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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유, ,
연화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고 대외지향적인,
대자본부문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 반면에 노동부문과 농민부문,
중소자본부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 하에서 노동부문은 실업률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조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사회지원,
금 축소 등으로 인한 생활조건의 악화로 고통을 받았다 또한 농민.
부문은 농업시장개방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국제적 농업자본과 경

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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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초래된 사회적 비용으로 노동부문과 농민부문 등 사회적 하층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년대 중반까. 1980
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정책이 극심한 경제위기 하에서도 대

대적인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단기적인 안정화조치를 취한

배경도 경제구조 재편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불만 가중으로 인한 정

치적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년대 후반 이후 특히 년대 들어와 많은 라틴아메1980 1990

리카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1) 사회적 비용이 초

래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하층계층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일시적,
인 저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이 사회적

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는 저항의 미약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과 농민 등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의 주.
요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의 정

책에 대한 저항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민사회 세력정도가 강하.
면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력이 강할 것이고 시민사회 세력 정도가,
약하면 국가정책에 실질적인 저항을 못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멕시코 노동부문은 멕시코의 전통적인 국가의 노동부문에.
대한 코포라티즘적 통제체제 정부의 공적지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존 노동부문의 저항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억압과 친정부적인 공,
식노조와 자율적인 독립노조간의 분리통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
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 등으로 년대 중반 이후의 신자유1980
주의적 경제재편으로 실질임금 하락 실업증가 소득불균등 심화 등, ,
의 사회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

다.2)

1) 신자유주의 열풍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경‘ ’
제정책을 그들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경제전문관료들의 권력헤게모니

장악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적극적 권유라는IMF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점들을 설명하면서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하
층계층의 커다란 저항없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표적 논문들로는. Coo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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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고통과 갈등을 수반하는, ,
그렇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인식하는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손실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

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설득과 보상 억압이라는 세 차원의 역할을 담당했다 먼저 설득‘ ’ ‘ ’, ‘ ’ . ‘ ’
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에 대한 동의 창출은 극심한 경제위

기 하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경제구조를 시장중심적 경제구조로 근

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
회경제적 보상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에 대한 사회적 수용‘ ’
획득 방식은 대대적인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사회적 손실자들에

사회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빈곤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문‘ ’
제를 최소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의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억압을 통한 신자유. ‘ ’
주의 경제재편에 대한 사회적 동의 창출방식은 경제재편 과정에서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세력들을 국가가 강력히 억압하고

탄압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자들로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에 대한

수용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의 살리나스 정부 시기(Carlos Salinas de Gortari)
를 사례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데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멕시코는 년대 중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비. 1980
교적 일찍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신자유주의‘
의 선두주자 백종국 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년 월 집’( , 1994) . 1988 12
권한 살리나스 정부는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과 투자자유화로 대표, ,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을 더욱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했

다 이러한 멕시코의 단기간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이성형 이내영 조돈문 등을 들 수 있다al., 1994; , 1994; , 1995; , 1995; Morris,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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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켰다 그 결과.
노동부문과 농민부문 등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 사회부문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사회부문으로부터의 대대적 저항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되었

다.3)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득을 통한 동의창출 보상을 통한 동의창출 통‘ ’, ‘ ’, ‘
제와 억압을 통한 동의창출 등으로 유형화시키고 멕시코 살리나스’
정부 시기의 대 국민토론회 국민단결프로그램 신노사, (PRONASOL),
주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국가의 역할. , ,Ⅱ

역사적으로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할 시장의 보완자로서의‘ ’
기능을 담당해 왔다 국가는 시장의 실패 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 ‘ ’
평등 문제를 개선시켜 자본주의체제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시장은 국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대. ‘ ’
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의 보이는 손 에 의해 발생된 경제적 문. ‘ ’
제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국‘ ’ . ‘
가의 실패로 인해 초래된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제’
공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항상 이타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자유로운 시장에서 독점으로 인해 문제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또는 시장이 개별적으로 필연적인 성공을 보장‘ ’
해주지 못했다.

3) 년 공기업 까나네아 광산에서의 파업위협 년 모델로 맥주1989 (Cananea) , 1989 (Modelo)
공장 파업 년 말 포드 에서의 파업 년 멕시코철관, 1989 (Ford) , 1990 (TAMSA; Tubos de

파업 년 폭스바겐 파업 등 노동진영의 신자유주Acero de Mexico) , 1992 (Volkswagen)
의 정책으로 인한 고통심화에 대한 저항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개별적이.
고 부분적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멕시코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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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반 국가론이다 신자유주의론자.
들은 관료 정치인 지도자 등 국가 운영주체들을 공적이익 수호자가, ,
아니라 사적이익 추구자로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관료는 관련부처.
의 예산 극대화를 모색하고 정치인은 재선을 각각 추구한다는 것이

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주요 사회세력들에 의해 포획될.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로 하여금 비생산적 이윤을 추구하게 하는 원

인제공자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에 의한 자.
원배분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버지.
니아학파로 불리는 더욱더 극단적인 반국가주의적 신자유주의자들

은 국가의 존재 자체가 사회구성원로 하여금 시장적 경쟁을 통한 이

윤추구 보다 국가에 대한 로비나 뇌물을 통한 지대추구에 열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
일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도 낭비적 상황을 초

래한다는 것이다임혁백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 1994: 140).
의 역할을 사회질서 유지자와 대외안보 담지자 등 최소한으로 국한

시키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최소

주의국가론에 입각해 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자.
원재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든지 노동의 결과에 대한 평등을 추구하,
면4) 비효율성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론.
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본 활동에 대한 국

가의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하고 복지제공자로서의 국가기능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중심적 경제구조로부터 시장중심적 경제구조로의 신

자유주의적 경제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이러한

재편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최소.
주의국가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의 중요한 정책인 민영화와 자

4) 국가의 이러한 기능을 복지국가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의 최소국가
론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실업과 빈곤을.
개인의 의도적 선택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중. ‘ ’ ‘ ’
요하며 빈곤이나 소득불평등은 사회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시장에서 개인적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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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규제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실업증가 실질임금하, ,
락 노동조건 악화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노동과 농민 등 하층계,
층 중심의 사회적 손실자들의 사회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간과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추진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감시자 또는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

을 오히려 더욱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국가가 사.
회세력들에 의한 시장질서 파괴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작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연호 이러한 국가의 감시자 또는 처벌자로( , 1998: 78, 92).
서의 역할은 자본과 노동 진영 등 주요 사회부문으로부터 국가가 높

은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더욱더 잘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점.
을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한편으로

는 개인의 자유 극대화와 시장을 강조하는 측면을 지니는 것과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재편 과정에서 사회적 손실자들의 재분배

요구를 해결하거나 억제시키는 강한 국가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과정에서의 국가를 작지만 강. ‘
한 국가라고 성격 지을 수 있을 것이다임혁백’ ( , 1994: 141).
결과적으로 시장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시키거

나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최소주의국가론은 국가의 경제개입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대체하

는 새로운 축적전략의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수사 였다고 할( )修辭

수 있다김병곤 장훈 외( , 1992: , 2000: 298, 301).

살리나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적 비용.Ⅲ

년대 초반 멕시코의 극심한 경제위기는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1980
강조하는 수입대체산업화에 입각한 기존 발전전략의 위기를 초래했

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멕시코도 년대 중반 이후 신. 1980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한 경제재편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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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시장 중심적인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초래.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하층계층들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었지

만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치아빠스주의 싸빠띠스따민족,
해방군 의 봉기를 제외하면 사회적 손실자들의 커다란 저항(EZLN)
없이 진행되었다.5) 이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약한 사회

적 저항을 단순히 멕시코 살리나스 정부의 행운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커다란 사회적 저항 없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멕시코 국가의 정책적 능력과 국

가사회 간의 세력관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획- ,
득 능력 등이 포괄되어 있었다.
멕시코에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살리나스 정부 하에

서 이루어졌다 물론 살리나스 정부의 전임인 델 라 마드리드. , (Mi-
정부 후반기에도 규제완화 공guel de la Madrid Hurtado) (1982-1988) ,

기업 민영화 자유화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 .
나 살리나스 정부에 와서 무역과 금융시장 개방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
책이 추진되었다 살리나스 정부는 일반적인 신자유주의를 무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정의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살리나스 정부는 멕시코의 경.
제재편 정책을 포퓰리즘적인 것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적인 것도 아닌

사회적 자유주의 로 명명했다‘ ’(liberalismo social) .
먼저 살리나스 정부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국내산업의 국제적 경쟁

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했다 년 월 대. 1989 2
폭적인 관세율 인하 이후 교섭이 개시된 년 대부분의NAFTA 1992
품목은 미만의 관세를 적용 받을 정도로 각종 품목에 대한 멕20%

5) 봉기는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년 월 일을 투쟁의 기점으EZLN (NAFTA) 1994 1 1
로 삼았다는 점과 그들의 주된 구호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점에서 볼 때 살리나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쟁. EZLN
이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 주에 제한되었다는 점과 그 참여자가 소수라는 점에서 이

들의 저항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멕시코 하층계층의 대대적 저항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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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 관세율은 크게 낮아져 평균 관세율이 로 되었다 그리고13.5%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년 에1985 92%
달했던 수입제한 품목 대상이 년에 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1990 19% .
리고 살리나스 정부는 외국자본에 기반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

서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

다 살리나스 정부는 년 월과 월 외국인 투자의 신청절차 대. 1989 5 12
폭 간소화 외국인 투자 제한 범위 및 한도의 완화조치를 취했다 그, .
리고 살리나스 정부는 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1993
자지분의 제한 수입허가요건 등 각종 규제절차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외국인 고용 허용과 관세 및 조세 감면 등 투자우대조치 부여,
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모색했다 또한 살리나스 정부는 자본활.
동의 자유를 신장시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경제활

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철폐시켰다 살리나스 정부.
는 국가발전의 동력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양시킨 발전모델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국가의 규제와 관리를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취

지 하에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했다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행정간소화와 효율성을 명분으로 각.
종 인허가 제도의 폐지 등을 포괄한다이성형 마지막으( 1998: 69-70).
로 살리나스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부재정 지출을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치를 단행했다 델.
라 마드리드 정부 하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멕시코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이었다 그에 비해.
살리나스 정부 하에서는 전화통신산업 항공산업 은행 철강업 등, , ,
국가가 독과점적으로 소유해 있던 주요 산업의 대규모 공기업들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가 독과점으로 장악하고 있던.
도로나 발전 항만 통신 등 주요 사회간접 시설에 사적 자본의 참여, ,
를 금지해온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사적자본의 기간산업 소유를 가능

하게 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민영화로 살리나스 정부 초기에 개. 379
였던 공기업 숫자를 정부 임기 말에 오면 개로 개로 줄었다195 .6)

6) 살리나스 정부 하에서 민영화된 주요 기업들은 중남미 최대의 통신회사 뗄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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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나스 정부 하에서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정

책 추진은 일시적인 경제적 상황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의 를 점하던 재정적자가 년 년 거의. GDP 16% 1991 3.5%, 1992
제로로 될 정도로 축소되었고 년 에 달했던 인플레이션도, 1987 160%
년 년 년 대로 낮아졌다 인플레이션이1991 19%, 1992 13% ,1993 10% .

임금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

킨 것은 살리나스 정부의 커다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Hamilton &
또한 외국의 직접투자도 늘어 년에Kim, 1993; Morris, 1995: 80). 1985

서 년 평균 억 만 달러였던 것이 년 억 백만1990 26 1,800 1992 43 9,300
달러 년 억 백만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1994 109 7,200 .
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은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

를 유발시켰다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상정하는 민영화.
를 포함한 경제재편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노동부문은 실질최저임금

하락과 실업증대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되었다.
먼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부문의 최저임금이,

하락되었다 도시최저 실질임금은 년을 으로 볼 때 년. 1980 100 1990
년 년 년 년 로 년의42.0, 1991 39.5, 1992 38.9, 1993 37.9, 1994 37.9 1980

로 안 되는 추세가 지속되었고 그 추세 또한 점차 하락되었다40% , <
표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년에서 년 사이3-1>. 1982 1988

낮아졌다 최저임금은 신자유주의 모델 년 동안 거의 중단38.3% . 11
없는 하락을 겪었다 년 노동자 구매력은 년 구매력의 절반. 1994 1982
이하 로 떨어졌다 년 계약직은 그들의 구매력의(40.8%) . 1982-88 55.2%
까지 하락했고 제조업노동자들은 구매력의 를 상실했다38.3% (Villas
1995: 161).

항공회사 메히까나 제철회사 암싸 씨까르트싸(TELMEX), (MEXICANA), (AHMSA),
보험업 아쎄멕스 국영 방송국 뗄레비싸(SICARTSA), (ASEMEX), TV (Televisa), CANA-

광산 년에 국유화되었던 개의 상업은행 등이었다NEA , 198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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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약 제조업 기타 최저임금 년평균< 3-1> , , , 1978 1994˜

년 통화기준(1978 )

최저임금 계약 제조업부문 마킬라도라산업부문 건설산업 공식부문
평균 임금 평균 임금 평균 임금 평균 임금

년 도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 목 실 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78         103  103 101   101 351   351           180   180 180 180
1979         120  101         146   124          411   348    210   178              211   179 
1980         141   94          179   120          506   339   240   161              260   174    
1981         183   96          234   112          678   355   310   162              348   182
1982         282   93          407   134       1,062   350    540   178              545   180  
1983         429   70          596    97        1,651   269   860   140              848   138 
1984         659   65          951    94        2,568   253   1,400   138            1,180  116  
1985      1,023   64       1,503    94        4,156    260    2,200   138           1,868   117
1986      1,887   95       2,625    88        6,638    335    4,000   202           3,409   172
1987      4,286   62       5,820    84       15,540   225     9,440   137           6,646     96
1988      7,251   48     12,270    82       32,410   216      19,310   129         13,141     88   
1989      8,547   48     14,229    80       42,360   239      24,820   140         16,616     94 
1990    10,238   46     17,145    76       55,560   247       31,640   141         22,578    100
1991    11,598   42     21,260    77       72,180   262       38,230   139         27,974    101
1992    12,255   38     23,811    75       89,970   282       44,800   141         29,534     93 
1993    13,193   39     26,124    76     103,530   306       47,130   139          27,425     81
1994    13,974   38     27,383    74     108,920   296       52,910   144         68,670   187

출처 의 표 을 재구성< > Villas(1995: 163) 6

그리고 빈곤심화 현상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사회적 비

용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과정에서 중간계층의 빈곤화 빈곤층. ,
의 극빈곤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년에서 년. 1981 1990
사이에 빈곤층이 만 명에서 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같은3,210 4,130 ,
기간 극빈층도 만 명에서 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에서1,370 1,730
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유아 세 의 영양실조 비율도 년. (1-4 ) 1979

에서 년 로 급증했다7.7% 1989 15.1% (Villas 1995: 161).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유

연화로 인해 고용상황도 악화되었다 표 년에서 년( 3-2). 1983 1994 190
만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 매년 새로. 110
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만 명에 달1,040
하는 비고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정도가 미국으로. 1/3
불법 이민한 것으로 추정된다(Villas 199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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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멕시코 고용과 실업< 3-2> , 1982 1993˜

만명(100 )

고용희망인구 비임금고용거주자
멕시코 임금 임금 멕시코태생
거주인구 노동자 노동인구 인구 비고용 출국 멕시코거주 백만 %

년도 A           B        C=B/A         D           E=D-B       F           G=D-F         H=G-B    I=H/G
1982       72.37      21.5       29.71        22.9            1.4       0.00          22.90             1.4          6.11  
1983       73.89      21.0       28.42        23.8            2.8       0.18          23.63             2.6        11.12 
1984       75.45      21.5       28.50        24.8            3.3       0.38          24.38             2.9        12.80  
1985       77.03      22.0       28.56        25.7            3.7       0.60          25.15             3.1        12.52  
1986       78.65      21.6       27.46        26.8            5.2       0.82          25.95             4.3        16.75
1987       80.30      21.9       27.27        27.8            5.9       1.07          26.77             4.9        18.18
1988       81.99      22.1       26.95        28.9            6.8       1.33          27.61             5.5        19.96 
1989       83.71      22.3       26.64        30.1            7.8       1.61          28.48             6.2        21.70
1990       85.47      22.5       26.32        31.0            8.5       1.92          29.12             6.6        22.74 
1991       87.27      23.1       26.47        32.0            8.9       2.24          29.77             6.7        22.41
1992       89.10      23.2       26.06        33.0            9.8       2.59          30.43             7.2        23.70  
1993       90.97      23.2       25.50        34.0          10.8 2.96         31.09             7.9        25.37
1994       93.07      23.4       25.14        35.1          11.7 3.36         31.75             8.4        26.31

출처 의 표 을 재구성< > Villas(1995: 164) 7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과정에서 사회적 부의 불평등 정

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소득분배 구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보면.
년 년 년 년 로 불평등 정도가1986 0.32, 1990 0.42, 1992 0.41, 1994 0.41

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총 인구 중 저소득층 가. 40%
에서 점하는 비율이 년의 에서 년 로 줄어GNP 1984 14.3% 1989 12.9%

든 반면 부유층 가 국민총소득에서 점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10%
에서 로 오히려 증대되었다김원호 그리고 전32.8% 37.9% ( 1995: 218).

체소득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이 점하는 비율이 년에서 년 사1981 1992
이 에서 로 높아진 반면에 같은 기간 노동자들의 임금이52.8% 59.3%
차지하는 비율은 에서 로 낮아졌다42.6%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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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총수입에서 각 부문별이 점하는 비율< 3-3> , 1980-1991

임금노동자 자본가 기타부문

년도 비율 비율 비율

1980 40.6 53.8 5.6
1981 42.6 52.8 4.6
1982 41.6 54.6 4.8
1983 35.7 62.1 2.2
1984 34.4 62.2 3.4
1985 33.7 59.7 6.6
1986 34.8 60.7 4.8
1987 32.1 60.3 7.6
1988 30.6 61.8 7.6
1989 29.5 62.4 8.2
1990 28.1 62.7 9.2
1991 28.9 61.4 9.7
1992 30.6 59.3 10.1

출처 의 표 을 재구성한 것임< > Villas(1995: 165) 8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Ⅳ

설득을 통한 동의 창출 국민대토론회1.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하층계층들이 감내하

는 고통은 눈물의 계곡 을 건너는 것으로 묘사된다 당면한 경제위‘ ’ .
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국가중심적 경제구조에서 시장중심적 경

제구조로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 고통스럽지,
만 어쩔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
가의 대 국민 설득노력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으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층계급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려는 판단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정책을 수용하는 상황과 결부되어 비교적 원하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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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경제위

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중심적 경제구조를 시장중심적

경제구조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

여 정책적 동의를 획득하려 했다 국가는 비록 실업과 실질임금 하.
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더라도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
등을 골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민들

을 설득했다.
이의 대표적 사례로 년 개최되었던 세계통상관계에 관한 국1990 ‘
민대토론회 를 들 수 있다 델 라 마드리드 정부 하에서 무역자유화’ .
와 시장중심의 경제구조 재편을 주도했던 살리나스는 재임기에 신자

유주의 경제정책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었다 살리나스는 년. 1990
초반 영국 독일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등을 방문하면서 멕시코, , , ,
와의 무역관계 확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 주요 산업.
국가들은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동유럽의 산업화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구한 살리나스 제안에 소

극적으로 반응했다 이에 살리나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적.
극적으로 고려하면서 년 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1990 5
망한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멕시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모색은 멕시코의 정치에서 혁명

체제의 완전한 종식과 탈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미국

을 기존의 침략자에서 경제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을 상징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적극 추.
진하기 위해서 살리나스 정부는 멕시코 국민들의 전통적인 반미정서

를 약화시켜야 했고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해야 했고, ,
전통적인 혁명주의적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다 이를 위해 살.
리나스 정부는 년 월과 월 멕시코 상원이 전국을 순회하면서1990 4 5
시민 정당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의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국민대토, , ,
론회를 개최했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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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국민들을 어우르고 NA-
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구조를 마련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여진다FTA .

살리나스 정부의 이러한 미국과의 경제통합 필요성 강조에 대해 멕

시코 정치세력들은 좌파야당인 민주혁명당만이 반대할 뿐 대부분 찬

성했다 그러나 빈곤이 만연한 상황에서 약 만 일자리를 창출할. 60
것으로 예상되는 를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NAFTA
뿐 반대를 위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임현진최종( /
철홍성태/ , 1996: 5).
멕시코가 미국과의 추진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무역자유NAFTA
화를 통한 미국 수출시장으로 진출만을 모색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이외에도 멕시코는 를 통해 년대 중반 이후 추진해온 신NAFTA 1980
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의 지속성을 확신시켜서 국내외 자본투자를 증

대시키려 했고,7) 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NAFTA
적극적 편입노력 국제시장에서 멕시코 기업들의 경쟁력 증대, , 1990
년대 본격화된 지역경제블럭화와 미국의 멕시코 수출에 대한 점증하

는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대응차원 등의 이유로 를 적극적으NAFTA
로 추진하려 했다.8)

보상을 통한 통의 창출 국민대단결프로그램2. : (PRONASOL)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보상정책

이 그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보상을 살펴보기 전에 신자유주의적 경

제재편으로 인해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손실자인가를 검토해 보자.

7) 살리나스 정부는 가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을 노리는 역외 국가NAFTA
들로부터 이른바 우회투자가 대량으로 증대시켜 줄 것을 기대했다 이후‘ ’ . NAFTA
멕시코에 대한 해외자본의 직접투자가 크게 신장되어 년에 억 달러였던 것이1990 26
년에는 억 달러로 늘었다는 점은 살리나스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이 어느 정1994 79

도 성공했음을 보여주었다.
8) 에 관련한 논의는 김원호 김병국NAFTA , 1994: 50, 57; , 1995: 52-53; Alva, 1996:

46-47; Hendelman, 1997: 128-129; Grayson, 1991: 109; Gentleman & Zubek, 1992: 76-
참조바람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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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노동부문을

비롯한 사회적 하층계층이 일반적으로 손실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노동부문이 손실자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노동부문 중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던 국영기업과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중심적인 손실자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경쟁력이 있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
부분의 농민들은 자유무역 구조 하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

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은 기존의 국내적 경쟁이 국.
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제적 경.
쟁의 파트너가 대규모 최첨단 농법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제, ,
공받는 미국이라는 점에 있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이한 자본부문도 기업의 규모 분야 지역에 따라 경제정책의 수혜, ,
자와 손실자가 달랐다 살리나스 정부의 시장경쟁원리와 효율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으로 소수의 대자본은 신자유주의 경

제재편 하에서 생산과 고용 등 산업구조에서 점하는 경제적 비중을

오히려 확대시켰다 반대로 수입대체산업화 과정에서 보호받아왔던.
중소자본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고조 정부정책에서의 소외 등으,
로 그 경제적 비중이 축소되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시장.
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중소자본은 국제경쟁에의 노출과 외국의

직접투자에 의해 생존이 위협받았다 또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달.
성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보조금 삭제와 정부 구매의 축소는 국내시

장에서 대중적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켜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가중시

켰다.
살리나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자들

의 피해를 줄이고 손실자들의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
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손실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서 살리나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입과 정부재정 일

부를 활용하여 교육시설 도로 상수도 등 기간설비 정비와 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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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도시와 농촌의 빈민문제 해결 등을 목,
표로 국민대단결프로그램 을 추진했다‘ ’(PRONASOL) .9)

살리나스 정부가 을 추진한 것은 당시 멕시코 국가가PRONASOL
처해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살리나스 정부는 추진을 통해 년 선. , RONASOL 1988
거에서 극심한 부정과 하층계급에 사회경제적 고통을 수반하는 신자

유주의적 경제재편 정책추진으로 인한 정통성 상실과 정치적 지지도

하락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개혁이미지 구축하려고 했다 살리.
나스 정부는 년 선거를 통해 기존 제도혁명당 체제의 한계를 인1988
식하고 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을 추진하여 대통령권한을PRONASOL
강화시키고 정통성을 회복하려 했다.10) 따라서 살리나스 정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업내용을 공개PRONASOL
하고 그 성과를 설파하는데 집중하면서 심지어 대통령을 가부장적

후원자로서의 이미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은 지방.
의 정부관리나 집권당 간부 등을 그 운영에서 배제시키고 자율적 대

중조직과 급진적 정치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을 그 운영주체로

직접 임명하는 등 운영을 대통령이 직접 관할했다PRONASOL .11) 국

가와의 새로운 틀 속에서 자율적인 대중조직들은 연방정부와 직접

연계하여 위원회를 창설했다 이들 위원회는 정치적 포PRONASOL .
섭 조직화 통제 매개체로서 과 전국농민총연맹 같은 전, , CTM (CNC)
통적으로 집권여당에 연계된 코포라티즘적 조직들을 대체하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Cook et al., 1994: 32; Morris, 1995: 91-92; Dresser,

9)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정부재정의 사회적 지출의 삭감 경제영역에서의 국가역할,
축소와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보상책의 범위와 정도는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프로그램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문제들에 대한 네오 포퓰리즘적 해결이라

고도 평가받기도 했다.
10) 실제로 살리나스는 대중 앞에 직접 나서서 을 설명하면서 그의 개혁적PRONASOL
이미지를 강화하려 했고 텔레비전은 경호원 없이 의 수혜자들에게 둘러, PRONASOL
싸여 환영받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지방관리들과 집권당 지방조직들은 동맹을 결성

해 해당 지역 위원회를 통제하려고 시도했고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도PRONASOL ,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지방의 위원회는 전통적인 후원위계질서를. PRONASOL
무시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관리나 집권당내 코포라티즘적 관리들은 PRONASOL
에 반대하였다(Haggard & Kaufman, 1995: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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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살리나스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으로1994: 161-163).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빈곤층에게 을 통해 사회경제적PRONASOL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불만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러한 보상조치.
를 통해 살리나스 정부는 당시 유일한 경제위기 탈출구라고 신봉했

던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이러한 점은.
살리나스 정부가 집권 직후에 의 목적과 계획을 발표하PRONASOL
면서 그 수혜 대상을 시장중심적 발전전략으로의 발전전략의 수정으

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비용으로 삶의 조건이 어려워진 빈곤층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에 대한 공공지출액은< 4-1> PRONASOL
년의 억 천 백만 페소에서 년의 억 천 백만 페소로1989 22 8 6 1992 60 7 8

급증했다 절대액수의 증가는 에서 점하는 지출비율. GDP PRONASOL
상승으로 나타나 년 에서 년 로 높아졌을 뿐만1989 0.45% 1992 1.08%
아니라 사회부문 공공지출에서 점하는 의 비율도 년PRONASOL 1989

에서 년 로 대폭 높아졌다7.39% 1992 12.34% .12)

표 사회지출과 에 대한 총지출< 4-1> PRONASOL
단위 억 페소( : 1 )

명 목 1989 1990 1991 1992

에 대한PRONASOL
공공지출

22.86(-)* 37.36(6.40) 47.16(26.25) 60.78(28.88)

에서 점하는GDP
공공지출PRONASOL

0.45% 0.71% 0.88% 1.08%

에서 점하는GDP
사회부문 공공지출

6.14% 6.40% 7.85% 8.79%

사회부문 공공지출에서

점하는 PRONASOL
공공지출

7.39% 11.05% 11.28% 12.34%

출처 : Lusting 1994: 89.
참조 는 지출의 연 성장률이다: ( ) PRONASOL .

12) 이처럼 재정지출이 증대되자 사회부문에 상당한 국가보조금을 제공했던 기존 체제

로의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살리나스 정부는 이. PRONASOL
필요성에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더욱 효율적인 정부라는 새로

운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Hamilton & Kim, 1993).



80 박병수

을 추진하면서 살리나스 정부는 자금 지원제공을 약화PRONASOL
된 제도혁명당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13)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재편의 주된 희생자들인 사회적 하층계층과의 정치적 연계를 구축하

던 중도좌파야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
도좌파야당의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자금이 집중적으로PRONASOL
투여되었다.14)

살리나스 정부의 라는 사회경제적 보상조치를 통한 정PRONASOL
치적 개혁이미지를 구축하고 하층계층으로부터의 지지를 회복하려

는 시도는 년 월 중간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원1991 8 .
과 의 상원 의원과 명의 주지사를 뽑는 년 중간선거에서 제1/2 7 1991
도혁명당은 의 인기에 힘입어 투표자의 의 지지로PRONASOL 61.5%
하원 의석수의 를 점하게 되었다 반면에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64% .
경제재편 과정에서 고통이 가중된 하층계층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

던 중도좌파야당인 민주혁명당 는 의 지지획득에 그쳤다(PRD) 8.3% .
한 통계에 의하면 년 선거에서 까르데나스를 지지했던 유권자들1988
의 대략 이 년 선거에서 를 지지했다고 한다1/5 1991 PRI .
또한 살리나스 정부는 시장 중심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정

에서의 또 다른 사회적 손실자인 중소자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즉 중소자본단체가 살리나스 정부의 경제재편 정책에 불.
만을 표명하자 정부는 년 중소자본 국가프로그램 을1991 ‘ ’(PNMPMI)
제정하여 중소자본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그들의 불만을 약화시키

려 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발휘하자 이미 국가와의 코포라티즘.
적 관계로 인해 자율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 반대를 강하게 표출하

지 못했던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려는 지도부와 대항을,
주장하던 내부구성원들간의 갈등으로 약화되었던 중소자본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제조업회의소 는 살리나스 정부(CANACINTRA)

13) 은 제도혁명당에 대한 지지확대라는 정치적 논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PRONASOL
였다고 하여 이라는 냉소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PRI-NASOL .

14) 대표적 사례가 미초아깐 주로 이곳은 꽈우떼목 까르데나스의 정치적 고향이자 그가
주지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좌파 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곳으로 자PRONASOL
금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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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무역협약을 수용했다이성형( , 1998: 81; Shadlen, 2000: 74-76;
Morris, 1995: 82-83; Alva, 1996: 31).15)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손실자들에 대

한 대부분의 보상이 손실액을 상쇄시키기에 부족했다는 점과 국가의

실질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극심한 경제위기라는

객관적 조건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이 사회적 동의를 획득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경제적 보상이 경제재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비록 보상의 규모가 손실의 규모에(Weyland, 1998: 541-542).
비해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경제적 보상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을 급격하

게 추진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
의 정치적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

려움에 처했던 하층계층의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약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살리나스 정부

의 목적이 비교적 원만하게 달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사회경제적 보상이 경제재편 정책에 대한 동의

를 획득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3. 억압과 통제를 통한 동의창출 신노사주의: ‘ ’(neo sindicalismo)

국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설

득과 보상을 통한 사회적 손실자의 자발적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억압과 통제라는 방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경우 국가는 모든 저항하는 사회적 손.
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손실자들 내부를 분리

하여 특정 세력에게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정책적 물질적 지원 제,

15) 멕시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가 년대 이후 코포라티즘적CANACINTRA 1940
틀속에서 어떻게 국가와 연결되어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년대 이후, 1980
경제위기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과

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Shadlen (Shadlen, 2000: 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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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약속하고 다른 세력들은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이른바 분리통, ‘
치를 행했다’ .
살리나스 정부는 비교적 세력이 강력한 노동연맹의 탈정치화 집,
권 여당과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진영의 영향력과 협상력

약화 비 전투적이고 경제재편에 협조적인 새로운 노조지도부 구축,
등의 목표에 입각해 노동정책을 집행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국.
가노동관계를 신노사주의로 규정했다 신노사주의에 입각해서 살- ‘ ’ . ‘ ’
리나스 정부는 노조의 파업과 노조민주화 투쟁에 대해 공권력 투입

과 폐업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16)(Morris, 1995: 83-84).
살리나스 정부의 노동부문에 대한 이른바 분리통치는 크게 두 개

로 구분된다 하나는 공식노조내의 주요 세력에 대한 분리통치를 통.
해 그들간의 충성경쟁을 유발시키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노‘ ’
조에 대한 특혜제공과 독립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먼저 공식노조내. ,
의 분리통치를 보자 기존에 국가와 협조적이었던 노동조직이 사회.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저항적 모습을 보일 때 국가는 그 조직에 제

공했던 이점들을 그 조직과 필적할 만한 다른 노동조직에 제공함으

로써 기존의 조직의 타협적 태도를 끌어내기도 했다 살리나스 정부.
는 그동안 국정의 주요 파트너였던 멕시코노동자총연맹 이 신(CTM)
자유주의적 경제재편에 대한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자 공식노조내에

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더 협조적이었던 세력인 노동자농민혁명연맹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CROC) . CTM
견제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의 결성을 묵인한 것에서(FESEBES)
도 잘 나타나 있다 년 멕시코전화노조 와 멕시코전력노. 1990 (STRM)
조 를 주축으로 결성된 는 국가와의 대립과 저항이 아(SME) FESEBES
닌 협조적 태도를 표명하고 기존 중심의 노조운영과의 차별CTM
화17)로 노동회의 내부의 노조들을 흡수했고 더 나아가 다른 민중조,

16) 대표적 사례로는 년 공기업 까나네아 광산에서의 파업위협에 대한 정1989 (Cananea)
부 폐업 선언과 회사재조직 새로운 노동협약체결을 통한 재가동 년 모델로, , 1989

맥주공장 년 말 포드 에서의 파업과 쟁의에 대한 노동자해고와 대(Modelo) 1989 (Ford)
체고용 년 월 정부는 멕시코철관 에서의, 1990 7 (TAMSA; Tubos de Acero de Mexico)
파업에 대한 무력진압 년 폭스바겐 파업에서의 만 천여 명 해고, 1992 (Volkswagen) 1 5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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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의 연대를 추진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FESEBES
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살리나스와 그 행정부의

경제적 프로그램을 수용했다 또한 의 핵심 노조들은 살리. FESEBES
나스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통해 생존과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으려

했다 살리나스 정부는 이 전통적으로 향유해 왔던 특권 일부를. CTM
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견제로 의 신자유주의 반대 활동FESEBES CTM

을 위축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에 대한 살리나스 정부. FESEBES
의 법적 인정조치의 지연과정18)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FESEBES
를 통해 에 대한 압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의 성장을CTM
통제하려는 전략적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Cook, 1995: 83-84;
Aguilar, 1992: 60).
또한 살리나스 정부는 공식노조의 세력을 유지시켜 주고 반대로

독립노조 세력의 부상을 저지하였다 살리나스 정부는 비록 기존의.
국가 노동관계가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방해물이라는 정부의 인식- ,
에도 불구하고 공식노동부문이 여전히 정부의 가장 큰 사회적 지지

기반이라는 평가 하에 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노조와 관계를 지CTM
속시키려 했다 살리나스 정부는 년 선거를 통해 정부정책과 집. 1988
권여당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해온 기존의 코포라티즘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노동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
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국가노동관계의 재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완화시키고 제도혁명당의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적 측면은 기존의 코포라티즘적 틀의 변화 범위를 제한시켰다 따라.
서 살리나스 정부가 채택한 노동정책은 기존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Cook et al., 1994: 29-30).
살리나스 정부는 기존 코포라티즘적 조직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17) 는 노조운영에서 개별 기업차원의 노사협상 생산성과 품질향상 노력 노동FESEBES , ,
자가 기업재편 계획에의 실질적 참여 노동조직의 새로운 기술새로운 형태의 수, ․

용 생산성 고양 등에서 기존의 공식노조와 달랐다, .
18) 는 위원장인 에르난데스가 폭스바겐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는데 핵FESEBES (VW)
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년 월 법적으로 인정되었다199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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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경제 체제 하에서 그들의 활동을 재 규정하고 그들의 특권적

영역을 유지시키는 것을 모색했다(Morris, 1995: 85-86; Tirado, 1998:
이를 위해 살리나스 정부는 애초의 강경한 노동정책을 대198-199).

폭 완화시켰다 와 살리나스 정부는 의회에서 야당의 공격으로부. PRI
터 공식노조지도부를 보호해주었고 집권여당과 행정부는 내의PRI
노동부문 지명지분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었다 이러한 공식노조.
에 대한 일련의 양보조치는 선거에서 그들의 지지를 회복시키는 계

기로 되었다 년 살리나스는 사회복지 자금 중 일부에 대한. 1993
관리 인정 노동부문에 불리하게 진행된 제도혁명당재편 작업CTM ,

을 추진한 보레고 를 당수직에서 해임시키면서(Genaro Borrego) PRI
정당재편 작업의 유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Morris, 1995: 86-87).
공식노조에 대한 유화적 태도와는 반대로 살리나스 정부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

다 살리나스 정부는 노조 내부의 민주화와 노조운영의 자율화를 모.
색했던 독립노조 세력들을 그동안 멕시코 지배체제가 향유해온 멕시

코 국가 사회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그들 세력을 약-
화시키고 제한시키려고 노력했다.
살리나스 정부의 신노조주의에 대해 노동부문은 비판과 동조라는‘ ’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먼저 을 비롯한 많은 노조들은 신자유. , CTM
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유연화 정책 노동자파업에 대한 정부의 폭력,
진압 노동법 개정 분위기 등에 대한 비판했고 임금상한제 폐지, , ,
내의 노동부문 참여비율 유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PRI .

판적 입장과는 반대로 은 그 동안 향유해왔던 자신들의 이권을CTM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동조적 태도를 보였다 은 자신들이 심각. CTM
하게 공격받고 있는 시점에서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

다 예를 들면 지도부인 모이세스 까예하스. CTM (Juan Moisés
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공박하면서도 대통령이 항상 노동자Callejas) “

의 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비슷한 측면에서” .
년 은 제도혁명당을 위해 활동하고 주나 지방 차원에서1992 CTM
대표가 제도혁명당내의 주류라고 주장하면서 제도혁명당에C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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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조건적 지지 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은 포드” . CTM (FORD),
또르넬 모델로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노동자(TORNEL), (MODELO)
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정부의 무력진압을 지지하기도 했고 포드 모, ,
델로 폭스바겐 등의 파업에 대해서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서, (VW)
파업파괴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성(Morris, 1995: 87; Cook, 1995: 87;
형, 1994: 195; Aguilar, 1992: 84).

결론.Ⅴ

멕시코 살리나스 정부는 이미 전임 정부인 델 라 마드리드 정부하

에서 추진되었던 무역과 투자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 ,
주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살리나.
스 정부는 관세율의 대폭 인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모든 규제조치

의 철폐를 비롯해 은행과 항공 통신시설 등 주요 산업을 포함한 대,
규모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와 자본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

제의 대폭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과정은 그 범위와 속도면에서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광범위

하고 단기간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급격하고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 추진과정에서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했고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정 그리고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손실자와 수혜자간의 소득불균형 확대와 빈곤심화 등의 사회적 비용

이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은 그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자들의 커다란 반대 없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멕시.
코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이 사회적 비용 유발에도 불구하고 비

교적 순탄하게 사회에 수용되었던 배경에는 멕시코 국가의 전통적인

코포라티즘적 성격과 비교적 강한 국가능력 그리고 주요 사회부문,
의 체제에 대한 예속성으로 인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가정책에 대

한 저항능력의 약화 등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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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설득을 통한 동의창출 보상을 통한 동의,
창출 억압과 통제를 통한 동의강요를 수행한 국가의 역할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년 시작된 극심한 경제위기로 기존 국가중심 경제발전 전략의1982
실패라는 객관적 조건 하에서 멕시코 국가는 시장중심적인 신자유주

의 경제재편을 통한 발전전략의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하였

고 그 대표적 사례가 국민대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국가는‘ ’ .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아‘ ’
울러 그동안 미국과의 거리를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태도를 바꾸어

미국을 경제회복과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할 것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설득을 통한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수용 노

력하에서 북미자유무역지대 가 창설되었다 그리고(NAFTA) . PRONA-
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손실자들에 대한 사SOL

회경제적 보상프로그램도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수용에 기

여했다고 할 수 있다 실업과 고용불안정 부의 불평등 빈곤 등 신. , ,
자유주의 경제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

해 살리나스 정부는 을 통해 사회적 손실자들에게 사회PRONASOL
경제적 보상을 했다.
비록 보상이 손실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했지만 와 살리나PRI

스 정부에 대한 지지도의 확대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

속적 추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식노조.
들 내부 그리고 공식노조와 독립노조간의 국가의 분리통치는 경제,
재편의 대표적 손실자인 노동부문간의 충성경쟁과 갈등을 유발시켜

그들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멕시코 살리나스 정부를 사례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사회적 수

용과 국가의 역할을 볼 때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의 안정적 추진과 정책전환에 대한 사회적 반

발을 최소화시키고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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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여전히 경제재편 정책의 추진자이고 그 과정.
에서 정책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대표적 저항세력일 수 있는 노동.
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억압을 통한 지속적 경제재편 추진자로

서의 국가는 작지만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 ’ .
유주의 하에서의 기존의 국가 중심적 발전전략에서의 국가가 담당했

던 경제영역에서의 직접 생산자적 성격은 약화되었거나 크게 축소되

었지만 시장의 질서에 대한 감시자와 통제자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화되었다기보다는 국가

의 역할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Neo-liberal adjustment policies were carried out in Latin America
during the 1980s and 1990s. They usually had an adverse impact on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oorer classes (e.g. workers and peasants), who
suffered firings, higher unemployment, wage cuts and worsening working
conditions, as a result of privatization, deregul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Since neo-liberal adjustment impacted most adversely on
the lower classes, it was to be expected that resistance to these policies
would be fiercest within these sectors. However, this has not always
been the case.

Neo-liberal adjustment initiatives were accepted in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without great resistance, and in some countries was
supported by the lower classes (e.g. Argentina, Peru and Uruguay).
There are many variables that might explain this situation, such as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attitudes towards the state and the ability of
political leaders to convince voters that no realistic alternative exist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ate's role in gaining widesprea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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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neo-liberal adjustment programme pushed through by Mexican
President Carlos Salinas de Gotari during his term in office between
1988-1994. In order to explain lower class aquiesence, the role of the
state is analysed with regard to persuasion, compensation and repression.
First, the Mexican state emphasised the need to change state directed
economic structures to that of a more open market-driven economic
policy, and succeeded in persuading many citizens of the desireability of
this switch if the economic crisis was to be overcome. Second, the
article shows how potential losers were bought off via compensation
packages. Third, when the lower classes(e.g. workers and peasants)
oppose the neoliberal economic adjustment in spite of the State’s
‘persuasion’ and ‘compensation’, the State forcefully imposes that policy
on them by means of ‘r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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