 네 후보 모두 ‘대기업 때려잡기’ 공약을 내세웠으
며, 19세기말 - 20세기 초에 반대기업정서와 이를 반영한 정부 정책이 만연
했다. 반기업 감정은 1920년대 호황기에 잠시 누그러졌다가 대공황시기에 다
시 팽배했고. 1950년대 60년대 호황기에 거의 쇠퇴했으나 다시 1970년대 이
후 대기업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공격받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이데올로기가 바뀌었고 행정적 규제도 사법적 반독점소송도 성격이 많이 달
라졌다.
미국에 비해 유럽과 일본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그다지 큰 타격을 가하
지 않았다.4) 땅덩어리가 넓지 않은 국토에서 철도건설은 도로, 강, 운하, 연
안해운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철도 운영이
주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윤이나 비용개념이 덜하고 공익이
고려되었다. 영국은 교통기관끼리 협조경영을 모색했다. 또한 대규모 소매상
이나 제조업체가 기존 도매상을 대체하지 않았다. 소비재 부문에서는 대기업
이 출현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 영국 국내시장은 규모가 작고 밀집된 도시에
집중되었으며 유통조직이 가족기업으로 일찍부터 발달했다. 그렇게 이미 잘
발달된 유통부문에 대기업이 진출하려하지 않았으므로 영국에서 대기업에
대한 반발은 중간층보다 노동계급에서 왔다. 생산재, 즉 금속, 기계, 화학 산
업은 경쟁제한, 수출시장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와 우호적 관계에 있었다. 생
산재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반발은 더욱 드물었고 국제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가 British
Petroleum이나 Imperial Chemicals 등의 형성에 일조한 것이다.
결국 미국적 특징인 기업 ․ 정부간 적대적 관계의 진원지는 공적 관료제
발전의 지연과 대기업 ‘희생자’들의 강력한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
서는 이 두 가지 배경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반감의 생성, 발전 그리고
쇠퇴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시도한다. 선진공업국의 반기업정서를 검
토하는 일은 반기업정서 때문에 경제적 복지가 위협받는다는 요즈음 우리나
라의 현안에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미국의 반대기업정서와 대기
4) Chandler(1980),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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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관련 정부정책을 선진공업국, 즉 유럽과 일본에 비추어 비교사적으로 살핀
다. 3절은 미국의 기업 ․ 정부 간 관계를 1870년대부터 시기 별로 검토하여
대기업정서의 부침을 부각시킨다. 4절과 5절은 글의 모두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 즉 공적관료제 발전의 지연과 대기업 ‘희생자’의 정치력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4절에서는 영국의 보통법 전통과 18세기 미국혁명의 이데올
로기, 그리고 19세기 초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5절에서는 대기
업 척결을 부르짖는 인민주의(1890년대)와 혁신주의(1900-1914)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6절은 반대기업정서의 후퇴 원인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마지막절의
향후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끌어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비교사적 고찰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균형 메커니즘이 자리잡힌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압도적 다수가 사상적으로 이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
다. 시장규제의 역사도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길다.5)
이식금지법, ‘공정가격’, 등으로 사적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중세 때부터도 있어왔다. 서양에는 모든
경제행위를 국가이익에 맞춘다는 중상주의 역사가 있었으며 그 시도는 성공
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국의 보통법은 16세기부터 민간기업의 ‘독점적
거래’를 보호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를 촉진했다. 미국에서 기업을 규제하게
된 배경으로는 19세기말-20세기 초 대기업의 등장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감
을 반영한 정치세력을 지적할 수 있다.

(1) 19세기

기업규제의 역사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대기업등장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18세기말 대혁명의 일부로
서 시작되었다. 혁명정부는 구체제(ancien règime)의 중상주의적 제약으로부

5) Keller(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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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위적인 상품가격의 인상이나
인하’를 금지했다. 19세기 프랑스 상법을 대표하는 1867년 회사법은 기업 활
동을 제한하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으며 소규모 가족단위 기업
의 이익을 반영했다. 그러나 19세기말 독일의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결합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대혁명 이전의 중상주의가 새로
운 형태로 다시 대두한 것이다. 상행위에서 ‘자유의 억압’이라는 유령이 재림
하였고, 개인주의와 코포라티즘의 갈등이, 가족단위 소기업과 국가지원을 받
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공존이, 이중적으로 유지되었다.
독일의 상법은 프랑스 모델과 비슷하다. 프랑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불공
정경쟁 방지 사상을 흡수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과거 길드 및 카르텔
의 유산을 넘어서지 못하여 특히 불황기에는 경쟁제한 및 기업간 협조가 허
용되었다. 19세기말의 바이에른주 판례와 제국법원의 판례는 카르텔이 국익
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하였다.
영국도 기업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수장답
게 보통법에서 카르텔을 불법화 했으며 1856년 Hilton v. Eckersley 판례의
논리는 제분소카르텔이 공공이익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제경쟁
이 심해진 19세기말에 이르면 이것이 모호하게 되었다. 1889년 Mogul v.
McGreger 판례와 1894년 Maxim v. Nordenfelt 판례에서“공정경쟁과 불공정
경쟁은 법원이 구분할 사안이 아니다.”, “경직적인 국가정책을 형성하는 일
은 판결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여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이는 카르텔을 적극적으로 합법화한 독일의 예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
로서, ‘카르텔 협약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미국도 19세기 전반에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이 유럽과 비슷하게 자리 잡
고 있었다. 그러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밀어닥친 대기업의 형성물결에 대응하
는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철도의 경우 1830년대 - 1870년대에 각 주와
군(county)정부는 한편으로는 건설을 환영하여 각종 보조를 제공하였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규제에 신경을 썼다. 19세기말 대규모 철도회사들의 행태가
국가차원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중앙정부의 정책은 규제 쪽으로 기울었다.
1887년

주간통상법은

장거리-단거리간

요율

차별을

금지했고 1903년

Hepburn Act는 주간통상위원회(ICC)에 요율결정권을 부여하여 구체적으로
가격을 규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여러 입법에 의해 진입, 퇴출, 운행구간
결정 등 부가적 규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철도회사도 하주(shipper)도 다양할뿐더러 하주에 대한 선호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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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이었다. 규제기관도 마찬가지였다. ICC의 결정을 법원이 재심할 수
있어 재량권에 한계가 있었으나 처음부터 사법제도처럼 행동하여 매우 혼란
스러웠다.
산업체의 경우 트러스트와 지주회사가 보통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가 의
문시되는 가운데 1890년경이면 10개 주에서 독점금지법이 만들어졌고 6개주
대법원에서 트러스트를 불법으로 하는 판례들이 축적되었다. 1890년에 통과
된 셔먼반독점법은 조항 자체가 모호한데다가 1890년대의 판례는 우왕좌왕
이었다. 1895년 Knight Sugar Trust 판례는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Commerce
가 아니라는)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받았고 지주회사는 합법이라는 해석 때문
에 합병 붐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셔먼법에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함
축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2) 20세기 초

1900년 이후에는 유럽에도 대기업이 많이 생겨 미국과 환경이 비슷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정책이 어느 쪽으로든 수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국가와 대기업이 밀접해지는 정책이 취해지고 카르텔도 장려되
었다. 1923년에 카르텔 전담 법원이 도입되어 불만을 청취했으나 카르텔은
계속 허용되었다. 영국은 기업합병(‘합리화’) 붐이 지연되었고 국가경쟁력, 기
업효율 등에 정부가 계속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국가간섭 최소화의 원칙
을 견지했으며 소송보다는 조정이라는 원리를 지켰다. 독점금지가 없는 만큼
경제의 독점화 경향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독점제한과 경쟁촉진의 기치를 분명히 했다. 이것은 급변하는 사회
에 대한 우려와 과민반응에서 만들어진 여러 조치들 즉 금주법, 이민제한,
인종차별 조장, 자연보호운동 등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물론 대기업
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다. 대기업 및 기업합병을 사회악으로
보고 분할하여 경쟁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대기업을 효율이 높고 생산비가
낮으며 노사간 평화를 보장하는 진보적 세력으로 보는 해석이 맞서 있었다.
따라서 정부 규제가 어느 한 쪽만을 향할 수 없었고 복잡다기했다. 주마다
회사법의 진화과정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 이롭게
법을 개정하는 경쟁이 있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도 모호
하여 19세기말에 트러스트와 카르텔은 불법이되 지주회사는 합법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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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898-1902년간

대규모

기업합병

붐이

일기도

했다. 1902년

Northern Securities 판례는 지주회사도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Theodore
(1909-13)

Roosevelt 대통령(1901-09)

90건의

반독점

소송이

치하에서 44건, Taft 대통령

있었는데

1911년의

Standard

때

Oil과

American Tobacco를 해체하는 두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판결
이 신중해졌다. 두 회사의 해체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해체 후 상황도 만족스
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1914년 클레이턴 법은 노조와 농민단체를 셔먼법 적용에서 제외했으며 가
격차별, 끼워팔기(영국, 독일에서는 합법), 이사교환 등을 금지했다. 같은 해
FTC법으로 연방통상위원회가 설립되어 불공정경쟁을 불법화했고 ‘행정적’ 규
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구조(셔면법 2조)보다는 행위(셔먼법 1조)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도

규제태도는

계속

모호했다.

U.S.

Steel(1920),

Appalachian Coal(1933) 판례는 합병과 카르텔을 용인했고 다른 판례들은 카
르텔을 불법으로 보았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입김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시
행하기가 어려웠으며 기술진보로 경쟁자체의 내용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철
도와 트럭운송의 경쟁, 석탄과 석유간의 경쟁이다. 정치적, 법적 과정의 분권
적 성격도 이에 한몫 했을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독점금지법이 없거나 늦게 생겼고 예외조항이 많다.6) 영국
은 1956년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로 카르텔을 등록하여 심사하게 하
면서 8개항 예외조항을 두어 공공이익, 고용문제, 고정투자, 수요불안, 수요
독점 존재를 검토했다. 서독도 1957년부터 비슷한 규제를 시작했지만 사양산
업, 공동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무역촉진 등 예외조항을 두었다. 일본은 맥아
더 정부가 강제로 재벌을 해체한 후 독점규제를 시작했으나 불황카르텔, 합
리화 카르텔, 수출카르텔, 중소기업카르텔 등 예외조항이 많다. 1970년대에
와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간 강력해졌다. 프랑스를 비롯한 EU제국은 국제
카르텔을 자행하고 있다.

6) Scherer(1980), pp.504-509, 5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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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별 정책변화의 추이

1870년대 이후 미국의 기업-정부 사이에 언제나 반목과 충돌만 있었던 것
은 아니다. 대기업의 독점이 미국 정치경제의 중심을 집중된 부에 쏠리게 하
고 대의정치의 기능을 저해하며 민주주의를 금권주의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1950년대까지 풍
미했던 개혁사상의 산물일 뿐이다. 이하에서는 시기별로 사상 및 정책의 변
화를 살펴보자.7)

(1) 1870-1900: 반독점 및 철도규제의 시작

기술진보와 시장 확대, 그리고 과잉설비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특정산업에
서 빠른 속도로 등장했다는 것은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유럽의 공적
관료제는 장기간 존재했으므로 과잉 생산설비 문제 역시 성숙한 국가가 해
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였다. 국가는 카르텔을 허용했고 대기업은 노동운
동과 투쟁해야 했다. 미국은 노동자의 성숙도가 낮았으며 투쟁은 노사간보다
는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즉 운송업자와 하주, 상업적 농민과 저당은행,
소규모 도소매업자와 대기업의 판매부서 간에 투쟁이 벌어졌다. 상대적 박탈
감에 사로잡힌 소상인, 소생산자, 농민들의 조직적 저항이 정치문제로 떠오
르면서 처음에는 주정부에서, 나중에는 연방차원에서 규제입법을 얻어낸 것
이다.
이 시기의 농민운동 가운데 1860년대 말에 시작한 Grange운동은 1890년대
인민주의(Populist) 운동으로 진전되어 결국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게 했다.
하지만 이들이 꼭 복고적 퇴영적인 것은 아니었다.8) 오히려 농업기계화, 과
학적 영농, 기술정보 전파에 적극적이었으며 기계파괴 운동 같은 일은 없었
다. 이들의 주장과 불만은 대체로 1870년대부터 1896년까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 철도요율이 차별적이라는 것, 대규모 은행들의 긴축통화정책
때문에 농가부채가 늘고 농가가 점점 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양곡기(grain elevator) 회사의 가격책정, 등급표준 설정이 비정상적이라
는 것 등이다.
7) Himmelberg ed.(1994) 12 vols, 각 권의 introduction
8) Pollack(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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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당시 시장구조의 운행을 오해하고 있었다.9) 우선 농산물 가
격 뿐 아니라 모든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교역조건은 호전되
었으며 구매력도 꾸준히 상승했다. 철도요율 차별은 운송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서로 경쟁하거나 수로와 경쟁하는 지역에서 요금은 평균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철도요금은 농산물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렸다. 더
욱이 대서양 횡단 운임은 그 사이에 삼분의 이나 하락했던 것이다. 대부업자
들의 이자율은 시장가격이었다. 개별농민이 근저당 농지를 상실한 것은 딱한
일이지만 그것은 농업이 점차 시장을 겨냥한 생산으로 변하면서 위험이 커
지고 세계시장에 민감해 진 탓이었다. 좌우지간 이들의 불만은 매우 현실적
이었으며 이 운동은 철도요율 규제와 반독점법, 그리고 단점은행법(즉, 지점
개설을 금하는 법)과 은매입법(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 등의 성과
를 얻어냈다.
셔먼법의 통과는 어떤가. 대기업으로 인한 희생자는 소농민도 장인들(목수
나 배관공 등)도 아니고 소상인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주의 반독점법
이 셔먼법 이전에 통과되었는가 여부를 분석해 보면 나타난다. 그렇다면 보
통법으로 소상인을 보호, 보조할 수 있었는데 왜 연방법을 만들었는지 하는
의문도 생긴다. 반대기업정서와 규제법 제정에 관해 대략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여하튼 주간통상법도 셔먼법도 19세기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쳤고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왔다.10)

(2) 1900-1917: 독점과 규제의 성장

혁신주의(Progressivism) 시대에 사람들은 합병 붐(1898-1902)과 거대기업을
백안시하고 모든 집중된 권력은 민주와 자유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
다. 1960년대 교과서들은 그 시기를 대기업이 정치를 부패시켰고 성난 인민
들이 개혁에 매진한 시기로 기술했다. 부패한 정경유착에 눈을 떠가는 과정
이 당시 자서전, 언론, 정치연설에 많이 나온다. ‘도적 남작(악덕 자본가,
Robber Baron)’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11) 그러나 제 1절에 소개했듯
이 요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대기업
이 정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그 시기를 ‘다원론적
9) Atack and Passell(1994), pp.419-425
10) Stigler(1985)
11) Josephson(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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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ralistic)’으로 보거나

‘각기 맡은 바

역할이

다르다는

식’(유기체적,

organic)으로 본다. 좌우지간 이 시기는 미국이 대기업을 회피하는 기간이 아
니고 ‘적응’하는 때라는 것이다.12)
1902년 Northern Securities 판례는 Theodore Roosevelt(1901-1909)가 북서
부

철도합병을

분쇄시킨

것으로

Taft(1909-1913)는

Standard

Oil과

유명하다.
American

소송에

더욱

맹렬했던

Tobacco(1911)를

해체했다.

Woodrow Wilson(1913-1921)은 클레이튼 법과 연방통상위원회 설치로 반독
점을 강화했다. 이 때 참모들이던 Brandeis, Landis 등의 사상을 나중에 5절
에서 더 검토해보기로 하자.
행정적 규제도 더 진전되었다. 주정부, 연방정부가 철도 이외에도 통신, 수
도, 가스, 전기산업에 가격과 진입규제를 확대했으며 이후 보건, 안전, 환경
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3) 1917-1932: 기업정부간 협력

이 기간은 전쟁, 호황, 대공황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 관계의 분위기가 비
교적 우호적이었다. 혁신주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기업이 정치를 지배한
공화당 시대라고 규정하지만 ‘코포라티즘’ 정책 덕분에 사회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룬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

(4) 1933-45: 뉴딜

Franklin D. Roosevelt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에 대해 더
호의적이었다. 뉴딜 시기에 코포라티즘도 잔존했으며 1933년 6월에 통과된
산업부흥법(NIRA)은 국가긴급 상황에 대처하고자 독점금지법을 2년간 정지
시켰다. 산업의 대표들은 생산설비, 가동시간,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
들어 대통령의 인가를 받으면 이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
은 단체협약과 조합가입의 자유를 인정받고 고용주는 최대노동시간, 최저임
금 등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NIRA의 제외대상은 농업, 철도, 정부, 가
내노동, 전문직, 비수익사업 등이었다. 공공사업법(PWA)에 따라 공공사업을
12) McCormick(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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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예산확보를 위해 초과이윤세도 같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뉴딜
경제정책 연구의 거장 엘리스 홀리(Hawley)가 지적한대로 두 가지 전략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즉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 측근 내부그룹
의 전략과 규제론자 간의 충돌이 있었다. 규제론자들은 대기업 집단이 경제
의 주요 부문을 장악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데서 공황의 기원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뉴딜 정부개입의 형태는 두 세력 사이에서 얻어진 타협
의 산물이었다. 경제적 사정이 가장 열악하던 산업들이 부흥법 조항을 환영
했다. 또한 오래된 대기업일수록 정부규제를 받아들이는데 앞장섰다. 섬유업
부문에서 북부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환영을, 남부의 신흥 소기업들은 불만
을 표했다. 과잉설비에 시달리던 철강기업들은 NIRA를 찬성했으나 엔지니어
링 쪽에서는 시큰둥해 했다. 자동차, 고무산업의 주도 회사들은 산업부흥법
가격안정조치를 지지했다. 이에 대한 반대세력의 중심은 보잘 것 없는 식품
가공기업(Schechter Poultry Corp.)이었다.13) 석유회사의 부문에서도 NIRA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배제되었다. 한편 항공, 화학 등 장래성
있는 신산업의 의견도 이에 반영되지 못했다. NIRA 규정자체가 경제단체에
서 고안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직물, 철강, 석유 등 대표적 구산업과 대기
업의 정치력이 커지고 신산업이나 중소기업의 의견은 외면당했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이나 산업합리화를 거쳐 산업이 부흥할 기회가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1935년 NIRA의 위헌판결 이후에도 석탄, 트럭, 석유 기
업가 쪽에 신경을 썼다. 2차대전시는 정부와 기업의 협조가 목표였다.
그래도 뉴딜 시기에 평균적으로 기업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 이를 가리켜
혁신주의가 부활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회보장법, 공공근로
사업, 와그너법, 증세, 연방관료제 비대 등에 더하여 더욱 반기업적이라고 생
각되는 조치들, 즉 증권감독법, 1937년 이후의 반독점 판례 등이 그것이다.
이 판례들은 1937년 경제가 불황으로 다시 돌아서자 불황대책으로 경쟁촉진
을 생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1946-64: 전후 반독점과 기업규제

1956년에 C. Wright Mills는 The Power Elite 라는 책에서 당시의 사회를
13) Schechter Poultry Corporation v. United States, 295 U. S. 495(1935)로 대법원에서 NIR A의
위헌판결이 확정되었다. NIRA 규정을 대통령이 승인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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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정)복합체라고 표현했다. 과연 그런가. 이제 정부-기업 간의 반목은 규
제정책으로, 또한 반독점 정책 특히 합병금지 정책으로 표현되었다. 뉴딜을
경험해 본 유산으로 NIRA보다 경쟁촉진이 경제부흥에 좋다는 의견이 받아
들여진 것이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인 적자재정지출 정책은 경쟁적 가격인하
와 같이 가지 않으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 우려되었다. 특히 대전 동안 독
점가격 인플레를 기억하여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회에 팽배했다. 반독점을 촉구하는 물결이 트루만부터 케네디까지 상당했
다. 1951년 Cellar-Kefauver Anti-Merger Act로 법무부와 FTC가 수평결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6) 존슨대통령 이후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반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경쟁시장에 맡기자는 움직임이 1960년대 말에
시작하여 1970년대 말이면 결실을 보기 시작한다. 규제근거 자체가 모호하며
기술변화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러한 움직임의 근거다. 카터, 레이건,
부시 행정부 때 트럭운송업, 항공산업,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었
다. 규제를 없애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규제대상산업의 구조와 성격이 중
요했으며 이제 법률가보다는 경제학자들의 입김이 커졌다.14) 가격규제는 없
어지지만 소비자보호, 환경, 안전 등 새로운 종류의 규제는 늘고 있다. 또한
성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 시행에 대한 요구도 생겼다.
반독점 쪽에도 합병과 담합을 엄벌하는 추세에서 집중도 자체보다 기술진
보와 효율을 따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변화에는 시카고학
파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15)

4. 공적관료제 발전의 지연

여기에서는 영국식 보통법이 미국에서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자. 보통법은 나폴레옹 법전이나 독일법처럼 예전의 절대주의식으로
14) McCraw(1984b), ch.8, Kahn(1990)
15) Kovacic and Shapir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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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성문법보다 단순하고 작은 정부에 더 알맞은 면이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건국이념상 큰 연방정부를 꺼리는 지방자치적 미국식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초기부터 연방조세는 관세에 제한되고 상비군도 별
로 없었으며 중앙은행과 유사한 제2차 합중국 은행의 차터는 잭슨대통령의
거부로 갱신되지 못하여 중앙은행설립은 더욱 요원했다. 또한 미국은 지점설
치를 금지하는 단점은행제도를 고수하여 지점은행이 한정적으로나마 허용되
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18세기 개혁의 본질적인 정신, 그 정신의 이상주의, 개인을 국가의 권력에
서 심지어 개혁된 국가의 권력에서도 해방시키려는 그 결의는 아직도 살아
있다.16) 권력의 성향은 폭력과 강제, 지배력이며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고, 정
당한 한계를 넘어서 팽창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추진력이다. 권력으로부터 개
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려는 미국인들의 의지는 상비군 제도 도입을 두
려워하고 전제정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것으로도 표현되었다. 미국인들은 세
속적 종교적 자유를 누릴 피난처를 찾아 식민지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영국보다 더 자유롭고 지방분권적이며 계몽주의적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미국인들은 중앙집권적 정부가 들어서는 걸 꺼려했고 대기업 자체뿐
아니라 거대한 모든 것에 저항하는 성향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중앙정
부는 뉴딜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커지기 시작했고 대기업의 등장 시기는
이보다 더 빠르며 노동자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성장한 것은 이보다 더 늦다
.

5. 대기업 ‘희생자’의 정치력

19세기말의 반대기업정서의 생성 및 주간통상법, 셔먼법이 통과된 것은 농
민과 소상인, 소생산자 들이 대기업에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여 정치적 로비를
조직한 결과다. Grange만 하더라도 1875년경에 회원이 85만 명에 달했으며
Greenback, Free Silver 운동, 그리고 ‘노동기사단’(이들에 농민과 소상인 소
생산자가 포함된다.)으로 연결된 인민주의 등의 세력은 가히 셌다. 더구나 연
방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권력이 파편화 되어 있어 지방정부나 주정부에
대한 요구의 강도는 어느 나라보다 높았을 것이다.

16) Bailyn(1992),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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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어받은 혁신주의는 1912년 대통령 선거에 최대 이슈가 되었다. 혁
신주의자들 중에는 숭고한 사상에 고취된 이들도 있었지만 온갖 유명 인사
의 추문을 캐고 다닌 사람도 많았다. 윌슨의 대선 캠페인에서 출발한 ‘뉴프
리덤 운동’의 비전은 Louis D. Brandeis가 내놓은 것이며 기업과 정치의 무
한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재확인하고 반독점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했다. “자연독점이란 없다, 트러스트는 효율, 공정경쟁
의 산물이 아니라 신용조작으로 생성되었다”는 생각에서 언론과 결사의 자
유, 산업민주주의, 조합주의, 8시간 노동제, 노동자의 경영참여까지 주장하기
에 이르렀다.17)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산업은 식품, 기계, 전기, 석유, 화학,
자동차, 타이어에 군집되었다는 것을 훗날 챈들러가 분별해냈으나 그 당시로
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주의가 득세했을 것이
다.
브랜다이스는 1878-1916년간 변호사로 일했으며 이후 대법관을 지냈다. 대
표적인 혁신주의자였던 그의 행적을 통해 혁신주의의 영향력을 알아보자.18)
주로 보스톤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동안 그의 고객들은 은행, 보험, 철도 같
은 새로운 산업의 대기업이 아니라 신발, 제지,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이었다.
그는 ‘인민의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돈을 많이 벌었지만 물질주의를 혐오
하고 광고와 이에 휘둘리는 소비자를 불신했으며 중소기업만 생각하고 낮은
가격과 소비자 후생은 무시했다.
그는 모든 기업결합은 수평적이고 경쟁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수직결
합의 생산효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카르텔이나 가격선도는 합법은 아니지만
개별기업의 ‘자유’를 유지하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트러스트나 합병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성공한 결합과 실패한 결합도 구분하지 못했다. 기업의 크
기 자체가 정당한 방법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대
기업이란 비효율적, 반민주주의적이며 정치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그 자신의
개인적 감성으로 일관했다.
4개의 기업에 대한 브랜다이스의 의견을 보자. 1. American Tobacco: 수공
업자가 만드는 시가는 소기업이 많고 궐련은 대량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모
든 담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고 오해함. 2. U. S. Steel보다 독
일의 철강카르텔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함. 독일의 철강카르텔은 독립적 자유
소기업들의 모임이기 때문. 3. Standard Oil의 판매부문 수직결합은 유류도소
17) Strum(1987)
18) McMraw(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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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을 도태시키므로 나쁨. 4. 브랜다이스 자신이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던
United Shoe Machinery 회사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주장. 이 회사는 구
두회사에 기계를 독점적으로 대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두제조의 경쟁에
기여하므로 ‘좋은 트러스트(good trust)'라고 고집. (하지만 이것은 경쟁제한
과 경쟁자의 숫자를 혼동한 것일 뿐이다).
Dr. Miles Medical Co. v. John D. Park & Sons Co.(1911)의 가격담합 판
정을 뒤집으려는 그의 노력은 눈물겹다. 그가 소규모 도소매상을 셔먼법 적
용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가격담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조업체나 우편판매점 백화점들이 이들을 도태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소비
자 후생은 생각 않고 특정집단의 이해만을 생각한 것이다. 좌우지간 브랜다
이스 뜻대로 1937년 Miller-Tydings Act('fair trade' law)가 통과되어 35년간
시행되었다. 브랜다이스는 대기업의 모든 것을 공격했는데, ‘인민의 변호사’
가 아닌 쁘띠부르즈와의 이익대변인에 불과했다. 그는 특정 집단이 역사적으
로 도태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기 위해 정부를 이용하려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다.
물론 브랜다이스 개인은 미국의 ‘성자’로 남았다. 개인주의, 자조, 일관성
등을 유지하며 ‘숭고한’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비경쟁적
이고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는 FTC, CAB, ICC 등에도 많다. 현재도
브랜다이스주의자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혁신주의 시대에 대기업에 희생된
자들의 정치력이 엄청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반대기업정서의 후퇴

지금까지 우리는 반대기업정서와 기업-정부 적대관계는 공적관료제 발전의
지연과 대기업 ‘희생자’의 정치력이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연방 정부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의 ‘희생자’들이 거의 도태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감
은 사라졌는가?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19) 대체로 역사책에는 반독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민주의, 혁신주의를 언급하고 뉴딜 리바이벌까지만 소개하고 있다. 흥미
19) Hofstadter(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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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법적 행정적 반독점 조치는 강화되고 제도
화가 정착되었으며 소송건은 늘었지만 반대기업정서는 이미 사라진 듯하다.
1870년대 이후 대기업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트러스트를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반독점운동의 목표는 경제적 경쟁시장, 정치적 권력분
산, 사회적 도덕적 성격개발, 일반대중의 사기 보호 등이라고 정리할 수 있
다. 그러나 언제나 자유경쟁시장만이 최선이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모호
하고 신빙성도 없다. 또한 반독점 입법이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들어
진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쟁과 결합 양자를 전부 보호하고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셔먼법의 조항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이
법은

일반적 원리만

제공하고

법원에

많은 재량을

넘겼다. Theodore

Roosevelt는 대기업의 크기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거대기업도 법 앞에 투명
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Woodrow Wilson도 이에 관해
매우 모호 했다. ‘big’은 좋지만 ‘trusts'는 나쁘다던가.
경제적으로 모호하다면 정치적 사회적 반독점 논리는 명료하다. 권력집중
을 의심하는 전통, 미국식 민주주의의 다원주의 등이 익명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메커니즘과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대기업 하나가
주정부보다 클 정도로 성장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이들의 결합체는 연방정부
보다 커질 것이 우려되었다. 그렇게 되면 윌슨 캠페인의 연설문에도 나오듯
이 국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그러면 동반
자가 되라는 말인가. 심리적 도덕적 반독점 논리도 중요하다. 경쟁적 개인주
의는 기회균등과 도덕성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소기업이 누릴 기회를 보
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에 관한 인민주의, 혁신주의 시대와 오늘날의 인식차이는
무엇인가. 첫째, 오늘날 대기업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대기업
에 익숙하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예상했던 방식과 다르게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수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즉
농민, 노동자, 전문직 들이 구독하는 정기간행물에서 대기업에 관한 기사 및
논설을 골라 이를 부정적 (unfavorable), 중립-양면적 (neutral-ambivalent),
우호적 (favorable) 으로 분류하고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1880-1940년간 매
년 계산하여 가중평균한 것이다.
<표 1>은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내역이며, <그림 2>는 최종 결과이다. 대기
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1890년대 중엽까지 확산,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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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속적으로 후퇴하였음을 보여준다. 우호적 인식의 비중은 1890년대 후반
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부정적 정서를 상회하게 된다.20)

<표 1> 대기업 인식 조사 자료, 1880-1940
분

야

농 업

노 동

전문직

정기간행물명

사용기간

대기업관련
기사수

Southern Cultivator

1879-1935

466

Progressive Farmer

1936-1940

21

Farmers' Review

1879-1894

657

Wallaces' Farmer

1895-1932

1,203

Nebraska Farmer
National Labor Tribune

1933-1940
1880-1915

55
1,812

American Federationist

1894-1940

1,290

Solidarity
Engineering News

1910-1930
1880-1940

413
2,407

Congregationalist

1880-1934

595

Advance

1934-1940

57

합 계

8,976

자료: Galambos(1975), p.34

<그림 2> 미국 중간층의 대기업 평가, 1880-1940

자료: Galambos(1975), p.248

20) Galambos(1975), pp.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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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51년에 미시간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대기업에 대한 인민의
의식”이라는 여론조사를 행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정부, 노동조합, 대기업 순으로 권력이 있다고 대답했다.
구

분

비 율

좋은 면이 나쁜 면을 앞지른다

76%

거의 비슷하다.

2%

나쁜 면이 좋은 면을 앞지른다

10%

모르겠다.

5%

혼돈되고 평가를 확인할 수 없음

7%

계

100%

좋은 면은 일자리 제공, 가격인하, 나쁜 면은 ‘약소인’에 악영향, 경쟁제한
이었고 권력에 대한 염려는 없었다. 인식을 바꾸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자체의 이미지 개선 노력 때문이 아니라 2차대전 발발 이후 눈부신
경제성과 덕분을 꼽았다. 또한 정부와 노동의 규모가 커진 것(countervailing
power)도 언급되었다.
불확실성이 소멸되고 Brandeis의 Other People`s Money나 Jack London의
The Iron Heels, 윌슨의 연설 등은 이미 현실성을 잃었다. 산업집중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독점이 기술혁신을 저해하리라는 우려도 없어졌다. 연구개
발이 기술혁신을 가져왔고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었으며21) 사회적 이동성도
줄어들지 않았다. 혁신주의자들의 저술이 전부 틀린 것이다. 전쟁을 겪은 사
람들은 소기업에 대한 이상을 버렸다. 대기업에 취직하여 안정하려 했다.
정경유착 의혹도 정치자금 양성화로 해결되었다. 교육 및 문화사업도 일정
역할을 했을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
루어졌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더 바빠진 것이다. 반독점
은 제도화되었고 운동 없이 독점규제는 전문가의 손에 의해 굴러갈 것이었
다. 전문가의 영역에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22) 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정당성이 공리주의적이 되었다. 미국식 민주주의 이
상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대공황 때처럼 경제성과가 나빠진다면 기업의 정당

21) 소유경영 분리가 확대되는 기간과 대기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그 림2>) 이 급락 하는 기 간이 대략 일치한 다.
Berle and Means(1932)
22) Kahn(1990), Kaplow and Shapir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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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다시 훼손될 것이다.23)

7. 후기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가격/진입 부문은 완화, 환경/안전 부문 등은 강화가
예상된다. 반독점 운동은 제도화되어 계속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셔먼법 1조(담합규제)가 우선시되고 독점화 대책(2조)은 완화되는 방
향이다. 이 모든 것이 첨단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 움직임과 함께 다른
나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할 전망이다.
대기업 자체의 구조변화도 예상된다.

19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수직결합된

거대기업의 성장은 1970년대 후반의 환경변화 이후 그 방향을 바꾸고 있
다24).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수요가 고품질화, 개성화함에 따라 대량생산품의
대량분배 판로가 제한되었고, 교통통신 및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기업이나 산
업에 고유한 자산의 중요성, 외부효과의 크기 등이 작아졌다. 수직결합의 유
인이 사라지고 시장 또는 장기적 관계를 통한 아웃소싱이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분할도

많이

보이는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LBO(leveraged buyouts)에 의한 기업의 이합집산, 대기업 내부에 시장요소를
도입하여 주가에 임원보수를 연동시키는 따위 경영위계의 와해, 다각화나 심
지어 수직결합에서 철수하는 ‘구조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1912

년 세계100대기업 목록에 들었던 미국회사 54개 중 1995년까지 100대기업에
속한 회사는 17개에 불과했다. IT 등 첨단기술 산업에는 벤처자본가의 중소
기업이 늘어났고 Intel과 Microsoft같은 대기업도 영업범위의 초점을 아주 좁
은 특정분야에 맞추고 있다. 물론 IBM이나 GE 등 다각화되고 수직결합된
거대기업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독점규
제 정책이 적절히 적응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조직은 시공에 따라서 변하는 더욱더 일반적 스펙트럼
으로 파악할 수 있다.25) 즉, 대기업 조직으로서는 공개법인(corporation)이 파
트너십보다 우월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23) McCraw(1984a)
24) Lamoreaux, Raff and Temin(2003)
25) Guinnane, Harris, Lamoreaux and Rosenth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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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인격을 향유하면서도 유연한 내부조직구조와 주식분산의 이점을 누리
는 사적유한책임회사(PLLC)를 선호할 것이다. PLLC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독일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GmbH), 이후 영국(PLLC)과 프랑스(SARL)
가 뒤따랐다. 미국은 1980년대에야 유한회사(LLC)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앞
으로 투자기회의 불안증가와 함께 거래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히 중
소기업조직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형태로 수렴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추세
가 반기업정서나 독점규제 정책을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대기업정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희생자’의 정치력이 결집되면 다른 형태
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월마트 불매운동이라든가, 엔론
사태에 대응한 분식회계 방지 (Sarbanes-Oxley Act)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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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본적 미국 반트러스트법

거래제한(Sherman Act 제1조)
가격고정행위, 시장할당제도와 같은 담합행위(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and commerce among several states)와
그 밖의 제한적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독점화(Sherman Act 제2조)
시장의 독점화와 독점화의 기도(attempt to monopolize)는 모두 위법이다.
｝합병(Clayton Act 제7조, 1950 Celler-Kefauver Act로 강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합병은 위법이다.
｝그 밖의 금지행위
a. 임원겸임 (Clayton Act 제8조, 한사람이 경쟁적인 두 회사의 이사직을 수
행함)
b. 경쟁에 유해한 가격차별(Clayton Act 제2조, 1936년의 Robinson-Patman
Act로 강화)
c. 배타적 끼워팔기 계약(Clayton Act 제3조)
d. "불공정한“ 경쟁방법(FTC Act 제5조). 이것은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용적이거나 극단적인 행위를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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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미국의 반금융자본정서와
금융규제의 장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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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미국의 반금융자본정서와
금융규제의 장기적 변화

이 철 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의 반금융자본정서와
금융규제의 장기적 변화

1. 머리말

오늘날 미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
해서도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부정회계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글로벌 기업들의 지나친 아웃소싱에 대한 비난의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들은 변함없이 국민경제의 가
장 핵심적인 주체로 존중받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가들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의 추구에 있으며,
이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기업들은 고용의 창출과 세금의 납부를 통
해 사회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기업관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깊
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까지도 미국의 대중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강력한 반기업적인 정치적인
요구로 분출되기도 했다. 예컨대 19세기 말 대규모 철도회사들의 차별적인
요율책정에

대한

중서부

농민들의

적대감은

인민주의운동(Populist

Movement)의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였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혁신주
의운동(Progressive Movement)의 중요한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
및 대규모 금융회사들의 횡포를 막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20
세기 초 미국 대기업의 이미지는 “도둑남작(Robber Baron)”이라는 표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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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수 있듯이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미국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서가 특
히 부정적이었던 것은 정부를 포함하여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기관에 대해 혐오감이 컸던 정치적, 문화적 전통과 다른 어
느 나라보다도 대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미국의 역사적 특수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유권자들의 정서를 반영한
여러 가지 산업 및 기업 규제입법으로 이어졌다. 산업규제는 근대적 대기업
이 가장 먼저 출현했던 철도산업에서 시작되었다. 1887년에는 주간통상법
(Interstate Commerce Act)이 통과되어 요율차별을 조사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ttee)가 창설되었다. 산업부문에 대한 연방규제는 1890년 셔먼 반독점
법(Sherman Antitrust Act)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의 셔먼법은 그
조항의 모호한데다 행정적 조직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전적인 의존 때문에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차츰 규제가 강화되어 이윤배
분(profit pools), 트러스트(trust), 카르텔(cartel) 등이 불법으로 규제되었으며,
20세기 초에는 법무부에 셔먼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이후 반독점 소송은 크게 증가하였고,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아메리
칸 토바코(American Tobacco)에 대한 반독점판결은 미국 반독점규제의 새로
운 장을 열었다. 마침내 1914년에는 클레이튼법(Clayton Act)과 연방통상위
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제정되어 주간통상법과 셔먼법에
의해 시작된 초기 규제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산업부문의 대기업들과 함께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미국 거대금융기관들
도 대중적인 적대감과 이를 반영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일
부 연구자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
각한 사회적 우려와 반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중들
은 대규모 금융기관에 의해 산업부문이 통제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금융회사에 강력한 규제로 표출되었다. 19세기 초 제2차 미국은
행(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재인가에 대한 거부권의 발동과
남북전쟁 중에 발의된 국법은행법(National Banking Act)을 통해 나타났던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견제는 실제로 규모와 영향력이 큰 금융기
관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즉

20세기

초의 투자은행 및 생명보험회사 규제를 통해 더욱 강하게 발현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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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 대기업정서는 1930년대 은행법을 통해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과 이를 반영한 적대적인 공공정책은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에
지점설립의 규제 등으로 인해 파편화된 단점체제를 형성했던 은행은 대기업
의 대주주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작았으며, 1930년대의 은행법은 은행
의 증권업 겸업과 주식소유를 제한하였다. 20세기 초의 가장 거대한 금융회
사였던 보험회사는 1906년 이래로 주식의 보유가 금지 내지 제한되었으며,
뮤추얼펀드(mutual funds)와 연기금(pension funds)도 대규모 지분을 소유하
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구조적 제약을 받았다. 소규모 지방은행들의
연합과 같은 이해집단은 어떤 경우에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법안통과 이후 규제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요컨대 대
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이해집단의 로비에 기초한 일련의 규
제 법안으로 인해 기관투자가에 의한 대지분의 보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
고 미국 기업은 개인투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화된 소유구조를 갖게 되
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통해 특히 강하게 나타났
던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반감과 이에 기초한 정부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대중의 정서와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
세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정부의 금
융규제가 미국의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가
20세기 후반부터 완화되기 시작한 이유를 탐색할 것이다.

2. 미국 반금융자본정서의 역사적 뿌리

영국의 식민지지배에 반기를 든 독립전쟁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미국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정치적․경제적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해왔고, 따라서 권력이 한 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해 보다 강한 혐오
감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힘의 집중과 거대권력의 간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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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감은 일찍이 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으며, 산업화를 거치면
서 대기업 및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
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나타난 인민주의운동의 태동, 반독점법의
제정, 진보주의(progressivism)의 발흥 등의 중요한 정치적․문화적 기초였다.
거대금융에 대한 적대감은 미국의 여러 이해집단들이 비교적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정서였다. 월스트리트(The Wall Street)와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사
회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거대 금융회사의 발흥은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
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비추어졌다. 진보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은 대규모
기관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농민이나 소규모 지
방은행과 같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은
실제로는 조직화되어 작지 않은 힘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혹
은 개별은행이 가진 약한 이미지 때문에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대규모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거대하고, 비인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우며, 설
득하기 어려운 존재로 부각되어 정치적인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였
다. 뒤에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겠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금
융기관에 대한 의회의 조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치적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발언은 바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적대감은 흔히 다음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
는 명분으로 포장되었다. 첫째, 금권정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다.3) 둘째,
거대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주, 보험가입자, 소규모 투자자를 보호한다. 셋째,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독과점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넷째, 소
유를 분산함으로써 공공소유의 요구 및 계급분화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
다(Roe 1994, Chapter 4). 역시 뒤에 자세하게 언급되겠지만 정치인들은 자주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경제적인 논리가 취약한 금융규제를 법제화했던 것
을 볼 수 있다.
1) 유명한 사학자인 홉스태더(Richard Hofstadter)는 이러한 미국민의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하고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적인 삶의 모습은 오래 전부터 재산과 권
력이 넓게 분산된 농촌사회의 조건 하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농촌사회에서 대규모 기관은 부수
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Hopstadter 1955, p. 215).”
2)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연설의 한 대목은 이러한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나라
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독점은 자본의 통제를 통해 우리의 오랜 다양성과 자유 그리고 발전을 향
한 개인의 에너지를 파괴한 돈의 독점(the money monopoly)이다(Roe 1994, p. 31에서 재인용).”
3) 윌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만약 이 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소유할 만큼 강력한 사람
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려 할 것이다(Roe 1994, p. 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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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적 구조의 특수성은 반금융자본정서가 보다 쉽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였다. 특히 연방주의(federalism)는 뒤에서
살펴보겠듯이 주법은행(state banks)과 연방은행(federal banks)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은행시스템이 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파편화된 은
행제도는 소규모 단점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해집단을 창출함으로써 대규모
금융기관들의 성장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방주의
의 특성을 지닌 정치구조는 또한 농민이나 소도시 은행가 등 대규모 금융기
관에 적대적인 집단의 정치력이 의회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든
요인이었다. 소규모 은행이나 농민의 연합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녔기 때문
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반면, 월가는 지역적으로 집중되
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컸던 의회의 위원회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권한의 집중이나 특정 기관에 대
한 경제력 집중에 반대하는 남부의 보수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주장했던 글래스(Carter Glass) 의원이 버지니
아 주 출신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도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적대감과 이것이 반
영된 금융규제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소규모 상인들과 중소기
업들은 지방의 소규모 은행으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
었다. 그리고 대공황기의 농민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신용을 제공받
지 못한 것이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워싱턴의 관료
들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스트리트가 산업을
통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믿었다. 일단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가 시작
되고 나면 금융기관의 경영자들까지도 규제완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자
신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3. 국법은행제도(National Banking System)하의 미국 은행제
도와 금융규제

1863년의 국가통화법(National

Currency

Act)과

1864년의 국법은행법

(National Banking Act)에 의해 확립된 국법은행제도는 20세기 초까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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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은행에 대한 규제의 근간을 형성하였다.4) 국법은행법의 실질적인
단기적 목표는 연방정부의 인가(national charter)를 얻으려는 은행으로 하여
금 자본의 일부를 공채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남북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전비를 조달하는 것이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통일적인 은행제도를 확립하고, 정부공채를 기초로 발행되는 국법은행권
(national banknote)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통화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이었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인가를 부여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다음과 같은 규
제를 부과하였다. 첫째, 은행지점의 설립을 제한하였다. 국법은행법의 제8조
는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가 조직인증서에 명시된 장소에 입지한 사무소 혹
은 점포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후의 은행감독관들은 이를
지점설립의 금지조항으로 해석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전쟁 이전 남부 및 서
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이나마 존재하던 지점의 운영은 1920년대에 이르기까
지 사라지게 되었다. 주정부도 대체로 지점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으
므로 주법은행(state banks)들의 지점설립도 강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지점설립에 대한 규제는 각 마을의 은행이 그곳 거주자에 의해 운
영되는 것을 선호하는 대다수 주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다른 주 혹은 다른 지방 은행이 자신의 주 내지 지방에 설립한 지점의 영업
이 그 지역의 부를 타지 사람들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
각하였다. 그리고 여러 지점을 거느린 대규모 은행이 궁극적으로 지방의 소
규모 은행들을 도산시키고 독점적인 지위를 장악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지나며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장
기적으로 미국은행제도가 소규모의 단점은행 위주로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5)
두 번째로, 국법은행법은 은행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에 따라 최소한의 필
요자본(minimum required capital)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가 6,000명
이하인 지역은 5만 달러, 인구 6,000-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10만 달러,
4) 이하 연방은행제도의 성격에 관한 서술은 Studensky and Krooss(1952), Sylla(1975), White(1983),
이철희(1990)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5) 19세기 말 일부 주들이 지점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해진 수의 지점 혹은 정해진 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립이 가능해졌다. 1909년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주 전체에 대한 지점설립을 허용
하였다. 이와 같은 주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1910년까지도 전체 은행의 3.4%에 불과한 292
개 은행이 지점을 운영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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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2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연방
정부의 인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잉여기금(surplus fund)을 만들어, 신
설은행들로 하여금 최소필요자본액의 20%를 채울 때까지 반년에 한 번씩 이
윤의

십분의

일을

입금하게

하였다.

1900년에

제정된

금본위법(Gold

Standard Act)은 인구 3000명 이하 소도시의 최소필요자본금을 25,000달러로
낮추었다. 주법은행들의 최소필요자본금 규모는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확실
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연방은행의 요구액보다는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부와 서부의 경우 1만 달러의 자본금만으로도 은행설립을 허가하는 주들
이 많았다. 1900년의 금본위법에 의해 소도시 국법은행의 최소필요자본액이
낮아지자 여러 주정부도 따라서 주법은행의 필요자본액을 축소하였다.
세 번째로 국법은행법은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규제하였다. 먼저
동법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였다. 뉴욕, 시카
고, 세인트루이스 등 대도시 연방은행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저당대부가 전적
으로 금지되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도 부동산 평가액의 50%를 상한으로
하여 5년 미만의 대부만 허용되었다. 또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이 은행자본
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동법은 은행이 발행할 수 있
는 은행권이 은행이 보유한 공채의 액면가치의 90% 혹은 30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그리고 주정부나 시정부의 채권과 같이 다양한 증권에
기초에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과거의 법규를 고쳐서 연방정부의 채
권만을 은행권 발행의 기초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법은행법의 각종 규제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 은행제도에 여
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일련의 연구들은 자본이 부족하고 농업자산의
비중이 높았던 서부와 남부의 농촌지역에서 최소필요자본의 요구와 부동산
담보대출의 제한이 신규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지방의 은행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
었고 이러한 은행제도의 구조로 인해 이자율의 지역적 격차가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다(Sylla 1975, Sushka and Barrett 1986).
연방정부의 채권에 기초하여 은행권을 발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도 제
기되었다. 즉 호황기에는 민간의 통화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은행은 공채보
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공채보유가 줄어들고
통화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시장에는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리고 은행권의 유통액이 공채 발행액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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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하에서 은
행권의 유통액은 경직적으로 결정되고, 지역적으로는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었다. 따라서 봄 파종기와 가을 추수기에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미국농
업부문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은행제도였다(Studensky and Krooss

1952). 이러한 은행제도의 문제점은 통화부족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이것
이 표출된
Silver

불환지폐통용운동(Greenback

Movement)을

유발한

원인의

Movement)과
하나로

은화통용운동(Free

지적된다(White

1983,

Eichengreen 1984, Snowden 1987).
주법은행을 대체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통일적인 은행제도를 창
출하려는 국법은행법의 의도는 위에 지적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으로 인해
쉽게 실현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된 첫 해에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은
불과 66개에 불과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1864년 6월부터 주법은행
이 발행한 은행권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여전히 국법은행의 확
산은 지지부진했다. 연방정부는 1866년 1월 주법은행권에 대한 세율을 10%
로 높였고, 1870년에는 300만 달러로 제한한 국법은행권 발행한도를 354만
달러로 상향조정했으며, 5년 후에는 아예 은행권발행한도를 철폐하였다. 이
와 같은 주법은행에 대한 규제강화와 국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에 힘입어
이후 국법은행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1864년 467개였던 국법은행의 수
는 1870년 1,612개, 1900년에는 3,731개, 1914년에는 7,518개로 증가하였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1914년까지 국법은행과 주법은행 간의 경쟁은 주법은
행의 승리로 기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63년 1,466개였던 주법은행의 수
는 국법은행법 제정 직후 크게 감소하여 1866년에는 297개에 불과하였다. 그
러나 1880년 이후 주법은행은 크게 증가하여 1914년에는 국법은행 수의 거
의 두 배에 달하는 14,512개로 증가하였다. 연방정부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
하고 주법은행이 살아남아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국법은
행에 비해 규제가 약했고, 국법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때마다 이에 대응
하여 더욱 제약조건을 완화했다는 것이다(White 1983, 14-42). 그 이외에 예
금형태로 통화를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법은행권 발행에 대해 세금
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함이 약화되었다는 점(James 1976), 공채가격
이 상승하여 국법은행의 은행권발행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점(Sylla 1969) 등
을 주법은행의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법은행법은 제정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은행의 제도적인 성격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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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단점은행이었
고, 영업은 여신과 단기상업신용의 제공에 국한되었으며, 자산의 구성도 크
게 제약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는 미국 은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었으며, 중서
부와 남부의 농촌지역의 은행들은 국지적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기도 했
다. 좁은 지역 내의 유사한 부문에 대해 대출이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의 단
점은행구조로 인해 특별한 경제적 위기가 아닌 시기에도 은행의 파산이 빈
번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과의 청산을 위해 시골의 소규
모 은행들이 도시의 대규모 은행에 잔고를 보유한 소위 코레스 은행제도
(Correspondent Banking System)가 발달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자금의
도시편중을 가져오고, 특히 농번기 동안 농촌의 신용경색을 가져왔다는 비판
을 받았다. 빈번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1914년에 출범한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연준)도 기본적으로는 구제도를 계승한 것으
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었다. 이 시기 미국 상업
은행들의 이와 같은 제도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19세기 후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장기투자자본을 제공할 수 없었다.

4. 19세기 말부터 대공황 이전까지의 미국 금융산업과 금융규제

(1) 투자은행의 성장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운하와 철도의 건설은 미국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자본동원의 요구에 직면하게 했다. 특히 19
세기 중엽 이후 중서부 및 서부로의 철도망 확장은 필요자금의 규모를 확대
했을 뿐만 아니라 철도가 건설되는 지역과 자본이 동원되는 지역의 괴리를
가져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문제를 악화시켰다.
즉 철도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은 이제 특정 철도회사의 경영진과 그 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 타 지역 혹은 해외의 투자자로부터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Baskin and Miranti 199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편화되어 있었던 미
국의 상업은행들로서는 운하 및 철도시대의 금융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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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을 통해 장기투자자본을 동원하는 기능을 주도적으로 담당했
던 미국의 금융기관은 모건(J. P. Morgan), 쿤 롭(Kuhn, Loeb & Co.), 쿡
(Jay Cooke) 등 사설투자은행(private investment bank)이었다. 특히 1854년
주니어스 모건(Junious S. Morgan)이 영국출신의 금융업자인 조지 피바디
(George Peabady)와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아들인 존 피어
폰트 모건(J. P. Morgan)과 손자인 존 피어폰트 모건 2세(J. P. Morgan, Jr.)
로 이어지면서 국제금융가문으로 형성된 J. P. Morgan은 19세기 말부터 20
세기 초반까지 미국 금융을 지배한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다. 이 시기 투자
은행들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채권과 철도를 비롯한 공익산업의 채권을 인
수, 유통시키면서 성장하였다. J. P.모건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국 정부의 채권발행을 성공적으로 주관하고, 19세기 말부터는 철도산업과
전화, 가스, 전력 등 각종 공익산업(public utilities)의 채권을 인수하며 명
성을 쌓았다.6)
19세기 후반을 통해 미국은 산업화가 심화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조직
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소위 제2차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신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를 실현하며 근대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Chandler 1977, 1990). 1898년
-1902년 사이에 발생한 소위 기업합병운동(merger movement)을 통해서는 많
은 수의 거대 독과점 기업이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의 변화는 설비투
자, 신기술의 개발, 인수합병 등을 위한 대규모 장기자본에 대한 수요를 급
속하게 증가시켰다. 기존의 상업은행은 국법은행법에 의해 부과된 지점설립
의 금지, 자산구성선택의 제약, 업무영역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가져온 기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동원과 배분은 증권시장의 손에 맡겨졌다.
19세기 말 이후 성공적인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제한적이나마 기업정보공개 개선에 힘입어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상
의 비대칭성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의 채권과 주식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7) 이러한 과정이 시작될 무렵 J. P. 모건과 같
은 대형투자은행들은 계속해서 공채, 철도, 공익산업(utilities)의 증권 등 당
시의 블루칩에 치중하였고, Goldman & Sachs나 Lehman Brothers와 같이
6) 이 시기 미국 투자은행의 성격에 관해서는 Carosso(1970), Chernow(1990), 이철희(1990) 등을 참고
하라.
7) 이 과정은 이철희(200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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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의 사설투자은행들이 새로운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게 되자 우량주를 고집하던 거대투자은행들도 빠르게 성장
하는 산업부문의 매력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 거대투자은행들이 지녔던 힘의 원천은 강력한 자금동원능력이
었다. 이러한 자본동원력은 해외 투자가들과의 사적인 연계관계와 국내 여
신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에 기초하고 있었다. 예컨대 J. P 모건은 처음부
터 런던에 근거지를 둔 금융회사로 출발하였고, 줄곧 런던 지사의 파트너
를 통해 영국의 정관계 및 투자가들과의 긴밀한 사적관계를 유지하고 있
었다. 이는 모건은행이 유럽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또
한 모건은행은 지분의 보유와 이사의 겸임 등을 통해 대규모 생명보험회
사와 상업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모건은행은
New York First National Bank의 두 번째 대주주로 이사진을 파견하고 있
었고, Bank Trust, Guarantee Trust, National Bank of Commerce와 같은
은행들과 Equitable Life, Mutual Life 등의 생명보험회사를 의결권 신탁
(Voting Trust)을 통해 지배하였다. 이 외에도 모건은행의 파트너들은 34개
은행 및 신탁회사의 188개 이사진과 10개 생명보험회사의 30개 이사진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투자은행들은 단순한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치지 않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였고, 더 나아가 그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 간의 담합
이나 결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거대투자은행들은 다른 금융회사에게 했던 것
처럼 이사직의 겸임, 지분의 보유, 의결권 트러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기
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관여하였다. J. P 모건은 19세기 말 철
도회사들이 과도한 부채와 과잉중복투자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카르텔
조직을 주도하였으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파산한 철도회사들의 구조조
정 혹은 재설립을 통해 지배권을 확립하였다.8) 그리고 19세기 말-20세기 초,
기업합병운동 시에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의 금융상담자 내지 조직자로서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J. P 모건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20세기 초
까지 최소 10개의 철도회사와 3개의 전차(street railway)회사, 그리고 U. S.
8) 당대 사람들은 이를 ‘모거니제이션(Morganization)'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건은행의
영향권에 속하게 된 회사들이 소유한 철도의 연장은 총 35,100킬로미터로 당시 미국 전체철로의 6
분의 1에 달하는 것이었으며, 이 회사들의 연간 매출액은 미국 정부 연간 세입의 절반 수준이었다
(Chernow 199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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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General Electric, AT&T, International Harvester 등 거대합병기업들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2) 거대금융자본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정부의 금융규제

19세기 말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 J. P. 모건과 같은 투자은
행은 어떤 기업이나 금융기관보다도 더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보유했던 것
으로

평가된다.

모건

가의

금융회사는

구겐하임(Guggenheim),

듀퐁

(Dupont), 밴더빌트(Vanderbilt)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명문가들을 고객으로
두었고, U. S. Stee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Dupont, AT&T 등
미국의 대표적인 거대기업의 설립을 주도했거나 그들의 주거래 은행이었다.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던 1913년까지 모건은행은 실질적인 중앙은행으로 기
능하여 1895년의 금 유출 위기에 몰린 미국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를
지켰고, 1907년의 금융시장 패닉을 종식시켰으며, 뉴욕 시정부를 세 차례의
채무불이행 위기에서 구제했다. 모건은행은 여러 국가들의 금융회사와 중앙
은행, 그리고 정치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에 활용했으며,
모건의 파트너들은 미국의 사실상의 금융대사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깊숙하
게 개입하였다.9)
미국의 거대투자은행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은 이들에 대한 대중과 정치권
의 반감과 비판을 불러들였다. 모건은행의 파트너들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인 수입을 올리며 귀족적인 호화생활을 누렸고, 그 단면이 언론에 공개될 때
마다 일반인들의 위화감을 야기하였다. J. P 모건의 경우 특이한 외모와 괴팍
한 성격, 그리고 이성관계가 줄곧 시중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국제교역의 증
진과 금본위제 유지를 옹호했던 모건은행은, 디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 불환
화폐 및 은을 통용해야한다고 주장했던 1890년대 인민주의 세력으로부터 외
국자본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J. P. 모건과 로스차일드(Rothschild)
등이 참여한 신디케이트는 1895년 금 유출 위기를 막기 위해 발행된 미국정
부의 채권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 의해
9) 모건은행은 20세기 초반 미국이 채권국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자본의 중남미 및 아시아 진출의 배후
역할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에 대한 상업금융의 제공, 유럽 국가들의 금본위제 복귀
를 위한 금융지원, 패전국들에 전쟁배상을 위한 채권의 발행, 1920년대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에 대
한 구제금융의 제공 등 경제사의 주요 사건의 배후에 늘 모건은행이 있었다(Chernow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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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의 왕’, ‘세계의 모거나이저’, ‘금융타이탄’, ‘금융계의 나폴레옹’ 등
의 별명으로 불리었던 J. P. 모건은 미국국민에게 전원적인 미국을 파괴한 거
대한 산업자본의 거물로 인식되었다.10)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인기를 끈 한
쇼에서는 악마들이 나타나 지옥의 한 의자 주변에 불을 내뿜으며 이렇게 노
래했다. “이 의자는 금융계의 거물인 모건을 위한 자리다.”11)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은 20세기 초에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대해 비판적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으로 발전한다. 1901년 암살
된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시
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는 반 일련의 대기업적인 정책을 펴면
서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루스벨트 정부의 법무장관은 J. P.
모건이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회사들의 제휴를 이끌어내어 설립한 Northern
Securities를 반독점법 혐의로 기소하였고, 1904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소송은 셔먼법이 지주회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합병 붐이 가라앉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초 현재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회사였던 생명보
험회사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도 강화되었다. 생명보험회사는 은행에 대한 규
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지점을 건설하거나 다른 금
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만
연했던 진보시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권이 제기한 비판의 주된 표적이 되
었다. 실제로 일부 보험회사들은 자사에 호의적인 법을 제정하기 위해 거액
의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비쳐졌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영진이 자사가 투자한 기업의 이사로 취임하여 보수를 챙기고,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또
한 투자은행들과 결탁하여 고객들의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이용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순진한 보험증서 소지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거대투
자은행들은 이사진의 파견이나 지분의 보유를 통해 생명보험회사를 실질적
으로 지배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의 자금을 독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04년에 한 생명보험회사의 비리가 전직임원에 의해 누설되면서 시작된
10) 이러한 J. P. 모건의 대중적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라이프》지의 풍자를 통해 잘 나타난다. “질
문: 찰리, 누가 세상을 창조했지? 대답: 하느님이 기원전 4004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901년
제임스 J. 힐과 존 피어폰트 모건, 존 D. 록펠러가 세상을 재창조했습니다(Chernow 1990, 155페이
지에서 재인용).”
11) Chernow(1990), 2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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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들은 소위 “금융자본”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고조시키고 대규모 금융기
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2) 이 사건을 계기로
1905년에는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통상 암스트롱(Armstrong)위원회로 불리
는 상하원 합동조사위원회가 열려 생명보험회사 및 투자은행의 부정과 비리
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동 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 임원들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막대한 회사자금을 투자하고, 고객의 돈으로 주 의회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
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개혁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 법안은 1906년 6월 뉴
욕 주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1907년까지 다른 19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전개된 일련의 규제에 의해 보험회사는 출자 및 이사진 파
견을 통해 투자은행과 맺었던 연관관계(interlocking relationship)를 단절해야
했고, 단독으로 혹은 신디케이트 참여를 통해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되었다.13) 증권시장의 불법적인 거래와 금융업자들의 비도덕적인 행
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191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11년 캔자스 주에서
처음 제정된 소위 블루스카이법(Blue Sky Law)은 주 은행감독관(state bank
commissioner)으로 하여금 새로 발행되거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이후 20년 동안 여러 주로 확
산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기업정보의 공시 및 증권거래인(dealer)의 등록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다른 주의 증권회사로부터 오는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는 소규모 은행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었다.
1911년 태프트(William H. Taft) 행정부는 모건은행에 의해 합병이 조직되
었으며 그 영향권 내에 있었던 U. S. Steel과 International Harvester를 반독
점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International Harvester는 법원에서 범
죄혐의가 인정되어 세 개의 기업으로 분할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12년에는 거대금융자본이 산업트러스트를 구축하였고 이후 그 경영까지
장악했다는 비판이 핵심적인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머니 트러스트’
라는 용어를 널리 퍼트리며 J. P. 모건과 같은 투자은행들을 거세게 공격했던
찰스 린드버그(Charles A. Lindberg) 의원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집중을 조사
12) 일련의 스캔들은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를 지배하는 트러스트의 젊은 상속자가 벌인
호화파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다(Roe 1994).
13) Roe(1994)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공격은 경제력의 집중, 특히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의 지배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기업지배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가 결과적으로 미국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게 만든 요인이라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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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산하에 소
위원회가 설치되어 금융산업 집중화 실태를 조사하였다. 위원장인 민주당 아
르센 푸조(Arsene P. Pujo) 의원의 이름을 따서 ‘푸조 위원회’로 불린 이 위
원회는 1912년 11월 윌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
어갔다. 결국 J. P. 모건과 그 파트너들은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
워지는 수모를 겪게 된다.
푸조 위원회의 조사 이후 나타난 개혁조치의 하나는 1913년 12월에 윌슨
대통령에 공포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Federal Reserve Board Act)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으로 미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07년의 금융패닉의 경우와
같이 거대투자은행의 영향력에 의존하여 위기를 타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1913년 가을, 대기업과 거대금융기관의 가장
강력한 적수 가운데 하나였던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는 “Other
People's Money-and How the Bankers Use It"이라는 글을 통해 기업의 이
사회를 장악한 은행가들의 부도덕성과 탈법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914년의 클레이튼법은 마침내 부정적인 거래의 온상이자 담합과 산업집중
의 요인으로 비판받아온 금융회사와 일반기업 간의 연관관계를 금지하였
다.1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금융자본에 대해 가해진 꾸준한 정치적인 공세에
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를 통해 전개된 정부의 금융규제는 1930년대에 뉴딜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회사와 일
반기업 간의 연관관계를 금지한 클레이튼 법의 조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
발하고 미국이 참전하게 된 후 전비조달을 위한 정부-금융회사 협력관계에
매몰되어 유명무실해졌다. 1914년에 정식으로 발족한 연방준비제도는 그 구
조적인 성격 때문에 뉴욕의 거대은행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즉
워싱턴의 연방준비이사회의 권한은 미약했던 반면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은
유럽 중앙은행과 외환시장을 감독하면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뉴욕 연방은행의 초대 총재로 임명된 벤저민 스트롱(Benjamin Strong)은 J.
P. 모건과 긴밀한 인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결국 개혁세
력의 기대와는 달리 J. P. 모건과 같은 거대금융회사의 영향력은 1913년 이후
14) 클레이튼법은 다음의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하였다: a)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차별,b) 경쟁을 저해하
는 기업합병, c) 경쟁을 저해하는 끼워 팔기(tie-ins) 및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d) 경쟁기
업 간의 이사진 교차파견(interlocking direct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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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3) 상업은행의 변모

19세기 말 이후 대형 상업은행들은 산업화의 심화와 근대적 대기업의 형
성과 같은 경제적인 변화가 제공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회피하면서 다양한 방법으
로 규모의 확대와 업무영역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유력한 상업은행들
이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은 점점 더 모호해지게 되었다. 1900년 이전까지의 상업은행들은 채권부
서(bond department)를 두어 내부적으로 은행의 투자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부서는 점차 확장되어, 신주의 인수, 신디케이트의 결성, 은행의 고객이나 증
권회사(brokerage firm)에 대한 증권의 배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20세
기 초가

되면

상업은행의 채권부서는

사설투자은행(private

investment

banking house)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기업들과 투
자가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또한 은행고객들에게 일반적인 증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1902년부터 통화감사관(comptroller of currency)은 국법은행의 투자업무의
일부를 제약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채권부서를 운영
하던 국법은행들은 증권자회사(security affiliates)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증권자회사의 효시는 1903년 시카고의 First National Bank가 설립한 The
First Trust and Savings Bank of Chicago이다. 증권자회사는 형식적으로는
국법은행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state-chartered corporations)였다. 은행과 증권자회사의 소유가 동일하게 되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들은 두 회사의 주식을 따로 사거나 팔 수 없도
록 규정하였다. 주법은행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채
권부서를 통해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1906년 뉴욕 주에서 시작된 생명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상업은행들에게는 투자은행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생명보험회사가 신주의 인수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신주인수를 위한 신디케이트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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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trust company)는 매우 느슨한 규제에 힘입어 1890년대부터 다양
한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회사들은 여수신 업
무를 수행하였으며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부문의 기업합병에 깊숙하
게 관여했다. 또한 신주의 인수 및 배분 업무와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자문
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1914년에 이르게 되면 유수한 대형신탁회사들은 상업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주식의 상장과 신주의 판매와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설투자은행, 상업은행, 생
명보험회사는 업무영역에 제약이 적었던 신탁회사의 연관관계를 통해 법에
의해 금지된 영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상업은행의 변화는 1920년대를 통해 그 정점에 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상업은행들의 증권업무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중 전비조달
을 위해 대량의 자유공채(Liberty bonds)를 판매해야 했던 정부는 앞에서 언
급했듯이 클레이튼법에 의해 부과된 금융-산업 연관관계의 금지를 크게 완화
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이후 거의 10년 동안 계속된 호황은 금융자본에 대
한 비판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 상업은행의 고객들은 전쟁 이후 정부가 부
채를 점진적으로 줄이자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은행에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상업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독립된 증
권부문자회사에 이전하여 완전한 투자은행 내지 증권회사로서 영업을 수행
하였다. 시티은행(Citibank)의 전신인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과 체
이스 맨하탄 은행(Chase Manhattan)의 전신인 Chase National Bank 등 뉴
욕의 양대 은행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다. 상업은행 및 증권부문자회사들은
다수 고객들의 예금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이용하여 신주 인수 신디케이트
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은행고객들을 대상으로 쉽게 증권을 판매할 수 있었
다.
지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연방정부는 주법은
행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국법은행의 지점을 설립하는 데 대한 규
제를 점차 완화했다. 1909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1924년까지 11개 주
가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범위를 주 전체로 확대하였고, 9개 주가 제한적인
지점설립을 허용했다. 1927년의 맥파든법(McFadden Act)은 지점설립을 허용
한 주의 국법은행들로 하여금 본점이 있는 도시에 한해 지정된 수의 지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1920년대를 통해서 한 개인이나 은행지주
회사(bank holding company)가 여러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여 통일적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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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체인은행(chain banks) 혹은 그룹은행(group banks)이 성장하였
다. 이처럼 20세기 초를 통해 일부 은행들은 지리적인 다각화와 서비스의 집
중화를 통해 소규모 단점은행의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었다.
요컨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통해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투자은행과 보험회사는 일반국민과 정부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공격을 받았
다. 부정한 거래행위가 발각되거나 임직원의 비리가 폭로되는 경우 이는 거
대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야기하였고, 이는 때로 대중의 적대감
을 등에 업은 정치권의 공식적인 조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조사를 담당한 위
원회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권고하였고 이는 각종 규제법안
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적어도 1930년대 초까지 이러한 규제는 거대금
융기관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상업은행들은 19세기 말 이후 여러 가지 규제들을 회피하면서 규모를 확장
하고 업무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러한 변모는 산업의 발흥과 대기업의 성장
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1920년대의 호황은
대중 및 정치권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들이 처한 정치적인 환경을 호의적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를 통해 미국 상업은행들은 그 이전에 비해 규
모를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며 성장하였다.

5. 1930년대 은행위기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의 제정

1929년 대공황의 발생과 이어진 금융부문의 위기는 시장의 기회에 대응한
은행업무의 다각화나 은행과 기업의 제휴관계에 대한 뿌리 깊은 정치적 반
감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붕괴와 이어
진 자산가치의 하락은 증권부문자회사를 거느린 상업은행들과 부동산에 투
자한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가져왔다. 여러 은행들과 보험회사를 체인관계를
통해 통제했던 남부 최대의 금융그룹인 Caldwell and Company는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파산하였고, 이 사건은 이 은행과 연계된 120개 금융기관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은행공황은 1930년 12월에 정점에 달하여
뉴욕의 거대은행이었던 Bank of the United States가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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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초에는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인 Credit Anstalt의 파산과 연방준비
이사회의 긴축정책 등으로 말미암은 제2차 금융공황이 발생하였다. 1932년
말에서 1933년 봄 사이에는 미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하여 평가절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제3차 금융공황이 발생하였다. 공황상태에 빠진
예금주들의 연쇄인출사태(bank run)를 막기 위해 1932년 10월에는 주정부로
는 처음으로 네바다 주가 은행휴업(bank holiday)을 선포하였다. 1933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국적인 은행휴업을 선포하여 달러화의 금 태환을 일시
적으로 중지시켰다. 1930년대 초의 은행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금융산업은 엄
청난 타격을 입었다. 1929년 6월에 24,504개였던 상업은행의 수는 1933년 3
월까지 11,878개로 감소했고, 예금의 잔고는 같은 기간 동안 49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 3년 동안 전체 금융자산의 명목가치는 약 20%
감소하였다.
정치권은 1929년의 주식시장붕괴와 1930년 이후 연달아 발생한 금융공황
의 책임을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들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금융업자들에게 전가하였다. 상원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최된 청문회
는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연일 금융업자들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 권한
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각종 비리를 폭로하였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청문회를 주재했던 페코라(Ferdiand Pecora)는 의회청문회 회고록에서 상업
은행과 투자은행들이 이해의 상충문제를 야기했고, 은행의 자산을 잘못 관리
했으며, 순진한 투자가들로 하여금 위험이 높은 증권을 구매하도록 권유했다
고 비판하였다.15) 특히 증권부문 자회사를 통한 상업은행의 증권업 참여는
은행의 연쇄파산을 비롯한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은행개혁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이념적인 편향성과 이해집단의 로비
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연구들은 상원청문회가 상업은행
과 투자은행의 분리론자였던 글래스(Carter Glass) 상원의원의 주장을 지지하
는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원청문회는 글래스
의원의 견해를 공유하는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 준비되고 구성되었고
,
증인의 선정과 면담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문은 반론의 기회가 없는
15) 예컨대 Pecora는 National City Bank 금융그룹이 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남미의 채권을 구매
하도록 강권했으며,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은행 및 그
자회사의 최고책임자였던 미첼(Charles E. Michell)은 주주 및 투자가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으
면서도 임원들에게는 고액의 상여금과 특별한 투자기회를 제공했음을 지적하였다. Chase National
Bank 금융회사와 그 회장인 위긴(Albert H. Wiggin) 역시 유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미
첼과 위긴은 강제로 사직했고, 두 금융회사의 자회사들은 해체되었다(White 2000,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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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것이었다. 청문회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금융회사와 그 임원
들에 대한 비난과 이에 기초한 청문회의 결과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매우
취약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Benston 1990). 또한 당시
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던 금융업자들의 영업상의 관행이나 사생활이 비도
덕적인 것으로 강하게 매도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페코라 청문회의 기록에 기초하여 Carosso(1970, p. 334)는 금융회사 임원
의 비도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National City Company의
임원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회사 주식의 상장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금융계의 유력한 지주인 이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
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 비
난의 근거는 이 회사 최고경영자인 챨스 미첼(Charles E. Michell)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주식을 부인에게 매도하여 거액을 합법적으로 절세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 미첼은 이 주식을 1929년 증시폭락 직후 회사의 주가하락
을 저지하기 위해 구매하였고,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음
은 물론, 그 의도에 있어서도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었으나 동 위
원회에 의해 다분히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던 것이다.
National City Company의 고위 임원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과도한 보너스
를 지급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실
제로 이들의 급여시스템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성과급
제도였다. 이 제도 하에서 주주들은 우선적으로 보유주식가치의 8%와 잔여
이윤의 80%를 배당받았으며, 임원들은 모두 똑같이 25,000달러의 연봉을 받
았다. 그리고 잔여이윤의 20%의 절반은 임원들의 지분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임원 상호 간의 투표에 의해 성과급으로 배분되었다.
청문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J. P. 모건의 경우 소득세를 탈루하고 단골고
객에 대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모건과 그의 파트너들은
1931년과 1932년에 주식가격의 하락을 손실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전혀 납부
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은 아니었으나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대중의 정서와
는 거리감이 있는 행위로 비쳐졌다. 또한 모건의 은행은 신주를 인수할 때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단골고객들에게 낮은 가격에
배분함으로써 이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역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금융시장이 일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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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온갖 협잡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청문회에 대한
언론보도와 금융가들을 대공황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뉴딜 지지자들의 비판
은 주가폭락과 은행파산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 투자가들은 물론 이와 무관
했던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금융업자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심어주었으며,
모종의 금융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뉴딜 은행개혁은 1933년과 1935년의 은행법(The Banking Acts)을 통해 구
체화되었다. 1930년대 초반 은행 및 증권관련 입법의 목적은 예금자와 투자
가들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형성하여 장래의 손실을 최소
화하자는 것이었다. 그 수단의 하나로 1933년 은행법은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를 설립하여, 연방준비제도의
모든 회원은행들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승인을 받은 비회원 은행들이 가입
하도록 하였다.16) 또한 1933년의 은행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강
제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회
사에 대해서는 수신업무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은행과 증권회사 간의 이사,
임원, 직원의 겸임을 포함한 모든 연관관계가 금지되었다. 상업은행의 증권
부문 자회사는 폐쇄되었고, 채권부서는 축소되었다. 그 결과로 National City
Bank는 그 자회사들을 청산하였고, Chase and First Bank of Boston의 자회
사이던

First

Boston

Corporation은

모은행으로부터

독립하였다.

J.

P.

Morgan은 여수신업무를 선택했으며, 일부 파트너들이 분리해 나가 새로운
투자은행 Morgan Stanley & Co.를 설립하였다.
1933년과 1935년 은행법은 또한 일련의 규제를 통해 상업은행 간의 경쟁
을 제한하였다. 이는 은행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불이자가 과도하게 높
아진 것이 1930년대 초의 은행공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었고 저축성예
금에 대한 이자의 상한이 설정되었다. 1935년의 은행법은 연방정부에게 은행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한 세기에 걸쳐 유지되어
오던 자유로운 은행의 설립(free banking)을 중지하고, 신규은행의 진입을 제
한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별 연방준비은행의 권한을 축소하고 워싱턴의 연방
준비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었던 월스트리트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16) 동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가입은행들은 예금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납부했으며, 가입은행의 예금자
들은 최대 2500달러까지 은행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35년의 은행법으
로 영구적인 제도가 정착되었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액은 5000달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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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은행입법은 은행의 지리적인 팽창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소폭으로
변경하여

19세기로부터

이어져오던

단점은행제도를

유지하였다.

먼저

McFadden Act를 수정하여, 국법은행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주법은행들이 누
리는 것과 동일한 지점설립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둘째로, 거대 금융그룹과
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단점은행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은행지
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를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하에 두고 추가적인
연방규제를 시행하였다. 은행지주회사는 여러 개 소속은행들의 지분을 보유
한 주식회사 혹은 조직으로 정의되었다. 새로운 연방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
에서 은행지주회사들은 신규은행들을 인수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J. P. 모건과 같은 대형투자은행들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글래
스-스티걸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이 시기의 정치적인 분위기는 이들에
게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1930년대를 통해 거대금융자본에 대한 대중
적인 적대감은 절정에 달하여, 금융업자들과 관련된 온갖 루머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과 같은 한 라디오 방송의 강연내용은 당시
국민의 반금융자본정서를 잘 보여준다.

기득권 세력의 수호자로서 J. P. 모건은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누트 로
크니처럼 옆줄에 앉아 있다. 그는 영국 돈을 받은 첩자이고 탈세의 주범이며
금융범죄의 주도자이다. …… 모건 가문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한다. 아
버지는 남북전쟁 시기 발사되지 않은 총을 팔아먹었고, 아들은 제1차 세계대
전 동안 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가도
록 했다. ……이제 그대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루스벨트와 모건 가문 사람
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의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협잡꾼과……
뉴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17)

동시대의 금융엘리트들이 보기에 정치가들과 일련의 이해집단은 거대금융
기관에 대한 적대감을 동원하여 1920년대의 금융스캔들이나 1930년대의 금
융공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방향의 비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1930년대의 은행법은 경제난으로 인한 대
17) 찰스 쿠글린 신부가 1933년 11월 19일 행한 라디오 강연. Chernow(1990), 국역판 p. 637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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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분노를 잠재우면서 월스트리트의 군소투자은행과 지방의 소규모은행들
을 대형은행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성격의 개혁안으로 비쳐졌다.18)

론

처노(Ron Chernow)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분노한 대중은 불
운이나 부실 경영 때문에 무너진 군소 금융회사가 아니라 대형 금융회사를
제물로 갈구했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역적으로 분할된 영역을 장
악한 군소 금융회사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 대
한 정치적 대응은 늘 금융회사 영역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었다. 대중은 대
폭락

이후 글래스-스티걸법이 제정되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Chernow 1990, 628).”

6. 20세기 초반금융규제의 경제적 평가

은행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1930년대 은행법의 규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의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한 금융기관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겸업은행(universal banking)의 금지, 둘째,
주식의 보유, 의결권의 보유, 이사진의 파견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산업부문
의 기업이 연계되는 연관은행(relationship banking)의 금지, 셋째, 지점은행
(branch banking)의 계속적인 제약 등이다. 여기에서는 대형금융회사에게 가
장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겸업과 금융-산업 연관관계의 금지가 미
국 금융산업에 미친 효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연방예금보험,
이자율 규제, 통화정책의 변경, 연방준비제도 조직의 변화 등 1930년대 은행
법의 다른 내용들도 모두 이 시기 은행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19)
18) Ramirez and De Long(2001)은 은행법에 대한 상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여, 금융업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과 함께 제조업부문의 기업이나 국법은행과 같은 이해집단의 압력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속 주의 은행파산의 피해가 크고,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상원위원이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국법은행의 영향력이 클수록
반대 가능성이 높았다.
19) 지점설립의 규제는 1930년대 은행법 제정 이전 은행파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 가운
데 하나였다(Calomiris 1993, Ramirez 2003, Mitchener 2006). 연방예금보험의 설립은 지점설립규제
유지가 은행제도의 안정성에 미쳤을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예금보험이
금융제도의 효율성에 미친 효과 및 그 비용의 배분문제에 관해서는 Calomiris(2000, Chapter 3)를
참고하라.

- 77 -

(1) 겸업금지에 대한 평가

1930년대에 제정된 은행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는 금융개혁
의 추진자들이 새 은행법의 제정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미국 은행제도
의 문제점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존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겸업주의와 금융-산업 간 연계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은 이들이 은행제
도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었다.20) 만약 1933년 이전의 미국의 은행제도가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지 않았었다면 1930년대 초의 은행법은 근래의 비판자들이
주장하듯이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현실인식과 인민주의적인 정치적 선동
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실패한 금융개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930년대 은행법의 입안자들이 제기한 겸업은행과 연관은행의 문제점 가
운데 하나는 상업은행의 건전성이 증권부문 자회사들이 수행한 고위험 영업
행위에 의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은행그룹에 속한 한 자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모은행은 그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회사로
부터 질이 낮은 증권을 사들이거나 그 회사가 판매하는 증권의 구매자에게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모은행의 건전성을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이
공개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회사가 추천한 증권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은행의 평판도 함께 손상될 수 있었다(Perkins 1971). 또한
금융-산업 연관의 한 형태로 상업은행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산업부
문의 충격이 쉽게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실제로 증시의 붕괴에 따른 증권부문 자회사들의 추락과 대공황이 산업부문
에 가져온 충격은 모은행 혹은 연관은행들의 파산을 촉발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었다(Wicker 1996).
그러나 이와 같은 동시대인들의 비판은 실증적인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White(1986)의 연구는 1933년 이전의 시기에 대해

20) 겸업 및 연관 은행의 문제점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에 대한 금융기관의 간여는 금융기관 주도의 카르텔 결성 혹
은 기업 인수합병을 가져옴으로써 산업집중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산업의 금융서비스가 한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독점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내부자의 이점을 악용하여 과도하
게 높은 금융비용을 부과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거래처를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겸업 및 연관 은행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논의는 은행제도의 건전성과 이
해의 상충 두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겸업 및 연관 은행의 이론적인 장점과 단점은 Fohlin(1999)
및 Calomiris(2000)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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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와 연관된 상업은행과 연관되지 않은 은행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겸업주의가 은행제도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주장을 기각하는 증거를 제시하
였다. 이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상업은행의
자산구성이 순수한 상업은행의 자산구성에 비해 더 위험하지 않았다. 둘째,
1933년 이전 겸업은행의 파산비율은 순수 상업은행에 비해 낮았다. 1920년대
를 통해 약 5,000개의 은행이 파산했는데 그 대다수는 농촌의 소규모 은행들
이었다. 증권부문에 주로 관여했던 대도시의 대형은행들은 거의 파산을 경험
하지 않았다. 1930년대 초의 은행위기 동안 전체 국법은행의 약 사분의 일이
문을 닫았는데, 증권업무를 대규모로 수행하던 국법은행의 파산율은 10%에
불과했다. 셋째, 상업은행의 수익률과 그 증권부문자회사의 수익률 간에 상
관관계가 낮았다. 이는 겸업행위를 위험기피적인 은행의 다각화 전략으로 이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뉴딜 은행개혁론자들이 겸업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식한 두 번째 문제
는 이해의 상충 문제이다. 예컨대 어떤 겸업은행이 대부를 제공한 기업이 외
부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곤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은행은 어려움에 빠
진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대부
를 상환하게 할 유인을 갖게 된다. 상업은행들은 투자은행들과는 달리 다수
의 예금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인수하는 증권의 가
치를 그릇되게 알림으로써 다수의 투자가들을 속일 유인과 능력을 갖게 된
다. 비판자들은 이와 같은 이해의 상충으로 인해 겸업은행들이 투자가들의
자금을 등급이 낮은 증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
다고 주장하였다.21)
그러나 근래에 이루어진 일련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은행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이해의 상충 문제가 심각했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 연구들
은 1920년대 상업은행의 증권부문자회사와 투자은행이 인수한 채권의 성과
와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겸업으로 인한 이해의 상충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었
는지를 검증하였다. 뉴딜 은행개혁론자들이 주장했듯이 상업은행이 순진한
21) 그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는 것이 폭스 영화사의 사례이다(Wigmore 1975). 1929년 Chase National
Bank 는 General Theaters and Equipment(GTE)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폭스 영화사를
인수하는 데 15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초, 동 은행의 증권부문자회사인
Chase Security Company는 5300만 달러에 달하는 GTE의 증권을 인수하였고, 그 자금의 일부는
은행대부를 상환하는 데 이용되었다. GTE가 재정적인 곤경에 직면하자 그 회사의 주식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Chase Security Company는 또다시 3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GTE 주식을 인수했으
며, GTE는 2년 후 파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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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들로 하여금 낮은 질의 증권에 투자하도록 속이는 데 성공했다면 이
들의 증권자회사들이 인수한 채권은 투자은행이 인수한 채권보다 더 나쁜
성과를 보였을 것이다. 또 투자가들이 이해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예상했다면
상업은행이 판매한 채권의 가격이 독립된 투자은행이 판매한 채권의 가격보
다 낮았을 것이다. 그런데 Kroszner and Rajan(1994)의 연구는 상업은행의
증권부문 자회사가 판매한 채권의 부도율이 투자은행이 판매한 채권의 부도
율보다 낮았으며, 그 차이는 등급이 낮은 채권에 대해 더 컸다는 증거를 제
시함으로써

이해의

상충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였다.22)

Puri(1994)의 연구 역시 상업은행 인수채권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의
하고 대공황 직전 시기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유사한 결과를 얻었
다.23) 또한 Puri(1996)의 연구에 따르면 1933년 은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투
자가들은 투자은행 인수증권보다 상업은행 인수증권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
하고 있었다.24)
겸업은행이 거래한 증권의 안전성이 더 높았다는 결과는 소위 ‘합리적 적
응 가설(rational-adaptation thesi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
면 합리적인 투자가들은 겸업은행들이 이해의 상충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할 것이고 따라서 겸업은행들은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행의 상충에 대한 의심은 겸업은행이 판매하는 증권의 평
가절하(discount)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특히 지명도가 높은 대규모 은행보
다는 평판이 높지 않은 중소은행에게 심각할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중소 겸
업은행들은 이와 같은 시장의 평가절하를 피하기 위해 독립적인 투자은행들
에 비해 더 전통이 깊고, 규모가 큰 회사의 안전한 증권을 집중적으로 취급
할 것이다. Kroszner와 Rajan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해준다.
22) Kroszner와 Rajan은 겸업은행과 독립투자은행이 취급한 증권의 성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 유사한 채권에 대해 두 기관을 비교하는 “matched-security method"를 사용하였다.
같은 그룹에 속사는 유사한 채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Moody's 혹은 Poor's의 최
초 등급이 동일, (2) 발행시기가 동일(6개월 이내), (3) 상환기관과 조건이 동일, (4) 비슷한 발행규
모, (5) 산업채권, (6) 동일한 전환조건(Kroszner and Rajan 1994, p. 816).
23) Kroszner와 Rajan은 상업은행이 신디케이트의 구성원으로 채권을 인수한 경우도 상업은행에 의해
인수된 채권으로 정의한 반면 Puri는 상업은행이 단독 혹은 주인수자인 경우만을 여기에 포함하였
다.
24) Gompers and Lerner(1999)의 연구는 1970-80년대의 벤처캐피탈 기업의 신규공모(initial public
offer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투자은행이 이미 벤처투자가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벤처투자가로 참여한 투자은행이 인수한 공모주가 그렇지 않은 공모주에
비해 더 가격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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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규모 인수자들의 경우 겸업은행의 인수증권이 독립투자은행의 인수증
권에 비해 훨씬 안전했던 데 비해, 대규모 인수자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금융기관-기업 연관관계 단절에 대한 평가

겸업은행과 금융기관-기업 연관관계는 부정적인 면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
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보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금융의 효율성 증대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발전 및 경
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겸업 및 연관 은행제도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실제로 않았다면 20세
기 초의 규제를 통한 이 제도의 인위적인 파괴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제거
함으로써 경제적인 비용을 야기했을 것이다.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문헌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
적 해이 문제는 장기적 투자를 위한 외부자금을 동원하는 비용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의 겸직이나 지분의 소유 등을 통한
은행과 기업의 연계(affiliation)는 금융기관의 감독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주
주와 경영인 사이에 발생하는 유인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함으로써 자
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이론적 연구들에 따르면
금융기관과의 연관관계를 가진 기업은 장기투자자본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다(Stiglitz and Weiss 1981, Diamond 1984, Fazzari,
Hubbard, and Petersen 1988, Webb 1991, Rajan 1992). 기업의 유동성이 투
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외부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기업들
의 경우 유동성부족에 직면하는 경우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를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다(Fazzari, Hubbard, and Petersen

1988, Hoshi,

Kashyap, and Scharfstein 1991).
겸업의 허용은 금융기관이 기업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여 정보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업
은 성숙해지면서 시장에서의 지명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
어 자본동원의 수단을 변경한다. 즉 초기에는 유보이윤이나 내부자의 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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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적인 수단을 이용하다가 점차 은행을 통한 대부, 채권의 발행, 주식
발행 순으로 보다 공적인 자본동원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겸업은행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금융기관이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겸업은행은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은 은행으로 하여금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높은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전망이 좋은 동시에 위험이 높은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융비용의 시간적인 재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의 시간적인 불일치(time-inconsistency)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
다. 은행이 이사의 파견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기업의 지분
을 보유함으로써 형성되는 연관관계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겸업주의의
장점을 증폭시킨다(Calomiris 2000, Chapter 4).25)
다른 한편 겸업의 허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각화를 통하여 위험을
낮추도록 하고 또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실현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낮추도록 할 수 있다. 업무다각화를 통한 위험의 감소는 지리적인 다
각화가 불가능한 미국 은행제도의 현실에서 은행파산의 위험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래스-스티걸 법 이전 증권부문자회사를 거느린 상
업은행의

파산가능성이

독립적인

상업은행의

파산가능성보다

낮았다는

White(1986)의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다각화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금융의 한 부문에서 축적된 은행의 평판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되어 추
가적으로 정보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겸업의 허용은 투자가로 하여금 한
금융기관 내에서 자산구성을 다각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26)
앞에서 언급했듯이 1933년의 은행법은 은행과 증권회사 간의 이사, 임원,
직원의 겸임을 포함한 연관관계를 단절시키고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겸
업을 금지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문헌의 결과를 고려하건대 인위적인 금융25) De Long(1991)의 연구는 20세기 초 겸임이사 등을 통해 J. P. Morgan과 연관되어 있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보통주의 가치가 30%나 높았다. 이는 대규모 투자은행이 자신의 평판
을 통해 연관기업과 투자가 사이의 정보상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준 결과로 해석된다.
26) 이 외에 지적되는 겸업 및 연관은행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통해
정보상의 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써 저당을 불필요하게 하는 등 금융비용을 낮춘다, 2) 경영진의 실
패와 외부적인 충격의 효과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기업인수를 줄인다, 3) 기업주식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여 주식발행의 비용을 낮춘다(Fohlin 1999, Calomir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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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관계의 단절과 다각화의 파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금융비
용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의 유동성 제약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Carlos
Ramirez의 일련의 연구는 이러한 비용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실증적으로 확
인해 준다. Ramirez(1995)는 J. P Morgan과 연계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에 비해 기업의 투자가 기업내부의 유동성지표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발견했다. Ramirez(1999)는 더 나아가 금융기관과의 연관관계가 기업의 투자
행태에 미친 효과가 1933년 은행법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1933년 이전에는 금융기관과 연관된 기업의 투자가
기업 내부의 유동성 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던 반면 연관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는 내부유동성의 지표와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27) 그런데
1933년 은행법 이후에는 금융기관과 제휴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모두
내부유동성이 투자에 강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930년 이전에는 금융기관과의 연관관계가 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켰
는데,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정으로 인해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시사
한다. Ramirez(2002)는 1920년대 말 증권부문 자회사를 보유한 상업은행의
시장가치가 그렇지 않은 상업은행의 시장가치보다 4-7% 높았으며, 그 중 상
당부분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의 실현으로부터 얻어졌다고 보았
다. 이는 1930년대 은행법에 의한 겸업의 금지가 다각화의 파괴를 통해 상업
은행의 가치를 낮추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뉴딜 금융개혁이 “잘 운영되고 있는 금융제도를 파괴하
여, 은행산업에 대해 비효율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금융제도에 악영향을 미쳤
다는”(Ramirez 1999, p. 393)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면 왜 경제적인 비효율성
을 야기하는 금융개혁이 이루어졌을까?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듯이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금융개혁이 상당부분 정치적ㆍ이념적인 동기에
의해 금융개혁이 추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공황기에 특히 강하게 표
출된 거대금융자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은 이러한 방향의 금융개혁이 추
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자 동력이었다.

27) 상업은행, 투자회사(trust company), 보험회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사가 해당기업의 이사직
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제휴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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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세기 후반 반기업정서의 퇴조와 은행규제의 완화

앞의 절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크고 강한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대중의 반
감은 19세기와 20세기 초를 통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
제로 표출되었으며, 이는 1930년대 금융개혁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중엽까지 미국의 은행들은 파편화되었고, 이들의 업무영역과
경쟁수단은 크게 제약되었다. 쪼그라들고 손발이 묶인 은행은 더 이상 대중
이 혐오하거나 두려워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이러한 사정은 점차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
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 혹은 정치권의 반감을 직접적으
로 보여주는 문헌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는 금
융기관의 구조 및 영업행위와 관련된 의회의 입법과 정부의 규제는 경제적
인 필요성보다는 유권자들의 견해와 감정을 강하게 반영하여 정치적으로 결
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의 금융기관에 대한 법과 공
공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반기업정서의 변화과정
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미국 상업은행의 업무영
역과 합병에 관한 규제의 변화과정에 그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28)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미국 은행들은 1930년대 은행법의 규제를 회
피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은행 간의 합병에 돌입하였다. 특히 지점의 건
설과 비은행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정치권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
에 대응하여 은행산업의 경쟁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56년의 은행지주회
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과 1960년의 은행합병법(Bank Merger
Act)을 제정하였다. 은행지주회사법은 한개 이상의 은행자회사를 소유한 은
행지주회사의 설립을 규제하고 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업무를 제한하였다
. 은
행합병법은 연방정부의 은행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은행 간 합병을 허가함에
있어서 이로 인한 경쟁저해 효과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1963년 대법원의
Philadelphia National Bank (PNB) 판결은 이와 같은 은행산업에 대한 반독
점법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1966년의 은행합병 및 은행지주회사법(Bank Merger and Bank Holding
28) 이하에 제시된 은행의 합병에 대한 미국 공공정책의 변화는 많은 부분 Dymski(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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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ct)은 이러한 은행 간 합병에 대한 공공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였
다. 이 법은 은행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고객들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압도하지 않는 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법안은 또한 은행합
병에 대해 두 단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우선 연방준비제도가 은행합병 신
청을 허용할 것인지 혹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법
무부로 하여금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이 미국 반독점법에 합치되는 지를 심사
하도록 하였다.
1968년 채택된 법무부의 합병심사기준은 시장의 집중이 초과이윤을 증가
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며 생산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
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지역의 시장집중도의 지표들이 심사
의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었다. 예컨대 특정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의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이 8% 이상으로 높이는 합병은 거부될 수 있었다.
법원은 이후 일련의 판결을 통해 은행의 시장영역 정의와 은행지주회사
(Bank Holding Company)의 업무에 대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지하였
다.
1970년에

통과된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개정안(Bank

Holding

Company Amendments)은 은행의 독점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1956년의 법은 단일한 은행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자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영역 상의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상의 허
점은 1960년대를 통해 많은 대규모 은행들이 단일은행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응한 1970년의 법 개정은 비은행 업무에 대한 규제
를 다수의 은행을 거느린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지주회사에 확대하
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법 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보험 업무를 제한하였
다.
이와 같이 1970년경까지 금융규제당국은 1930년대 은행법의 기본적인 정
신을 고수하여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은행 간의 경쟁저해를 방지하
고자 노력하였다. 은행들은 기존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도모하였고, 규제당국은 다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 및 사법적인 분위기로 인해 1980년
에 이르기까지 은행 간의 합병은 매우 드물게 허가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게 되자 대내외적인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193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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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부로 하여금
은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먼저 은행의 자금조
달에 매우 심각한 애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50년대를 통해서 상업은행들은
예금 혹은 차입금을 대출하여 얻은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은행구조와 업무영
역에 대한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통화시장의 이자율이 최대수신이자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상업은행들은 예금이나 차입금을 통해 자금
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61년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하기 시작했
다. 이후 10년 동안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이 기존의 규제를 회피하여 자금을
동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은행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여
자금을 동원하는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1970년 5월 Penn
Central의 파산이 도화선이 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연방준비제도는 한 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대형은행들은

여신과

새롭게

부상한

유로시장

(Euromarkets)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는 은
행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1971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붕괴
로 인한 고정환율제도의 포기와 이후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잦은 평
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명목 이자율은 유래
없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고금리 하에서 상업은행들은 대
내외의 경쟁에 직면하여 예금을 통한 자금동원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석유수출국들의 잉여자금을 기반으로 유로시장이 크게 성장하
여 국제적인 경쟁을 주도하였다. 대내적으로는 통화시장 뮤추얼 펀드가 형성
되어 고소득자 및 중산층에 대해 은행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
공하였다. 또한 회사채 및 상업어음 시장의 설립은 은행대출의 주된 고객이
던 우량기업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신용시장에서 자본을 동원할 수 있게 하
였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로 인해 상업은행들은 저축 및 투자 과정에 있어서
의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장기대출과
같이 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은 은행에 손실을 안겨주었다. 은행들은 기존의
주된 여신고객을 상실하였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대규모 은행들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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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들과 미국 남부의 석유개발지역 시장 확
보에 주력하였다. Citibank와 Bank of America는 멕시코와 남미 국가에 대한
대출액에 있어서 수위를 다투었고, 많은 다른 은행들도 이 전략을 따랐다.
이 시기를 통해 전국 각지의 은행들이 금융 중심지에 조직된 대출 신디케이
트를 통해 해외대출에 참여하였다.29)
1970년대를 통한 거시경제적 여건과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는 싸게 꾸어
서 비싸게 대출하는 은행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고,
은행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은행의 손발을 묶어왔던 여러 가지 규
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 신호탄으로 1980년 수신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에

관한

법(The

Depository

Institution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비은행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부여했고 한시
적으로 수신금리 상한을 철폐하였다. 1982년의 간-세인트 저메인 법(Garn-St
Germain Act)은 특히 저축은행의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규제완화는 주정부의 규제완화를 촉발하였다. 그 결과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출의 제공, 펀드의 매입, 예금의 유치, 금융시장에서의 구매와
판매 등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상업
은행이 투자은행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1982년과 1984년 은행합병의 가이드라인을 수
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첫째, 1980
년과 1982년의 법안에 의해 은행의 업무영역 및 시장경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은행 간의 적절한 경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은행 간 인수합병은 은행위기로 인해 재정적
으로 취약해진 예금보험기금(deposit insurance funds)이 파산에 직면한 은행
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였다. 1982년의 은행합병 가이드라인은 합
병을 용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허핀달-허쉬만 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HHI)를 제시하였다.30) 1984년의 합병지침은 합

29) 남미에 진출한 미국은행들의 1982년의 멕시코 채무불이행과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의해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Continental
Illinois를 비롯한 여러 개의 대형은행들이 파산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 진출의 선두주자였던
Citibank와 BankAmerica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30) 이 지침 하에서 합병 이후의 HHI가 1,000 이하면 그 은행시장은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
고, HHI가 1800을 넘어야 심하게 집중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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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가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은행시장(banking market)
의 개념도 과거보다는 훨씬 느슨하게 정의하였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예금을
상업은행 예금의 50%로 간주함으로써 기존의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집중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경제이론의 변화도 은행합병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
으로 평가된다. 소위 “new learning"이라고 불리는 시카고학파 중심의 수정
적인 견해는 독점이 초과이윤과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통
념을 비판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독점은 매우 효율적인 기업이 경쟁자들
을 완전하게 몰아낸 결과로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점에 있어서의 경
쟁기업의 수는 시장경쟁의 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었다. 또한
이 이론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보장되는 한 기업의 수와 관계

없

이 실질적인 경쟁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emsetz 1974, Baumol,
Panzar, and Willig 1982, Landes and Posner 1981). 이와 같은 산업집중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적인 이론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 이론은 1992년 법무부가 공표한 수평적 합
병 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반독점 시장
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진입자
도 포함하였다.
합병에 관한 규제의 완화와 함께 지점건설에 대한 오랜 규제도 완화되었
다. 1980년대를 통해서 각 주는 은행의 타주 영업(interstate banking)을 완화
하였다. 그리고 1994년의 리글-닐 주간은행법(Riegle-Neal Interstate Banking
Act)은 은행들로 하여금 지점의 건설을 통해 다른 주로 영업을 확대하는 것
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지점의 건설은 합병과 함께 은행규모
확대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각 주의 타주 영업에 대한 규정은 서로 달랐다.
어떤 주는 다른 주에 본사를 둔 은행지주회사가 지점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
하였고, 다른 주들은 인접한 주에 본사를 둔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호혜성
의 원칙하에 지점건설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주들은 아예 타주 은행의 직접
적인 지점건설을 허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형은행들의 규모 확대 수단은
그 은행이 위치한 주와 그 은행이 영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의 규정에 따
라 달라졌다.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도 연이은 규제 완화의 과정에서 서서히 약화되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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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방준비제도는 기존 법의 개정(Regulation Y Amendments)과 새로운
자체규정을 통해 은행지주회사의 투자자문업무 및 증권자회사 설립을 허용
하고, 증권자회사의 허용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
반에 이르러서는 글래스-스티걸법이 이미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투자은행, 상
업은행, 보험업을 아우르는 금융기관의 대형합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대
표적인 사례는 1998년 상업은행인 Citibank와 투자은행 Saloman Smith
Barney를 거느린 보험회사인 Travelers가 합병하여 Citigroup을 탄생시킨 것
이다.31) 결국은 1999년 11월에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업무의 완전한
겸업이 허용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은 66년 만에 공식적으로 철폐되었다.

8. 요약과 시사점

이 논문은 미국의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적대적인 정서와 부분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형성된 금융규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
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금융회사와 같은 거대기관에 대한 미국 대중의 반감
은 매우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 것은

미국 고유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특성에 기인한 바 크

다. 특히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적대감은 일반적인 대기업에 대한 반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돈을 이용하여 대기업들을 포
함한 미국 경제전반과 더 나아가 정치까지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인식에
서 비롯된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통하여 J. P 모건과 같은 거대금융회사들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일반기업들에 대한 지배력과 국내외의 정관계에 구축한 인맥
을 기반으로 미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의 경제적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일반 국민과 정치권이

대형금융회사와 금융업자들에 대해 지

닌 반감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서적인 적대감을 지닌 이해집단은 정치
적으로 잘 대변되어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와 강력한 규제로
표출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외면상 경제적 논리
31) Citigroup 합병은 Travellers의 보험수익이 이 회사 전체수익의 사분의 일 이하라는 점 때문에 기
존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Economis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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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익의 향상이라는 대의를 표방하였으나 많은 경우 정치적인 동기와 목
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과 정부규제의 강도는 19세기를 통해
점차 강화되어오다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와 1920년대의 호황기를 통해 잠
시 완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상업은행들은 기존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규모
를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다각화하였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의 반금융
자본정서를 다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거대금융회사와 금융업자들은
1930년대 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범죄집단으로 취급되었고, 이들에 대한 정
치적인 공격은 1930년대의 뉴딜 은행개혁으로 이어졌다.
흔히 글래스-스티걸법으로 불리는 1930년대의 은행법에 의해 연방예금보험
공사가 설립되었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강제되었으며, 금융회사
와 일반기업 간의 연관관계가 금지되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
조직이 개편되었고 은행의 금리가 규제되었다. 뉴딜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투자가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거대금융회사의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었다. 근래의 실증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금융관련 규제는 미국 금융부문의 효율성과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는 반금융자본정서를 등에 업은 정치적ㆍ이념적인 동기에 의해 금융규제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집중을 막아 시장경쟁을 제고하려는 금융규제의 기조는 1970
년경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금융기관들이 규제

를 회피하며 시장에 제공하는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혁신을 시
도하였다. 1970년 이후 발생한 대내외적인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국제금
융시장에서 나타난 경쟁의 심화는 미국의 은행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당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수합병과 업무영역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1930년대에 형성된 금융규제의 대부
분이 철폐되거나 무력화되기에 이른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금융규제의 역사는 반기업정서의 결정요인이나 그
것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우선은 이러한 시사
점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우선
반기업 혹은 반금융자본정서의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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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나 이들을 둘러싼 정치적
인 공세와 같은 정황증거를 가지고는 반기업정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반금융자본정서가 금융규제의 방향
과 구체적인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 논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금융규제의 장기적인 변화에 기초하여 반기업정서의 변화를 파악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금융규제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금융규제의 변화패턴을 통해 반기업정서의
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을 얼마나 일반
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하에 제시하는 설명은 매우 강한 추론
에 기초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내용을 일반화
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기업정서의 보다 근
본적인 결정요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인 성향은 이 사회의 문화적․종교적인 성격
을 반영한다. 미국에서 거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유독 심했던 이유로 독점대
기업이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는 특징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
러나 미국에 있어서 거대한 기관에 힘이 집중되는 데 대한 거부감의 기원은
산업화 이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사회정의나 공공정책에 대한
태도가 종교적 성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결과와 부합된
다. Fogel(2000)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반기업정서 고조와
반독점 규제의 강화는 공공선과 사회악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제3차 대각성 운동(The Third Great Awakening Movement)’이라는 종교적
인 변혁운동의 결과였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정치적 보수화와 탈규제의
움직임은 개인의 책임과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4차 대각성 운동(The
Fourth Great Awakening Movement)’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반기업정서는 정치적인 과정을 거치며 기업 혹은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로 표출되지만 반대로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의도에
의해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1930년대 미국 은행법의 제정과정은 그 좋은 예
를 보여준다. 1930년대 은행위기의 주된 원인은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적 문제
점이었지만 이 기관을 처음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글래스 의원
은 자신이 창설한 “완벽한”

기관을 비난하기 싫어했다는 주장이 있다

(Economist 1999). 이는 그로 하여금 여론을 부추겨 거대금융기관들을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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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고자 했던 유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20년대 월스트리트의 금융 스캔들은 대부분 소매금융을 담당하던
중소은행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었으나 뉴딜 금융개혁가들은 이를 대형금융
기관을 공격하는 데 이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고 추진된 공공정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해
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인 타당성과 공
익의 증진이라는 명분에 의해 포장되어 있지만 대체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
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세기 초를 통해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는 미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
히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는 실물경제의 성장을 저해한 요인으로 지적
된다.
넷째, 반기업정서는 기업 혹은 금융기관이 커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
는 시점에서 고조되고, 이들이 정부규제나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왜소
해지고 영향력을 상실할 때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를
통해 가장 강력했던 금융기관은 여론의 비난과 정부규제의 주된 타깃이 되
었다. 20세기 초에는 투자은행과 생명보험회사가 그 대상이었고, 1930년대에
는 이들과 더불어 그 이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한 대형 겸업은행들이 그 대
상이 되었다. 반면 1970년 이후 은행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이들을 구하
기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경제적인 위기가 반기업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위기의 피해자가 누
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기업과 금융기관의 고객이 피해자인 경우에
는 금융기관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반기업정서가 악화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질 희생양이 필요한 정치권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증폭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경제적 위기의 피해자로 부각되는 경우 반기업정서는
약화된다. 1970년 이후 미국 은행의 상황이 그 예로 제시될 수 있다.
끝으로, 바로 앞에 제시된 시사점과 관련되는 점은 자국의 금융기관 혹은
기업이 피해자로 부각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화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세
계화는 자국 기업 혹은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 혹은 노동자의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반기업정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1970년 이후 미국은행의 영업여건을 악화시키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가져온 것은 거시경제적인 여건 변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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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시장의 경쟁압력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다. 국내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가져오는 금융기관의 합병을 정당화하는 중요
한 논리의 하나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이다. 외국자본에 맞서기 위해
재벌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경영권 방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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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20세기 이전 영국사회의
기업관과 기업활동

송 병 건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20세기 이전 영국사회의
기업관과 기업활동

1. 머리말

세계 최초로 공업화를 이룬 영국 경제의 역사는 그간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명성을 획득한 18세기 후반부터 후발
공업국들에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지는 않은
수준을 유지했던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 그간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최초의 공업국으로서 영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경제발전을 이
루었고, 후발국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회피하는 전략을 통해 ‘따라잡기’를
추진했다는 것이 경제사의 통설이라면, 일각에서는 영국 경제가 따라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최적인 방식으로 전문화를 해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후반 영국경제는 전
반적으로 쇠퇴한 것이 아니라 금융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한 것이
며, 산업 내부에서도 자신의 여건과 비교우위에 따라 특정 생산방식을 적절
하게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한편, 영국 산업혁명기에 관찰되
는 자본공급 및 기업조직 면에서의 특징, 즉 주식회사 제도에 의존하지 않
은 기업 활동도 이와 유사한 논쟁을 경험해 왔다. 소규모 기업들이 축적한
자기자본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공급을 주로 하고
, 경영에 있어서도
가족중심의 소유-경영 일치가 두드러졌던 전형적인 영국식 기업운영 형태
는, 19세기 후반 이래 대기업 형성을 어렵게 하여 영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

- 103 -

막은 주범이라고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식 자본공
급방식 및 기업운영방식이 당시 영국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최적의 선택이었
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19세기에 초점을 두어 영국사회의 기업에 대한 관념이 어
떻게 변화하였으며, 그것이 영국의 기업 조직 및 활동, 그리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관심
사는 영국에서 주식회사제도의 도입이 늦어진 이유가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1720년에 발생한 남해회사
(South Sea Company)의 파산과 그 여파로 제정된 거품법(Bubble Act) 이래
영국 사회는 주식회사제도에 대해 불신감을 유지해 왔다. 그 후 100년이 넘
는 동안 주식회사제도는 영국 기업인의 선택범위 밖에 존재했고, 산업혁명
기의 기업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주식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1) 그리고
1825년 거품법이 폐지된 시기부터 다시 30년이 흘러서야 유한책임제를 갖춘
주식회사의 도입이 법제화될 수 있었다. 과연 주식회사제도는 일각에서 주
장되는 바와 같이 영국경제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제도인가? 아니면 주식회
사제도의 발달사는 법조계가 변화하는 경제현실을 제 때에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치지체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기업에 대한 불신이나 거부
감과 같은 사회적 태도가 입법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인가
?
자유방임주의라는 거시적 철학체계가 지나치게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독
점적 위험이 있는 기업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했던 것은 아닐
까? 본 연구는 19세기 전반부터 약 반세기에 걸친 주식회사제도의 점진적
도입과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에서 제 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서는 영국 경제의
쇠퇴 및 기업가정신의 후퇴와 관련한 연구가 그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바,
이를 토대로 하여 과연 당시 영국 사회의 기업 관념이 기업들의 조직, 운영
방식 및 생산성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
다. 그 과정에서 영국 경제와 공업부문이 진정 쇠퇴한 것인지, 쇠퇴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며, 특히 교육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제도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영국의 금융 산업이
고성장을 구가하던 때였다는 점, 그리고 영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
대해 가던 때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금융업 및 제국운영에 관계된 직종에서
확대된 기회가 영국의 제조업 부문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논
1) 6 Geo. I., c. 18. 남해회사의 파산에 관해서는 Hoppit(2002).

- 104 -

의해 보고자 한다.

2. 기업제도의 변천

(1) 주식회사의 종류와 특징

1) 주식회사의 종류
영국 기업의 역사를 중상주의 시기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영국
의 기업은 가장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파트너십(partnership)과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y)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다시 다음과
같은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2)

<표 1> 주식회사의 종류
주식회사의 종류
1. 비법인-비등록 회사
2. 왕립헌장(Royal Charter)에 의해 법인화된 회사
3. 개별적 입법을 통해 법인화된 회사
4. 특허규정을 통해 특권을 부여받은 회사
5.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른 등록을 통해 법인화된 회사
자료: Todd(1932).

첫 번째 유형인 비법인-비등록 회사는 주식회사의 다른 속성을 갖지 않았
기 때문에 그저 대규모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다. 둘째 유형은
1555년에 설립된 러시아회사(Russia Company)를 모체로 한 형태로서, 왕이
하사한 헌장에 기초하여 권한이 확립된 회사다. 셋째 유형은 의회에 입법청
원을 함으로써 법인자격을 획득하게 된 회사로서, 특히 18세기 말 운하건설
붐이 일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추진했던 회사형태다. 개별 입법을 통해 법
2)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제규조합(regulated company)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런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는 김종현(2006), 494-95면을 참조할 것. 이하의 구분과 설명은
Todd(193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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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되는 경우 기업은 법률적인 소송 및 피소송권을 갖게 되어 있었다. 입
법에 의한 법인화는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834년부터는 국왕이 특정 무역회사를 지목하여 특권을 부여하
는 특허규정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넷째 유형이 등장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844년의 주식회사법(Joint Stock Company Act)은
주식회사의 공식적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이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다섯째 유형의 주식회사다.3) 특히 1855년부터는 이 형태로 법인화된 기업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보장받게 되어 현대적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 중 첫째를 제외
한 나머지 유형들이 앞으로의 논의의 대상이다.

2)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 도입의 의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지닌 속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트너십과 비교했을 때 주식회사는 다음
과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주식회사는 법인적 속성을 지닌다. 즉 권리의 영속적 승계가 가능하
고 법인인감을 사용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의 대표를
통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권리는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부여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
어 1844년 입법 이후에는 등록된 모든 주식회사에게 권리가 부여되었다. 둘
째, 주식회사는 구성원의 숫자에 있어서 파트너십과 차이를 보인다. 1844년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구성원이 25인을 초과하거나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
한 주식의 형태로 자본이 분할되어 있는 상업적 파트너십이라고 정의된다.
셋째, 회사 구성원의 활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출자만
하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수면파트너(sleeping partner)의 수가 많
은 반면에 파트너십의 경우 그 수가 통상 2인 이하로 제한된다. 넷째, 1855
년부터 주식회사는 파트너십의 무한책임제(unlimited liability)와 뚜렷이 구
분되는 유한책임제의 대상이 되었다.4)
위의 둘째 및 셋째 특징으로 인해 주식회사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구

3) 7 and 8 Vict., c. 110.
4) 1867년부터 파트너십 가운데에는 파트너 중 일부가 유한책임을 지닌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널리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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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많으며, 따라서 주식회사는 파트너십과 비교할 때 기업의 운영내용
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
다. 구성원의 등록, 정관의 설정, 변경사항 등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주식회사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게 된다.

(2) 주식회사제도의 확산

1) 주식회사의 증가
19세기 전반 주식회사의 설립 상황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가용한 기
록을 통해 재구성을 해 보면, 몇 차례의 경제적 붐과 함께 주식회사 설립의
물결이 고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거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1825년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최초로
발생한 호황의 시기이기도 했다. 1824-1825년 장밋빛 경기 전망과 더불어
624개의 기업이 비법인회사의 형태로 설립을 추진했다. <표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광업, 증기선 운항, 운하/철도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설립 붐이 일었다.

<표 2> 1824-1825년에 설립된 기업
업종
투자
운하/철도
광업
보험
건설
가스
무역
증기운항
식량
기타
합계

기업 수
28
54
74
20
26
29
11
67
23
292
624

자본금(파운드)
52,600,000
44,051,000
38,370,000
35,820,000
13,781,000
12,077,000
10,450,000
8,555,500
8,360,000
148,108,600
372,173,000

자료: English(1827)

그러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중 실제로 설립된 기업의 수는
5) 이하의 내용은 Taylor(2006)을 주로 참조하고 다른 문헌자료들로 보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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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총 127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도 현격
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1825년 거품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제도의 전면적인 수용을 사회가 용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거품법
의 폐지 이후에도 주식회사의 기본적 특성을 완비한 기업형태가 영국경제에
도입되기까지는 30년이 더 지나야만 했다.

<표 3> 1824~1825년에 설립되어 1827년에 존속한 기업
업종
보험
광업
가스
기타
합계

기업 수
14
44
20
49
127

액면가(파운드)
28,120,000
5,455,100
2,162,000
5,321,850
102,781,600

현재가치(파운드)
1,606,000
2,927,350
1,504,625
3,265,975
9,303,950

자료: English(1827)

1834~1837년의 경기호황 때에는 또 한 차례의 주식회사 붐이 일었지만,
역시 불발 또는 단명에 그친 기업이 많았다. ‘철도광’ 시대로 알려진 이 시
기에는 철도와 광업이 회사설립 붐을 이끌었다.

<표 4> 1834-1837년에 설립된 기업
업종
철도
은행
보험
광업
운하
증기운항
투자
가스
운송
장묘
신문
기타
합계

기업 수
88
20
11
71
4
17
5
7
9
7
6
55
300

자본금(파운드)
69,666,000
23,750,000
7,600,000
7,035,200
3,655,000
3,533,000
1,730,000
890,000
500,000
435,000
350,000
16,104,500
135,248,700

자료: Parliamentary Papers(1844)

1840~1844년에는 의회에 주식회사설립을 청원한 기업의 수와 입법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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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기업의 수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 법안 수로는 철도가 1위, 그
리고 항구/부두/선창/어업이 2위를 차지했으며, 입법성공률은 운하/운항/
도선이 1위를 차지했고 철도가 그 뒤를 이었다. 비록 1820년대에 비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투기적 요소가 다소간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입법성공률로 판단할 때 여전히 의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주식회사제도에 대
한 확신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1840~1844년에 의회에 청원된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민간 법안과 입법성공률
부문
운하/운항/도선
철도
시장/교량/장묘
가스/수도
‘기타’ 회사
항구/부두/선창/어업
합계

법안 수
35
188
49
63
77
115
527

통과건수
28
137
34
41
49
64
353

성공률(%)
80
73
69
65
64
56
67

자료: Companion to the Almanac (1841-1845)

1844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주식회사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해에 등록된 회사는 965개였다. 그러나 이 중에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1856년에는 실제 존재한 주식회사가 약 700
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수는 1858년에 약 1,000개, 1864년에 약 2,000
개를 거쳐 1883년에는 약 7,800개로 증가했다. 그리고 1889년에는 약 11,200
개, 1907년에는 39,600개에 이르렀고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약
58,000개에 도달하였다.6) 1850년대까지도 실제로 개업 중인 주식회사의 수는
약 1,000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1860년대 이후에 가서야 증가세에 가속
도가 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장 주식의 가치를 보여주는 <표 6>은 기업주식의 비율이 1853년
에 전체 주식가치의 1/4에도 못 미쳤으며 1883년에 조차 1/2 이하였음을
말해준다. 기업 주식의 가치는 1853년에 3억 파운드 이하였으며, 10년 후에
6) 크게 보아 20세기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1885년을 기준으로
보면 1인기업과 공익기업을 제외한 ‘주요 기업조직’의 90% 이상이 파트너십의 형태였다.
Taylor(2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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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억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187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액수가 10
억 파운드를 넘게 되었다. 왜 당대 세계 최고의 선진경제가 주식회사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것일까?

<표 6>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명목가치, 1853~1883
(단위: 백만 파운드)
주식의 종류
정부 주식

1853년 초
923

1863년 초
1,073

1873년 초
1,345

1883년 초
1,897

(비율)
기업 주식

(76%)
292

(67%)
531

(59%)
925

(52%)
1,745

(비율)
합계

(24%)
1,215

(33%)
1,604

(41%)
2,270

(48%)
3,641

(비율)

(100%)

(100%)

(100%)

(100%)

자료: Morgan and Thomas(1969), p. 28 2.

2) 주식회사의 존속률
설립이 계획된 주식회사가 모두 설립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으며,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장수를 한 것도 아니었다. 많은 기업들이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 <표 7>이 보여주듯이, 1859년에 영업 중이었던
주식회사 중 중 72%는 1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이었으며, 존속연수가 2년인
기업의 비율은 67%, 3년인 기업의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시간이 경과하
면서 이 비율을 상승했다. 존속연수가 1년인 주식회사의 비율이 1864년에는
81%, 그리고 다시 1880년에는 92%로 증가했다.

<표 7> 주식회사의 존속률, 1859-1880
존속연수
1
2
3
4
5
6
7

1859
72
67
64
-

1864
81
77
68
58
47
45
41

자료: Todd(1932)

- 110 -

1880
92
81
58
-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존속률은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가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도 매우 높은 위험도를 수반했음을 말해준다. 주식회사에
대한 영국 사회의 미온적 태도는 이러한 위험성이 남해해산 파산의 어두운
과거를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제 주
식회사 제도의 변천사와 더불어 영국의 정치가, 학자, 기업가, 그리고 여론
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으며, 언제 어떤 이유로 태도에 변화가 생겼는지 상
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기업관의 변화와 기업조직의 변화

(1) 19세기 전반까지의 사회적 태도

1) 중상주의 시기의 기업
16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여러 법인들이 이윤추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러시아회사(Russian Company, 1555년에 건립), 레반트회
사(Levant Company, 1581년 건립),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1600
년 건립), 허드슨만회사(Hudson's Bay Company, 1670년 건립), 왕립아프리
카회사(Royal

Africa

Company,

1672년

건립),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1711년 건립)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주로 해외무역에 주력하는
이 법인들에게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법인 고유의 여러 특권뿐
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무역권이 부여되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의 등장은 곧 국가권력의 양보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의 최대
근거는 ‘공익(public interest)’에 있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정부가
개입의 축소로 인해 입게 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선택 기
준이었다.
이미 1690년대부터 기업가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대규모의 파
트너십-비법인회사-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집단
으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으나 신탁을 통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정부는 초기에는 이들에 대해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이런 조직들의 공익성에 대한 회의가 커져 갔다. 1710년대에 설립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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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더욱 본격적으로는 1720년 거품법이 통과된 이
후에, 정부는 법적 승인을 동반하지 않은 비법인회사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
하였다.
비법인회사의 활동에 대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비법인회사의 경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잠재적 투자
가들은 이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고,
다른 이들은 기업의 부실화가 초래할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불안감을 가졌
다. 입법가와 학자들의 견해도 이와 맥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18세기 말
아담 스미드(A. Smith)는 『국부론』에서 이 기업들이 본질적으로 독점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의 자본이 요구되는 무역활동으로 국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7) 많
은 당대인에게 이 기업들은 '중상주의적 부담(mercantilist burden)'으로서
특권, 독점력, 비효율 및 구식 부패체제(Old Corruption)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8)
여기에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복음주의의 부활(evangelical
revival)이라는 종교적 환경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금전적 엄
밀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별 책임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해 반
발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9)

2) 19세기 전반의 상황 변화
주식회사가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주식회사의 기능과 가능
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9세기에 들어서면서였다.10) 1825년 거품법이 폐지
되면서 주식회사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많은 기업가들의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1830년대와 1840년대 철도건설 붐에 따라 수많은 주식회사가
등장하자, 이 기업들이 야기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갔다. 또
한 당시까지 영국의 경제발전의 주춧돌이라 여겨져 왔던 개인 기업이 쇠퇴
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확산되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는 기
업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할 ‘비영국적인’ 제도라는 여론이 비등하였다.11)
7) Smith(1776).
8) Harris(2000).
9) Hilton(1998).
10) Mirowski(1981), 559-77면.
11) Taylo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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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주식회사는 19세기 중반까지도 구성원들의 집합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즉 회사(company)는 모험가 집단(a company of adventurers)
이나 재산가 집단(a company of proprietors)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미
국에서 법인(corporation)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사실과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법인과 비법인을 통칭하여 회사라는 용어를 더 널리
사용하였는데, 이런 언어사용의 차이는 개인의 집합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
한 영국적 경제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2)

<표 8>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에게로 확장되어야 하는가?’
파트너십법에 대한 왕립위원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견해
직종
상인/ 제조업자
법조인
은행가
학자/의회의원

예
17
9
3
7

아니오
18
6
14
0

거주지
런던
런던 제외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18
9
5
4

15
11
10
2

합계

36

38

자료: Parliamentary Papers(1854)

이때부터 약 30년에 걸쳐 영국 경제는 수익처를 찾아 안정적 방법으로 투
자를 하고자 하는 자본공급자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주식회사제도 옹호세력
과 섣부른 주식회사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투기과열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과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표 8>은
1854년 주식회사에게 유한책임을 부과하려는 입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왕립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출석한 증인들의 견해는 찬반
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많은 경우 직종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13) 19세기 중반까지도 주식회사가 사회적 악영향을 피하고 바
12) 영국에서 법인세의 도입이 늦어진 것도 이런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aunton(2001), 210-11면.
13) 은행가들이 반대편으로 기운 것은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은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한편 학자와 의회의원들이 모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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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방식의 자본 확보 채널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당대인의
견해가 얼마나 갈라져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주식회사를 둘러싼 논쟁과 해석

1) 주식회사 발달사의 해석
주식회사제도의 발달사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서구 경제제
도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일련의 연구들이 제시한 주장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719-1720년의 투기과열과 거품붕괴의 결과로 제
정된 거품법은 1825년 새 붐 속에서 폐지될 때까지 1세기 이상 영국의 경제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입법부와 사법부는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여 주식회사의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1830년대 휘그당이 주도한 입법은 미온적 성격을 띠었고, 주식회사
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은 185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지
게 되었다.14) 헌트(B. C. Hunt)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발달사는 개인
기업을 선호하는 사회적 강력한 편견에 대해 백여 년에 걸친 지속적이고 점
진적인 압박의 역사였다.15)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850년대에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법적 인정은 자유
방임주의 및 자유무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당대의 곡물법, 항해법,
고리대법 등 규제와 특권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제도들의 폐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로의 전환 추세가 변화를 가능
케 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휘그적 해석(Whiggish interpretation)은 그 후 기업사의 주류
적 해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해석은 역사에 대해 지나치게 합목적적이고
단선론적인 진보사관으로 해석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유용한 비판으로
힐튼(B. Hilton)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유한책임제도가 정치 및 사회제
도의 이성적 진보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특정한 이념적 태도를
보유한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귀결이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
에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 대한 대중적 여론을 반영
을 표시한 것은 당시 논쟁의 강도를 놓고 볼 때 의외로 보인다.
14) Shannon(1931); Todd(1932); Postan(1935); Evans(1936).
15) Hunt(1936), 129-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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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16) 이제 19세기를 거치면서 주식회사의
전면적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불거진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우려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특히 유한책임제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다양한 논리가
눈길을 끈다.17)

2) 우려의 원천
① 신뢰와 품성의 파괴
영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치를 인정해 온 파트너십에 기초한 경제체제의
기저에는 신뢰(credit)와 품성(character)이 양대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업
성공의 열쇠는 상업적 신뢰에 있고, ‘평판의 흐름으로서의 신뢰’가 없으면
서로를 아는 면대면 관계를 넘어선 거래가 불가능하다.18) 시장경제는 수요
와 공급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형성되고 작동하는 비인간적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도덕경제(moral economy)’의 조각들이 잘 짜맞추어져서 전체를 형
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핀(M. Finn)이 주장하듯이 소비자의 신뢰는 생산자
의 개인적 품성이 없다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은 도덕성에
의해 궁극적으로 규제되는 것이다.19)
전형적인 파트너십에서 각 파트너는 조직의 재산에 대해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한 파트너의 행위는 다른 파트너를 구속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구
성원 간에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성공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한편 영국의
법률은 파트너십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개인
의 총합이라고만 인정한다. 따라서 파트너십 하에서 구성원은 자신의 행동
뿐 아니라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마지막 실링과 마지막 에이

커까지’ 책임을 진다. 이 무한책임제야말로 신뢰와 품성에 기초한 가장 ‘영
국적인’ 경제체제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한책임제에 기초한 주식회
사의 도입은 이러한 덕목을 말살하고 ‘오직 금전만이 소유자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되는’ 경제로의 개악을 의미한다.20)
16) Hilton(1988), 11-12면. 유사한 맥락에서 Alborn(1998)은 대규모 주식회사들이 이윤 극
대화를 위해 어떻게 주주, 고객, 근로자 등에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는가 하는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7) Taylor(2006)에 크게 의존함.
18) Muldrew(1998), 7면.
19) Finn(2003). 또한 Davidoff and Hall(1992). 도덕경제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는
Thompson(1991).
20) The Times, 1840년 10월 9일자 및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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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가르침과 사고방식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런던 씨티의
은행가였던 길버트(J. W. Gilbert)의 기업관이 좋은 예가 된다. 그는 기업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책임과 의무를 지닌 도덕적 행위자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기업은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없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은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그 방법도 금전적 이익 또는 손
실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속적인 구원과 처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개인에 비해 기업의 행위는 저급한 속성을 지니게 되고 따라서 실
패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가 기업의 이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적시한 바는 당시 기업들이 자주 저지른 비도덕적 행위를 예시해 준다.21)

기업설명서에 틀린 사항을 기재하지 마라.
의회 위원회를 속이기 위해 계산을 틀리게 하지 마라.
자기회사 주식의 시장가치를 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마
라.
연례보고서에 진실만을 담아라.
……
자금 부족으로 너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난한 이에게 법적 시비
를 걸지 마라.
법적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수많은 탈법과 편법적 행동이 행해졌는데, 1844년 의회에 구성된 특별위
원회는 그중 대표적인 방법들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22)

허위이름의 기재
본인의 승낙 없이 유명인사의 이름 무단 도용
기업설명서 허위기재와 과장광고
신문에 실제 개최되지 않은 회합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게재

21) Gilbert(1856), Taylor(2006)에서 재인용.
22) Parliamentary Papers(1844), ix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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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개최의 방해
주식양도기록의 위조
허위투표권의 사용
분식회계
부당한 배당 책정
기업의 신용도 부족을 가리기 위한 유명인사의 고용

② 도덕적 해이
아담 스미드는 주식회사제도가 필연적으로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
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
신의 돈이 아니라 남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파트너십에서 파트너
가 자신의 돈에 유념하는 만큼 주식회사의 이사가 남들의 돈에 신경을 쓰리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런 회사에는 ‘태만과 낭비’가 항상 만연
하게 되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23)

개인은행과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의

건축물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주식회사 건물이 의도적으로 훨씬 크고 웅
장하고 화려한 형태를 띤다. 주식회사는 개인적 접촉의 부재를 보충하기 위
해 건물의 규모와 장식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며, 이런 속성은 또한 이 기업
의 영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고객과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도 노린다. 실제로는 이러한 비용증가와 규모의 불경제적 요소가 기업
의 수익성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을 바꾸기는 어렵
다.24)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이러
한 문제에 대해 학자들뿐만 아니라 법률가와 언론인, 기업가들도 잘 이해하
고 있었다. 주주들은 유권자로서의 임무를 점차 망각하게 되고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어렵다
. 또한 주주는 주주
총회에서 비중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반면 이사들은 대리투
표 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컸다.25)

23) Smith(1766).
24) Black(2000).
25) Pears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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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함과 엄격함은 빅토리아 치세의 중산층이 지닌 대표적인 덕목이었다.
이에 반해 태만과 사치와 낭비는 귀족적 품성으로서 구식 부패체제
(Old
Corrupt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주식회사제도는 중산층 기
업가의 미덕을 갉아먹는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자주 표출
되었다.26)

③ 부실화의 우려
도덕적 해이가 심한 기업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830년대 철
도건설 붐 속에서 다수의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을 했고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어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철도건설비
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었고, 경영진들은 의회에 로비를
하여 운임의 인상을 도모했다. 결국 주식회사 경영의 부실이 초래한 부담을
소비자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다.27)
부실이 심화되어 파산에 이른 경우도 많았다. 투기광풍이 수그러들고 나
면 투자가들은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기업은 자본의 부족으로 허
덕였으며 은행도 결국 파산의 길을 가게 되었다. 다시 상인과 제조업자의
활동은 위축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쇄
효과로

인해

빅토리아기

파산의

이미지는

‘사회적

묵시록(social

apocalypse)'과 같은 것이었다.28)

④ 기술력에 대한 과장과 기만
주식회사는 실제 보유한 기술보다 우월한 기술을 가진 듯이 주주나 고객
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산업혁명의 전개와 더불어 발명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잠재적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으게 되면서, 과장 및 허
위광고를 통해 기만과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당시에 발표된 풍자
화 속에는 이런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 적지 않다. 그 한 예가 <그림 1>로
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편승하여 기만적 발명 아이디어로 투자가를 현혹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벵갈까지 직행하는 대형튜브회사'를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운송기구의 응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지성의 행
26) Taylor(2006).
27) Hansard(1836), 980-87면.
28) Weiss(1986),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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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March of Intellect)‘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발명을 빙자한 기만사례가 빈번하자 의회는 1830년대 주식회사의 사기사
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사기
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를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된 조치에 의해 주식회사는 겉만 번드르르한 소형 발명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런 회사에는 제
빵회사, 제화회사, 시계제조회사 등이 포함되었다.29)

<그림 1> William Heath, ‘March of Intellect' (1829)

⑤ 경쟁의 훼손과 독점의 폐해
빅토리아기 최상의 시장형태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자유방임적 경쟁시장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식회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려 요인 가운데
하나는 주식회사의 광범위한 확산이 독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에 기
29) Parliamentary Papers(1844),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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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고 있었다. 소규모 상인들의 경쟁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던
경제체제가 대규모 주식회사의 순차적 설립에 의해 붕괴되고 나면, 소비자
들의 후생은 ‘자본가들의 결사체’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농
후하다는 우려가 따랐다. 즉 판매량 축소와 가격인상 등 독점화의 전형적인
폐해가 대두하리라는 것이다. 독점적 생산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영국 자유경제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요소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영국의 정치가들이 정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주식회사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30)
독점에 대한 우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고실업 상황에서 특히 강하게
표출되었다. 기업에게 소송관련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조차도 여론의 저항
에 직면했던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31) 이 시기에는 특히 독점력을 강
화해 가는 주식회사가 중상주의 시기 국왕으로부터 배타적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들의 이미지와 동일시됨으로써 여론의 표적이 되었다. 자유방임주의는
‘친시장’주의에 가까운 모습을 지닌 것으로서, 지나친 ‘친기업’ 성향이 ‘반소
비자’주의로 귀결될 위험에 대해 당대인들이 경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⑥ 종교적 정당성의 결여
복음주의적 사회관은 인간이 보상과 처벌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으로, 정
직하고 근면하게 행해진 노동은 보상받아야 하고 반대로 태만함은 징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19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사회의 종교적 통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빅토리아 시기의 중요한 종교
적 생활지침이 되었다.32)

주식회사는 힘든 노동과 이에 부응하는 정당한

보상과의 연계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주
주들은 기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투자가로
서만 관여하게 되므로, 이들에게 주식회사는 ‘나태하게 돈 버는 수단(a
means of making money in idleness)'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33)
많은 사람들이 투기는 무신론적 활동이라고 간주했다. 이제 투기는 단지
경제적 무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무신론과 철학적 회
의와
30)
31)
32)
33)

연결되었다. 1930년대부터 활동이 두드러졌던

Trenchmann(1998).
Harris(1997).
Hilton(1998), 259면.
The Times, 1840년 10월 9일자, Taylor(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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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

경제학자

(Christian economist)'들도 건전한 경제활동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활동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정직한 노동과 부정직한 투기의 대비는 한
층 강조되었고, 주식거래소는 탐욕과 비도덕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34)

(3) 사회적 인식의 변화

1) 사회개혁운동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커다란 변화
를 맞이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폐해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더 많은 관심
이 모아졌다.35)
주식회사제도의 광범위한 도입을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유한책
임제를 포함한 제도의 확충을 통해 큰 액수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19세기 중반 영국에
서는 주식회사 제도의 교육적 효과, 특히 그간 경제활동에서 부차적 역할만
을 해 온 계층에 대한 대중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
다.36)
과거에는 기업투자가 노동자와 여성에게는 특히나 맞지 않는 위험도 높은
경제활동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나 1840년대부터는 이 견해에 균열이
생겼다. 저명한 사상가 밀(J. S. Mill)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그의 지지에 힘입어 다수의 여성들이 주식회사 형태
로 기업설립을 추진하였다. 한편 밀은 노동자들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1830년대부터 노동계급의 선거권 쟁
취에 주식회사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심해 온 차티스트 운동가
들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1850년대에 주식회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크
게 고조되었다.37)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런 고려가 얼마나 중요했는가에 대해
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최소한 여성과 노동자 집단의 일부에서 주식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런 변화가 주식회사
34) Hilton(1998), 122-23면. ‘크리스찬 경제학’ 또는 ‘크리스찬 정치경제학’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Warweman(1991)를 참조.
35) Itzkowitz(2002).
36) Loftus(2002); Taylor(2006).
37) Mill(1848); Gammage(1969); Schwarzkopf(1991); Loftu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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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진영에 힘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2) 정부 시각의 변화
힐튼(B. Hilton)은 주식회사를 둘러싼 새 입법이 정부가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에 중대한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라고 알려진 필(R. Peel) 추종자들은 전통
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경제관을 견지했다. 이들은 투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신중함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유한책임제의 입법화에 대해 반
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파머스톤(Palmerston) 정부(1차 1855-1858, 2차
1859-1865)는 이런 가치관과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경제성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힘을 얻었다.38)
1830년대부터 급속히 건설된 철도 네트워크와 증기선회사들의 성공적 여
객선 운영은 영국 경제의 운송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전신선의 부설은 통
신 네트워크의 확장을 낳았다. 운송과 통신 부문에서의 가시적 성과는 주식
회사제도의 잠재적 장점을 대중에게 설득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했
다. 확장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책이 마련되기에 유리한 기반이 조성된 것이
다. 이런 배경 하에 양질의 기술력은 양질의 자본과 만나야만 그 현실적 효
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널리 확산되었다. ‘모든 와트(Watt)가 볼
튼(Boulton)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9)
1851년에 개막된 만국박람회(Great Exhibition)은 확장주의적 견해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만국박람회를 통해 영국은 기술수준을 세계에 과시
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국박람회는 국가들이 서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기술의 도임을 도모하고, 새 기술을 개발하는 국제적 경쟁
을 촉발한 행사이기도 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점차 도입되고 있는 주식회
사 제도의 잠재적 위력을 실감하면서 영국의 정책입안가들은 후발국과의 경
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국 기업의 조직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40)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간 국내 자본이 해외로 투자처를 찾아 유출되는 상
황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해외 기업으로의 투자는 영국의 경쟁국들의 경
38) Hilton(1998); Ziegler(2003).
39) Parliamentary Paper(1851), 25면.
40) Freedeman (1993); Seavoy(1982); Mey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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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및 군사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형성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주식회사제도의
정비를 통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정부가 갖는 것
은 당연한 일이었다.41)
이상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1850년대 들어 유한책임제를 포함하는 주식회
사제도의 광범위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본
조달 상의 편의성, 여성과 노동자층의 경제교육과 경제적 지위향상에 유리
하다는 견해의 확산,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확장주의적 정부의 출현, 후발
국의 경제적 및 기술적 추격에 대한 경계심 등이 결합되면서 1855년의 유한
책임제 도입 입법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4. 진실 혹은 신화: 기업가정신의 쇠퇴

(1) 경제 쇠퇴 논란

1) 19세기 후반 영국의 공업과 경제
1970년대 이래 장기적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등장한 위너(J. M. Wiener)의
주장은 수많은 학자와 정책입안자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세기 말 영국
경제의 쇠퇴가 발생했고 특히 공업부문에서 지체가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
이어 그는 낮은 경제적 성과의 핵심적 원인으로 영국의 기업가들의 ‘신사화
(gentrification)’ 경향을 지적했고, 그 배후에 퍼블릭스쿨(public school)과 옥
스브리지(Oxbridge)를 통한 교육의 반기업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내용과 평가는 다음 절로 미루고 여기서는 우선 과연 영국의 경
제, 그리고 공업부문은 쇠퇴했는가에 대한 경제사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기
로 한다.
19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영국 경제의 지위는 후발 공업국, 특히 독일과
미국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이 명확했다. 예
를 들어 1890-1900년 사이에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1%로서, 경쟁국인 독일

41) Taylo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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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5%나 미국의 3.9%에 비해 분명 뒤쳐져 있었다.42) 그러나 제 1차 세계
대전까지 영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자 자본수출국으로서의 선도적 지위
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기초하여 금본위제와 다각적 결제망의 원활한 작
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른바 ‘세계화의 첫 물결’ 시기에 영국경
제의 선도적 역할이 핵심적 중요성을 지녔다는 점에 대부분의 경제사학자들
은 동의한다. 따라서 영국 경제의 지체 여부에 대한 평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마련이다.43)
논의를 영국의 공업으로만 한정한다면, 많은 경제사학자들이 당시 영국
경제가 공업생산 면에서 상대적인 쇠퇴를 경험하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
리고 그 원인으로 기술교육 공급체계의 결여, 지나친 자본수출, 가족중심의
기업 경영방식,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의 부족, 노동과의 일시적 타협의 성공
이 낳은 신기술 도입상의 난점 등을 든다.44)
그러나 영국의 공업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 직면하고 있었던 사회
적, 경제적 상황을 가장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특화하여 나갔으며 그
결과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45) 기업들이 수요패턴의 변화를
적절히 감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 성공적이었
다는 주장이다.46) 그러나 공업 생산능력을 종합해 볼 때 영국이 경쟁국에
비해 장기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 및 생산조직 상의 혁신에 뒤쳐진 영국 기업가
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원인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영국 공업의 쇠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영국 경제 전체의 쇠퇴로 보
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여러 경제사학자들이 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캐
인(P. J. Cain)과 홉킨스(A. G. Hopkins)의 신사자본주의론(Gentlemanly
Capitalism)은 19세기 영국경제사가 산업자본 세력과 금융자본 세력 간의
세력대결의 역사였으며, 그 과정에서 후자의 우위가 관철되어 간 것이라고
42) Rubinstein(1993).
43) 송병건(2005); 양동휴(2007).
44) 이영석(1995), 225-27면.
45) Floud(1981).
46) 예를 들어 철강업에 대해서는 독일과 미국에서 철도 및 건설자재로 널리 사용되는 저급강
생산을 위해 베세머 제강법이 널리 채택된 데에 비해, 영국 기업들은 선박용 강판과 같은
고급강의 생산에 기술적 우위가 있는 산성평로법을 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Elbaum(1986). 이에 대해 영국 기업가들이 철광석 선택을 잘못하여 독일 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Wengenroth(1994). 한편 Payne(1990)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혁신기술이 도입을 회피한 영국 기업가의 해위가 반드시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124 -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공업은 기업가의 태도나 기술선택상의 실패로
인해 쇠퇴를 겪게 된 것이라기보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금융자본 세력이 자
신의 이익 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힘을
구사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47)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루빈슈타인
(W. D. Rubinstein)은 영국 경제가 공업경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업경제
에서 상업경제로 곧바로 이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48) 이와 맥을 같이 하면
서 설명의 범위를 문화적인 차원까지 확대한 것이 바로 위너의 주장이다.

2) 기업가의 신사화
위너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공업이 쇠퇴했으며 그 근본적 이유가 ‘기업가
정신(industrial spirit)'의 후퇴에 있다고 설파했다. 퍼블릭스쿨과 옥스브리지
의 인문학 중심적 교육과정을 통해 중산층 자제들이 신사화함으로써 산업적
에너지의 누수가 초래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49)
영국 경제의 현실과 퍼블릭스쿨의 괴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교과과정에
서 어떤 형태의 과학과목도 부재했다는 점이다.50) 그 결과 장차 유망한 기
업가가 될 수 있었던 동량들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근대적인 활동에 흥
미를 느끼지 못하고 낭만적이고 복고적인 향수와 종교적인 열의에 심취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능의 출혈(haemorrhage of talent)'은 퍼
블릭 스쿨이 중산층 자제에게 입학 문호를 넓혀 가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
었다.

퍼블릭스쿨들은 점차로 진입장벽을 낮춰갔다. 그러나 가족배경이 상업 및
공업 쪽에 있었던 학생들은 그들의 배경과 계급을 부인하는 한에서만 입학
이 허용되었다. 아무리 많은 기업가의 자식이 입학들 하든 상관없이 이 학
교에서 배출되는 미래의 기업가는 극소수였으며, 배출된 기업가도 더 이상
생산과 이윤에 대해서만 전념하여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화 ’된 사람들
뿐이었다.51)

47)
48)
49)
50)
51)

Cain and Hopkins(1986, 1987).
Rubinstein(1987, 1993).
Wiener(1981), 97면.
Wiener(1981), 17면.
Wiener(198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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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스쿨이 배출하고자 지향했던 인재상은 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인재상으로 연결되었다. 중세대학에 뿌리를 둔 이 보수적 대학교
들에게 있어서 영국 사회를 장차 이끌 엘리트들에게 ‘이기적’인 기업 활동이
낳을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학문을 교육하는 것은 용인하기 힘든 일이었
다.52)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중산층의 잠재적 전문가집단은 귀족과 신
사층이 지닌 이상을 흡수하여 자신의 미래 커리어에 대한 설계의 방향을 재
조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아
니라 비영국적인 것으로 그 성격이 재규정’되었다.53) 1851년에 이미 영국 인
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했지만, 목가적 농촌 환경에 대한 이상화는
당시 영국사회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사회의 물질우선주의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한 보존주의(preservationism)는 신사층과 전문가층 모두에
게 크게 어필했다.54) 그리하여 '우리 영국은 정원이다(Our England is a
garden)'라는 인식이 영국과 영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기에 이르렀다.55)
퍼블릭스쿨이 보유한 인재상은 명예와 대중적 리더쉽 등 귀족적 이상으로
채색된 분야에서 활동할 사람들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업종으로는
군인, 법조인, 공무원, 정치가 등을 들 수 있었다. 특히 1880년대부터 영제국
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할 관료 및 군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퍼블릭스쿨 학생들은 장래의 희망직업으로서
이 분야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직종은 금융이었다. 그들
에게 있어서 금융부문의 큰 장점은 공장과 기계를 상시적으로 접하지 않으
면서도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신사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씨티(City)는 공업과는 달리 ‘신사가
되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56)
위너의 주장은 경제적 쇠퇴의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인 1980년대 초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의 주장은 다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동조를 받았다. 예를 들어 바넷(C. Barnett)은 19세기 중반
52) Robbins(1990), 9면. 기업과 생산활동에 대한 학계의 이러한 분위기는 케인즈에게까
지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92 면.
53) Wiener(1981), 88면.
54) Wiener(1981), 68-70면.
55) Wiener(1981), 158면.
56) Wiener(1981), 145면; Bergoff(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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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퍼블릭스쿨의 교육내용과 거기에 담긴 도덕적 기획을
분석했다. 퍼블릭스쿨의 관심사는 ‘당대 세계의 혼탁한 현실과 진정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이탈하였고, 과학을 무시하고 대신에 종교학과 고전에 담겨있
는 도덕적 훈시, 기사도적 규범 및 이상화된 인간형을 선호’했다.57)

(2) 기업가정신 쇠퇴론의 비판과 재검토

1) 비판의 근거
그러나 모든 역사학자들이 위너의 견해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위
너의 주장이 지나치게 단순한 분석과 인상에 치우친 평가에 의존한다고 주
장했다. 우선 손더슨(M. Saunderson)은 퍼블릭스쿨과 옥스브리지에 대한 위
너의 논의가 지나치게 편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대학생들 가운
데 옥스브리지에 속한 학생은 제한적이었고, 나머지는 런던대학교 및 영국
의 남부, 중부 및 북부 각지의 지방대학교들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대학교들이 옥스브리지와 유사한 인재상을 강조했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공립대학(civic university)들 중에는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사례가 많았으며,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체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손더슨의 주장에 따르면 1880년과 1914년 사이에 공립학교의 이공
계 학과들과 기업 간에는 과거 및 향후 어느 때보다도 강한 협력관계가 존
재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19세기 말에 버밍햄대학교와 브리스톨대학교 졸
업생의 3분의 1, 그리고 뉴캐슬대학교 졸업생의 절반이 기업가가 되었던 것
으로 나타난다.58)
둘째, 위너는 당시 문학작품에서 표현된 반산업적 경향을 자주 언급하였
는데, 문학적 표현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은 위
험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왔다. 또한 자조(self-help)와 독립심
(dependence)의 고취를 통해 친산업적이고 친기업적인 분위기 조성에 일조
를 한 작품도 많다는 사실도 지적되어 왔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반
기업적 색깔을 지닌 문학작품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는 점도 강조되어
왔다. 위너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편중되게 수집하였다는 것
이 비판의 핵심이다.59)
57) Barnett(1986), 14면
58) Saunderson(198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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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너가 주장한 대로 중간계급의 젠트리화(gentrification of the
moddle class)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귀족층의 부르주아화(bourgeoisification of the aristocracy)도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기업가 계층이 지주중심적 가치관을 전면적
으로 수용하는 현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역방향의 움직임
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사화가 반드시 산업주의와 배치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공장주들이 지역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
고 온정주의적 유지로서 활동하는 모습은 흔치 않게 목격되었는데, 이런 활
동은 기업활동과 결합하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았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60)
넷째, 루빈스타인은 영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적 전통이 다른 나라에 비
해 반자본주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영국적 문화의 핵심적 요소로 강
조되는 경험주의, 타협, 중용, 합리성, 정확성 등의 덕목은 오히려 친시장적,
친기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61)
마지막으로, 엘보움과 라조닉(B. Elbaum and W. Lazonick)은 20세기 초
영국경제의 쇠퇴의 근본 원인을 경제적 의사결정권자들이 기존의 제약을 타
파해 갈 개인적 및 집단적 수단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영국이 지
닌 근본적 문제점은 문화적 가치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개인 기업가들의 무
능력에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이 가치들을 강화하고 경제적 혁신을 위한 개
인적 및 집단적인 경제적 노력을 방해하는 일단의 제도적 구조경직성
’에 있
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영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규제
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of the self-regulating market)’
이 아니라 ‘조율된 통제력을 가진 보이는 손(visible hand of co-ordinated
control)'이었다는 것이다.62)

2) 재검토
이상에서 검토한 위너에 대한 비판은 그의 기업가정신 쇠퇴론이 지나치게

59) Raven(1989). 한편 Coleman(1 984)은 공업화 이전에도 기업 활동에 관해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널리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여론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
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라고 지적했다.
60) Robbins(1990), 12면.
61) 이영석(1995), 236-7면.
62) Elbaum and Lazonick(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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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 설명—영국적 문화와 제도가 영국 기업과 경제의 쇠퇴의 핵심적
원인이다—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너의 주장
의 강도를 약화시켜 영국적 문화가 영국 기업의 성과에 ‘일정한 정도’ 부정
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그의 주장이 제시한 사항들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19세기 후반 영국의 상층 생활에 있어서 퍼블릭스쿨의 역할은 분명
히 지대했다. 비록 인구상으로 국민의 5% 이내만이 퍼블릭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퍼블릭스쿨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형이 영국 문화의 전형
을 이루었고 그 파급 범위가 매우 폭넓었다는 데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63)
또한 당시 영국 사회에서 기술습득의 주된 채널은 도제제도와 현장훈련을
통한 전파였다. 1860년 이후 과학수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지원책
은 아주 제한적이었다.64)
실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상공업계급이 정치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한 적이
없음도 사실이다. 콥든(R. Cobden)이나 브라이트(J. Bright)는 19세기 중반에
이것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실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1830-1868년에 각료를 지낸 자가 총 103명이었고 1868-1896년에 그 수가 총
150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앞의 시기에 56명, 그리고 뒤의 시기에 76명이
귀족 또는 그 방계혈족 출신이었다.65) 하원에서 경제계는 어느 정도 대표성
을 가졌고 경제계와 정치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이어졌지
만, 경제계 인사가 정부를 직접 이끈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적 효율성(national efficiency)'이나 ’영국주식회사(Great Britain Ltd)‘와
같은 표현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권와 경제계의 관련성의 사례로는 솔즈버리경(Lord Salisbury)이
나 그레이(E. Grey)가 철도회사의 이사를 역임하였다는 사실 정도였다. 즉
영국의 정치는 실제로 지극히 ‘정치적’이었던 것이다.66)
영국 경제의 쇠퇴는 개별 기업가의 역량부족이나 문화적 특질 때문이라기
보다는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에 더 기인한
63) Wiener(1981), 21면. 참고로 대처 총리 시기의 뉴라이트 선봉장이었던 조셉(K. Joseph)
은 영국 경제의 쇠퇴원인을 탐구하면서 위너의 주장을 높이 사서 각료 모두에게 그의 책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친시장 내지 친기업적 정책이 강조되게
된 데에는 그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64) Wrigley(1986).
65) Rubinstein(1993), 148면.
66) Robbins(1990),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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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엘보움과 라조닉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67) 그러나 막상 ‘조율
된 통제력을 가진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처
방이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경제라는 맥락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하
게 된다. 당시의 정치적 구조가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자유
방임주의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는 정책이 실제로 수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20세기 이전까지 영국사회의 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념의 변화
를 추적하고 그것이 영국의 기업형태와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를 탐구하는 작업이었다. 논의의 전반부는 주식회사제도, 특히 유한책임제
의 도입을 둘러싼 영국 사회의 장기에 걸친 논의의 역사를 다루었으며, 후
반부는 19세기 말 영국경제 및 기업가정신의 쇠퇴를 둘러싸고 전개된 역사
학자들의 논쟁사를 검토하였다.
중상주의 시기인 16세기 후반부터 회사설립을 국가가 허용하면서 내세운
기준은 ‘공익’이었다. 정부개입의 축소가 초래할 위험성이라는 비용보다 국
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커야만 한다는 것이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초기에는 시장, 기업, 소비자 등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69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비법인회사에 대한 여
론은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유보적이었다.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기업부실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독점
적 성격의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지나치게 키울 위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많았다.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 주식회사제도의 도입이 지연된 데에는 1720년
남해회사 파산이 초래한 경제적 파탄과 그 후에도 경제적 붐이 찾아올 때마
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부실경영 사례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소비자와 주주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
는 허위창업이나 기업 부실화의 사례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중과 정
67) Elbaum and Lazonick(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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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의 반응은 여전히 주식회사제도의 도입에 미온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신뢰와 품성의 파괴, 도덕적 해이, 부실화의 우려, 기술력에 대한 과장과 기
만, 경쟁의 훼손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종교적 정당성의 결여와 같은 항목
을 통해 이 연구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실기업이 야기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요소들, 예를
들어 개인적 품성이 녹아있는 책임성 있는 개인과 그 결사체가 경제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중상주의적 구체
제와 결합시키는 사고방식, 기술진보에 대한 맹신과 과장광고가 유발할 사
회적 악영향, 그리고 정당한 노동만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빅토리아기 노
동관과 이를 강화한 복음주의적 종교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850년대에 이르러 주식회사 제도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주식회사제도가 여성과 노동자의 경제교육과 기업 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리
라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여기에 후발 공업국들과의 경쟁심리가 작용하고
이것이 확장주의적 정책을 선호하는 정부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무한책임제
의 입법화는 현실적 추동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19세기 영국 경제가 주식회
사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거나, 현실적 요구에 사법부가 늑장 법제화를
한 것이라는 해석은 실제 발생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영국경제의 쇠퇴와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대해서는 위너의 연구를 중심으
로 해서 그 주장의 핵심적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를 재검토
했다. 당시 영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한 것인지 아닌지, 공업부분만 쇠퇴
했고 금융과 상업부문은 번성했는지, 만일 그렇다면 금융과 상업의 번영이
공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가능했는지, 공업부문도 쇠퇴한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에 맞추어 특화를 해 간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논의를 정리했다. 여러
증거자료와 이후의 진행상황을 놓고 볼 때 영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특히 공업은 일부 전문화된 부문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고 보인다
. 이
는 제국운영과 관련된 직종 및 금융업의 번영과 대조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기업가의 신사화가 영국경제의 쇠퇴를 낳았다는 위너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영국의 문화적 현상들, 특히 퍼블릭스쿨과 옥스브리지의 교육
이 지닌 특징과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반론의 근거들을 차례로 분석해 보았다. 위너의 주장을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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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으로 재검토해 보면, 비록 기업가가 지주적 가치를 습득하는 현상과 동
시에 지주층이 중산층의 가치에 동화되는 양상도 나타났지만, 당시 퍼블릭
스쿨과 옥스브리지의 교육이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기업
가 계층이 당시 영국의 정치무대에서 한 번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
다는 점, 그리고 자유방임주의를 공식 기조로 하는 통치이념이 근본적인 정
치적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따라서 영국
경제 또는 기업 성과의 약화를 낳은 여러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해소되기 어
려웠다는 점을 확인했다.

- 132 -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종현 (2006), 『영국 산업혁명의 재조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송병건 (2005), 『세계화시대에 돌아보는 세계경제사』 (해남).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영석 (1995), 「영국 경제의 쇠퇴와 영국 자본주의의 성격, 1870-1914」,
『경제와 사회』 27, 223-52.
______ (2005), 「빅토리아 시대 후기의 영국 경제와 지식인」, 영국사학
회 편,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19세기 영국』(혜안), 127-54.

2. 해외 문헌

Alborn, T. L. (1998), Conceiving Companies: Joint-Stock Politics in Victorian
England (London).
Barnett, C. (1986), The Audit of War (london).
Bergoff, H. (1990), 'Public schools and the decline of the British
economy, 1870-1914,' Past and Present 129.
Black, I. S. (2000), 'Spaces of capital: bank office building in the City
of London, 1830-1870,'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6, 351-75.
Companion to the Almanac (1841-5, London).
Cain, P. J. and A. G. Hopkins (1986),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overseas expansion I,' Economic History Review 39, 501-2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7),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overseas expansion I,' Economic History Review 40, 1-26.
Coleman, D. C. (1984), 'Historians and businessmen,' in D. C. Coleman
and P. Mathias eds., Enterprise and History (Cambridge).

- 133 -

Daunton, M. (1989),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industry,'
(2001), Past and Present 122.
____________ (2001), Trusting Leviathan: The Politics of Taxation in Britain,
1799-1979 (Cambridge).
Davidoff, L. and C. Hall, Family Fortunes: Men and Women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780-1850 (London).
Elbaum, B. (1986), 'The steel industry before world war 1,' in B.
Elbaum and W. Lazonick eds., The Decline of the British Economy (Oxford).
__________ and W. Lazonick (1986),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British decline,' in B. Elbaum and W. Lazonick eds., The Decline of the
British Economy (Oxford).
English, H. (1827), A Complete View of the Joint Stock Companies Formed
During the Years 1824 and 1825 (London).
Evans, G. H. (1936), British Corporate Finance, 1775-1850: A Study of
Preference Shares (Baltimore).
Finn, M. C. (2003), The Character of Credit: Personal Debt in English
Culture, 1740-1914 (Cambridge).
Floud, R. C. (1981), 'Britain 1860-1914: a survey,' in R. C. Floud and D.
N. McCloskey 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 2
(Cambridge).
Freedeman,

C. E.,

The

Triumph

of Corporate Capitalism in

France,

1867-1914 (New York).
French, E. A. (1990), 'The origin of general limited liability in the
United Kingdom,'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1, 15-34.
Gammage, R. C. (1969), The History of Chartist Movement (London).
Gilbert, J. W. (1856), The Moral and Religious Duties of Public Companies,
2nd edn. (London).
Hansard (1836), 3rd ser. 33.
Harris, R. (1997), 'Political economy, interest groups, legal institutions,
and the repeal of the Bubble Act in 1825,' Economic History Review 50,

- 134 -

675-96.
_________

(2000),

Industrializing

English

Law: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Organization, 1720-1844 (Cambridge).
Hilton, B. (1998), The Age of Atonement: The Influence of Evangelicalism on
Social and Economic Thought, 1785-1830 (Oxford).
Hoppit, J. (2002), 'The myths of the South Sea Bubble,' Transactions of
Royal Historical Society 12, 141-65.
Hunt, B. C. (1936),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Corporation in
England, 1800-1867 (Cambridge MA).
Itzkowitz, D. C. (2002), 'Fair enterprise or extravagant speculation:
investment, speculation, and gambling in Victorian England,' Victorian
Studies 45, 121-47.
Loftus, D., 'Capital and community: limited liability and attempts to
democratize the market in mid nineteenth-century England,' Victorian
Studies 45, 93-120.
Meyer, J. (2006), Great Exhibitions: London-New York-Paris 1851-1900.
Mill, J. S. (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Mirowski, P. (1981), 'The rise (and retreat) of a market: English
Joint-stock shares in the eighteenth centu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1, 559-77.
Morgan, E. V. and W. A. Thomas (1969), The Stock Exchange: Its History
and Functions (London).
Muldrew, C., The Economy of Obligation: The Culture of Credit and Social
Relations in Early Modern England (New York).
Parket, R. H. (1990), 'Regulating British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ccounting, Business and Financial History 1,
51-71.
Parliamentary Papers (1844), VII, Select Committee to Inquire into the
State of the Laws Respecting Joint Stock Companies.
_____________________ (1851), XVIII, Select Committee on the Law of

- 135 -

Partnership.
_____________________ (1854), XVII, Royal Commission on the Law of
Partnership.
Payne, P. (1990), 'Entrepreneurship and British economic decline,' in B.
Collins and K. Robbins eds., British Culture and Economic Decline (Avon),
25-58.
Pearson, R. (2002), 'Shareholder democracies? English stock companies
and the politics of corporate governance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nglish Historical Review 117, 840-66.
Postan, M. M. (1935), 'Recent trends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Economic History Review 6, 1-12.
Raven, J. (1989), 'British history and the enterprise culture,' past and
Present 123.
Robbins, K. (1990), 'British culture versus British industry,' in B. Collins
and K. Robbins eds., British Culture and Economic Decline (Avon), 1-24.
Rubinstein, W. D. (1977), 'Wealth, elites and the class structure of
modern Britain,' Past and Present 1977.
_________________ (1987), Elites and the Wealthy in Modern British Society
(Brighton).
_________________ (1991),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industry,
1820-1914,' Past and Present 132.
__________________ (1993), Capitalism, Culture and Decline in Britain
(London).
Seavoy, R. E. (1982), The Origins of the American Business Corporation,
1784-1855 (Westport, CT).
Schwarzfopf, J. (1991), Women in the Chartist Movement (London).
Saundrson, M. (1988), 'The English civic universities and the "industrial
spirit", 1870-1914,; Historical Research 61.
Shannon,

H. A. (1931), 'The

coming of general limited liability,'

Economic History 2, 267-91.

- 136 -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Taylor, J. (2005), 'Commercial fraud and public men in Victorian
Britain,' Historical Research 77, 230-52.
_________ (2006), Creating Capitalism (New York).
Todd, G. (1932), 'Some aspects of joint stock companies, 1844-1900,'
Economic History Review 4, 46-71.
Thompson, E. P. (1991), Customs in Common (London).
Trenchmann, F. (1998),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economy; interest,
ideology and free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 217-51.
Waterman, A. M. C. (1991), Revolution, Economics and Religion: Political
Economy, 1798-1833 (Cambridge).
Wiener, M. J. (1981), English Culture and the Decline of the Industrial
Spirit 1850-1980 (Cambridge).
Weiss, B. (1986), The Hell of the English: Bankruptcy and the Victorian
Novel (Lewisburg).
Wengenroth, U. (1994), Enterprise and Technology: The German and British
Steel Industries 1865-1985, trans. by S. H. Tenison (Cambridge).
Wrigley,

J.,

'Technical

education

and

industry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B. Elbaum and W. Lazonick eds., The Decline of the British
Economy (Oxford).
Ziegler, P. R.(2003), Palmerston (London).

- 137 -

제4주제

대처 정부의‘대중자본주의’
와
반기업정서의 극복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제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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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 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대처 정부의 ‘대중자본주의’와
반기업정서의 극복

1. 문제제기
영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고 산업혁명을 수행하
여 전 세계에 퍼뜨린 나라이다. 최근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닐 퍼거슨은 이
를 “영국식 지구화(Anglobalization)”이라고 칭하면서, 그보다 더 비용이 적
게 들고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지구화는 행해질 수 없었다며 높이 평가하였
다.1) 그럼에도 영국에는 ‘돈 버는 일은 더러운 게임’이며 떳떳하지 못하다고
믿는 풍조가 18세기 이래 퍼져있었으며 그런 정서는 계속 강화되었다.2) 19세
기 후반 영국이 산업자본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특히 강
한 반산업적이고 반기업적 정서가 감지되었다. 그 시대 최고 지식인이라 칭
송받는 토머스 칼라일, 조지 엘리엇과 더불어 대중작가로 큰 영향력을 발휘
한 찰스 디킨스는 Hard Times, Little Dorrit 등에서 반산업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를 퍼뜨렸고, 그러한 전통은 20세기 후반까지도 면면히 계속되었다.
1970-80년대에 이르러 반(反)기업 정서가 강하게 감지되면서 이 문제는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영국 경제가 나락에 빠져버렸다는 의식이
만연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경제의 쇠락을 중단시키려는 마
거릿 대처 정부의 시도가 시작되었다.
1) Niall Ferguson, Empire: The Rise an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and the Lessons for Global
Power (Basic Books, 2003) . 우리말 번역은 김 종원 박사가 하였다(민음사 , 2006).
2) Arthur Pollard ed., The Representation of Business in English Literatur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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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영국인들의 반기업정서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사람은 역사
학자 마틴 위너(Martin Wiener)이다. 그는 1980년에 발표한 저서3)에서 영국
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자본가를 가진 나라인데도 합당한 존경심
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으며 그들 스스로도 다른 나라 산업가들보다
자부심과 자기 확신이 덜 했다고 지적하였다. 위너는 19세기 말 이후 영국
경제가 쇠퇴한 원인을 산업정신의 쇠퇴에서 찾고 그런 현상을 낳은 범인으
로 특히 엘리트 사립학교와 옥스퍼드-케임브리지를 지목하였다. 반산업적 문
화는 이들 엘리트 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자본가 2세들에게 전수되어 그들로
하여금 비산업적이고 비물질적 가치에 동화하고 신사적 삶을 동경하도록 만
들었다는 것이다. 위너는 또한 전원적 잉글랜드라는 이미지도 영국 산업의
쇠퇴를 가져온 범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그는 1850년 이후 잉글랜드가 선
호한 자기인식이 ‘세계의 공장’으로부터 ‘녹색의 기분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
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퇴폐적 변화에 기여한 요소로 토리 낭만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찬양한 ‘즐거운 잉글랜드’의 농촌과 오두막집을 들었다.4)
소위 ‘위너 테제’라 불리는 이 명제는 1960년대 이래 심각하게 감지되고
있던 경제적 쇠퇴와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영국 사회에 중요
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5) 이 논쟁이 그처럼 뜨겁게
진행된 이유는 영국경제의 쇠퇴가 그만큼 절실하였고 반기업정서가 그만큼
심각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제기된 논쟁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겨갔고, 대처 정부의 경제 각료들도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들에 대한 문화적 반감이 영국의 형편없는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는 데
기본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정부는 1986년을 ‘산업의
해(Industry Year)'로 지정하고 산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조사했는데, 결과
는 영국 산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총평을 보여주었
다.6)
한편 정치인들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넘어서 그 현상을 바로
3) Mart in Wiener, English Culture a nd the Decline of the Industrial Spirit 1850-1980 (Penguin, 1992). 위
너 테제에 대한 우리말 설명은 이영석 , 《다시 돌아본 자본 의 시대》(소나무, 1999) 7장 참조.
4) 전원적 잉글랜드의 환상에 대해서는 박지향,《영국적 인, 너무나 영국적 인》(기파랑, 2006), 2장, 10장 참조.
5) 위너 테제에 대한 반론으로는 산 업자본가들이 자 식들을 신사로 양육한 것은 영국만 의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
옥스브리지 외의 대학에서는 산업 자본가들이 많이 배 출되었다는 주장 등이 있다. R. D. Anderson,
Universities and elites in Britain since 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W. D.
Rubinstein, Capitalism, Culture, and Decline in Britain 1750-1990 (Rout ledge, 1993); Michael Sa nderson,
"T he English Civic Universities and the 'Industrial Spirit', 1870-1914", His torical Research, 61/146
(1988) 등 참조.
6) Roger Jowell, Sharon Witherspoon, and Lindsay Brook,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1987 Report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29. 여기 서 산업은 전 통적 제조업만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서비
스의 생산과 매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같은 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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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야 했다. 대처 정부는 대중이 민간 기업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
다. 1979년 초에 있었던 불만의 겨울을 겪고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국
민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작동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본주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것을 위해 대
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기업 문화’와 ‘대중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민영화는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이지만, 그것이 가져다줄
더욱 중요한 효과는 대중이 자유기업 체제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쌓게 되
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더욱 기업적’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
대처는 민영화를 통해 영국인들의 부의 창출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대중의 반기업적 태도를 바꾸어놓으려 했다. 대처는 물질적 번영
에 대한 영국인들의 죄의식을 뿌리 뽑으려 했는데, 그 죄의식은 가난한 사회
주의자뿐만 아니라 돈 많은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팽배해 있었다.7)
대처는 이것을 엘리트적이며 파괴적인 넌센스라고 간주하였다. 대처가 제시
한 영국 사회의 이상은 일부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결
실을 향유할 수 있는 ‘대중자본주의’였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대처 정부는
공영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판매하여 자택소유자의 수를 급격히 늘렸으며,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수를 3배로 증가시켰다. 실
제로 이러한 조치는 대중의 반기업적 태도를 완화시키고 자본주의를 더욱
인기 있는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대처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
지 않았다. 대처의 궁극적 목표는 영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개조하여 1945년
이후 자리 잡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존문화를 없애버리고 독립적이고 자
기 자신에 책임지는 개인을 만들어낸다는 보다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것이었
다.
이 글은 우선 1945년 이후 영국 사회의 주도적 분위기를 개관하고, 다음으
로 공기업 해체를 중심으로 대처의 획기적 경제정책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
로 대처의 재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대중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
로 평가해 보기로 한다. 영국의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시장경제
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반기업정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7) 부르주 아 죄의식에 대해서는 K enneth Minogue, "The Emergence of the New Right" in Thatcherism ed.
Robert Skidelsky (Basil Blac kwell,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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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5년 이후의 합의의 정치

대처가 한 일이 얼마나 혁명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선 1945년 이후의 영
국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위 “합
의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케인스식 사회민주적 합의”라고도 불리는
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완전고용을 성취하고
,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의 장점만을 따왔다고 하는 혼합경제를 추구하며, 요람에서 무덤
까지로 대변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1945년 이후 30여
년간 영국의 모든 정당과 정권은 그런 식의 합의의 길을 추구하였다. 사회주
의자들은 케인스와 베버리지의 정책에 의해 개혁된 자본주의는 비록 자본주
의이기는 해도 사회주의의 중요한 핵심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보
수주의자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복지국가를 불가피한 정부의 의무로
받아들였다.8) 그 결과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혼
합경제와 복지국가가 근대 자본주의경제의 양상이 되었다.
그러나 합의의 정치는 1960년대 이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복지국가와 완
전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전후 합의는 방만한 재정지출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
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특히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후 케
인스식 경제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영국이
당면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저(低)성과, 그리고 노사관계의 갈등은
‘영국병’이라는 현상을 낳았고 영국은 치유 불가능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하
였다. 영국병의 가장 심각한 증세는 파업 열병이었는데, 그것은 정부가 노조
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위협하고 달래는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위협
이 점차 약효를 덜 발하게 되고 달래기 위한 미끼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현
상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는 산업의 무정부
로 끝나버렸다.9)
대처는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끼친 해악을 지적하느라 목청을 높였다. 대처는 전후 합의를 “사기”
라고 부르고 그것을 믿는 보수당 지도자들을 “반역자”로 몰면서 격렬히 비
난하였다.10) 케인스식이건 소련식이건 모든 종류의 집산주의의 물질적 실패
8) Andrew Gamble, "Privatization, Thatcherism, and the British State", Journal of Law and Society, 16/1
(Spring 1988), 2.
9) Robert Skidelsky, “Introduction” in Thatcherism ed. Skidelsky, 12.
10) Margaret Thatcher, The Path to Power (HarperCollins, 199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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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백해 보였다. 정부는 이윤을 만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기
에 적합하지 않으며, 공공부문은 민간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이윤에 기생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 대처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섭과 과도한 과세의 무게로부터 민간 기업을 해방시키는 개혁이 필요하였
다. 정부의 역할은 이윤을 만드는 주체인 기업가들이 경제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처는 선임 총리들
과 달리, 정부가 경제를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영국 산업으로 하여금 경
쟁에 의해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
대처 정부는 산업에 지급하던 보조금들을 없애버렸는데 유럽 어디에도 그런
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대처는 정부가 개인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졌다는 사회주의
의 대전제를 공격하였다. 대처가 보기에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훨
씬 더 큰 재앙이었다. 노동당은 정부의 포괄적 간섭을 “화이트홀의 신사들이
국민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국민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였
다.11) 그 점에서는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화이트홀의 사회
주의 신사나 토리당의 엘리트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한 희생과 공정한 소유
를 주장하고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엮는 사회주의에
는 확실히 고귀한 면이 있지만 밑에서부터 보면 매우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대처의 판단이었다. 공정한 소유는 언제나 적은 소유로 판명되고, 공정함을
강요하고 감시하는 누군가가 군림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12)
대처의 경제적 이상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는 안 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는 그 수단 내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공공지출은 납세자들
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이 벌기 원한
다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수출해야 한
다”는 것이 자명한 원칙이었고, 무엇보다도 영국병을 치유하려면 영국 산업
은 낮은 생산성과 이윤, 형편없는 노사관계, 그리고 잘못된 경영을 극복해야
한다고 대처는 확신하였다. 즉 게으르고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
할 때마다 정부에 의존하는 경영자에게는 경쟁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도록 하고, 노조에게는 집단이익만을 챙기며 반기업적이고 호전적
인 행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대처가 판단하기에 핵심은 생산성이었다. 지속가능하게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나라들은 자본과 노동이 모두 생산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나라이며 생산성을
11) Margaret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HarperCollins, 1993), 6.
12)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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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지 못한 나라는 장기적으로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다.13)

3. 민영화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과업의 주된 수단은
국유화된 기업들을 민간부문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국유화는 1945년에 정
권을 잡은 노동당정부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 노동당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노동계급을 해방시킨다”는 구실로 국유화를 진척시켰지만, 그것
은 대규모 관료조직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였다. 대처가 집권한 1979년에
영국의 공기업은 국민총생산(GNP)의 11%를 생산하고 총투자의 15%를 차지
하고 있었다.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800만에 이르렀으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폐가 생겨난 결과 노조의 세력이 비대해졌다. 이미 1950
년대부터 더 이상의 국유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점점 더 비대해지는 국가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국유화된 산업을 다시 민간부문으로 되돌리는
것을 반기지 않는, 즉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유지되었다.14)
민영화를 외친 선구자는 사실 마거릿 대처가 아니라 이녹 파월(Enoch
Powell)이었다. 여러 면에서 대처의 출현을 예고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라 불리게 된 파월은 이미 1960년대에 탈 국유화를 주장하면서 보수당에 압
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수당조차 사회민주적 합의를 고수하고 있
었기에 파월의 주장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고 말았다.
“헨리 8세의 수도원 해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소유권 이전”15)이라고 불
린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대 성공이었고 그 규모에서 혁명적이었다
. 20세기
영국에서 행해진 정책들 가운데 민영화만큼 다른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처가 민영화라는 용어를 몹시 싫어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더 나은 용어를 생각
13) Thatcher, The Path to Power , 576.
14) Donley Studlar et al,, "Privatization and the British Electorate: Microeconomic Polic ies, Macroeconomic
Evaluations, and Part y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 e, 34/4 (Nov. 1990), 1081.
15) Peter Saunders & Colin Harris, Privatization and Popular Capit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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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용했는데, 대처 임기 중에 민영화라는
단어는 시베리아로부터 파타고니아에 이르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되었다.16) 민영화는 몇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첫째, 공기업의 적자 요인을 없애주고 둘째, 주식 매각으로 국고 수입을 증
대시켜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청산해주며 셋째, 민간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었다. 무엇보다도 민영화는 집산주의를 되돌리고 개인의 자유를 회복
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시적 증거였다.17)
아이러니는 민영화가 처음부터 청사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결정
과 실험으로부터 발전한 것임에도 대처 정부의 가장 성공적 치적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처의 초대 재무장관 제프리 하우가 나중에 솔직
히 인정했듯이 대처와 각료들은 처음에는 민영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하였다. 대처도 자서전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민영화라는 개념이 너
무나 혁명적이어서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고 회상하였다.18) 특히 그녀는 민영
화가 유권자들 가운데 보수당과 노동당 어느 한 편에 기울지 않은 부동표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졌다. 그러나 일단 결과가 좋게 나타나
자 그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나중에는 자신이 민영화를 사회
주의의 부패하고 마음을 좀 먹는 효과를 되돌리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고 주장하였다.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사업은 공영 임대주택의 매각이었다. 1980년부터
공영 임대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 매입 선택권을 주고 집의
보유기간에 따라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해 공정가격에서 최대 60% 할인
된 가격을 보장해 주었다. 대처는 원래 공영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반대
했지만 그 효과를 깨닫자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의 상징으로 추켜세우
면서 주택소유의 붐을 일으켰다. 즉 “수입 내에서 지출하라”는 자신의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주택조합(Building Society)의 여신 조건을 완화시켜 준 것
인데, 그 결과 주택 담보 대출이 1980년부터 10년간 5배로 급증하였다. 각료
들은 대출 이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없애자고 했지만 대처는 말
을 듣지 않았다. 1990년 대처가 물러날 때까지 총 150만 호의 공영 임대주택
이 팔렸다. 거주자가 곧 소유주가 되는 과정에서 혜택은 주로 숙련공들에게
돌아갔고 그 결과 중산층이 두터워졌다. 이를 두고 대처는 “재산 소유자들의
민주주의”라고 찬양하였다.
16) Nigel Lawson, T he View from No.11 (Doubleday, 1993), 198.
17) Ibid., 676.
18)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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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1991년 폴란드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적극적 의미에
서의 민주주의임을 설파하였다.

내가 지지하는 자본주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함과 점잖음과 공공선
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진정한 권력을 줍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도 개인들은 기껏해야 지역적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전국적으로는 몇 년에 한번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 매일매일 경제적 선택권을 행사합니다.19)

공영 임대주택 판매와는 별도로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민영화는 1984년 영국통신(British
Telecom)의 매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처는 처음에는 영국통신을 팔아치울
생각이 없었고 독점인 통신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
려하였다. 그런데 시설 혁신을 위해 투자할 자본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민영
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대처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주식을 직접 판
매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유명 광고대행사를 고용해서 TV와 신문을
동원해서 선전을 폈다. 각료들은 주식이 다 팔릴 수 있을지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해했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다. 1984년 11월 첫 번째 판매 신청을 받
았을 때 100만 이상의 소액 주주들이 신청하였던 것이다. 영국통신 피고용인
들 가운데 96%가 주식 매입을 신청하였는데 그들은 민영화에 반대하라는 노
조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 기
대보다 훨씬 많은 230만이 청탁하여 9.7대 1의 경쟁을 보였다.20) 영국통신의
주를 산 소액 주주들 가운데 절반은 전에 한 번도 주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가격이 일부러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주식을 배
당받은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영국통신의 매각 후 영국가스
(British Gas), 영국석유(British Petroleum, BP)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처 정부
가 추진한 민영화에서 최대 규모는 70억 파운드 가치의 주식의 소유가 바뀐
영국석유의 주식 매각(1987)이었다. 영국석유는 영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며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회사였기 때문에 그것의 매각은 전 세계적으로
도 가장 큰 규모였다.
19) Margaret Thatcher, T he Collected Speeches of Margaret That cher ed. Robin Harris (HarperCollins,
1997), 506.
20) Lawson, The View from No.1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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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매각은 엄청난 인기몰이였다. 민영화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보수
당 내에서 제기되었다. 보수당정부의 총리를 지낸 해럴드 맥밀런은 민영화를
두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파는 짓”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대처
는 지금 팔아치우는 기업들은 자산이 아니라 빚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민
영화가 성공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자 정부는 1989년 수돗물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전기산업에서 발전과 배전도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 그
러나 수돗물의 민영화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통신이나 석유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수
돗물의 민영화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는데,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신이 주신
물질이고 상업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의식이 깊숙이 박혀있었던 것이다.
반대자들은 “봐라. 대처가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도 팔아먹으려 한
다”며 비난하였다. 대처는 그에 대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만 수도관과 기
계설비 같은 것은 함께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21) 그럼에도 공중
보건을 민간 기업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대중 정서가 지속되자, 정부는
전국 하천 통제국을 만들어 규제와 환경의 의무를 공공부문에 남겨 두었다.
그러자 국민의 의구심이 사라졌고 수돗물의 민영화는 신속히 추진되었다.
대처 정부가 들어선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총 415억 파운드어치의 국가
소유 주식들이 민간인에게 넘어갔다. 1992년이 되면 이제 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기업이 해체되었고 석탄과 철도만이 공공부문에 남아있었다. 철도
는 민영화되지 않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철도에
이상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대처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철
도의 민영화는 후에 메이저 정부 때 단행되었다. 영국의 성공적인 민영화 경
험은 이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영기업 민영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다
.
노쇠한 국민기업이던 독일의 폴크스바겐, 루프트한자,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따랐다. 가장 빠른 속도로 민간
기업이 늘어난 곳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로서, 1992년 러시아의 옐친 정부가
거대한 민영화 계획에 착수하였다.22)
민영화 덕분에 정부는 만성적 적자 예산을 면하게 되는 한편, 기업은 기업
대로 정부 간섭에서 탈피하여 보다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결과 기
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1989년 10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대처는 “일주일에 200만 파운드씩 손해를 입히던 공공부문의 5개 산업들이
이제 민간부문에서 일주일에 1억 파운드씩 이익을 내고 있다”고 자랑스레
21)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 680.
22) John Mickelthwait & Adrian Wooldridge, 유경찬 옮김, 《기업의 역사》(2004, 을유문화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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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던 공기업이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
이 되었던 것이다.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800만에서 300만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하였다. 민영화된 기업에서는 비용이 30% 절
감되고 노동생산성이 19% 증가하였다. 영국항공(British Air)의 경우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 50% 이상 향상하여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항공회사로
다시 태어났다.23)
민영화는 그때까지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던 공공부문에 혁신을 주입시키
는 대 변혁을 가져왔다. 대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차이에 관해,
“민간부문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데 반해 공공부문은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아서 센필드(Arthur Shenfield)의 말을 즐겨 인용하였
다.24) 무엇보다도 민영화의 마력은 ‘파산할 수 없던 것을 파산할 수 있게 만
드는 것’이었다. 민영화된 기업들은 구조조정, 경쟁 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하락시켜 파산하지 않아야 했고, 실제로 그렇
게 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맛볼 수 있었다. 보통 몇
주씩 기다려야 했던 전화 개설이 며칠이면 끝났으며 가스나 전기 등 다른
민영화된 부문에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대중은 처음에는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공기업이 해체되는 것에 불안을 느
꼈지만, 민영화 이후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권을 누리게 되고 가격이 인하함
에 따라 만족하게 되었다. 영국통신의 소비자 부담은 35% 이상 인하되었고,
영국가스의 경우에도 소비자 가격이 비슷한 비율로 인하되었다
. 수돗물의 경
우에도 민영화 후에 훨씬 많은 투자가 투입되어 물의 질이 좋아지고 사람들
도 만족하게 되었다. 즉 파산할 수 있다는 위협이 경영진과 노동자들로 하여
금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봉사하게 만든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처 정부 하에서 민영화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가 되었다. 1979년에는 국가 소유의 산업과 기업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의 거의 모든 면에 침투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 전등을 켜면 그때
사용되는 전기는 국가 소유였다. 라디오를 틀어 BBC 방송을 들어도 마찬가
지로 국가소유였다. 면도를 하고 샤워를 할 때 쓰는 물과 전기도 모두 국영
기업의 산물이었다. 아침식사를 준비한 가스불도, 식사 후에 걸려온 전화도
다 국유화된 것이었다. 식사 후 사람들은 국가 소유의 버스와 기차를 타고
일하러 나갔다. 한데 그 모든 것이 변하였다. 가스도, 수돗물도, 전기도 모두
23) Peter Clarke, Hope and Glory (Allen Lane, 1996), 381-382; S aunders & Harris, Privatization and
Popular Capitalism , 20.
24)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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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BBC는 이제 민간방송의 도전에 직면하였고,
민간 전화회사가 설립되어 전화통신계에도 경쟁이 도입되었다
. 더불어 거리
청소로부터 학교와 병원의 급식까지 전부 민간부문으로 변모하였다. 대처가
이루지 못한 민영화는 메이저 시대에 마저 진행되었는데 이때 철도는 물론,
교도소 운영까지 민간으로 돌렸다.
물론 민영화의 부작용도 보였다. 민영화에 반대한 사람들은 사회 정의라는
면에서 이제껏 국가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사라졌고 공공시설도 낙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비판자들
은 또한 정부가 광범위한 주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제값을 받지 않고 주
식을 판매했다고 비난했는데,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대처가 민영화를 추진
한 1차적 동기는 정부 재정의 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 시장과 재산의
사적 소유를 더 광범위하게 퍼뜨린다는 이념적인 신념이며 대중자본주의로
향한 이데올로기적 돌진이었고, 대처는 그를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즉 낮은 가격의 주식을 보급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기득권을 가지게 만든다는 전략이었던 것
이다.

4.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

1986년 12월 어느 날, 맨체스터에 새로 문을 연 주식 거래소에는 100명 정
도의 사람들이 최근 민영화된 영국가스의 주식 거래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마치 마권을 산 사람들이 모퉁이
상점에서 경마경기를 보며 소리를 지르는 것과 흡사하였다.25) 이것이 대중자
본주의 시대의 상징적 모습이었다. 대처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덕분에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직접 투자하도록 초대되었다.
1979년 당시 주식 소유자는 성인 인구의 4.5%인 250만 명으로, 주로 중간계
급의 중장년층 남성들이었다. 그러나 1992년에 이르면 성인 인구의 25%인
1,100-1,300만 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화이트컬러 근로자들의 1/3, 숙
련공의 1/4이 주식 투자자였으며, 미숙련공 가운데서도 10명 중 한 명이 주
식을 소유하는 등 영국 내 모든 지역과 모든 나이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25) Saunders & Harris, Privatization and Popular Capitalis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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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급에 주식 투자자가 퍼져있었다.26) 특히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만 산
사람들이 전체 주식 소유자의 39%이고, 주급 100 파운드 이하의 소득을 가
진 근로자들이 민영화된 주식을 산 사람들의 37%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민영
화로 인한 주식 투자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집단에 더 많이 침투해 갔음을
보여준다.27) 그때까지 “상층계급의 폐쇄된 제도”라고 인식되어온 주식시장이
노동계급과 하층 중간계급에게도 열린 것이었다.
대처는 자신이 추진한 이 변화를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라고
불렀다.

재무장관

로슨은

처음에

민영화를 “인민

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라고 불렀는데 대처는 그 말이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인민 공
화국’을 연상시킨다고 반대하면서 “대중자본주의”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28)
그것은 일반 대중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과를 직접 자
기 것으로 거두는 것, 국민 모두가 셋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영국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 되고 영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
대중자본주의는 대처가 일찍이 간파한 인간의 성정, 즉 국민 다수는 부르
주아적 삶을 욕구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도 영국에
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악시되거나 개인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처는 국민의 다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간계급’이며 이들은 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당시 아무도 생각
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이었다. 대처는 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이 좌파가 선전
하는 것처럼 부끄럽고 떨쳐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내려주신 자
연스럽고 좋은 방식이라는 사실을 과감하고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대처는
‘근면하고 자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는 중간계급’을 영국의 중심축으로 생
각하였다. 대처의 이런 입장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이었고 그런
발언들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간주되었으며, 좌파는 그것이 부자가 더 큰 부
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대처는 사
람들에게 더 낫게 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기심과 탐욕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일축해버렸다. 자신이 진정 촉진하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인간 본성의 최선이라는 주장이었다.

26) Ibid., 4.
27) Ibid., 144.
28) Lawson, The View from No.11,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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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단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주
는 수단입니다. 사실 재산은 이기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
용과 베푸는 사회를 가져다줍니다.29)

대처 정부는 공기업을 매각하면서 피고용인들의 주식 소유를 권장했는데
실제로 민영화된 기업들에서 피고용인의 90% 이상이 자사 주식을 구입하였
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계급에 기반을 둔 구분, 즉 “보스와 노동자”, “우리
와 저들” 같은 구분이 약해지고 피고용인들이 자신을 고용한 회사와 일체감
을 갖는 효과가 나타났다. 자사 주식을 조금이라도 소유하는 것은 노동자들
로 하여금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으며,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자기에게도 이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30)
민영화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민영화 정책은 수백
만 명이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 의미에서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게 만
듦으로써 보수당에 대한 지지를 높인다는 현실적 전략도 있었다. 나이절 로
슨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주식을 산 사람에게 자신이 그 사회에 속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며,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서 혁명
적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중대한 기능을 한다. 주식이 더 많이
확산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에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고, 재(再) 국유
화를 모토로 하는 노동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31)

대처는 임대주택을 산 사람들과 새롭게 주주가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
가 보수당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예측은 실제로 맞아떨어졌다.
1987년 총선 자료에 의하면, 새롭게 주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54%가 보
수당을 지지하고 20%만이 노동당을 지지하였다. 특히 숙련공들의 경우 34%
가 노동당을 지지한 데 반해 43%는 보수당을 지지하였다.32) 대중자본주의는
특히 쁘띠 부르주아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대처의 예견도 정확하였다. 연구
자들은 보수당에 대한 지지와 자유 시장 정책에 대한 지지가 경영자나 전문
29)
30)
31)
32)

John Campbell, Margaret Thatcher vol. II The Iron Lady (Pimlico, 2003) , 249에서 재인용 .
Saunders & Harris, Privatization and Popular Capitalism , 29.
Lawson, The View from No.11, 206.
David Ma rsh, The New Politics of British T rade Unionism (I LR Press, Ithaca, 199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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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사자보다 쁘띠 부르주아에서 가장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보수당의 가장
듬직한 지지자는 자수성가한 중간계급으로 이들이 보수당 당원의 74%를 차
지하였다.33)
이 효과는 1992년에 예상을 뒤엎고 보수당이 연속 4번째 총선에서 승리했
을 때 명백해졌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줄곧 노동당이 우위를 지켰지만 실
제 총선 결과는 보수당 336석, 노동당 271석으로 보수당의 여유 있는 승리였
다. 물론 노동당 당수 닐 키녹이 존 메이저보다 인기가 없었고 3당으로 분립
된 상황에서의 선거라는 원인도 있었지만, 유권자들을 움직인 가장 큰 요인
은 경제였다. 즉 유권자들은 노동당의 경제 운영 능력에 의심을 품었으며 만
일 노동당정부가 들어서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판
단했던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보수당에
투표할 경향이 가장 높았다. 1992년 선거를 두고 평론가들은 이제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거부되었고 사회민주적 좌파는 더 이상 매력적인 정치적 메시지
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블레어의 등장과 함께 상황이 바뀌
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랬다. 그때는 마치 대처가 염원하던 근면하고 근검한
소규모 자영업자, 쁘띠 부르주아의 세상이 도래한 것처럼 보였다.
기억할 점은 대처의 민영화 정책과 대중자본주의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재정적, 2차적으로는 정치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것
이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심대한 문화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대처는 보수당 대표가 되
고 나서 처음 맞는 1975년 10월의 연례 당대회 연설을 준비하면서 연설문
작성자들에게 경제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준비하라
고 지시하였다. 경제 아닌 다른 것이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잘못 되어갔기
때문에 경제가 잘못된 것이며 “경제적 위기는 곧 국가 정신의 위기”라는 주
장이었다.34)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의 창출이 “어쩐지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국민 정서를 바꾸어 부를 노력과 모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격상시
켜야 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새로운 도덕률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었다. “만약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단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돈도 가지고 있었
다는 것입니다.”35) 이 말은 대처가 1968년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한 말이다.
33) Hugo Young, One of Us, A Biography of Margaret That cher (Pan Books, 1990), 526.
34) Thatcher, The Path to Power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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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부의 추구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존경받을 일임을 지적하였다
. 대
처는 이 연설에서 그때까지 사회적 진보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해온 풍조에
찬물을 끼얹고 자본주의의 미덕을 찬양하였다. 이 점에서도 이녹 파월은 용
감한 선구자였다. 파월은 언젠가, 자기는 매일 아침 신 앞에 무릎 꿇고 자본
주의를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파월을 제외
하고 보수당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도 마거릿 대처만큼 자본주의라는 ‘더러
운’ 단어를 구차한 변명 없이 떳떳하게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 좌파 지향적
인 정서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더 큰 정부가 주도하여 더 많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진보라는 전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시대에, 대처는
자본주의의 윤리적·현실적 우월함을 거침없이 발언했던 것이다. 이윤을 산출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역설하는 대처의 모습은 충격이었으며 너무
순진해 보이기조차 하였다. 그렇지만 대처는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해 금욕적
이었다. 대처는 마음속으로 진짜 재화와 서비스를 파는 것에서 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
지 이유로 정부가 판매하는 복권의 도입에도 반대하였다.36)
그녀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을 내세워 영국 사회에 뿌리
내린 사회주의를 억누르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관장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대처가 1945년 이후의 사회민주적 합의를
그처럼 비난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두 발로 서기보다 남
에게 의지하려는 의존문화를 낳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는 기율의 문제이기
도 하였다. 대처가 바란 세상은 소수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국가
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를 위해 대처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개인의 독립과 창발성과
자기신뢰가 무너지고 권리만 끊임없이 주장하고 의무는 무시하는 경향에 대
한 대처의 반감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의 결과였다.37) 대처에
게 근면, 검약, 노력, 정직, 책임감 등은 단순히 빅토리아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였다.

35) Campbell, T he Iron Lady, 388에 서 재인용; N oel Annan, Our Age: The Generation that made Post-war
Britain (Fontana, 1990), 577도 참조 .
36) Campbell, The Iron Lady , 248-249.
37) 대 처의 양육에 대 해서는 박지향, 《중간은 없 다: 마거릿 대처의 생애와 정치》(기파랑 , 2007); Tha tcher,
The Path to Power; John Campbell, Margaret Thatcher, vol. 1 The Grocer's Daughter (Jonathan Cape,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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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자본주의의 학습 효과

대처 정부의 ‘대중자본주의’ 덕분에 영국은 세상에서 가장 넓게 주식 소유
자가 분포된 나라가 되었다. La Porta 등의 연구에 의하면 각국의 20개 대기
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국의 경우에는 20개 기업 모두의 주식이 광
범위한 소유분포를 보였다. 미국은 16개, 일본은 18개 기업인데 반해, 홍콩,
벨기에 등은 광범위한 소유분포를 가진 대기업이 거의 없었다.38) 그렇다면
실제로 민영화를 통해 주식을 산 사람들은 기업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
을 기울이게 되고 이윤 추구와 경제적 성공에 대해 좀더 ‘기업가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가? 1980-90년대에 실시된 사회조사에 의하면 대처가 원한 만
큼은 아니지만 대중자본주의는 확실히 자본주의를 훨씬 더 인기 있는 것으
로 만들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
처가 제기한 여러 이슈 가운데 확실하게 여론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것은
탈 국유화에 관한 것이었다. 즉 1974년에는 24%만이 탈 국유화에 찬성했지
만 1983년에는 42%가 찬성하였고 1987년에는 국민의 2/3 이상이 민영화를
지지하였다.39) 한편 더 많은 기업과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사
람들은 1986년에 16%이었으며 그런 경향은 1990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노동당 지지자들 가운데도 더 이상의 국유화를 지지한 사람은 1/3
이 안되었다.40) 게다가 민영화된 주식을 산 소액 주주들은 주주로서 자리 잡
았다. 즉 1990년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조사에 의하면 그들 가운
데 20%만이 즉각적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팔았고 나머지는 장기적 투자
로 나아갔다.41)
<표 1>에서 보듯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74.7%가
더 많은 민영화에 찬성하였으며, 임대주택을 산 사람들의 2/3도 민영화를 더
욱 진척시킬 것을 원하였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반 이상이 민
영화를 지지하였다.

38) Rafael L a Porta, Florencio L opez-de-Silanes, A ndrei Shleifer, "Corporate Ownership a 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 54/2 (April 1999), 491-493.
39) Ivor Crewe & Donald Searing, "Ideological Change in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 Americ 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2 (June 1988), 375; Geoffrey Garrett, "The Politica l Consequences of
Thatcherism", Political Behavior, 14/4 (1992) , 367.
40) Roger Jowell,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1987 Report, 34.
41) Saunders & Harris, Privatization and Popular Capitalism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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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더 많은 민영화에 찬성한 사람들(1986)
임대주택 취득자

64.4%

현 임대주택 거주자

38.2%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을 산 사람

74.7%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55.6%

자료: Geoffrey Garret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atcherism", Political Behavior,
14/4 (1992), 367

국민의식에서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
아졌다는 사실이다. 1986년 영국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중
의 58%는 영국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국민 모두에게 이롭고 자신들도
더 잘 살게 된다는 데 찬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응답자의 45%가 민간기업이
영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42)
보고서는 따라서 위너 논쟁이 야기한 영국인들의 문화적 태도는 사실이 아
니며, 그 명제와는 달리 기업에 대한 “상당한 대중적 공감”을 발견할 수 있
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윤은 영국 대중에게 ‘더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다.43)
물론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는 매우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처주의 가치관과 사회주의 가치관을 대조해서 평가한
1988년 모리(MORI)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통제경제를 포함한 사회
주의 사회를 선호한 반면, 43%가 자유기업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를 선호
하였다.44) 이 결과는 아직도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국민이 과반수에 못 미친
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사회민주적 국가통
제가 관행이던 1970년대의 분위기와 비교해 볼 때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대
한 지지가 43%라는 사실은 특기할 사항이다. 1986년 대중의 사회적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쇠퇴하고 있는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9%가 반대를 표명한 사실에서도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수가 과반수를 넘었음을 알 수 있다.45)
대중의 의식변화는 국가의 다른 역할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1983~1989년간 임금과 물가통제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각각
15%와 10%에 머물렀다. 또한 실업자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정부가 책임져야
42)
43)
44)
45)

Ibid., 133, 142.
Ibid., 36, 43.
Ibid., 142-143.
Jowell, British Social Att itudes the 1987 Repor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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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
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표 2> ‘실업자의 생활수준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에 동의
구 분

영국

독일

스웨덴

1985년

44%

24%

-

1990년

32%

19%

-

1996년

29%

17%

39%

자료: Roger Jowell et al.,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15th report(1998), 63.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이하 편집자 생략]

정부 역할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도 사회민주적 합의로부터 크게 후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제공과 실업자 생활보장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
이라고 믿던 과거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가
확고히 자리 잡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 국가에 의존하는 태도가 많이 보이지
만, 예전 케인즈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로부터는 크게 후퇴한 것이다.

<표 3> 정부 역할에 대한 조사: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 경우(1989)
구 분

영국

미국

서독

이탈리아

일자리제공

38%

14%

35%

52%

산업보조

54%

17%

11%

34%

실업자 생활보장

45%

16%

24%

40%

빈부격차 줄이기

48%

17%

28%

48%

자료: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6th Report(1989), 38, 39, 41

1990년대에 이르면 국민의식이 더욱 변화했음을 알게 된다. 노동조합, 기
업, 정부 가운데 어느 부문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노조
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반면, 정부의 과다한 권력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 정부가 집중적으로 설파한 ‘작은 정부론’이 국민에게 수
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46) 국가 역할의 축소를 원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2년 보고서는 민간
46) Jowell,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9th Report(199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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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35%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의 27%보다 앞섰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
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가장 큰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영국 대중이 전후
압도적이던 사회민주적 합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대처가 원한 만큼 신속
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표 4> 민간 기업과 정부 개입
구 분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부정
매우 부정

민간 기업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이다
4%
31%
36%
24%
3%

정부 간섭이 적을수록 경제는
더 나아진다
3%
26%
40%
28%
2%

자료: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9th Report(1992), 135.

6. 대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응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고 민간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지만
대중은 전반적으로 영국 기업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 ‘산업의 해’로 지정된 1986년에 영국 산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대중은 영국 산업이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원
인을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기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훈련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서 국민은 그런 일이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투자는 일단 이윤에 의존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국민의료보험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결국 이윤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거리가 있었다. 시장경제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이윤은
주주의 몫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중은 이윤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느끼며 이윤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가
지고 있었다. 특히 이윤이 소유주와 주주들에게 돌아간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71%, 경영진에게 간다는 대답은 20%이었다.47) 1991년에 행해진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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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피고용인에
게 가야 한다는 답이 44%, 일반 대중 32%,

소유주/주주 18%, 그리고 경영

인이 3%였다.48)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비슷한 조사에서 기업의 의무가 ‘사회
환원’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사정과 유사하다. 대처 정부 하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가 늘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학습효과는 나타나지 않
은 것이다. 즉 민간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이윤
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최고 경영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
에는 거의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49) 따라서 대처가 주창한 ‘기
업 문화’라는 개념이 뿌리 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대기
업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훨씬 낮다는 조사 결과이다. 1987년 보고서는 노
사관계, 소비자에 대한 봉사,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생산, 가격 등에서 소
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사관계
에서 대기업이 더 낫다가 5%, 소기업이 더 낫다가 77%였으며, 소비자 봉사
에서도 대기업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 소기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71%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
다.50) 2004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그러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04년 조사는 일반 대중의 반응이 아니라 피고용인들의 태도
이기 때문에 대중적 이미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근로자를 희생해서 소유주에게 이득을 준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대기업은 근로자를 희생해서 소유주에게 이득을 준다’에 동의
구 분

노조원

비노조원

차이

1986~1990년

63%

49%

14%

1991~1996년

66%

56%

10%

1998~2004년

62%

52%

10%

자료: Alison Park et al.,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22th report(2005), 225

47)
48)
49)
50)

Jowell, British Social Att itudes the 1987 Report, 34.
Roger Jowell et al., British Social A ttitudes the 9th Report(1992), 135.
Ibid., 136.
Jowell, British Social Att itudes, the 1987 Report,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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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영인들에 대한 피고용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일 리는 없지만 “경영
자는 기회만 있으면 근로자로부터 최대한을 얻으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표7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물론 비노조원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40% 이상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표 6> ‘경영자는 기회만 있으면 근로자로부터 최대한을 얻으려 한다’에
동의
구 분

노조원

비노조원

차이

1986~1990년

67%

55%

12%

1991~1996년

71%

60%

11%

1998~2004년

64%

56%

8%

자료: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22th report(2005), 225

마지막으로 1980년대에 자라난 “대처 세대”와 그 이전 세대 사이에 기업
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다시 말해 대기업에 대한 태도에
서 대처 세대는 전 세대들보다 친기업적인가?

<표 7> 대기업은 노동자들을 희생해서 소유주에게 혜택을 준다
구 분

1980년대 세대

1960년대 세대

전후세대

동의

55%

63%

58%

중립

31%

22%

22%

부정

12%

14%

17%

자료: British Social Attitudes, the 14th Report(1997), 10.

비록 큰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확실히 대처 세대가 사회민주적 분위기
에서 자란 60년대 세대보다 대기업에 대해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자란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욱 물질주의적일 것이라는 가정 역
시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들이 일 자체보다 봉급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51)
대처 시대를 겪고 난 영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요약하면, 경제적으로는 자
51) Roger Jowell et al., British Social A ttitudes the 14th Report(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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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지만 빅토리아시대의 가치로 돌아가 규율 있
고 책임지는 개인을 만들어내자는 대처의 호소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
지 못했던 것 같다. 아직도 다수는 복지국가와 집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자립’이라는 대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관료제에 의존하려는 성향
을 보이는 국민이 상당 수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업의 책임을 실업자들 자신에게 묻는 태도가 급격히 늘었다는
사실에서 자립을 강조한 대처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1989년 조사에서 “실업자들이 정말 원한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한 사람이 52%,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28%,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19%로 나타났다.52)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확실히 줄어들었다. 비대해진 국가를 축소하고 개인을 해방
시키려 한 대처의 중점 사업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맺음말

1970년대 영국은 유럽의 환자였고, 통치 불가능한 나라였으며, 더 이상 잃
을 것이 없는 나라였다. 이제 영국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크게 높아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250만 개의 일
자리 창출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6
년도 통계에 의하면 영국은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기업자유 지수에서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대처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블레어 정부가 동일한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
한 결과이다.
대처가 이루어 놓은 공적 부문의 해체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블레어 정
부에 의해서도 유지되었다. 블레어의 전망은 대처 유산의 많은 것들이 지속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블레어는 우선 대처의 자유 시장경제를 이어받았
는데, 그의 입장은 기업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인정하
고 국가 개입을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대처와 다를 바가 없었다.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하자 블레어는 걱정할 게 없다고 기업가들을 안심시켰
다.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도 마찬가지였다. 브라운은 “지속적 번영을 창출하
52) Roger Jowell et al., British Socia l Attitudesthe 7th Report ( 19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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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닙니다”라고 일갈하였다. “정부의 일은 사람들에
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번영하고 더 많
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53) 블레어는 기
본적으로 대처 수상의 정책노선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지출 감소, 법질서 유지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
다. 그 때문에 “제3의 길”이 대처주의와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기
도 했고 일부 사람들은 블레어를 “대처의 아들”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는 엄밀히 말해 “포스트 대처주의자”이다. 그것은 대처가 남긴 족적이 워
낙 커서 그 후의 누구도 그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지도자를 평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와
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는지 이다.54) 마거릿 대처는 영국
국민과 제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거나 받아들이
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지도자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지도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1960~1970년대에 계속된 영
국경제의 쇠퇴와 국가 위상의 추락은 국민들로 하여금 전후 지속된 사회민
주적 합의에 회의를 품게 만들고 무언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사실
을 깨닫게 하였다. 대처 개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영국사회가 당면했던 총
체적 좌절감과 문제의식도 대처의 과감한 혁명을 도왔던 것이다. 대처가 보
여준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돌아가고 싶으
면 당신들이나 돌아가시오. 나는 돌아가는 것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대
처의 강인한 리더십은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지만 바로 대처주의 혁명을 추
진한 동력이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한 우리에
게 대처 시대의 경험은 귀감이 될 것이다.

53) Robert Taylor, "Employment Relations Policy" in The Blair Effect : the Blair Government 1997-2000
ed. Anthony Seldon (L ittle, Brown, 2001), 250에서 재인용.
54) Jeremy Moon, Innovative Leaders hip in Democracy: Policy Change under Thatcher (Aldershot England:
Dartmouth Publishing Co, 2003), 3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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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의 반기업정서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반기업정서가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강력한 반기업정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친
화적 정서가 더 지배적이라고 생각된다.1) 우리는 여기서 소박하게 “왜 일본
에서는 반기업정서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본인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사고구조로부터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일 수 있다. 일본인의 기업에 대한
감정은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기업활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
사회의 구조나 관습,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에(イエ, 家)
제도의 존재는 일본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업을 하나의 이에로 보게
함으로써 기업공동체적 관념을 일반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을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보는 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사회에 만연하기란 쉽지

1) 이러한 평가는 몇몇 설문조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종합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Accenture)사
가 2001년 세계 22개국 CEO들을 대상으로 자국 국민들이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지 문의한 결
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동의한다는 회답이 45%인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답은 53%로 동의하지 않는
다는 회답이 동의한다는 회답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동의한다는 회답이 70%(조상대상 국가
중 1위),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28%로 동의한다는 회답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2003년에 중앙일보가 한
국, 중국, 일본 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인식에 관한 비교조사에서도 한국의반기업적 정서가 일본,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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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또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도 영향을 준
다. 성리학적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것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반
면, 상업적 전통이 있는 일본에서는 돈 버는 것에 대해 적대적이 아니며 이
런 태도가 반기업정서가 발달하지 못한 요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역사적 접근에 대비되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해 두자.2)
이러한 구조적 접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반기업정서가 약할 수밖에 없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다.
기업친화적인 정서는 일본에서 2차대전 전보다는 2차대전 후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일본인의 기업에 대한 정서나 시각이 역사적
관습, 전통에 규정받고 있다면 오히려 과거의 전통, 관습이 더 진하게 남아
있던 전전에 기업친화적인 정서가 더 강해야 하지 않을까? 구조적 접근에서
의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반기업정서에 대한 역사적 고
찰을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의 근현대사를 통람하면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반기업정서가 분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의
반기업정서의 부재라는 현상은 역사상에 출현했던 반기업정서에 대한 대응
과정의 산물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머리에서 제기한 “왜 일본에서는 반기업정서가 강하게 나타나
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일본에서는 반기업정서를 풀어가는 메커니즘이 어
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질
문에 대해 역사적으로 반기업정서가 고양되었던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반기
업정서가 생성된 요인, 반기업정서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집단 및 표출 양식,
그리고 반기업정서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대응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답하
고자 한다.
일본에서 반기업정서는 언제부터 생성되기 시작했을까? 우선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선 ‘반기업정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반기업정서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반기업정서가 발생한 이유에 상관
없이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기업에 대한 반감은 모두 반기업정서로 간
주한다. 단, 반‘기업’정서와, 반‘대기업’정서, 반‘기업가’정서와는 구별할 필요
가 있다. 반대기업정서나 반기업가정서는 반드시 기업 일반에 대한 반감은
2) 예를 들면, 김은희‧함한희‧윤택림『문화에 발목잡힌 한국 경제』현민시스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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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반기업정서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론 조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반기업정서가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문 등
의 당시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작업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
라, 반기업정서의 존재 여부 판별에서 자의성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기
업정서가 광범위하면서도 집단적∙조직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대중들의 집단적인 반기업운동, 정당 등 정치집단
의 반기업활동, 노동조합의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기업정서를 위와 같이 정의할 경우, 일본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크게 고
양된 시기로서 소화공황기(1930년대 전반), 전후개혁기(1940년대 후반에서 50
년대 전반, 제1차 석유위기 전후의 시기(1960년대말부터 70년대 전반)를 생각
할 수 있다.3) 물론 각 시기의 반기업정서는 그 내용도 다르고 그 경제정치적
배경도 다르다. 소화공황기는 불황이 심화하는 중에 재벌비판이라는 형태로
주로 혁신우익세력에 의해 반기업정서가 분출되었으며 전후개혁기는 경제민
주화의 요구 속에서 격렬한 노동조합운동 속에 반기업정서가 나타났다. 석유
위기 전후의 시기에는 시민운동 그룹을 주된 세력으로 해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세 시기 중에
소화공황기의 재벌비판의 검토를 통해 일본에서의 반기업정서의 생성 배경,
표출과정과 그 귀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소화공황기의 일본경제

(1) 소화공황의 발발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의 폭락을 계기로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였
다. 일본에서는 1930년 1월의 금본위제로의 복귀(金解禁)를 위한 민정당 정부

3) 물론 소화공황기 이전에도 반기업정서가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최초의 공해문제라고 말
해지는 아시오(足尾) 광독(鉱毒)사건은 공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을 야기시켰다. 또 제
1차대전시 쌀값 상승에 대한 불만이 쌀소동으로 폭발하는 중에 스즈키
(鈴木)재벌과 같은 대기업이 폭동의 타
깃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기업 일반에 대한 광범위한 기업 불신, 또는 반감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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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축재정과 세계공황의 영향이 중첩됨으로써 격렬한 경기수축이 일어났
다. 1929년부터 32년 사이에 광공업생산은 약 10%, 무역은 약 60%가 감소하
였으며 도매물가는 약 30% 하락했다.
이러한 격렬한 가격하락을 동반하는 불황 하에 고용은 줄고 임금수준은
하락했으며, 노동쟁의 수는 격증했다. 1931년의 민영공장의 노동자수는 29년
의 약 82% 수준이었으며 실질임금은 약 85%의 수준이었다. 노동쟁의는 1930
년에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2,284건을 기록했으며 32년까지 계속 2000
건을 넘었다. 실업자는 1930년중 25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고등실업자를 소
재로 한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감독의「대학은 나왔지만(大学は出たけれ
ど)」이 상영된 것은 불황의 짙어가던 1929년이었다.
농촌지역의 불황은 도시보다 더욱 심각하였다. 1931년의 미가(米價)는 1929
년의 63% 수준이었으며 1935년이 되어서야 1929년의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
에 주로 수출되던 생사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함에 따라 농가의 주 수입
원이었던 누에고치의 가격도 폭락하였다. 1931년의 누에고치의 가격은 1929
년의 약 42% 정도였으면 35년에도 63%의 수준에 불과했다. 누에고치 가격의
폭락과 미가의 하락에 따라 농가소득은 1930-32년의 3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
어들어, 각지에서 농촌생활의 붕괴, 즉 소농 가계가 파탄하고 그들이 구성하
는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특히 동북지역 농촌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심각하
여 기아수준의 궁핍에 빠진 농민의 참상이 보도되고, 딸을 판다거나 소학교
교원의 급료가 지불되지 않은 일이 속출하였다. 당시 일본의 농림업 취업인
구는 1392만8000명(1929년)으로 전취업인구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농가의 대다수는 영세 소작농이었다(당시의 소작지는 전 경지의 46%에 달하
고 소작호수는 전농가의 27%, 자소작은 42%). 이처럼 방대한 인구를 포용하
고 있는 농촌지역의 극심한 경제적 궁핍이 후술하는 바와 같은 급진적인 농
본주의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2) 재벌의 제패

소화공황이 발발한 1930년대 초는 일본경제에서의 재벌의 독점적 지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다. 재벌은 가족에 의한 봉쇄적 소유구조를 특징으
로 하는 기업집단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하여 복수의
산업부문에 걸쳐 대기업을 산하에 두는 콘체른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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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후의 1920년대의 장기 불황 과정에서 재벌들 간의 격렬한
부침이 있었지만, 20년대 말에는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스미토모(住友)·
야스다(安田)의 4대 재벌의 패권이 확립되었다. 이들의 주된 투자분야는 광
업·금융·상업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아직 중화학공업을 주된 축적기반으로 하
고 있지는 않았다.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재벌의 일반집중도를 보면 1930년의
시점에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의 3대재벌계 기업의 납입자본금은 회
사통계표에 게재된 주식회사 전체 납입자본금의 14.0%에 달했다(橋本 1989:
122).
소화공황 시기는 이와 같이 한편에서의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의 경제적
궁핍, 다른 한편에서의 재벌에 의한 부의 독점이 첨예하게 대비되던 시기였
다.

3. 재벌비판의 전개

(1) ‘달러 매입’ 사건

재벌비판은 소화공황기에 미쓰이은행을 비롯한 재벌계 은행과 기업에 의
한 ‘달러 매입’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발생하였다. 즉 재벌계 기업들이 외
환시장에서 엔저를 예상하고 ‘달러 매입’을 한 것에 대해, 이것은 국가 정책
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군부와 우익이 들고 일어나 재계비판
을 한 것이 재벌 비판의 발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정당 정부는 1930년 1월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단행하
였다. 당시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둘러싸고는 구평가 복귀와 평가절하된 신평
가 복귀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었지만 민정당 정부는 당시 다수 의견인 구평
가 복귀를 단행했다. 금본위제 복귀 직전의 엔달러 교환비율이 100엔당 약
43달러 50센트 정도였기 때문에 100엔당 49달러 85센트로의 구평가로의 복
4) 재벌이란 말은 1900년 전후에 일본에서 사용되기 사작한 造語로서 당초는 同鄕의 부호를 가리켰으나, 1900년
대말에는 동향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호 일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본 학계에서는 재벌을 “가족 또
는 동족에 의해 출자된 모회사(持株회사)가 중핵이 되어 모회사의 지배하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과점적 지위
를 점하고 있는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집단”(安岡 1976), 혹은 여기서 콘체른 규정과 독점 규정을 제외
시켜, “부호 가족·동족의 봉쇄적 소유·지배하에 성립한 다각적 사업체”(森川 1978)로 정의한다. 재벌 비판이 주
로 미쓰이와 같은 콘체른적 기구를 확립한 대재벌에 대해 일어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자의 정의에 따른다
.
콘체른이란 “지주회사에 의한 복수의 산하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동일자본으로 상이한 산업부문에의 지배
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조직의 한 형태”이다(橘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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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는 약 15%의 엔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금본위제 복귀를 단행한 이노우
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대장성 장관은 구평가 수준의 유지에 자신을 보였
지만, 구평가의 유지가 일본경제의 실력으로 볼 때 무리하다는 관측은 금본
위제 복귀 당초부터 존재하였다.5)
그러나 달러 매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1931년
9월 21일에 영국이 금본위제를 정지하면서부터였다. 국제금융체제의 종주국
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금본위제 정지는 일본도 조만간 금본위제에서 이
탈할 것이라는 예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달러매입을 한층 가속시켰
다. 이때부터 민정당 정부의 붕괴 후에 성립한 정우회의 이누카이 쓰요시(犬
養毅) 내각이 1931년 12월 13일 금본위제 정지를 단행하기까지의 3개월간 금
본위정책을 고수하고자 하는 정부와 달러 매입 세력 간의 격렬한 달러 공방
이 이른바 ‘달러 매입’사건이다.

(2) 미쓰이재벌에 대한 비판과 공격

재벌비판은 국내은행의 달러 매입을 공공연히 비판한 정부에 의해 시작되
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는 재계에 금본위제 유지에 대한 협
력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달러 매입이 계속되자 달러 매입을 하는 측을 ‘國
敵’취급 하는 등의 도덕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1월 4일, 민정당
총무회는 달러 매입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여 공공연하게 달러 매입측에 대
해 “이러한 투기를 하는 것은 국적이다”고 대단히 강경한 비판적 언어를 사
용함으로써 달러 매입을 주로 하고 있던 미쓰이은행, 미쓰이물산, 미쓰비시
은행, 스미토모은행 등의 재계 중심부에 있는 기업이나 경영자를 ‘국적’으로
몰아붙였다.
달러매입 사건이 당시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달러 매입에
대한 비판이 그 수괴로 지목된 미쓰이은행에 집중되었다. 이에 더해 미쓰이
광산의 노동자해고, 미쓰이물산의 농촌공업진출을 대자본의 횡포로 공격하는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어 미쓰이재벌은 재벌비판의 타깃이 되었다.
재벌비판은 직접적 항의행동으로 발전하였다. 당시의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사회민중당 산하의 사회청년동맹원 100여명은 11월 2일 미쓰이은행 본점으
로 몰려가 달러매입에 항의하였다. 사회민중당은 12월 25일에도 도쿄에서는
5) 高橋亀吉『財界変動史 中巻』(東洋経済新報社, 1955)의 제10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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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 이와사키(미쓰비시 재벌의 주인)의 양가에, 오사카에서는 스미토모가
에 항의문을 가지고 몰려가 시위행동을 하였다. 이들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의 재벌이 금수출재금지를 예상하고 달러를 투기적으로 매입하여
巨利를 얻었지만, 이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경제가 극단적으로 압박받
았다”주장했다. 미쓰이 본가에 쳐들어간 그룹은 미쓰이가 달러 매입으로 얻
은 이익을 東北, 北海道의 흉작기근지 구제자금으로 제공할 것, 12월 1일에
수취한 滿鐵(남만주철도회사) 배당금을 모두 만주에 출정한 병사에 분배할
것 등을 주장하면서6)

‘국민의 적을 장사지내자’, ‘사회주의 일본을 건설하

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달러 매입에서 시작된 재벌 비판은 이와 같은 항의나 시위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1932년 3월5일 미쓰이합명(미쓰이재벌의 持株会社)의 이사장 단 다쿠
마(団琢磨)가 血盟團員 히시누마 고로(菱沼五郎)에 의해 암살되어 미쓰이재벌
은 큰 충격을 받았다. 혈맹단은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를 중심으로 하는 혁
신우익단체로서 이들은 소화공황기에 급속히 비합법수단에 의한 국가개조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들은 현체제를 파괴하는 제일탄을 쏘는 것을 목표로 하
여‘一人一殺’주의를 표방하였는데, 이들에 의해 1932년 2월에는 이노우에 전
대장성 장관이 오누마 다다시(小沼正)에 의해 암살되고 이에 이어 5월에 단
이 암살당한 것이다.

(3) 군부의 재벌비판

당시의 군부는 아직 명확한 재벌비판의 자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그
러나 군부의 일각에서는 국가주의적 사상에 경도하고 있는 그룹들이 나타나
국가개조운동을 일으키며 그 일환으로 재벌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군
사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쿠데타를 기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7), 1932년에는
이들 그룹 중에 해군청년장교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급진적 농
본주의 그룹
과 함께 5・15 사건을 일으켜 이누카이 수상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육해군 장교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기도는, 정당・재벌의 부패정치, 농촌・
도시의 피폐궁핍, 국민사상의 악화 등을 정당・재벌 및 특권계급이 서로 결
탁하여 사리사욕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난국
6) 1932년 1월 23일에도 사회민중당, 사회청년동맹, 일본노동총동맹의 3자가 공동으로 미쓰이에게 같은 요구를 했
다(三井文庫 1994: 190)
7) 1931년 3월과 10월에 육군의 중견장교 그룹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계획이 있었으나 미수로 끝났다
. ‘3월 사건’,
‘10월 사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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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들 특권세력을 제거하고 군사정권를 수립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8) 5・15 사건은 국내정치에 큰 충격을 주어 일
본의 정당정치는 이로써 종지부를 찍고 이후 군부의 정치적 발언권이 대폭
강화되었다.
군부내의 반재벌적 기운은 만주사변 이후의 관동군의 만주국 경제건설방
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관동군은 제1차대전의 경험으로부터 장래 국가총력
전의 발발이 필지일 것으로 보고 그 준비로서 만주의 철, 석탄이 자원획득이
중요함을 역설해 왔다. 결국 관동군은 영국의 금본위제 정지 사흘 전인1931
년 9월 18일 발생한 柳條溝사건을 빌미로 하여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만주의
무력지배가 일단락된 1932년 3월 괴뢰국가 만주국이 수립되자 군사적 지배
하에서 새로운 경제건설, 확대가 시작되었는데, “재벌은 들어오지 말 것”이
라는 관동군의 당초의 만주개발원칙은 재벌의 만주진출을 거부하는 것이었
다(1933년 3월「満州国経済建設基本要綱」). 이 역시 재벌비판의 한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9)

(4) 대중들의 의식 속에 있는 반재벌 정서

일반 대중들은 재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몇 가지의 단편
적인 사실로부터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재벌의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30년 1월부터 『東京朝日新聞』에 연재되어 연간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이었던 「진리의 봄(真理の春)」(작자는 細田民樹)의 주제의 하나가 재벌
비판이었다. 거기서 재벌은 투기나 주식 조작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
며 불황에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돈으로 흡수・지배하고 정계중추와 결탁하
여 국가와 지방의 이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었다
. 미쓰
이 은행의 필두상무이사였던 이케다 시게아키(池田成彬)를 모델로 했다는 이
소설은 이케다의 항의에 의해 중단되었다(長 1973: 136).

8) 5・15사건 당시 쿠데타 그룹이 뿌린 삐라에는 다음과 같이 격렬한 구호가 적혀 있었다.
국민이여! 천황의 이름으로 군신의 간신을 척결하라!
국민의 적인 기성 정당과 재벌을 죽여라!
횡포의 극에 달한 관헌을 응징하자!
간적, 특권계급을 말살하자!（松本 1978: 269
9) 1934년 이후에는 재벌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對滿투자가 증대하여 日滿경제블럭이 진전된다. 만주의 경제건설
을 위해서는 결국 재벌자본의 유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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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예를 마르크스주의에 경도해 있던 학생의 회상에서 보기로 하
자. 그 학생은 “단지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왜 인격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가… 다리 밑 土管에서 雨露를 피하는 가련한 사람들과 제국호텔의 휘황찬
란한 샹델리에 밑에서 샴페인을 건배하는 사람들과의 대립 …(그것이) 나를
마르크스로 기울어지게 했다”(文部省『左傾学生生徒の手記』1934－35年) 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국호텔에서 샴페인을 건배하는 것이 재벌의 정형
적 이미지가 되고 있다(安田 2002: 204).
극히 단편적이 자료이긴 하지만 대중들의 재벌 이미지는 자본의 운동법칙
이든가 축적양식 등 비인격화된 시스템으로 파악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제국호텔에서 샴펜을 마시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합된 인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알기 쉬운 이미지는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재벌비판
의 감각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중의 반재벌적 감정은 재벌에 대한 우익의 비판과 공격에 대한 대중의
호응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혈맹단사건은 발발 당시에는 오누마(이노우에
준노스케의 암살자)의 생가에 돌이 던져지는 등 비난이 일어났지만, 공판상
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국에서 혈서의 감형탄원서, 여성의 흑발이 변호인
에게 다수 보내어지는 등, 대중들로부터 마치 사회 개혁의 의거로 받아들여
지기도 했다. 또 5・15 사건의 경우에도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대체로 비판
적이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동정적이었으며, 감형탄원서는 100만통에 달했
다고 한다.

4. 미쓰이재벌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것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재벌비판은 미쓰이재벌을 집중적인 공격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미쓰이재벌은 과연 그러한 격렬한 비판을 받을 정도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일까?

미쓰이은행의 ‘달러 매입’과 미쓰이물산의 ‘영업 제일주

의’에 대한 비판이 과연 정당한 것이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75 -

(1) 달러 매입은 투기적인 것인가?

미쓰이는 투기적 목적으로 달러 매입을 한 것일까? 미쓰이는 투기적 목적
으로 달러 매입을 했다는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나아가서 합리적인 경제행위
라고 주장하였다. 달러 매입의 수괴로 지목되던 미쓰이은행의 필두상무이사
였던 이케다 시게아키는 회고록에서 “미쓰이은행에서는 당시 달러의 선물
약정 1,633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 이 준비로 달러를 사둘 필요가 있었으며
또 전력회사의 외채 이자지불을 위해 535만 달러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사
정이 있었다”(池田 1949: 135-170)고 하고 하여 미쓰이의 달러매입은 투기적
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제적 행위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당시의 미쓰이
은행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었다(三井文庫 1994: 191-192). 또 미쓰이
물산과 미쓰이신탁도 투기적인 예상에 의한 달러 매입이 아니라 무역자금조
달을 위한 정당한 상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12월 23일 성명을 발표
했다(三井文庫 1994: 193).
경제계에서도 미쓰이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당시 이노우에 대
장성 장관의 오른팔로서 대장성국고과장이었던 아오키 가즈오
(青木一男)는
“당시의 달러 매입의 약 절반은 내셔널시티은행 1행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쓰이은행의 달러 매입액은 스미토모나 미쓰비시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
다”고 미쓰이은행만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
로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수출재금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미리 달러를 사 두려고 하는 생각은 경제적 상식
이라고 할 것으로 일국의 법제가 합법적 거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애국심이
나 도의심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 무리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青木 1959) 라고 하여, 대장성의 관료이면서도 달러 매입은 경
제적으로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미쓰이가 어느 정도의 달러를 매입했는가를 보기로 하자. 야마사키의
연구(山崎

1988)에 의하면, 전술한 아오키의 말대로 외국은행인 내셔널시티

은행의 달러 매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표 1>에서 알 수 있
다.그러나 1931년의 9월을 경계로 하여 1930년 8월에서 31년 8월까지와, 31
년 9월에서 32년 3월까지의 두 시기로 나누어 달러 매입 상황을 보면,

달러

매입이 문제가 되었던 두 번째 시기에 미쓰이은행과 미쓰이 물산의 달러 매
입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달러 매입에 대한 비판이 미쓰이에
집중된 것은 달러 매입이 문제가 된 31년 9월 이후의 미쓰이의 움직임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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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대규모 달러 매입 은행 및 기업
(단위: 천엔, %)
순
위

1930.8-1931.8

순
위
금액
142,520(40.2) ①

1931.9-1932.3

①

기업명
내셔널시티은행

기업명
내셔널시티은행

금액
130,642(32.7)

②

미쓰비시은행

34,300(9.7) ②

미쓰이은행

③

스미토모은행

33,300(9.3) ③

스미토모은행

31,700(7.9)

④

홍콩상하이은행

21,450(6.1) ④

미쓰이물산

30,054(7.5)

⑤

조선은행

18,700(5.3) ⑤

미쓰비시은행

19,950(4.9)

⑥

Netherland Trading Society

15,085(4.3) ⑥

홍콩상하이은행

19,200(4.8)

⑦

미쓰이은행

12,200(3.4) ⑦

조선은행

15,430(3.9)

⑧

미쓰이물산

11,731(3.3) ⑧

동양면화

8,888(2.2)

⑨

챠타드은행

8,700(2.5) ⑨

챠타드은행

8,700(2.2)

⑩

노무라증권
기타 포함 합계

6,399(1.8) ⑩
354,420

타이완은행
기타 포함 합계

8,250(2.1)
399,995

46,550(11.6)

이처럼 31년 9월 이후 미쓰이의 달러매입이 돌출한 것은 최근의 연구(小倉
1990；武田1995)에 의하면 당시의 미쓰이은행이 의도적으로 엔저를 예상하고
달러 매입에 의한 환차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미쓰이은행은
유휴자금이 발생하여 이를 해외에서 단기적인 자금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미쓰이는 유휴자금을 영국의 폰드에 투자했는데 영국의 금본위제 정지
로 인해 폰드가 하락했지만 폰드 자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미쓰이는 환 리스크를 커버하는 환예약을 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미쓰이 은
행은 약 8,000만엔을 런던에 두었는데 폰드의 가치가 약 3할 하락했기 때문
에 약 2,400만엔의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엔저
를 예상한 투기적 달러 매입을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금본위제를 정지함에
따라 예상대로 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결국 미쓰이는 결국 달러매
입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달러 매입의 실상은 나중에 판명된 것으로 당시의 달러
매입에 대한 비판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방면의
전문가들은 달러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의 여론은
달러 매입의 경제적 합리성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란 면에서 달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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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다. 여론의 주된 주장은 불황으로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재벌만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당
한다는 것은 금본위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반해서 투기적인 달러
매입을 했다는 것이다. 미쓰이는 투기적 매입이 아니었음을 필사적으로 주장
하였지만 대중은 미쓰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모두 고
생하고 있는데 혼자 돈 벌고 있는 것, 그것도 국가정책에 반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괘씸했던 것이다.

(2) 물산의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

달러매입과 함께 미쓰이재벌 공격의 주재료가 된 것은 일본 최대의 종합
상사인 미쓰이물산의 노골적인 ‘상업주의’ 또는 ‘영리제일주의’였다. 당시 미
쓰이물산은 종합상사부문에서의 공룡적인 존재였으며, 미쓰이재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미쓰이물산의 경영방침에 대한 비판은
바로 미쓰이재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비판 대상이었던 물산의 ‘상업주의’란 무엇인가? 당시의 신
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를 보면, 물산의 노골적인 이익추구에 의한 중소상공
업자의 몰락을 문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34년 1월20일의 『東京朝日新聞』은 미쓰이물산의 필두상무
이사 야스카와 유노스케(安川雄之助)의 사임을 보도하는 기사 중에 “미쓰이
물산은 창업 이래, 미쓰이재벌의 직영기관이면서 철저한 커머셜리즘에 입각
하여, 영업범위의 확대, 이윤의 획득을 위해서는 국제상품에서 모든 국내상
품에까지 범위를 넓혀 그 사이 절대적인 자본력으로써 동종 상공업자를 압
박하여 재벌 횡포라는 소리조차 들리기에 이르렀다”고 보도하고 있었으며,
1934년 3월호 『改造』는 “물산이 철저한 커머셜리즘의 입장에서 영업범위
를 확대하여 국제상품에서 국내상품에 이르기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거대한
자본력으로써 중소상공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전 미쓰이를 직접적으로 대중
에 대립시키게 되었다”고 하여 동종상공업자의 초점이 중소상공업자에 있음
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언설은 1937년에 출판된 『미쓰이콘체른독본(三井コンツェル
ン読本)』에서도 보인다. 즉 저자는 미쓰이가 반재벌감정의 중심에 있게 된
이유를 재벌로서의 ‘이익추급주의’에 있다고 하며, “특히 ‘돈벌이주의’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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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미쓰이물산이 세계 제일의 상사회사로서 철저한 커머셜리즘에 입각
하여 영업 촉수의 확대, 이윤의 독점화를 위해서 국제상품에서 모든 국내상
품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벌려 그 사이에 세계적인 자본력으로써 동업 중소
공업자를 압사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은 쌓이고 쌓여서 재벌 횡포에 대해 마
음 곳 깊은 곳에서부터 원한을 산 것이다”(和田 1937: 291)라고 하고, 국내상
품 중에서 위와 같은 예로 계란, 사과, 김의 독점을 추구하여 중소상공업자
의 터전을 빼앗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저널리즘의 주장은 과연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일
까?10) 적어도 당시 미쓰이물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던 야스카와가 적
극적으로 지방진출을 의도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야스카와가 물산의 지점
장 등에 대한 「申達」이나 「訓示」를 보면, 협동조합의 이용, 지방시장진
출이 신발명・신사업계획의 주시，동업자와의 협조，생산과정에의 진출，外
国間貿易의 적극화 등과 함께 중요한 영업방침으로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
다.
야스카와는 일본의 소공업, 소농 등 소경영의 독자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소경영의 공동화에 의한 그 존속이라고 하는 소경영관을 가지고 있었다
. 즉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소경영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하고 협동조합을 적극 이용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의 이
용이라는 방침은 나아가서 대규모경영과 소경영의 결합에 의한 소경영의 결
점 극복이라는 로직을 매개로 하여 미쓰이물산이 조합에 대신해서 소경영에
원재료나 자금을 공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제품의 판매와 수출을 담당함으
로서 소경영의 존속, 발전을 돕는다는 아이디어로 발전했다. 물산이 직접, 간
접으로 소경영과 거래를 왕성하게 한다는 것은 결구 동사의 지방시장에의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쓰이물산의 商内別商品取扱高를 보면 국내매매가 점하는 비중이
1920－26년의 23－25％대에서 28－32년의 30％대，33년의 40.1％로 경향적으
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시장매매고의 신장은 협동조합의 이용
,
지방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방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시장 진출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압박이 존재했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야스카와는 ‘중소상공업자’의 압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본의 자원 부존상황에 적합하게 존재하는 가내공업의 발달을 상사가 조성
10) 이하의 내용은 山崎広明「三井物産と安川雄之助」(中川敬一郎編『企業経営の歴史的研究』岩波書店，1990)에
주로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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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제품의 판매나 원재료의 공급을 담당하는 형태로 가내공업과 상사
의 공생을 의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11) 그러한 예로서 尾州의 모직물
가내공업, 도자기나 단추, 수산가공품, 계란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상기의
『미쓰이콘체른독본』이 예로 들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 보면, 1930, 31년경
부터 각지 양계조합과의 독점판매권을 무기로 하여 계란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눈에 띈다. 약간 나중의 일이긴 하나 물산은 1937년에는 최대의 계란
시장인 관동시장에서 3위의 계란 거래 실적을 올렸다.
이와 같은 야스카와의 논리는 그 자체로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규모상사가 협동조합을 매개로, 혹은 직접적으로 중소
공업과 연결함으로써 유통과정이 합리화되고 수출이 촉진된다면, 합리화 메
리트가 상사에 독점되지 않는 한, 국민경제에 대해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
러나 합리화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의 상권을 빼앗기는 중소상공업자도 나타
날 것이며 이들은 물산의 방침에 반발할 것이다. 결국, 물산의 영업제일주의
에 대한 비판은 물산의 방침에 의해 손해를 보는 그룹의 목소리가 상사의
진출에 따른 합리화 메리트를 냉정히 평가하는 목소리를 압도한 결과가 아
닐까? 즉 장기화하는 농촌공황과 함께 많은 지방 중소상공업의 경영이 악화
하고, 이에 연동하여 반재벌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사의 진출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3) 미쓰이재벌 공격의 본질

달러매입사건이나 물산의 영리제일주의에 대한 비판은 모두 동일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즉 그 행위는 기업의 영리적 행위로서는 합리적, 또는 당연
한 일이지만, 대중들은 바로 기업의 합리적 행위를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행
위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과 대중간의 인식
의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달러매입 등은 기업으로서 합리적 행동이기 때문에 재벌비판은
정당하지 않은 것일까? 기업으로서의 합리성, 또는 영리성을 극단으로 추구
하다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재벌의 행위가 합
법적이고 경제적 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
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재벌의 행위는 비판받을 수
11)『中央公論』1934年4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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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미쓰이물산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압박이란 비판은 재벌의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로서 비판 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미쓰이재벌에 대한 비판은 이런 점에서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벌비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벌의 사적 이익 추구
자체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즉 재벌비판의 성격이 지나친 사적 이
익 추구의 시정이아니라사적이익추구의부정으로발전하는것이다. 이러한 비
판은 달러매입이나 영리제일주의 같은 재벌의 영업행위가 아니라, 재벌이란
존재 자체를 목표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당시 대두하고 있던 체제비
판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진행되었다.

5. 체제비판으로서의 재벌비판

재벌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혈맹단이나 군부의 혁신장교 그룹과
같은 당시의 국가주의운동을 전개하던 그룹에 의해 가해졌다. 이들은 昭和維
新을 표방하여 “重臣, 재벌, 정당, 관료 혹은 이에 가담한 군벌의 私利・私欲
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메이지국가의 현상을 타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고 있어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실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고, 이러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國體’에 돌아와 국민 각자가 ‘私’를 버리고 국민과 천황이 직결하여, 천황과
국민 사이에 있는 자본가계급, 측근, 의회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다. 즉 소화
유신운동은 ‘私利・私欲’을 추구하는 재벌은 부정되고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여 암살을 포함한 재벌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범위한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
가? 이 질문은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의 형성과정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며
이 소론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이 문
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의 최대분모를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 당시의 정치
체제가 성장하고 있는 대중들의 정치적 욕구를 흡수 소화하지 못한 점이 되
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당시의 정당정치는 성장하는 대중적 욕구를 기존의 정치질서
속에 조직화하는데 실패하였다. 일본은 192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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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12)와 민정당13)의 양당에 의한 정당내각정치가 실현되었다. 이른바 다이쇼
디모크러시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당정치는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성
장한 대중의 욕구를 정당내로 흡수, 조직화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대중 사이에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만연하게 되었다.
정우회와 민정당은 기본적으로 유산계급 이익의 대변자였다. 국회개설
(1890년) 후 고도의 제한선거가 실시된 결과, 양당은 모두 유산자(지주, 기업
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정당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정치자금이 팽창함
에 따라 정당과 재벌의 유착이 발생하여 정우회와 미쓰이, 민정당과 미쓰비
시와의 밀접한 관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조직형태 면에서 보면 전
형적인 명망가정당이었다. 집표조직은 오로지 지방의 명망가에 의존하였다.
의회활동의 면에서는 다수파공작에 의한 노골적인 당리당략의 추구와 의원
들의 이권 개입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1925년에 보통선거법이 제정됨으로써 유권자인구는 4배로 증가했다. 보통
선거법의 제정은 기존 정당이 당조직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찬스였다. 그러나 보통선거법에 의한 최초의 총선거(1928년)의 결과 정계 분
야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자 정당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으며 양당의
체질은 온존되었다. 여기에는 보통선거법 제정과 함께 선거에 대한 관권적
14)이 동시에
규제가 강화되고 현저히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

입법됨으로써 보통선거의 민주적 성격이 희석된 탓도 있었다.
한편 좌익 정당도 성장하는 대중의 정치력을 흡수하지 못했다. 공산당은
가혹한 탄압을 받아 실질적인 정당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다
.15)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계의 정당들은 1928년의 총선거에 참여하여 약간의 의석을 얻었지
만 정계의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사회주의 우파에서는 국가사회
주의적 경향이 대두하여 대중을 파시즘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사회민중당의
서기장이었던 아카마쓰(赤松克麿)는 만주사변의 발발 후 국가사회주의를 주
12)정식명칭은 立憲政友会. 1900년 창립. 주로 지주계급, 지방 부루조아를 지지 기반으로 했다. 1918년에 성립한
政友会의 原敬내각은 최초의 본격적 정당내각이었다.
13)정식명칭은 立憲民政党．1927년 憲政会와 政友本党이 접근하여 憲本連盟를 결성한 후 이를 개조하여 결당하
였다. 政友会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도시 부루조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 憲政会는 1916년 결
성되었다. 1924년 政友会，革新倶楽部와 함께 제2차호헌운동을 추진하여 1924년의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 제1
당으로서 3파 연립내각을 수립하고 憲政会 총재인 加藤高明가 수상이 되었다. 이후 중의원 제1당의 당수가 조
각하는 정당내각이 관행화되었다.
14)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자 하는 결사 및 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에 처하였다. 1928년에는 긴급칙령에 의해 처벌범위의 확장, 형벌에 사형을 추가하는 등의 개
정이 이루어졌다.
15)일본공산당은 1922년 창당되었으나 치안유지법 위반을 구실로 한 1928년의 3・15사건, 29년의 4・16 사건의
탄압으로 대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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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사회민중당에서 분파하여 별도의 정당(1932년 5월 일본국가사회당 결
성)을 세웠는데 그는 사회민중당에 의한 재벌비판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대중들의 목소리가 정당을 통해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들
은 자신의 욕구를 기존 정치체제의 밖에서 찾게 되었다. 소화공황에 따른 대
중의 경제적 궁핍화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 촉진시켰다. 소화공황에 의해
경제적 파국 상태에 빠진 농촌에서 가장 과격하고 급진적인 혁신운동이 일
어났다. 5・15사건 주모자의 한 사람인 다치바나 고사부로(橘孝三郎)는 ‘동양
적 원시공산체의 농본사회’를 이상으로 했다. 동양적 원시공동체로 돌아감으
로써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초극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국민본위적,
공존공영적, 협동체적인 완전국민사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변혁 프로그램이
었다. 그에 의하면 부국강병의 실상은 대도시의 발전과 그에 역비례하는 농
촌의 황폐, 그리고 ‘대도시에 자리잡은 특권자 및 재벌의 연합지배력’의 확립
아래 일반 대중, 그 중에서도 농민 대중의 빈사적 빈곤화를 가져왔을 뿐이라
고 주장하고 애국혁신을 위한 농민들의 결사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소화공황
중에 궁핍화되어 가던 소농민, 소브루조아의 위기감과 기존 체제에 대한 怨
念은 유산계급 정당은 물론이고 좌익정당도 이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소화
유신운동과 같은 국가주의운동 중에 응결되어 나타났다(長 1973: 187). 역으
로 말하면, 소화유신운동은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뒤쳐져가던 대중의 救済願
望을 흡인하여 그 원한의 대상을 정당과 재벌로 향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安田 2002: 205).

6．재벌의 전향

(1) 전향의 내용

반재벌의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재벌은 이익우선주의라는 비판을 모면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1932년 말부터
1934년에 걸쳐 미쓰이재벌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변경, 제도개혁 등으로 나타
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재벌 전향’이라고 불렀다.
미쓰이재벌에 취한 전향의 구체책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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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1934년2월 미쓰이재벌의 직계회
사인 미쓰이은행, 미쓰이물산, 미쓰이광산 등의 사장직에서 동족이 물러났다.
미쓰이동족은 미쓰이합명의 이사(역원)에만 취임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미
쓰이의 여러 사업이 미쓰이 동족의 지배하에 있는 혹은 미쓰이 동족의 소유
물로 보이는 외관을 가능한 한 희석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에 따라 전문경영
자가 명목상으로도 최고경영자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쓰이물산 경영의 상징적 존재인 야스카와 유노스케를 사실상 해임하여 이
익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려고 했다.
둘째는 1934년4월 사회사업에 대한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三井保恩会를 설
립한 것이다.16) 미쓰이보은회는 1000만엔은 현금, 2000만엔은 미쓰이합명이
보유하고 있던 미쓰이은행과 미쓰이신탁은행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합계
3000만엔을 기금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 미쓰이는 미쓰이보은
회의 설립 이전인 1932년에서 33년에 걸쳐서도 달러 매입에 대한 비판을 피
하기 위해 거액을 여러 방면에 기부하였다. 예를 들면, 군인회관의 건설비,
국제올림픽, 講道館 등에 대한 기부사업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33년에는
실업대책사업으로 300만엔를 기부하기도 했는데, 미쓰이보은회의 설립은 이
러한 기부사업의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재벌 동족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 역시 미쓰이
기업이 미쓰이동족의 지배하에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한 방책으로 실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반 주주에 대해서 주식을 공모하든가, 미쓰이합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새로운 주주를 맞아들인다는 방향을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쓰이가 공개한 주식은, 미쓰이의 방계기업인 왕자
제지의 주식 14만주와 북해도탄광기선 주식 10만주, 합계 약 2,000만엔이었
다. 그러나 미쓰이의 직계사업에서는 주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쓰비시나 스미토모도 다액의 기부나 주식공개와 같은 유사한 조치를 취
했다. 미쓰비시재벌의 경우, 1934년 2월 미쓰비시상사는 소기봉공(所期奉公),
입업무역(立業貿易), 처사광명(處事光明)이라는 ‘3강령’을 정하였으며, 3월에는
미쓰비시합자가 ‘미쓰비시정신요강’을 발표했다. 모두 국가‧공익의 추구를 제
일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일종의 ‘전향’ 성명이었다.

16)三井保恩会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春日(198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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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향의 귀결

이러한 전향은 재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선 미쓰이재벌 동족의 일선에서의 철퇴란 조치는 상징적 의미 이상은
없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미쓰이재벌은 사실상 이미 전문경영자
체제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재벌 동족은 상징적인 의미로 재벌 산하 기업의
사장직에 취임하고 있었을 뿐이다.
반면, 주식 공개는 재벌 경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재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봉쇄적 소유’가 무
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재산을 사회에 공개한다는
포즈로 취해진 것이지만, 그 경제적 의미는 재벌이 외부자금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점에 있었다. 즉 당시의 재벌은 자회사 사업의 현저한 발전으로 자회사
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만으로는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봉쇄적 소유’라는 원칙을 고수하면 재벌은 경제성장에 뒤처
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원칙을 무너뜨릴 찬스를 재벌비판에 의한 전향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일
어나고 있었다. 1930년대에 특히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공개는 단지 포즈에 불과하며 그 내실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
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이 지금까지의 ‘봉쇄적 소유’의 원칙을 공공
연하게 벗어던짐으로써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자금원천의 다양화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武田 1995).
이처럼 재벌전향은 주식공개를 통해 재벌의 ‘봉쇄적 소유’란 원칙을 무너
뜨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문맥에서
볼 때는 재벌의 경제적 활동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재벌에 대
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재벌의 ‘사욕’ 추구를 그 이유로 했던 것인 만큼
재벌은 재벌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 성격을 희석시켜야만
했다. 주식 공개도 당장의 목표는 외부자금의 조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재벌가족에 의한 배타적 소유란 측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재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에 어필하는데
있어서는 전향 조치 중에서도 미쓰이보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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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부・조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신문사 등에의 기부를
통한 매스컴 대책, ‘만주국’에의 차관공여, 메이지신궁・야스쿠니신사 청소봉
사, 「明治天皇御製集」의 배포 등과 같은 국가 및 군부, 천황제 이데올로기
대책, 도시실업자 구제, 농촌구제부흥사업에 대한 거액의 조성과 같은 광범
위한 사회・대중대책이라고 하는 세 계열로 실시되었다(春日 1988). 특히 급
진적 국가주의운동의 기반이 되고 있던 東北, 北關東 지역을 타깃으로 한 농
촌갱생시설, 농촌공업, 농촌중견인물양성사업에 중점적 조성이 이루어진 것
은 흥미 깊다. 즉 재벌의 전향은 국가와 군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도시
하층민의 실업이나 궁핍농촌의 구제를 통해 급진적 국가주의운동으로부터의
비판을 회피하고자 한 ‘방어적’ 전향이었다(安田 2002: 206).
방어적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국가주의적 논리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 자신
의 이익추구 활동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를 항상 국가주의적인 사회 동향
하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재벌비판
에 의해 제기된 사적 이익 추구 부정의 요구에 대해 재벌은 이익 추구를 우
회적으로 수정하는 전략, 즉 파시즘적 체제에 전면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에서
자신의 이익추구 행동을 보장받고 정당화하는 길을 택했다. 재벌이 제２차대
전후 해체를 당하게 된 근거의 하나는 여기에 있었다.

7. 한국에서의 재벌비판과의 비교

소화공황기 일본에서 일어난 재벌비판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한국에서 재벌
비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치부과정의 비도덕성, 오너에 의한 전제적 경
영에 관한 것이 보이지 않는 점17)은 대단히 흥미롭다.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
은 일본의 경우에서도 보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벌체제 형성과정 자
체의 비도덕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의 재벌이 정치권력
과 유착된 政商에서부터 발전했다는 사실이나, 재벌의 소유권이 재벌 가족에
게 봉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비판이 보이지 않
17) 한국재벌부문의 문제로서, 정병후・양영식(1992)은 ①’경제력 집중’의 문제, ②소수 자연인에 의한 산업의 과
두지배와 부의 분제의 집중을 야기하는 ‘소유구조’ ③권위주의적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의 폐해를 가져오고 경
영부실 노사문제 격화를 야기하기도 하는 ‘소유경영체제’를, 김대환(1999)은 ①경제력집중과 시장효율의 파괴,
②권금유착과 민주화의 지체, ③언론지배와 모방문화의 유포를 들고 한국의 재벌은 탄생시부터 권금유착을 통
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형성, 성장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진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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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은 의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1) 재벌의 치부과정에 대한 비판

막말유신기의 일본자본주의의 생성기에 정부의 특권적 보호 속에 거부를
축적한 三井·岩崎·住友·安田를 비롯해서 鴻池 渋沢·大倉 浅野·古河·五代 등의
호상을 政商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재벌들은 대체로 이러한 ‘政商’에 그 기원
을 두고 있다. ‘정상’이란 단어가 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에 유착하
여 그 용무에 대응한 비즈니스에 종사함으로써 적은 코스트로써 많은 수익
을 획득하는 자” (森川 1978: 24)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상
이란 말에는 정치권력과의 유착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이익 획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政商的 자
본축적에 대한 비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상으로서 활동한 메이지
초, 중기의 시대적 성격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상에 대해서는 이미 메이지기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야마지 아이잔(山路
愛山)이 저서 『現代金権史』(1908)에서 따로 「政商論」이란 항을 마련해
다음과 같이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메이지정부, 특히 그 중심적 인물인 이와쿠라(岩倉), 오쿠보(大久
保) 등이 국가 스스로 主動의 위치에서 민업에 간섭하고 인민이 나아가기 전
에 국가가 먼저 나아가 인민을 지도・편달, 원조・보호함으로써 하루라도 일
본을 서양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을 하여 온 것은 사실로서, (중략)이처럼 정부
가 스스로 간섭하여 민업의 발달을 도모함에 따라 저절로 나타난 인민의 일
계급이 있으니 우리는 이를 이름하여 政商이라고 한다”.
아이잔의 입론은 메이지 초기 일본자본주의의 창립기에 국가의 보호간섭
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여기에 정상의 필연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楫西 1963: 11).
당시 메이지정부가 이식하고자 한 근대적 산업은 일본에서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산업이었고 당연 그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
크를 부담함을 의미했다. 정상은 정부에 대신하여 리스크를 부담하고 신산업
에 참여하였고 정부는 그 반대급부로서 정상을 보호하였다. 따라서 정상의
사업은 정부의 사업과 거의 일체화되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에도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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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家에 기원을 두고 있는 미쓰이는 신정부의 근대적 재정 및 금융제도의 건
설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막말의 경영 위기에서 탈출하고 부를 획득할 수 있
는 찬스를 얻었으며, 미쓰비시는 신정부의 해운업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거부
를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상이 축적한 부는 정치와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것
은 사적 이익의 추구가 아닌 국가의 정책에 참여한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기
도 했다. 앞에서 인용한 아이잔의 정상론은 이미 1900년대 초에 정상이 단순
히 정경유착 관계에서 사적인 치부를 도모한 존재가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식산흥업정책에 참여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은 현재 일본의 사학계에서도 공유되고 있다.18)
그러나 정상적 활동이 언제나 합리화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일본의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쓰이, 미쓰비시 등
은 스스로 政商的 활동에서 탈피하고 축적 기반을 산업부문에 기반을 둔 正
常的인 영업활동으로 이행시킴으로써 재벌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재벌로서
의 위치를 확립한 후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준엄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쓰이와 정우회, 미쓰비시와 민정당과의 밀
접한 관계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시각이다. 이와 같은 재벌과 정당의
유착관계는 나중의 재벌비판에서 재벌과 정당이 함께 기존정치체제의 핵심
으로서 공격당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과 정당의 유착관계를 통해 재벌이 부당하게 부를 축
적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당정치가 실현된 후 다수의 정치권력과 연관된 오
직사건이 일어났지만, 1914년의 지멘스 사건에 미쓰이물산이 연루된 것을 제
외하면 재벌이 직접 이런 사건에 관련되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1920년대의
대표적인 오직사건으로는 五私鐵疑獄사건(1929년), 賞勳局疑獄사건(賣勳事件,
1928년), 일련의 동경시의혹사건 등이 있었다. 이 사건들에는 다수의 정당 정
치가들이 관련됨으로써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데 일조했지만, 재
벌이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오직사건은 5사철사건에서 전형
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둘러싸고 지방의 실업가
들과 그 지방을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체 의원사이에서 일어
18)일본의 저명한 경제사상사 연구자인 長幸男는, “정상에는 분명 네거티브한 면, 예를 들면 뇌물과 권력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뇌물이 유일한 수익의 원천과 같은 즉 뇌물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회
(중략)는 아니었
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대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경험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사
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식이나 경험 또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의 관계에
서 다양한 식산흥업적인 의미에서의 지시를 받아 사업을 했다고 하는 면이 정상에는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
다(中川敬一郞・長幸男・金原左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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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재벌과 정당의 유착관계는 특정 이권의 제공과 그 반대급부로서의 뇌
물을 공여하는 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서 체
제의 유지를 도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오직사건이 재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높여 결국 재벌비
판으로 연결된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2)소유경영체제에 대한 비판

일본의 재벌은 거의 완벽하게 그 소유권이 재벌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와 같은 재벌의 경우, 재벌가족만의 출자에 의한
지주회사가 산하 사업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특히 직계회사로 불리는 주력
사업회사의 경우는 지주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에 의한 재벌 오너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은 것은 일본의
재벌은 경영자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0)
물론 당시에도 기업의 오너나 주주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그것
은 오히려 비재벌계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저명한 자유주
의자 경제학자이며 동양경제잡지를 주재하였던 다카하시 가메키치
(高橋亀吉)
는 그의 저서 『株式会社亡国論』에서 당시의 일본경제의 곤란은 주식회사
제도의 결함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주
주의 전횡적 경영태도에 있다고 규탄하면서 그 대책으로 “금융업자의 산업
지배 확립에 의해 우수한 금융자본의 신용과 그 스태프의 관리경영
”을 제시
하였다. 여기서의 금융업자란 당시 은행계를 지배하던 재벌자본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벌자본에서는 주주의 전횡적 태도가 없으며 그 스태프, 즉 전문경
영자들에 의해 관리 경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자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재벌이 미쓰이나 스
미토모와 같이 에도 시대의 상가에 연원을 둔 재벌들이다. 에도 시대의 상가
에는 이른바 '반토(番頭)’ 경영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상가의 주인은 경영에
직접 나서지 않고 일상적인 경영은 반토에게 위임되었다. 또한 상가의 가족
19)미쓰비시는 민정당의 정치적 후원자였지만, 1916년부터 미쓰비시 재벌의 총수의 자리에 오른 이와사키 고야타
(미쓰비시의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의 조카)는 ‘정치 불간섭’를 신조로하여 “미쓰비시는 정치군사의 권외에
서서 국가경제에 대한 자기의 책무를 다하면 족하다”는 신념을 관철했다.
20) 정진성(1997; 2001), 森川（1980; 1991），橘川(1997)，武田(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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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가헌이나 규칙이 존재하여 가족들의 경영 개입이나 생활에 대한 규
제가 있었다. 이러한 전통이 있는 기업에서는 근대화 이후에도 가족이 아닌
전문경영자에게 경영이 일임되었다.
미쓰이의 경우, 재벌 경영의 실권을 쥔 것은 가족이 아니라 미노무라 리자
에몽(三野村利左衛門), 나카미가와 히코지로(中上川彦次郎), 마스다 다카시(益
田孝)와 같은 외부인이었다. 특히 미쓰이의 공업화를 실행하여 정상에서 재
벌로의 이행을 이룬 나카미가와 시대(1891-1901년)에는 대학 졸업자를 다수
채용하여 전문경영자 체제를 확립했다(安岡 1978; 정진성 2002). ‘반토 정치’
의 전통이 있는 스미토모가에서도 막말 유신기의 혼란을 대반토 히로세 사
이헤이(広瀬宰平)의 지도 하에 헤쳐 나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히로세의 독
재가 내외의 비난을 받으며 구식의 반토경영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자, 히로
세는 1894년 사직하였다. 이후 이바 사다타케(伊庭貞剛)의 지도 하에 대학 출
신이나 정부 관료 출신의 외부 인재를 영입해 전문경영자 체제를 이루었다
(作道 1982).
한편 미쓰비시와 같이 막말유신기의 혼란기에 적수공권으로 일대 기업을
이룬 재벌의 경우, 재벌 가족의 리더십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다. 미쓰비시
의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로는 진두지휘형 기업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
으며, 미쓰비시합자의 4대 사장인 이와사키 고야타는 ‘사장 독재’라고 할 정
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에서도 이미 야타로 시대에
대학 출신의 인재를 대거 등용하고 있었으며, 1919년의 본사조직의 개편과
이사회의 신설, 1931년의 사장실회의 설치 등에 의해 사장을 포함한 전문경
영자의 집단지도적 체제로 발전하였다(三島 1981).
이처럼 재벌은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1910년대에 걸치는 시기에 전문경영
자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챈들러가 정의한 바와 같은 엄밀한 의미
에서의 경영자기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재벌 가족의 영향력이 전문경영자에
의해 현저하게 제약받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21) 이처럼 재벌에 전문경영자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재벌은 공업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森川 1980; 橘川 1995).

21) 챈들러는 “창업자 가족이나 금융업자의 대리인들이 더 이상 톱 레벨의 경영결정을 하지않고 이러한 결정은
그 회사의 주식을 거의 소유하지 않는 전문경영자(salaried managers)가 행하는 기업을 경영자기업이라고 이
름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Chandler 1980: 14). 재벌 가족과 전문경영자와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진성(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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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재벌비판의 특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재벌의 경우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이 사
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재벌 가족에 의한 봉쇄적 소유구조에도 불구하
고 재벌 가족의 경영에 대한 참여는 제한되어 있었고 전문경영자가 의사결
정을 하였다. 따라서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중소상공업자를 압박한다
는가 하는 비판은 일본에서도 있었지만, 부의 축적과정의 정당성이나 재벌
가족에 의한 전횡과 관련된 재벌 비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공황기에 격렬한 재벌비판이 일어난 것은, 재벌비
판이 그 발단은 달러 개입이라는 특정한 영업 활동이었지만
, 본질적으로는
개별 영업활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체제 비판의 일환으로 일어났기 때문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중들의 정치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황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대중의 에너지를 파시즘적 방향으로 몰고 감으로
써 기존 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재벌이 ‘사익’을 추구한다
는 의미에서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재벌비판은 기본적으
로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재벌이 시장경제의 룰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재벌해체의 주장도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위한 것이지 사익추구를
위한 기업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일본의 재벌비판과 한국의 재벌비판은 그 비판의 출발점이 상이하다.
한국의 재벌비판이 시장경제 하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인정한 위에서의
시장경제의 룰의 파괴자로서 재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의 재벌비
판은 한국의 재벌비판이 입각하고 있는 그 전제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8. 맺음말 - 재벌 또는 기업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재
벌비판

재벌비판의 핵심은 재벌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것은 사
적 이익 추구 방법의 정당성에서 시작되었으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적 이
익 추구 자체, 즉 기존의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였다. 재벌은 이
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재벌의 영업활동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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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시켜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비판은 처음으로 기업의 공공성, 또는
사회적 책임이란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사건이었다
.
재벌 비판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은 일본의 기업가에
게서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을 「國事」로 인식하는 경향, 달리 표현하면 경영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성향이 관찰된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中川
1981: 158-59), 좀 기묘한 느낌이 든다. 이른바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발상은
재벌의 리더들에게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사익
추구와 공익(=국익) 추구는 일체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소화공황기에 분출된 것은, 재벌의 주
관적 의식과는 별개로 사회 일반에서는 재벌의 행동이 국가 또는 사회 전체
와 같은 공적 이익과의 분리 또는 불일치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그것은 아마도 재벌이 정상적 체질에서 탈피하고 재
벌의 영업활동이 국사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할 때
부터가 아닐까? 그 과정은 대체로 19세기말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대중적 인식으로 확산되는 것은 1920년대에 들어와 불황속에서 재벌
의 독점이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정치의 전개로 대중의 정치적 의
식이 높아지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과론이지만 재벌은 이 시기에 의식적으로 자신의 영리활동의 공
공성을 새로이 정립해야 했다. 이미 재벌의 활동이 국가 사업과는 별개로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공공성을 영업활동=國事라는 점에
서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중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상
황에 대해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성, 공공성을 대중 일반에 납득시켜
야 했다. 그러나 재벌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채 정당의 재정적 후원자의
지위에 만족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산계급의 대변자인 정당은 대중의 정
치적 욕구를 흡수하지 못했고 재벌 또한 자신의 공공성을 대중에게 인식시
키지 못했다.
이 시기에 기업의 새로운 공공성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재계에 없었던 것
은 아니다. 1923년 가네가후치(鐘淵)방적회사의 사장이면서 실업동지회을 만
들어 정치활동을 한 무토 산지(武藤山治)의 시도는 기업활동의 새로운 공공
성의 확립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그는 낡은 정상적 관계와는 전
혀 다른 각도에서 기업가와 정치와의 연결을 생각했다. 그가 實業同志會를
만들어 정치활동을 한 것은, 당시 기본적으로 지주계급에 의해 지배되고 있
던 의회에 근대적 비즈니스맨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의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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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통한 비즈니스맨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구래
의 정상적 관계와는 전혀 다른 근대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그는 재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그런 맥락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치안유지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즉 당시의
의회제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계가 일부의 정상이나 독점적 재벌
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폭 넓은 중소상공업자 나아가서 노동자의 지
지까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토의
시도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실업동지회는 민정, 정우의 양당 구조를
깨지 못했으며, 1929년 국민동지회로 개조된 뒤 32년 무토의 정계 퇴진과 함
께 자연 해소되었다.22)
기존의 정당정치가 대중들의 정치적 욕구를 기존 정치체제 내로 끌어들이
는데 실패하자 대중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대중들의 눈에 재벌의 행동은 공공성을 도외시한 사익 추구로 보였
으며 이것이 공황을 배경으로 하여 재벌 비판으로 분출되었다. 재벌비판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재벌전향은 “대중이 주역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단계에
서의 정치 논리” (山崎

1990:120)가 재벌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중이 재벌에 요구한 공공성이었다. 불행히도 일본의 정당은 대중
의 욕구를 정당정치 내부로 흡수하는데 실패했다. 대중의 욕구를 이용하여
정치적 발언권을 높인 것은 혁신 우익 등의 국가주의자들이었으며, 따라서
대중들이 요구한 기업의 공공성은 국가주의자들의 공공성으로 조작, 유도되
었다. 즉 천황제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것, 천황제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공공성의 확보였다.
재벌은 ‘공공성’을 충실히 확보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미쓰이재벌은 한편
에서는 전시중화학공업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
시총력전 사회체제로의 재편성을 위해 농번기탁아소(1934년 이후), 순회산파
의 설치(1935년 이후), 자작농창설사업(1936년 이후), 학교아동의 회충구제
(1937년 이후), 트라코마 수진(1938년 이후) 등의 정책에 개입하여 “그 정책
을 선구적으로 실험・선도하고 지방시책에 반영시킨다든가 혹은 國公조성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春日 1988：384).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은 국가적 공공성에 종속된다고 하는 한계를 가지는
22)武藤의 정치활동은 1919년 제1회국제노동회의 참석을 계기로 활발해진다. 武藤에 관해서는 入交(1964), 竹内
(198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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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즉, 파시즘적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확보되는 공
공성이었기 때문에 파시즘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공공성 또한 유지될 수 없
었다. 따라서 전후 기업의 공공성 또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새로이 정의되
어야 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국가정책에 대한 협조, 보완이 아닌 보다 넓은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서 세워진 공공성이어야 했다.
그것의 구체적 모습은 일본이 전후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뒤 새로운 민
주국가로서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경
제동우회가 1956년에 제시한 새로운 경영이념으로서「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자각과 실천」은 기업의 공공성,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후 일본 사회의
대답이었다.23) 이 해의 전년인 1955년은 양당체제가 확립되고(55년체제), 춘
투가 제도화된 해였으며,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해이기도 했다.

23)이 제언의 일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기업은 오늘날에 있어서 단순소박한 私有의 영역

을 벗어나 사회제도의 유력한 일환을 이루고 그 경영도 단지 자본 제공자로부터 위임된 것만이 아
니라 이를 포함한 全社会로부터 신탁받은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기업의 이익이 그대로 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던 시기는 지나고 현재는 경영자가 스스로 그 조절에 노력하지 않으면 국민경
제의 번영은 물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이르렀다. 바꿔 말하면 현대의 경영
자는 윤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단순히 자기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경제·사회와 조화하면서 생산요소를 가장 유효하게 결합하여 저렴하면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입장에 서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형태의 기업경영이야말로 실로
근대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며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를 수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経済
同友会 1976: 391-392)
여기서 사회와의 조화 속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의 경
제동우회의 자료 및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주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종업
원이나 공중에 대한 책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업의 스테이크 홀더 전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사고의 래디컬한 형태는 제2차대전 직후인 1947년 11월에 경제동우회의 「기업민주화연구회」
(위원장은 大塚萬丈) 가 발표한 「기업민주화시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언에서 제기한 사회적 책임은 고
도성장기에는 후경으로 물러나고 60년대에는 기업 본래의 목적으로서 이윤의 추구가 강조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은 공해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서이다. 결
성 당시부터 1950년대까지의 경제동우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岡崎外(1996), 小林(1995), 谷口(2002)를 참조.

- 194 -

<참고문헌>
김대환(1999),「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방향」,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김은희‧함한희‧윤택림(1999),『문화에 발목잡힌 한국 경제』, 현민시스템.
정병휴・양영식(1992),『한국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진성(1997),「재벌가족과 전문경영자」, 『韓日經商論集』第12巻．
정진성(2001),「일본재벌의 기업지배구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 『論文集』
제32집.
정진성(2002),「三井의 경영이념―江戸시대에서 明治시대까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32호.
青木一男(1959)，『聖山随想』，日本経済新聞社．
池田成彬(1949)，『財界回顧』，世界之日本社．
入交好脩(1964)，『武藤山治』，吉川弘文館．
岡崎哲二他(1996)，『戦後日本経済と経済同友会』，岩波書店．
小倉信次(1990)，『戦前期三井銀行企業取引関係史の研究』，泉文堂．
春日豊(1988)，『「財閥転向」の一側面』，東敏雄・丹野清秋編
『近代日本社会発展史論』ペリカン社.
楫西光速(1963)，『政商』，筑摩書房．
橘川武郎(1995)，「戦前日本の産業発展と財閥(一)」,『社会科学研究』第47巻
第3号.
橘川武郎(1997)，『日本の企業集団』，有斐閣．
経済同友会(1976)，『経済同友会三十年史』．
小林正彬(1995)，『政府と企業』，白桃書房．
作道洋太郎編(1982)，『住友財閥』，日本経済新聞社．
高橋亀吉(1935)，『株式会社亡国論』
高橋亀吉(1955)，『財界変動史

中巻』，東洋経済新報社．

武田晴人(1995)，『財閥の時代』，新曜社．
竹内壮一(1986)，「近代日本ブルジョアジーの特質―大倉喜八郎と武藤山治を
例として―」，野村隆夫，『近代社会の成立と展開』，
日本経済評論社．
谷口照三(2007)，『戦後日本の企業社会と経営思想―CSR経営を語る一つの
文脈―』，文真堂．

- 195 -

長幸男(1973)，『昭和恐慌』岩波書店．
中川敬一郎・長幸男・金原左門(1982)，「＜座談会＞財閥と官僚―その結びつ
きの所以」，『歴史公論』第8巻第3号．
中川敬一郎(1981)，『比較経営史序説』，東京大学出版会．
橋本寿朗(1988)，「巨大産業の興隆」,『日本経済史６ 二重構造』，岩波書店
松本清張(1978)，『昭和史発掘

４』，文藝春秋社

三島康雄編(1981)，『三菱財閥』，日本経済新聞社
三井文庫(1994)，『三井事業史 本篇

第三巻中』，三井文庫．

森川英正(1978)，『日本財閥史』，教育社
森川英正(1980)，『財閥の経営史的研究』，東洋経済新報社
森川英正(1991)，「なぜ経営者企業が発展するのか」，森川英正編『経営者企
業の時代』，有斐閣．
安岡重明(1976)，「日本財閥の歴史的位置」，安岡重明編『日本経営史講座３
日本の財閥』．日本経済新聞社．
安岡重明(1978)，「中上川彦次郎」, 安岡重明外,『日本の企業家(1)』, 有斐閣
安田常雄(2002)，「財閥と財閥の転向」，石井寛治・原朗・武田晴人編
『日本経済史３

両大戦間期』東京大学出版会．

山崎広明(1988)，「「ドル買い」と横浜正金銀行」山口和夫・加藤俊彦
『両大戦期間の横浜正金銀行』日本経営史研究所．
山崎広明(1990)，「三井物産と安川雄之助」，中川敬一郎編
『企業経営の歴史的研究』，岩波書店．
和田日出吉(1937),『三井コンツェルン読本』春秋社.
Chandler, Alfred D. (1980), “The United State: Seedbed of Managerial
Capitalism”, in A. Chandler and H. Daems, eds.
Manageria lHierarchies : Competitive Perspective on the Rise of the
Modern Industrial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 196 -

제6주제

스웨덴의 반기업정서 문제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제6주제>

스웨덴의 반기업정서 문제

이 승 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스웨덴의 반기업정서 문제

1. 사회민주주의, 재벌체제, 그리고 군주국가

스웨덴의 복지국가모형은 이미 국제적으로 스웨덴모형(Swedish Model)이
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큼 성과를 거둔 모형이다. 스
웨덴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 현재 57 %로서 그 다음인 덴마크의 53%보다도
4%포인트나 더 높다. 복지비용 지출도 전체 GDP의 32%로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어느 모로 보나 강력한 정부가 주도하는 전형적 복지국가이다. 사
실 스웨덴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민주당이 집권해온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
문에 이러한 복지국가의 면모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재벌체제와 마
찬가지로 소수 총수가문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다. 그냥 단순한 민간자본이
사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 Wallenberg가문과 같은 재벌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유집중의 정도는 우리나라의 재벌체제의 소유집중률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Wallenberg가문은 스웨덴 전체 상장회사 총
자산의 40%를 지배한다.1)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사회주의의 출발점이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나 스웨덴이 사회주의를 이상적 가치로 표방하면서 동시에 군주국가
1)

소유집중실태를 조사한 한 연 구에 따르면 1945년 이후 1950년대에 6-7%의 주 주가 전체 주식 가치의
65-70%를 지배하고 있었다 (Lindgren(1953)).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60%는 한 대 주주가 과반수 의결
권을 행사하 였고 3인의 대주주가 과반수 의 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9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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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상기한다면 기업부문의 높은 사적 소유집중만을 놀라워 할 일도 아니
다. 군왕이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
게 사적 소유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부문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복지국가
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조세부담률과 복지비용 지출비율에 의존하는 공공부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시장부문이 공존하면서 엮어낸 작품이 바로 스웨덴
모형이다. 1932년부터 1976년까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그리고 1994년부
터 2006까지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축한 스웨덴 형 복
지국가는 한 마디로 시장경제를 이용한 사회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시도한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왕이 군림하고 시장경제를 기축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라고 적어 놓으면 모순의 극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순덩어리가 바로 스웨덴이라는 나라인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이러한 특징
은 한 마디로 말하여 독단적 이념성보다 현실적 절충성을 추구하는 스웨덴
적 지혜의 산물이다(Child(1947)).

2. 대등한 좌우 이념성향이 불러 온 모순 간의 협력체제
군주제와 재벌체제, 그리고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공존하며 협력하는 스
웨덴 모형은 외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민주
당이 오랜 집권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다른 정당과 연립하여 집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나면 명백히 상호모순인 가치가 공존의 차원을 넘
어서서 서로 잘 협력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스웨덴 모형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웨덴의 정당은 20세기초에 집권하던 보수당(현 온건당)과 이에 대
결하던 자유당, 농민당(현 중도당) 등 3개의 우파 정당과 사회민주당과 공산
당 등 두 개의 좌파 정당으로 구성된다. 매번의 선거에서 좌파와 우파는 어
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는 일이 없이 서로 엇비슷한 숫자의 의원들을
당선시킨다. 그리고 어느 한 정당의 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일도 없다. 그러
므로 좌우파간에 50%를 약간 넘는 지지를 획득한 파가 서로 협력하며 집권
하는 것이다.
스웨덴 정치를 주도해온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DP)은
1889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선거권은 상당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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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허용되는 체제였기 때문에 정권은 보수당의 전유물이었고 사민당의 집
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민당의 주요활동은 자
유당과 연대하여 보통선거권과 여성선거권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었다. 동시
에 무산대중의 혁명을 내세우는 공산주의자들도 초기에는 대거 사민당에 참
여하고 있었다. 1917년 자유당과 연대하여 자유당 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하
면서 정권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사민당은 자유당과 협력하여 상원선거에
까지 보통선거권을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1920년에 하루 8시간 근로제
를 도입한 이후 사민당이 상속세 강화, 실업보험 강화, 군주제 폐지, 기업규
제강화, 대지주 토지의 압수 등 연달아서 급진적 제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
였다.
사민당이 급진 사회주의 정당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기본적으로 우파인
자유당과의 연정은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혁명이 성공하
자 사민당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일방적으로 크레믈린의 지휘를 받는다고
선언하였다. 러시아를 이념상의 동지로 보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이웃으로 파
악하는 사민당의 주류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
당 수상이 1920년 사임하면서 제휴 집권당인 사민당의 Branting이 비로소 수
상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보수당이 하원선거에서 승리하면
서 최초의 사민당 수상은 8개월 단명 수상으로 끝났다.
최초의 사민당 정부는 단명하였지만 사민당 집권 8개월은 스웨덴 경영자
들로 하여금 노동시장분규에서 정부의 중립성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기간이었다. 8시간 근로제가 시
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업 임금협상이 파업으로 치닫자 사용자들은 직장폐쇄
(lockout)로 맞섰다. 사용자들은 직장폐쇄에 동참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서는 씨멘트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전 사용자들이 직장폐쇄에 동참하도록 만
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은 장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씨멘트를 수입하여 직장폐쇄를 거부하는 건설
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직장폐쇄 전략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1932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과반수에서 12석 모자라는 104석으로 제1
당이 되었지만 과거 협력 상대였던 자유당과는 이미 이념 차이가 너무 커져
서 도저히 연정을 구성할 수가 없었다. 농업보조금만 보장하면 어느 누구와
도 협력할 용의가 있는 농민당이 연정 상대로 되었는데 이 정치협상을 <소
거래(kohandel, cow-trade)>라고 부른다. 농민당 인사가 정부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양당은 모든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통일하고 표결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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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민당 단독으로는 어느 법안도 가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집권에서도 사민당은 으레 최다의석을 차지하였지만 보통 50% 미만
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보수당에 대립하여 자유당과 제휴하여 집권했고 1932년에는 우파인 농민당
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였다. 그 이후에는 주로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사회민주당 정권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민들이 특정 사회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을 정
치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일구어낸 것이 이념적 독단성보다 현실
적 절충성을 추구하는 스웨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사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군주제나
재벌체제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은 사회주의, 군주제, 그리고 자유기업경제를 서로 엇비슷하게 지
지하는 국민들의 여론 구조를 잘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칠레의 아
옌데(Allende) 공산정부가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다가 좌절한 사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아옌데는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6.2%의 지지를 얻어 2위
(34.9%)와 3위(27.8%)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국민들의 전폭
적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기업 국유화와 토지재분배 등 급진적 개혁
정책을 강행하다가 피노체트(Pinochet)의 쿠데타로 좌절하는 비운을 맞았다.
스웨덴의 이러한 정치현실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사민당 지도자
Hansson은 이미 1929년에 사민당 운동의 키워드는 “계급”과 “투쟁”이 아니
라 “국민”과 “협력”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가로서 스웨덴의 역
할은 “국민의 가정(folkhemmet)"이 됨으로써 특정 계급을 넘어서서 모든 시
민들을 보살피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민당의 기본 목표를 정립하였
다.2) 스웨덴 사민당은 러시아 공산당과는 달리 무산대중의 계급정당이 아니
라 국왕과 기업가 등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정당을 지향하였다. 1932년
농민당과의 연정은 이처럼 사민당이 노동자 계급의 복리만이 아니라 농민의
이익도 보살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절충성은 핵심 목표가치인 평등(equality)에 대한
2) 당 시 젊은 급진적 지식인들의 우상적 지도자 Nils Karleby는 Socialism Faces Reality 라는 저서에서 스 웨덴
사회주의는 18세기 계몽사상에 뿌리를 두 고 있음을 강조하고, Karl Marx를 배 격하고 민주주의에 기초 하여
모든 시민들의 생활 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 로 삼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하 였다. 더 많은 국
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정 치가 Hansson은 Karleby의 생각을 받아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 이다.
Hagstrom(2001) p.155 참조.

- 202 -

인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이념가 Wigfross는 사회적 계급
(social class)을 만들어내는 개인간 차이는 타고난 능력이나 품성의 차이가
아니라 후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Wigfross(1938)). 사회주의의
목표는 이 차이를 해소하여 무계급사회(classless society)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 과업은 결코 타고 난 개인 능력이나 품성의 차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igfross의 무계급사회는 소득과 재산의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지 않
으며, 성과 보상, 필요 보상, 그리고 때로는 증산 유인 제공까지 포용하는 사
회이다(Tilton(1979)).

3. 중앙집중형 노사관계

스웨덴의 산업화는 독일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세기 말부터 크게 불어난 숫자의 노동자들과
사용자 간에 크고 작은 노사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표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였
고 사용자들은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와 사용자들 간의 줄다리기는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전국적 단체인 노총
(Landsorganisationen, LO)을 결성하여 단체협상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들은
노총의 인정 자체를 거부하고 고용권과 해고권,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직무
배정권은 고유 경영권임을 주장하였다.
국민들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관심사
는 노동조합보다는 투표권이었다. 마침 1901년에 러시아가 핀란드에 개입하
고 독일이 이 문제를 간섭하려 하면서 국제정세가 험악해졌다. 스웨덴 정부
가 국제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의무병제를 시행하려 하자 국민들은
반대급부로 선거권을 요구하였다. 사람들은 “one man, one vote, one gun"
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민의무병제를 계기로 선거권을 요구하는 대대적 운
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민당은 노총의 협력을 이끌어 3일간 파업
을 성사시켰다.
결국 대중이 요구한 선거권의 확대가 수용되고 이에 따라 스웨덴은 보통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현된 노총의 과감한 실력행사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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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사용자들도 노총(LO)에 대항하기 위하여
1902년에

전국적

사용자단체인

스웨덴경영자연맹(Svenska

Arbetsgivarefőreningen, SAF)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LO와 SAF 간의
대결은 사용자측의 경영권 주장3)과 노총 측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요
구가 부딪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1909년에 양측은 대대적으로 격돌하여 노총은 총파업을 벌였고 경영자연
맹은 총공장폐쇄로 맞섰다. 노측은 <23조문>거부, 동조 공장폐쇄 거부, 십장
의 노조참여금지 거부 등을 내세우고 격렬히 투쟁하였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였다. 노조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벌인 노총의 총
파업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중립을
내세워 개입하지 않았지만 노측은 정부중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한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혁명이 최초의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
하면서 스웨덴의 노동운동도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혁명지향적 노동운동이 별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스웨덴 내 노동운동세력은
분열되기 시작한다. 당시 노동운동지도자들은 모스크바 공산정부의 지시를
받는 혁명지향적 노동운동을 거부하였다. 스웨덴 노동운동은 사민당의 정치
참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점차 그 입지를 넓혀 나갔고 이에 따라 국민적
인식도 우호적으로 바뀌어 나갔다. 사민당의 의회 의석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마침내 집권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1932년에 노총의 지원을 받는 사회민주당(SAP)이 집권하면서 사정이 변
하기 시작한다. 사용자가 교섭대상자로 노총을 인정하는 문제와 노총이 사용
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다시 격렬하게 맞
붙기 시작하였다. 자율적 타결이 어렵다고 본 정부는 앞으로 정부가 노사관
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의 노
와 사는 이미 정부가 반대편을 지원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을 경험으로 터득한 상태였고 당시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항상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노와 사는 각각 반대편을 지원하는 비우호적 정부가 나타날
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노사관계
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항구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느 쪽
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3) 사용자측의 경영권 주장은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하 며, 직무를 배정하고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권리로 요
약되는데 당시 스웨덴 노사는 이 내용을 <23조문(Paragraph 23)>이라고 불렀다. Hagstrom(2001) p.148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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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와 사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였다. 노사가 합의
없이 계속 대치할 경우에 앞으로 노사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제도
를 갖추겠다는 사민당 정부의 위협은 노사 양측을 합의로 이끌기에 충분하
였다.

결국

SAF와

LO는

1938년에

유명한

<살체바덴협약(Saltsjőbaden

Accord)>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살체바덴협약>은 모두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합의로 이루어졌다. (1)
<노동시장회의(Labor Market Council)> 4)의 설치와 그 운영방법, (2)해고의
절차와 규칙, (3)단체협약 기간 중 발생한 분규에 대한 협상절차, (4)노사분규
가 제3자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5)파업 중 주변지역 생활여
건의 보호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적어도 1970년대 말까
지는 스웨덴 노사는 이 협약에 따라서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협약은 소위 스웨덴 모형의 핵심을 이룬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이 협약은 사민당의 집권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한 열망
이 고조된 스웨덴 사회가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순되는 민간기업의 존재를
공식화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라면 이상한 말로 들
리겠지만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는 SAF를 LO의 협상상대로 인정한 것이다.
비록 해고에 관한 규정이 <조문23>을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측의 경영권
은 대부분 인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전국 기구인 LO와 SAF간
의 결정이 거의 그대로 개별 사업장에 통하도록 됨으로써 중앙집중적 노사
협상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개인 사업가나 중소기업들의 형편이 충분
히 반영되지 못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노사 양측의 논의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스웨덴의 중앙집중적 노사협상 체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중소기업부문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집중적 노
사협상이 중소기업 활동에 부적절한 합의를 거듭하면서 신규창업은 물론 기
존 중소기업들의 활동조차도 순조롭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노사협상의
중앙집중화는 스웨덴 경제의 생산체제를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데 기여
하였다.

4) 노사분 규문제가 <노동법원(Labor Court)>까지 가기 전에 거치도록 마련된 분쟁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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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국가의 실태

야심찬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나라의 특징은 대규모 공공지출과 높은
세율이다. 이 특징을 그대로 갖춘 스웨덴 경제는 대규모 중앙기구가 지배하
는 구조 속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한다(Lindbeck(1997)). 스웨덴 모델의 특징
은 높은 공공지출, 완전고용정책, 정부주도적 저축과 여신, 중앙집중적 임금
협상과, 매우 누진적 한계세율, 그리고 민간분야의 소유집중 등으로 정리된
다. 스웨덴 경제의 이러한 구조가 완결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로 알려져 있는 이 구조가 어떤 포괄적 대형 기획에 따라서 설
계된 것은 결코 아니다. 스웨덴 모델의 각 개별 부문은 각각 별개의 의사결
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규모의 경제의 이익에 대한
믿음, 시장과 유인에 대한 불신,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 등
이 널리 깔려 있다.
사회민주당의 철학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전(economic security)을 보장
하고 사회적으로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민당의 정책목표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완전고
용과 빈곤퇴치, 그리고 차등 해소 등으로 설정되었다. 1955년에 매년 14일이
던 유급 병가(sick leave)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26일로 확대되었고 기간
중 소득보전율은 90-100%였다. 유급병가 일수가 확대되면서 병가신청자의 숫
자도 늘어났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매일 누가 출근했는지를 파악한 뒤에
라야 작업팀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업에 따라서는 공백 시간을 줄이
기 위하여 병가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인력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보
조의 지출도 후하게 바뀌었다. 1950-65년의 기간 중에는 전 국민의 4%가 수
혜자였는데 1996년에는 수혜자비율이 10%로 늘었다. 수혜자의 구성도 노인
과 환자 등 병약자 중심에서 젊은 근로년령 층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조사결
과에 따르면 24세 년령의 20-38%, 그리고 65년생은 2/3가 심사를 거쳐서 구
호대상자로 결정되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거쳐서

사회복지혜택의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복지

(mean-tested welfare)>의 제도는 사회보조를 ‘시혜’로 규정한다. 반면에 <보
편적 복지국가(universal welfare state)>에서는 사회적 보조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보조의 조건과 크기도 매우 관대하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
도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관대하였고5) 다는
5) S. Saxonberg 참조 . Saxonberg는 노 동자의 일이 소득과 무관할수록,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지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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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지출 증대만으로 끝날 수 없고 서비스제공
에 필요한 체제와 인력까지 확보해야 하므로 공공부문의 항구적 대형화를
요구한다. 그 결과 이 부문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사회복지지출 대상자
가 아니더라도 이 부문에서 일하며 먹고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
다.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의 근로자들과 사회복지지출 수혜 대상자
들의 소득은 모두 조세수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들을 조세소득시민
(tax-financed citizens)이라고 부르고 이들에 대비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시장소득시민(market-financed citizens)이라고 부른다.
조세소득시민의 숫자를 시장소득시민의 수자로 나눈 비율은 1960년도에 0.38
이었지만 1990년도와 95년도에는 각각 1.51과 1.83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계
속 증가하는 상태다(Lindbeck(1997)).
조세소득시민이건 시장소득시민이건 이들이 소득을 지출하여 구입하는
상품은 시장소득시민이 일한 결과로 생산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조세소득시
민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
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스웨덴 모형이 확립된 1970년부터 1995년까
지 25년 동안 스웨덴의 1인당GNP는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에서 16위로
추락하였다. 물론 1인당GNP의 현저한 추락을 불러온 요인은 더 심층적 분
석을 거쳐야 밝혀지겠지만 시장소득시민이 줄어든 반면 조세소득시민의 숫
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조세소득시민들의 납세후 소득은 모두 시장소득시민이 납부한 세금에
서 나온다.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한계명목세율로 65-70%에 달하여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었다고 한
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이처럼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주식소유
는 1950년도 전체 발행 주식의 85%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15%로
급감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대기업들의 소유가 몇몇 재벌가문에 집
중되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복지국가를 지향한 사민당 정책은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적으로도 큰 영향을 유발하였다. 우선 전체 유권자의 65%가 시장형 공기업
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취업자이거나 복지연금수혜자로서 전소득을 공공부문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치세력도 이들의 소득을 삭감하려 나서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이 집권하지 못한 기간 동안
에도 공공부문과 그 지출이 사민당 집권기와 같은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 한다고 밝히고 스웨덴의 “소득손실주의(loss-of-income
principle)"는 최고의 탈상 품화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준보편적“ 수준에는 이른 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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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비사민당 정부도 감히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그 지출을 삭감하려하지
못할 정도로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음을 뜻한다.
1970년의 헌법개정은 일부 의원의 임기를 8년으로 책정한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였다. 그 결과 의원들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졌다. 스웨덴의 국가경
제가 복지과대라고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들로서는
어느 누구도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앞장서서 도전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 스웨덴 국민들은 누구나 이 복지국가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대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충당됨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문의 소
유집중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반기업정서가 형성될 까닭이 없다. 스웨
덴 사람들은 각자 나서서 기업을 차리고 돈을 벌려고 나서기 보다는 “기업
들에게 돈을 많이 벌도록 허용하면서 그 대신 높은 세율로 거두어 쓰는” 편
한 생활을 선택한 것이다(Hagstrom(2001)). 기업들이 복지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분한 만큼의 세금만 납부한다면 소수 재벌의 소유집중도 무방하
다는 것이다.

5. 사민당 정책과 소유집중의 심화

사민당의 이념가 Wigforss는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social firms
without owners)"을 사민당의 목표로 설정하였다(Wigforss(1980)). 원래 사민
당은 제1단계 목표로 ‘정치적 민주주의(보통선거 쟁취)’ 실현을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제2단계로 ‘사회적 민주주의(평등 복지국가 건설)’를 실현하며, 마
지막 제3단계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경제적
민주주의는 ‘기업내 경제적 의사결정이 사적 합리성에 의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와 사회전체의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는 상태
’를 뜻한다
(Hőgfeldt(2007)). 기업의 국공유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배제하지도 않는 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Wigforss의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은 이 3단계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사실 사회주의의 지향점은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벗어나기 어렵다. 스웨
덴의 사회민주당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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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회적 기업”을 공공연하게 추구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그 대신 사민당
정부는 비록 소유는 민간에게, 그것도 소수 재벌 가문의 손에 맡겨 두더라도
기업 행동은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의 행동과 같게 만드는 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이었는데 기업 소유주의 소득과 부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때리면서 기업 내 유보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게
책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유보이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까지 지급
할 정도로 대기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
웨덴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기업행
동이다. 그리고 소수 재벌가문의 소유집중률이 높더라도 이윤을 배당화하면
세금으로 환수하고 기업 내에 남겨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면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해외 자본이 스웨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스웨덴으로서는 이를 결코 거부할 수 없다. 그
러나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재벌가문의 기업지배권을 공고히 하면
외자가 스웨덴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결국 형식은
소수 재벌이 기업부문을 지배하는 꼴이지만 소수재벌들은 내국인 기업이 외
국인 손에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동시에 기업이윤을 자신들의
사적 용도에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인다. 결국 스웨덴 기업들은
소유주가 있더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적 기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6. <마이드너계획>과 그 좌절

물론 스웨덴 사민당이 기업 소유의 사회화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소위 <마이드너계획(Meidner Plan)>은 대기업들을 사회화하려
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마이드너계획>은 스웨덴 사민당의 경제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벌가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회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대전중 스웨덴은 고도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중립을 유지하는 명
분으로 전쟁에 휘말리는 일을 모면한다. 유럽의 모든 산업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된 가운데 산업시설의 파괴를 모면한 스웨덴 경제는 전후 유럽 복구사
업에 필요한 철강 등 자재를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대호황을 맞게 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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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는 번영기에 들어선다. 흔히들 50년대의 성공까지
도 1938년 대합의에 기초한 스웨덴 모델의 성과로 평가하지만 사실은 당시
국제 호경기가 불러 온 결과였을 따름이다(Meidner(1993)). 이미 설명하였지
만 스웨덴 모델이 그 모습을 갖춘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전후 호황은 부문별로 인력난을 초래하였고 당연히 임금 상승으로 이어
졌다.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였고 스웨덴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스웨
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LO의 경제학자 Rehn과
Meidner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처방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정
부 수요의 감축을 건의하였다. 수요를 감축하여 어느 부문에서도 노동에 대
한 초과 수요가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임금 상승압력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상승 압력은 해소되겠지만 대신 부문별로 실업이 발생한다. 이
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펼쳐
서 실업이 발생한 부문의 실업자를 노동이 필요한 부문으로 옮기고 새 일터
에 필요한 기술훈련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인플레이
션을 막으면서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처방은 <연대임금(solidarity wage)>제도이다. 임금 협상이 LO와
SAF 사이에 전국적 단위로 펼쳐지는 것을 이용하여 직장별 임금 부담 능력
에 상관없이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만
약 동일 임금의 수준을 그 노동에 대해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
의 수준에 맞춘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도산하고 말 것이므로 전국 평균 수준
에 맞추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연대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
분포는 한층 더 평등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평균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
하던 기업들은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렌과 마이드너
는 이 폐업을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로 규정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폐
업한 기업의 근로자들을 더 효율적 기업에 재배치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일의 연구결과는 이 실업자들이 민간부문의 더 효율적 기업으로
전직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갔음이

드러났다

(Lindbeck(1997)). 시장소득시민들이 조세소득시민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Meidner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기업 소유의 사회화를 제안
하고 나섰다. 연대임금제도가 시행되면 과거 높은 임금을 지급하던 대기업들
은 의외의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초과이익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Silverman(1998)). 여기까지는 일리가 있는 요구라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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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환수방식이 문제였다. Meidner의 제안은 LO가 관리하는 <임금소득자기
금(wage earners' fund)>을 설치하여 대기업들이 초과이윤을 출연하도록 한
다음 해당 대기업은 이 돈 만큼의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임금소득자기금>이 이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사용자 단체
인 SAF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온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
다. 마침 원자력 발전문제로 고전하던 사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재집권을 노리는 사민당으로서는 국민정서의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1980년대 초에 재집권에 성공한 뒤에도 정당 사민당은 노동단체 LO와는
달리 <임금소득자기금>계획에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원래 취지를 찾
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그나마도 1990년대 초의 비사민
당 정부에 의하여 완전 폐기된 채 아무도 그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는 상태
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는 사회주의자들
의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좌절당하고 만 것이다.
이 사태와 더불어 LO는 SAF와 협의 없이 사민당 정부를 내세워 고용보
호법을 제정하고 해고시에도 최근 고용자 우선 해고를 강제하는 법안을 입
법할 뿐만 아니라 1976년에는 공동결정법을 통과시켜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
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명백히 Saltsjőbaden협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사용자들은 사용자들대로 SAF-LO 간의 집단 협상을 거부하고 개
별 협상에 돌입하는 사태가 많아졌다. 결국 1970년대 말에 이르면 스웨덴 모
델의 모습은 Saltsjőbaden 협약을 체결할 때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지고 만다.

7. 국가경제 투자구조의 왜곡

재벌가문의 소유집중을 허용하면서 그 대신 기업 행동이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스웨덴 사민당 정책의 기조이다. 스웨덴 대기업들은 국가경제의 생산 활동을
주도하면서 방대한 조세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사민당 정부는 대기업들이 차등의
결권 주식을 발행하여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스
웨덴 대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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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대부분을 높은 세율의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엄청나게 높은 소
유집중률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재벌가문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수
가 있었다. 지배적 대주주들의 사적 소득의 크기는 최대한 줄이면서 대기업
들의 생산활동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 체제에서 스웨덴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소유
주 없는 사회적 기업’과 다를 바 없게 된 셈이다.
높은 배당세율은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포기하도록 만들었
고 그 결과 대기업의 소유집중은 더욱 더 심화하였다. 국가경제의 생산활동
을 대기업들에게 의존하는 사민당 정책은 신규 중소기업들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중소기업
들까지 그 상당수를 도태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기업이윤을 배당처리하지 않
고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를 감면하고 이에 더하여 각종 투자지원금까지 지
원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 지원책의 목적은 국가경제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
한 것이었는데 스웨덴 모델은 결국 이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기존 대기업
들에게만 몰아주는 체제로 되었다.
사민당 정책은 결국 국가경제의 투자자금을 모두 기존 대기업들에게 몰
아주면서 그 총수가문이 보유한 경영권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비록 기업주들은 배당을 통하여 높은 소득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국내의 모
든 투자자금을 專有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모든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특
권을 누렸다. 스웨덴 대기업들은 투자자금 확보와 경영권 확보의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완벽하게 격리된 채 조업해 온 것이다.
사민당 정책이 만들어낸 스웨덴 기업환경은 시장경제의 경쟁환경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었다. 스웨덴 인력이 보유한 경영능력 가운데 기존 대기업 총
수들을 제외한 인력의 경영능력은 기업경영과 투자재원으로부터 철저히 배
제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웨덴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스웨덴의 일부 한
정된 경영능력이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정부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가운데
생산 활동을 주도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은
국가경제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드는 데 결코 효과적인 체제
가 아니었다. 스웨덴 경제가 점차 활력을 잃어 온 배경에는 공공부문의 비대
화에 더하여 사민당 정책이 빚어낸 민간기업 부문의 왜곡된 투자구조가 자
리하고 있는 것이다.

- 212 -

8. 맺음말

한국과 스웨덴은 대기업 부문의 소유가 재벌체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
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사하고, 정부가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지만 기업활동의 풍토는 엄청나게 다르다.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절묘한 배합을 이루어 어느 한 노선도 다른 노선을 일방적으로 압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반대파를 무시하지 못하고 서
로 절충하며 포용하는 자세도 우리와는 다른 것 같다. 국민들의 반기업정서
의 내용도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는 결코 만만치
않으며 특히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반감은 특히 유념할 만하다. 반
면에 스웨덴 국민들은 최고의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조
달에 큰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이 기업을 아예 사회화하려고 시도할 때 그 시도를 좌
절시킨 것은 국민정서였다. 만약 국민들이 사회주의적 국유화 제도의 수용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면 스웨덴 모델의 구조는 훨씬 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어떠했을까? 만약 진보세력이 집권에 성공
하고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세력이 <임금소득자기금>과 같은 기구를
계획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 국민은 과연 스웨덴
국민들처럼 그러한 기도를 좌절시킬 것인가? 국민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과연 스웨덴 대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인가?
반기업정서는 그야말로 정서다. 국민이 반기업정서에 빠져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회적 선택을 지지한다면 국가경제는 쇠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이유만 내세워 국민들에게 반기업정서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기
업정서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정서를 반기업적인 것으로 몰
아가지 않으려는 기업측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사람들이 기업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를 저지한 것은 그만큼 민간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이고 민간 기업들이 이러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만큼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 데 가장 결
정적 역할을 짊어진 주체는 다름 아닌 한국 기업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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