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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대한민국은 기술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증가하는 탈세계화 경향과 무역마찰,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환의 흐름 앞에 놓여있다. 거대한 변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혁신과 생산성의 끊임없는 압력에 놓여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불평등과 배제의 정치를 극복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슬로건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가장 일반적 인식은 서로 반비례 관계인
혁신과 포용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혁신이 더욱 잘 일어나며, 혁신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높은 복지혜택과 이로 인한 조세부담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하는 국가
들의 성과를 포용적 국가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과 실증적 증거들은 포용적인 제도들이 오히려 혁신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정책들은 개인들이 안정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동기와 행동을
강화시켜 혁신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동시에 포용이 사회적 자본과 연대감을 높여서
참여와 자치를 강화시키고 사회혁신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 OECD와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하고, 불평등의
감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유럽연합의 유럽
혁신순위(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순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거
들은 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처해있는 맥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포용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체제를 진단한다. 정부주도의 혁신지원이 꾸준히
확장되어 왔지만, 여전히 소수에 의한 혁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창의성이 부재하고,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과도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경향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높은 생계형 창업과 혁신에 대한 낮은 수용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사회혁신을 추동하기에 신뢰라는 기반이 약하고, 결국 실제 사회혁신에
참여하는 이들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이동하기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가장
가까운 혁신적 포용국가 사례로서 스웨덴을 제시하였다. 혁신과 이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소수기업에만 집중되고 이중화를 가져오는 배제적 성장 방식에서 풀뿌리 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고른 성장이 전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포용적 성장 방식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혁신은 선순환 할 수 있는 관계임을 제시하고,
안정된 사회보장 속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혁신적 활동을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 때 대기업과 전통산업 위주였던 스웨덴이 위기를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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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창업혁신 국가로 변모한 사례에 주목하면서 경제혁신과 함께 안정된 사회보호
정책과 교육이나 가족친화정책과 같은 사회투자정책이 이러한 성공의 기반이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경제성장의 저하와 이로 인한
고용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혁신이 포용적
정책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과 같은 배제적 경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배제적 경로가 아닌 포용적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혁신의 지속가능성에도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인 포용과
혁신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고, 위험감수성향과 인적자본의 증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 때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혁신이 다시 고용과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소수 기업의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가 국가의 생산성
증가라는 착시를 넘어서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기업과 사회에서 수많은 작은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포용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선언만 가지고 가능하지는 않다. 포용적 사회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
이 GDP 대비 10%인데 반해서 OECD 평균은 20%이며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
는 30%에 이른다. GDP 10%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약 180조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대
대적인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보건의 자동증가분을 제
외하더라도 더 많은 복지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직적이고 조건이 붙은 복지보
다는 개인의 자유와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증진될 것이다. 시장적 자유주의가 아닌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실질
적 자유가 증진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쉬
운 길은 아닐 것이며, 끊임없는 실험과 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의 두 장
에서는 혁신과 포용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창의성과 혁신의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다루었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사회혁신에 미치는 포용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포용국가는 창의성을 발현하는가?)
지식기반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성은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렇기에
창의성 연구는 그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거시적 사회환경인 제도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부여하는 안정성이
창의성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단이라 가정하여, 복지국가의
안정성이 일상적 창의성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투자
국가와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어떠한 제도 요인들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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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중 OECD 9개국 9,391케이스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별로 창의성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복지
레짐별, 계층별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지출 수준, 가족영역 사회지출
수준,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평등 수준은 개인의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투자정책의 확대와 포용정책의 확대가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 수많은
혁신을 촉진해야 하는 한국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형태는 보편적 사회투자국가임을
시사하고 있다.
(포용국가는 혁신수용성을 높이는가?)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 및 개인의 삶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
에게는 기회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진
인식의 격차가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로의존적인 공공
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정책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혼란을 유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
들의 영향을 받는가? 본 연구의 핵심은 개인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예측, 더 나아가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했는지 여부가 미래에서의 삶, 그리고
직업에 대한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8년 기준 19~69세의 한국인 1,047명에게 조사한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두 가지 질문 “1) 나의 삶은 좋아질 것이다 2) 나의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응답의 특성을 고려
하여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미래의 직업 변화 예측에 활용해
온 직무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안정성이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
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숙련도가 높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직업이
반복적인 것은 기술혁명 사회의 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기술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삶에 대한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연관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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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는 사회혁신을 증진시키는가?)
최근 서구사회와 우리나라에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문제가 복잡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제도분석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조직의 크기에 집중하고 있어, 사회혁신 역량의
근원을 형성하는 혁신역량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과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사회혁신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조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거시 맥락적 변수가 사회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지출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며
규제가 낮은 국가의 개인은 사회혁신활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주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혁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 수준의 혁신에 미치는 거시적 맥락적
요인을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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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혁신을 촉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하여

I. 서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가장 일반적 인식은 서로 반비례 관계인 혁신과 포용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
에서 혁신이 더욱 잘 일어나며, 혁신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일으킨다고 간주하기 때문
이다. Acemoglu et al.(2012)는 자본주의를 ‘치열한 자본주의(cutthroat capitalism)’와
‘따뜻한 자본주의(cuddly capitalism)으로 나누어 혁신과 포용과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치열한 자본주의에서는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창출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혁신을
무임승차하면서 이용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의 비용이 크게 들
지 않는 후자에서는 창출된 혁신의 이용자로서 ’따뜻한‘ 정책을 펼치며 더 큰 평등을 이
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높은 복지혜택과 이로 인한 조세부담은 기업
가정신과 혁신의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Henrekson & Rosenberg, 2001).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과 실증적 증거들은 포용적인 제도들이 오히려 혁신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정책들은 개인들이 안정된 인적자본을 축적
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동기와 행동을 강화시켜
혁신을 높인다는 것이다(Mkandawire, 2007; Filippetti & Guy, 2015; Bell et al.,
2017). 동시에 포용이 사회적 자본과 연대감을 높여서 참여와 자치를 강화시키고 사회
혁신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 OECD와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를 강조하고, 불평등의 감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주장하고 있다(OECD, 2016; IMF, 2017). 또한, 2018년 유럽연합의 유럽혁신순위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순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European Union, 2018).
이러한 증거들은 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경제성장의 저하와 이로 인한 고용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혁신과 경제성장이 자동적
으로 삶의 질과 복지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삶의 안정과 함께 혁신이 가져
올 불평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포용의 아젠더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인 포용과 혁신
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혁신
적 포용국가의 맥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 사회경제체제에서 혁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현재의 잠재적 혁신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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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맥락: 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가?
1. 생산성의 역설과 산업/노동시장의 이중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
공지능의 발달과 확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이 비약
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생산성 지표의 추이는 생산
성의 변화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와 같이 주기적으로 생산성이 다시 증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는 1970년대 이래로 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4차 산업혁명이 더욱 회자되고 있는 최근에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
드러지고 있다. Gordon(2012)은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향후 최소 20년
동안은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던 놀라운 속도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
다보기도 하였다.
그림 1. 미국, 영국, 독일의 생산성 증가율 추이

출처: Dezernat Zukunft (2018)

이러한 현상을 생산성의 역설(productivity paradox)라고 칭하기도 한다. 생산성의
역설에 대한 논의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보였던 IT업계의 생산
성 증가율의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Solow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
순히 IT업계의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 기술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OECD,
2016; Soete, 2018). 왜 생산성의 역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기술
발전이 아직 충분히 경제적 이익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현재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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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진정한 기술발전의 혜택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OECD(2016)를 포함하여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요소는 불균등 성장과 포용적이지 못
한 성장의 문제점이다.
다음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일부 고성장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많은
이들이 예측하듯 2000년 이후로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이 아닌 경제에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
의 생산성이다. 가장 생산성이 좋은 기업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산성이 증
가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2000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기업단위에서는 기계의 도입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면 생산성이 증가한
다. 하지만, 국가단위로 볼 때 그 기업에서 자동화로 인해서 밀려난 인력이 높은 생산성
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저숙련으로 전락하게 되는지에 따라 생
산성 증가율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절대 다수를 고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제조업의 생산성만큼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저임금/저생
산성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국가의 생산성은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2. OECD 국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변화

출처 : Andrews, Criscuolo and Gal (2015)

혁신이 장기적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David Gordon이나 Eric Bryn은 불평
등이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 Gordon은 불평등과 함
께 혁신이 당면한 4가지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불평등, 고령화로 향해가는 인
구변화, 충분하지 못한 교육, 그리고 증가하는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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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동시적 현상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은 한국경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었던 적도 있었다. 그 이후로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과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20% 정도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무역과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3. 국가 GDP 대비 수출입에 대한 의존 비중 (단위: %)

출처 : World Bank (2019)

한국이 세계화에 편입되는 방식은 다른 국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립형 자본
주의‘ 방식을 채택한 한국은 소재나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비교우위의 논리
속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방식
으로 세계경제에 위치를 하였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이 강했던 독일이나 일본
과 달리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들은 원천기술보다는 기술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대량생
산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화 시대에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민
족주의의 부활과 탈세계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
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있었던 일본과의 무역마찰은 한국의 원천기술 부재가 상당
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전 세계 히든챔피언
(강소기업)들 볼 때 한국은 독일의 1/60 그리고 일본의 1/10 수준이다. 또한, 스웨
덴,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보다 적은 23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세계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의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
목이다. 하지만,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수출주도형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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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자본주의 생태계 속에서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다.
그림 4. 히든 챔피언의 국가별 분포

3. 인적자본의 낮은 활용률 및 미스매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거의 70%
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대학진학률의 상승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은 대기업에 비해서 그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70%가 대학
에 가지만, 이들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
는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로 나타나게 되며, 다른 관점으로는 인적자본이 충분히 활
용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NEET 비율이 OECD 국가가 13%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서 한국은 24%에 이르고 있다(그림 5). 청년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저활용은 여성과 성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있다시피 여성의 교육수준에 비
해서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임금격차 역시 상당히 높다. 한국 성인의 경우
숙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반가
운, 2016). 인적자본의 현재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
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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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와 대한민국의 NEET 비율 비교

출처 : OECD(2014a) Education at a glance

4. 사회적 난제의 심화와 시민의 역할 부상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Bulut et al., 2013).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
후, 금융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실제 사회적으로 무용(“socially useless”) 했다는 비
판이 제기되면서 경제영역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성과가 사회, 환경, 문화에 긍정적
인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Hubert, 2010).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난제화(wicked problem) 경향을 보이며, 새
로운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접근 방식은 너
무 경직적이거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Weber & Khademian, 2008).
이에 최근 시민들의 자발적/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섹터와 같
은 비정부부문의 혁신주도성, 기술발전이 사회혁신에 기여할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
성 속에서 상호 간 엮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의 상호성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미국과 유럽의 비영
리섹터 역할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영리부문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역할과 함께 경제위기 시기의 사회적 잠재력을 보존하는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Graddy-Reed et al., 2015).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미국에서 민간부문의 총임
금수준은 7% 가량 감소하였고, 신규창업 역시 심각하게 감소하였다(US Bureau of
Labour Staticstics, 2015). 총임금(total wages)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감소하
였으며, 사업체 숫자도 2010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같은 시기 비영리 부
문은 고용 총량이 상승하였고 경제회복이 이루어진 2011년 이후 민간부문의 고용량
과

연간임금이

비영리섹터를

상회하여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Friesenhahn(2016)는 비영리부문이 경제위기 시기에 민간부문의 고용감소 위험을 완
충하고 흡수하여 이후 경제회복기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

- 7 -

였다. 유럽에서도 비영리 섹터는 무역이나 제조업 분야에 버금가는 고용 비중을 나타
내고 있는 핵심적인 부문이며,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행위자로 지
목되고 있다(Salamon & Sokolowski, 2018). 그러나 2015년 전후로 미국과 유럽에
서 제3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20%와 15%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의 고용비중은 5% 수준이다. 더욱이 이 인력들도 대체로 공익법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여 서구사회에 비해 상당히 저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III. 한국 혁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혁신 개념과 성과
1) 개념
우리의 혁신 수준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혁신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혁신의 정의 및 범위에서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것이 없으
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혁신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Schumpeter(1934)는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s” of new or
existing knowledge, resources, equipment, and other factors)이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를 창출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논의는 발명(invention)
이 어디에서든 상업화(commercialization) 목적 없이도 발현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혁신은 경제적 영역에서 상업화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specific
social activity) 혹은 기능(function)이라고 구별했다. 이후 혁신을 정의하려는 노력
이 이어지다 Romer(1986)의 논의가 혁신을 새로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생
산성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아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혁신 관련 논의들은 공통
적으로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에 주목한 것으로 새로운 상품의 도입
(introduction)에 초점을 두었다면, Aghion & Howitt(1992, 2009) 등은 기존의 상품
을 다듬는 ‘질적 개선’을 통해서도 일찍이 Schumpeter가 논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며 혁신의 점진적(incremental) 측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할 만하다. Oslo Manual(2005)에서도 이러
한 정의에 기반하여 혁신을 새롭거나 상당 수준 개선된 상품(제품 및 서비스)으로 혁
신을 측정한다.
한편 Drucker(1985)는 혁신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특정한 도구
(specific instrument)라고 말하며 혁신의 개념을 기술 개발이나 기업 영역에 한정하
지 않고 사회 시스템 내 일어나는 광범위한 것이라 언급하여 혁신 개념의 논의 범위
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혁신이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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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OECD(2010), Gault(2018) 등이 언급하였다. 그런 의
미에서 혁신의 주체는 개인, 기업, 시민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하는 혁신 활동은 비단 영리 목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활동도 포함한다. 즉, 혁신은 단순히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측면에서든 새로운 면을 지니고 가치를 창출하며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면을 지니고 가치를
창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경제혁신이라고 부른다면, 사회적 측면의 같은 활
동을 사회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혁신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기업가정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도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사회적 기업가정
신이 경제적 기업가정신의 특성에 기반하여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구
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배귀희, 2011; Pestoff, 1998). Tan et al.(2005)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단순히 개인적 이익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 제공을 하는 기업가 활
동이라 정의함으로써 이 역시 명확하게 기업가정신에 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한 혁신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 중 하나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Bugg-Levine & Emerson(2011)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임을 확실히
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또한, 경
제 조직으로서 자본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 추구가 보호되면서
도 동시에 사회적 목적 추구가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utio et
al(2014)에서도 기업가정신에는 산업/기술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맥락이 명확히 구분
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며, 조직적, 제도/정책적인 부분과 모두 더해져서 의미를 가
짐을 주장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림 6. 혁신유형과 주체의 구분

출처 : Abu-Saifan, S (2012)

이를 종합하면, 혁신(innovation)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논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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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막론하고 혁신을 논한 다수의 논의를 종합할 때 미국 노스웨스
턴대학교 켈로그 경영대학원(Kellogg School of Management) Joe Dwyer 교수가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측면으로 요약 정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 Dywer는 혁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째, 새로운 면(newness)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가치(value)를 창출하는가? 셋째, 문제를 해결(solution)하는가? 등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1) 그리고 혁신의 영역은 다음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는 비영리와
영리 모두 가능하며, 경제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가 모두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가
는 모두 비영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인 유형도 가
능하다(최근의 social start-up이 여기에 해당됨).
2) 성과
한국은 IMF 외환위기 극복 후 각종 경제 부흥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혁신 정책을
집행해왔다.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을 위
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2018년 기준 1인당 GDP 세계 28위, Global
Innovation Index 20192) 기준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우리의 경제규모의 지위에
비해서 혁신지수가 훨씬 높은 수준이며, 구체적으로는 매 정부마다 혁신은 중요한 키
워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신지식인 정책, 참여정부 시절 동반
성장 정책,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정책 등의
정책 기조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이른 것이다. 이들 정책의 공
통점은 요소투입형(factor-driven)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상
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반 경제성장을 꾀하며 경제선진국 추격형 성장
모형 대신 탈(脫)추격형 모형을 기반으로 하자는 정책 의도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점
이다.
경제혁신뿐만 아니라 사회혁신도 2000년대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가 제도지원을 급
속히 확충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진행을 유도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사
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래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지원이 이어졌다(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7). 이
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6년 Economists에서 발간한 사회혁신 국제평가에서 한국이
12위에 위치한 바 있다3). 재정, 사회, 기업가정신, 정책 및 제도 중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5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혁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

1) Joe Dwyer, “What is innovation: why almost everyone defines it wrong” Retrieved from
https://digintent.com/what-is-innovation/
2) 혁신지표 내용에 대한 논쟁은 부록1 참조
3)
https://perspectives.eiu.com/technology-innovation/us-tops-index-measuring-capacity-social-innovation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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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의 문제점
1) 소수에 의한 혁신
혁신이 지속가능하게 일어나고 포용적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일어나는 기반
이 넓고 주체가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혁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혁신의 기반이 넓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소수에 의하여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임금과 생산성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
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상당히 크다. OECD(2018b)에 따르면 대기업의 생산성이
100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덴마
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70-80%에 이르고 있다.
그림 7. OECD 국가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2014년)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로도 이어진다. 노민선(2018)의 연구를 보면 한국에
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5-9인 사업장 임금은 48이며, 1-4
인 사업장은 33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4인 사업장 임금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서 79에 이르며, 일본은 66, 프랑스는 59 수준이다. 즉, 생산성
격차의 차이가 임금 수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성 격차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함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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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비교 (500인 이상 대비)

출처 : 노민선(2018)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은 사내혁신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 내에서 혁신에 종사를 하고 있
는 이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Global Entrepreneur Monitor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 내에서 혁신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2.4%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가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부분의 혁신이
창업혁신가보다는 기업의 사내혁신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
용인 중에서 혁신활동을 하는 이들은 매우 소수라는 점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혁신 활동이 존재하지만, 위계화된 기업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창의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향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순업무를 하거나 지시
에 따라 업무를 이들이 많게 되면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어려울 것
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사내혁신가 중 여성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이
기도 하다.
그림 8. 사내혁신가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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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의 부재
기술혁명 시대에 창의성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범용성을 갖는 AI 기술이 발전함
으로써 기술혁신의 산업 범위가 넓어지며,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 역
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Karakaya, 2017). 정형화된(Routinized)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AI, 자동화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비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Goos et al.(2014)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이 얼
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비정형적 업무의 증가는 노동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
이 경우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은 필수적이다. AI의 발전이 반복적인 직무를 가진 직업들을 없애고 있
어, 이들이 기술혁명에 의해 위기를 맞을 것이다. Frey & Osborne(2013)은 컴퓨터
기술이 정형화(Routinized)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그 수준은 무려 미국 일자리
의 47%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Nedelkoska & Quintini(2018)의 논의처럼, 각 국가의 일자리 대체 위험성
은 산업구조나 자동화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정말 직업이 대부분 AI
와 자동화기술로 대체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Arntz et al(2016)
연구에 따르면, 직업 중 9%가 자동화에 의해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미래에 사라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Acemoglu & Autor, 2011; Autor, 2015).
그림 9. 창의성의 수준

창의성의 시대적 중요성에 비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는 창의성의 부재가 두드러진
다. 최영준 외(2018)에서는 제6차 World value survey를 통해 자신의 업무가 반복
적인지 창의적인지를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종속적으
로 하는지를 묻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의 노동자들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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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신의 재량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답한 데 반해 스페인
이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응답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LAB2050
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이
아닌 높을수록 창의적이라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20대가 스스로를 창의적이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창의성의 부재는 혁신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9년 11위를 기록하였지만, 창의성
관련 지표는 상당히 낮다. 특히,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생산 및 온라인 창의성 측면
에서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창의적 성과 전체 순위(17위)가 혁신 전체 순위(11
위) 대비 낮다(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 2019). 여기서 ‘창의적 상품
과 서비스 생산’이란 ‘문화-창의서비스 수출’, ‘영화 제작’,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 ‘출판과 미디어 제조업’, ‘창의적 제품의 수출’ 등을 의미하며, ‘온라인 창의성’
이란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 ‘ccTLD(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
‘위키피디아 출간’, ‘휴대폰 앱 개발(3년 평균치)’ 등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관련 순위가 무형자산 관련 순위보다 낮다는 것이
다. 상표권이나 산업디자인권, ICT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창출하는 데에는 능하나
무형의 창의적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것은 가시적 성과에 집착
함에 따른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논문이나 특허 등
혁신 산출물의 질을 고려하는 이들이 비판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네덜란드 Leiden
대학교의

과학기술연구센터(Centrum

voor

Wetenschap

en

Technologische

Studies)가 발표하는 연구물 기반 대학평가지표인 ‘Leiden Ranking 2018’에서 서울
대학교가 논문 편수4)로는 세계 9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논문 대비 인용도 상위 10%
논문의 비율을 비교하면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것5), 매년 기술 수출이 부진하여 기술무
역수지비6)가 1 이하인 것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3) 과도한 안정성 추구 경향
기업가정신이란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하고 높은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해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Babu & Manalel, 2016), 성취에 대
하여 강력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위험을 적절히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McClelland,
1965). 이러한 성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많은 결정을 내리며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창업가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혁신 및 창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
가정신 및 혁신기업가(entrepreneur)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of a university in the period 2014-2017
5) 물론 이를 해석할 때에는 전체 논문 수가 클수록 전체 논문 대비 인용도 상위 10% 논문의 비율이 낮
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형대학이 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6) 기술도입액 대비 기술수출액으로 계산하여 기술도입 대비 기술수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수치가 1 이하라는 것은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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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1921)는 혁신기업가를 위험과 불확실성을 계산하고 추려내는 능력을 갖춘 사
람으로 정의하였으며, McClelland(1965)는 성취에 대하여 강력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위험을 적절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기업가정신은 곧
그 국가의 혁신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가 바로
위험감수(risk-taking)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혁신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감수경향이 높은지는 추후 혁신이 얼마나 활발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위험감수성향은 중요하다. Bell et al(2017)의 분석에 따르면
특허 인용지수가 높은 결과물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시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
반으로 나타난다. 즉, 이 시기가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0대 전후 시기에 높
은 수준의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대~30대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할 것
이다. 즉, 지식기반 창업의 발전에 있어 20대와 30대는 근간이 되는 연령대이다. 10
여 년의 도전들을 통해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뛰어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이다.
그림 10.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 연령의 관계

출처 : Bell et al(2017)

그림 11을 보면 한국의 청년들이 위험감수성향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왼편
의 사회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부나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심지어 대기업보다도 공공부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단순히 공공부
문에 종사하고 싶은 열망보다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삶을 꾸리려는 경향성에
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창업혁신가를 의미하는 벤처사업가에 대한
선호는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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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위험회피성향과 안정성 추구성향

그러면 왜 위험감수성향이 낮은 것일까? 이미 언급한 LAB2050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20대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낮아지고, 연령으로 인한 어려움은 나이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안정성 추구성향이 높은 현 20대와 30대에게 혁신을 기대
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추구가
미래 한국의 혁신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7년 기준, GDP는 11위인데 반
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GEDI, 2018). 이러한 현상을 단
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도한 안정성 추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표
이다.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인색하다. 사회안
전망이 부족한 사회에서의 실패는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감한 도전을
어렵게 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장치도 부족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실패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GEM, 2015).
4) 높은 생계형 창업 비율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종류의 창업정책이 시행되었
고, 이는 창업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창업을 많이 시도하는 것보다
는 질 좋은 창업이 시도되고 그만큼 오래 유지되는 것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끄는 원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의 질에 대한 평가는 여러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대표적
인 것은 창업의 동기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은 먹고살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를 일컬으며, 기회형 창업은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하여 사업을 시
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에 따르면, 기회형 창업지수가 높
을수록, 생계형 창업지수가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러나 국내의 창업 중 21%가 기회형, 생계형이 63%로 나타났다. 이는 덴마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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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6%가 기회형, 10%만이 생계형인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OECD, 2014b). OECD 국가 중 한국이 생계형 창업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이다.
그림 12.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출처: OECD(2014b)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이루어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
났다.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로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다. 회사에 취업(재취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먹고살기 위해 창
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다(매일경제, 2019)7). 또한 관심과 열정에 의하여 창업
을 선택한 비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OECD, 2018a). 다른 선택
지가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 혹은 열
정을 좇아 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창의성 및 위험감수 등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창업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결국 OECD 비교로 보면 열정과 관심 때문에 창업하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이다. 청년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밀린 이들이 창업을 하는
생태계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림 13. 열정과 관심 때문에 창업하는 이들의 비중

출처 : OECD(2018a) Enterpreneurship at a glance
7) 경향신문, 2019.02.26. “대안없어 생계형 창업” 68%…10명중 7명, 폐업 경험 . 접속일: 2019.12.1.
URL: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2/1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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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에 대한 낮은 수용성
기본적으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므로, 실질적인 변화를 수
반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은 그 사
회에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혁신 저항은 혁신적인
기술 혹은 변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며, 여기서 저항이란 현재 상
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상태이자 변화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감이다
(Ram, 1987). 즉, 이전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이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
도를 의미한다(Zaltman & Wallendorf, 1983). 이렇게 혁신에 대하여 저항이 높은
것은 혁신의 결과물, 즉 해당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더 나아
가 사회의 분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의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운전사와 승객을 필요에 의하여 연결시켜주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
한 찬성, 반대 혹은 갈등 양상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8
월 우버코리아가 출범해 운수사업이 아닌 기술기업으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3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에 막혀 영업을 종료하였다(강상욱 외,
2015). 그 이후에도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서비스 반대로 이어져 현 시점에도 갈
등이 지속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해결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심
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렬한 반대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기계에 의하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계를 부수었던 러다이트 운동과 닮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자체를 네오
러다이트 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네오 러다이트는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피
할 수 없이 생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신을 의미하는 현대 철학이다. 이들은
기술의 사용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기
술에 비판적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며 일부 사람들은 전혀 기술을 사
용하지 않는 단순한 삶을 수용한다(Hunt-Bull, 2006).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혁신적
변화에 대한 수용 및 거부의 정도가 사회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곳에서는 안전망이 탄탄하며, 사람들은 변화에 대하여 위협을 느
껴 거부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적 신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서 소비자 수용도가 높은 국가들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반면에 우리나
라는 기술력(7위) 및 인프라(4위)를 갖춘 것에 비하여 소비자 수용성은 19위로 낮게
나타났다(KPM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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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국가비교

출처: KPMG(2019)

6) 사회혁신의 이슈: 신뢰부족, 사회혁신가부족, 재정부족
사회혁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은 사회적 가치를 자각하는 시민사회, 사회혁신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의 주요한 자원이 된다(Murphy et al., 2015). 사회혁신은 한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스스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개인이나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 내의 구성원이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신뢰가 높을수록 많은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 역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
고 있다. WVS(World value survey)와 ESS(European social survey)에 따르면 우
리나라에서 사회적 신뢰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핀란드를 위시한
북구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60%가 넘는데 반해서 우리 나라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iving Index(2015)에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벨
기에, 스웨덴, 스페인, 독일 등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림 15. 사회적 신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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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그리고 민간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
천적 전략으로서, 민간 차원의 창의성이나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회혁신가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동되고 구현된다(미우라 히로키, 2013). 이들은 사회 문제의 해결
에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획자(projective
agent)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핵심
적인 행위자가 된다(Robinson et al.,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가의 활동
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제시되고 있다. GEM(2015)에 따르면 사회적·환
경·공익증진목적의 활동을 최근 시작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
자의 비중은 선진산업사회 그룹에서 한국이 1.8%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활동에서의 여성 비중 역시 37% 수준으로 대만 다음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에 의한 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Economists 사회혁신 순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사회혁신의 저변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림 16. 사회혁신가의 비중

마지막으로, 사회혁신에 있어서 재정은 핵심적 자원으로 인식된다. 사회혁신과 관련
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 및 금융의 중요성을 공통
적으로 강조하여왔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OECD, 2019). 우리나라
의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 분야의 재정적 역량은 매우 낮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사회영향투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사회영향투자는 대체로
영미국가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는 저조하다. 또한, GIIN(2019)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사회영향투자의 적극성을 보여
주는 사회영향투자 헤드쿼터 비중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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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며, 포용적 성장은 포용적 혁신을 기반으
로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혁신은 소수 엘리트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
직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양극화와 생산성의 양극화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
만, 생산성의 역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산업과 기업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많
은 사람들이 기계로 대체될수록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기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100명이 100을 생산하다가 10명이 100을 생산하게 되면 기업
의 생산성은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남은 90명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른 90명이 다른 산업 혹은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전 국가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저숙련/저
임금/저생산성 부문에서 대부분 일을 하게 된다면 생산성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둔화
될 수도 있다. 이것이 Soete(2019)가 논의한 ‘뱀의 머리는 앞으로 가지만 꼬리는 계
속 그 자리에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7.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그림 17의 왼쪽과 같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기업이 위로 가고 다른 산업의 생
산성 증가율이 지체되면 이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며, 배제적 혁신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 증가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모든 기업과
산업에서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은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이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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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새로운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따른 분포

그림 18은 새로운 일자리 생성을 임금수준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었고, 분포될 것인
지에 대한 예상을 보여준다.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산층 일자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는 더디게 생성된 바 있다. 산업
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초중산층이 형성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
만, 여러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탈산업화 시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반면에
제조업 일자리 및 반복적인 일자리를 하는 중간 정도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상
당히 줄어들고 있다(Goos et al., 2014).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배제적 성장과 함
께 지속이 된다면 중산층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소수의 고소득 일자리와 대량의 저
소득 일자리로 재편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한다.
혁신적 포용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노동시장과 산업이 극단적인 이중
화가 될 경우 사회보장과 복지정책만으로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쉽지
않다. 탈산업화의 일자리 분포 경향을 뛰어넘어 중간임금 일자리를 더욱 확대시키고
고소득 일자리가 저소득 일자리보다 많아지게 하는 새로운 포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
하다. 여기에 풀뿌리 혁신은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와 같이 모든 기업에서 생산성이 200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한 국가도
존재하며, 반대로 이태리와 같이 모든 기업에서 생산성이 감소된 국가도 있다. 핀란드
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았던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생산성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
타나기도 하고, 스웨덴과 같이 전형적으로 잘했던 기업은 더욱 잘하고, 못했던 기업은
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세계화,
탈산업화, 기술변화, 인구변화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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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 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OECD, 2016)

2. 혁신과 포용은 공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고용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기술혁신이 중요시되는 격변기에 중소기업이 갖는 유연성이 주목되고, 시장 경
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효율성 및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최희갑·
박성빈, 2016).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특히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OECD 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의 중소기업(근로자 249명 이하)이 고용한 인력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R. S., & Lee, J. W., 2018). 그러나 250
인 사업장 대비 1-9인 사업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10인 미만 영세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8분의
1(12.4%)에 불과하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는 한국의 전통적 성장 모델
이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고 대기업 그룹의 시장 지배력은 중소기업의 기
회를 방해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림 20. 서비스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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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만큼 높기도 하다. 그림 2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이
위치하고 있다. 반대로 격차가 큰 기업들은 그리스, 멕시코, 터키, 한국 등이다. 이러
한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사회정책이 약하며,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에
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관대한 복지국가이자 최
근 가장 혁신적 경제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인 사업장의 생산성이 250인 사업장 대비 140%으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포용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패에 대한 포용
혁신은 ‘실패의 무덤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고 광범위하
게 사용되는 IT 기술이나 앱(APP)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들이 누군가가 시작부
터 끝까지 모두 개발한 것은 거의 없다. 그림 21에서 A, B, C, D처럼 누군가가 조금
씩 지식을 쌓고 발전시키며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성공을 거
두지 못했을 수 있다. 축적된 지식과 실패 위에 E가 일정한 기준(threshold)을 넘게
된다면 ‘혁신’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E의 성공이 E
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를 E가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한, E의 성공 위에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이 되지만, 또 다른 실패(F)와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어야 G와 같은 또 다른 혁신과 성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21. 혁신과 실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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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제에서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제에서는 실패가 개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실패로 끝
이 나는 곳이 있다. 전자의 경우 더욱 많은 이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위
험감수성향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위험감수행동을
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아주 확실하지 않다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가족이 줄 수도 있지만,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분야에서는 안정된 벤처 펀드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개인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포용적 사회정책이 존재가 중
요하다.

4.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례: 스웨덴
1) 떠오르는 창업경제 스웨덴과 북구유럽
창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를 뽑는다면, 일반적으로 실리콘 벨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을 떠올린다. 하지만, 여러 지표들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
디어나 학계에서는 스웨덴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혁신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Global Innovation Index 2019에 따르면 가장
혁신지수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이며, 2등이 스웨덴, 그리고 3위가 미국이다(GII,
2019). 또한, 혁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다면 PCT ICT 특허출원
(patent applic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백만
명 당 PCT ICT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스웨덴이 153으로 1위, 미국이 69.8건으로 6
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심층적인 학술연구를 통해서 설명이 되기도 하였
다. Heyman et al.(2019)의 연구에서 미국과 스웨덴의 최근 창업기업들을 비교하면
서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창업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웨덴은 오히
려 더욱 창업을 통한 경제부흥이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 및 혁신과 관련하여 스웨덴이 주목받게 되는 현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조명을 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국가로 주지되면
서, 창업과 혁신은 재분배를 많이 하지 않고, 낮은 조세 및 규제를 하는 작은 국가
하에서 더욱 잘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였다(Henrekson & Rosenberg,
2001). 하지만, 스웨덴은 가장 규모가 크고, 재분배가 활발한 국가이며 포용적이고 보
편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을 잘 이룩하고 있는 국
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로 다양한 사회경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구유럽에서 스웨덴만의 현
상은 아니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여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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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2018)을 보면 가장
혁신이 활발한 국가 1등이 스웨덴이며, 2등이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 네덜란드 등 가
장 복지국가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과 북구유럽 사례가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혁신경제로 이르는 길이 하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승자독식’ 경제가 아니어도 혁신과 창업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포용적 성
장에 대한 함의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는 현재 OECD(2016)이나
IMF(2017)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화두이다. 불평등의 증가가 개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혁신에 대한 문헌에서도 불평등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Gordon, 2016).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OECD
에서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과 소기업들의 진흥과 생산성 증가가 전체 경제 생태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가장 작은 스웨덴과 북구유럽 사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웨덴을 위시한 북구유럽은 관대한 복지국가와 재분배, 그리고 혁
신경제를 양립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림 22. EU 혁신지수순위 (2018)

출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8)

스웨덴은 자유시장경제의 유연성과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안정성을 노르딕의 방식으로
접목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즉,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리스크를 개인이 온전히 책임지
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함에 따라 각 개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아동보육서비스부터 대학교육까지를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언제든지 본인
이 돈이나 가정 때문에 혹은 지식을 얻을 기회가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 암묵지
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암묵지를 가진 이들을 만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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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체제를 갖추었다.
Lorenz(2015)는 이를 유연안정성(flexible security) 모델이라고 부르며 설명한 바
있다. 새로운 혁신을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저작들에
따르면 스웨덴은 전통적인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갖추고 상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을 중
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중
요시하는 공정혁신 중심의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자유로워진 노동시장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하게 된 암묵지/숙련을
가진 개인들이 전혀 새로운 암묵지를 가진 개인들이나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혁신
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인 탄탄한 사회보장이 바탕
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를 유연안정성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어떠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을 가능케 했을
까? 스웨덴은 20세기 중후반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조선업이나 중공업 등이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부터 스웨덴 경제는 어려움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결국 1980년대 들어
서 경제침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1991년~1994년 GDP의 대폭감소와 실업률 증
가라는 거시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졌었다. Indusfonen이라는 벤처 캐피털 CEO인
David Sonnek에 따르면8) 1970년대부터 대기업들의 이윤율이 떨어질 때 정부는
Indusfonen과 같은 회사를 만들면서 대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스웨덴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방향이 1990년대
초 경제위기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투자의 방향이 소기업과 창업으로 선회
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 방향의 선회와 함께 스웨덴은 1990년 이후 개혁패키지에서 미시경제나 규제보
다는 거시경제에 포커스를 두어, 유연한 환율을 도입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는 등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스웨덴은 1990년대
의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탈규제, 조세 및 경제부문의 개혁과 합
리화를 통해 창업혁신을 촉진하는 길을 만들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스웨덴 기업들
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효율성과 원동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고,
스웨덴 내 대부분의 혁신과 창업은 1990년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이 취한 노선에서
등장하였다. (예, Volvo, AstraZeneca, ABB, IKEA, Ericsson, Electrolux, H&M,
Saab and Absolut 등)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1990년대 초반부터 2010
년까지 5년 이하의 신생국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반해, 같은 기간 스웨
덴은 스타트업과 신생기업의 비율과 성장률이 증가추세에 있다(Decker et al.,
2014). 또한 미국과 스웨덴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서 상이한 노선을 갖고 있다. 스웨
덴의 경우 1993년에 도입한 A New Competition Act 개혁 이전에는 강력한 규제를
8) 2020년 1월 30일 인터뷰 (스웨덴,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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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해주는 메커니즘을 통해 독점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혁
의 핵심은 중소기업도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주는 것이었으며, 규제개혁 후 스웨덴에서는 독점기업의 시장장악을 어렵게 만
들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대기업이 혁신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
는 시장경제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스웨덴은 새로운 노선을 통해 혁신에서 중
요한 요소인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가능케 만든 환경을 확보했다.
창조적 파괴란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혁신’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새롭고’ ‘가치를 창출하며’ ‘문제해결’에 가능한 다양한
방향으로 도모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과 더불어, 스웨덴은 1991년 52%인 법인세를 30%로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
금개혁도 진행하였다. 감세정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데, 법인세의 감소는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1년 감세 이전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고, 혁신의 관점에서 세금시스템은 기업의 리스크테이킹과 상환능력을 도모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조아래 2019년 현재 스웨덴의 법인세는 21.4%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18년에 35%에서 21% 정도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규제와 조세개혁만으로 지금의 스웨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의견이다. 스웨덴의 관련 전문가들은(최연혁 교수, David Sonnen, Nils
Fredrik Aurelius 전 국회의원, Joakim Palme 교수 등9)) 1990년대 규제 및 조세개
혁이 스웨덴 사회경제체제의 경로탈피라기보다는 경로를 재구조화하고 재조정하는 시
도였다고 평가를 하였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을 실용주의(pragmatism)으로
보고, 변화하는 흐름에 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하면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방향을 유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변화에 여전히 중요한 혁신의 요소는 복지국가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투자)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스웨덴의 조직문화에 있다. 스웨
덴 창업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인 Claire Ingram Bogusz박사10)는 혁신과 창
업이 쉽게 일어나는 스웨덴의 조직문화를 ‘flat hierarchy’와 ‘flat wage’에서 찾았다.
위계성이 없는 문화는 조직에서 위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의 소통을 쉽게 하
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관료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한 조직
내에서 뿐 아니라 스웨덴의 중앙은행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
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막 논문을 마친 박사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어렵
지 않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flat wage는 평등한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평등한 임금체계가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Claire Bogusz나 David Sonnen에 따르면 오히려 평등한 임금체계(최하가 낮지 않
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를 했을 때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욱 창
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창업가들
9) 2020년 1월 28일, 29일, 30일 인터뷰(스웨덴 스톡홀름, 칼마르, 웁살라에서 인터뷰)
10) 2020년 1월 28일 인터뷰 (스웨덴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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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돈을 목적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자신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자율적
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큰 청년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유층 배
경의 청년들이 대체로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산업으로 가는 반면 중산층이나 중하층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David Sonnen
은 지적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다른 창업혁신에 중요 요인은 포용적 사회정책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 사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감세정책은 경제적 불평등만 야기할
수 있고 이의 전형적인 예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의 특성상, 각 행위자들이
미래의 위험을 택하려 하지 않거나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합재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를 오직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맡겨두면 상품화 할 수 없는 시장실패가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혁신적 성장을 살펴봄에 있어 탈규제와 시장개혁만큼
중요한 요소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정책의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
스웨덴 사회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혁
신을 도모하는 포용적인 사회정책으로 관대한 휴가제인 부모휴가제도와 안식년제도가
있다11). 부모휴가제도의 경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에, 창업/학업휴가제도(Leave of absence)는 스웨덴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도입된 독특한 제도인데 이는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상황을 보장해주는 상태로 6개월
간의 휴가를 지지해주는 정책이다. 이 휴가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
며, 창업이나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장기간의 휴가를 통해 고
용인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스웨덴 청
년들 중 많은 이들이 부모휴가나 창업휴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
어를 발전시키면서 피고용인에서 창업가로 전환한다고 한다(Claire Bogusz).
또한 사회투자제도로는 무상대학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학습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
해 개인의 숙련과 역량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무상의료제도와 장기적이고 지속가
능한 사회보험, 연금정책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확보하고 있다. 즉, 혁신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혁신의 배태된 높은 리스크 특
성을 파악해야하며, 성공적 혁신의 기반은 혁신 실패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언론이나 경제단체 그리고 스웨덴의 기
업혁신부

장관(Sweden’s

minister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인

Mikael

Damberg 등을 통해서 중요성이 파악이 되고 있다. 다음 인용들은 스웨덴 사회보장
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I think if you want to be an innovative country, you have to give people
security so they dare to take risks. Birk Nilson, for instance, knew that if
his company fell apart, he’d still have health coverage; he also didn’t have
11)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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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student-loan debt to pay off. Even if you fail, even if you file for
bankruptcy, Sweden has a well-known and ambitious safety net. So I do
think that taking on risk is not as daunting in Sweden as it is in the U.S.”
- Mikael Damberg12)
(도전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 있음)
“Sweden is a risk-friendly place. "Sweden has a lot of safety nets from an
income perspective, which reduces the risk of starting your own company,"
says Mattias Ward at Swedish startup Innometrics, who thinks that potential
employees are also less wary of working for a startup. With cheap or free
higher education, students from Sweden's excellent universities also do not
have crippling levels of debt before they even start.”13)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창업하는데 위험을 줄여줌. 높은 수준의 교육 중요함)
“Why

has

Sweden

proven

so

successful

entrepreneurs to start and grow new businesses?

in

encouraging

digital

One counter-intuitive

and somewhat controversial answer is its high levels of taxation.

And

while the tax level is listed b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 as
the

most

problematic

factor

when

doing

business

in

Sweden,

the

government’s minister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 Mikael Damberg claims
the country’s social safety net means entrepreneurs are more free to take
risks.”14)
(낮은 조세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조세수준이 다양한 인프라와 사회보장으로 돌
아와서 창업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
“For Sam Manaberi, founder of Gothenburg-based startup Trine, Sweden’s
social safety net and wealth equality are at the very heart of what makes
his country so innovative. “Sweden is an awesome place to start a business
and an awesome place to raise a family,” he says.
12)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7/09/sweden-startups/541413/?fbclid=IwAR2hv
_aTzcPNVrq_CbheOHVCrSfHLYASIguSY6BG9MIk72LUGV2GMh8WBC0 (Why Does Sweden
Have So Many Start-Ups?, The Atlantic, 2020년 1월 30일 접속)
13)
https://www.techradar.com/news/world-of-tech/the-reasons-why-sweden-is-a-hotbed-fordigital-innovation-1292681 (The reasons why Sweden is a hotbed for digital innovation,
Techradar.pro, 2020년 1월 30일 접속)
14)
https://www.weforum.org/agenda/2017/10/why-does-sweden-produce-so-many-startups/
(Why does Sweden produce so many startups?, World Economic Forum, 2020년 1월 30일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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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just about to take the last of his 480 days paternity leave
entitlement, which he has spread over the last eight years as his son has
grown up. He took a summer off when he came back to his home country
from the US, where he’d worked as an executive for German industrial
giant Bosch. “It was a great time for reflection and hanging out with my
son,” he says.
“I decided there isn’t that much risk in starting a business. Maybe it had
to do with the fact I’d lived in the US for several years – that’s real risk.”
“Here,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was that I lost the salary I would
have earned. Healthcare works really well and there are great schools.
That safety net was so, so important.”15)
(창업하기에,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 좋은 스웨덴. 보건시스템도 중요하고, 사회안전망
도 매우 중요함)
그림 23. 북유럽의 스타트업 발전과 변화

15)
https://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sweden-s-technology-powerhouse-shows-brexit-brita
in-a-positive-way-to-fix-its-ailing-economy-a8118641.html (How Sweden became one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on earth, The Independent, 2020년 1월 3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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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보건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제도,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일터문화와 다양한 휴가제도, 창업을 권장하는 제도들과 평생
교육 제도 등이 스웨덴의 혁신경제를 이끄는 근본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사례는 스웨덴뿐 아니라, 노르딕 국가 전반적인 양상으로 나타
난다. 전통적으로 노르딕 국가는 혁신적인 시민사회와 공공복지 영역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어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여왔다. 또한, 평등한
사회관계와 낮은 불평등, 그리고 분권화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조로 한 노르딕식의 복지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분권화를 통해 각
지역과 개인의 재량을 강화하여, 지시와 매뉴얼에 따른 일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바
탕으로 한 일터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는 21세기 변화하는 경제에 가장 적합한 요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르딕의 강점은 어떻게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모델이 사회와 경
제섹터 모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CSEC
report, 2014, An Ecosystem for Social Innovation in Sweden).
그 결과 노르딕국가들은 정보통신환경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비교한 PIAAC의 보고서
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CSR) 지수 역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신에 있어서도 스웨덴 뿐
아니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국가들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기업들의 성과
를 보여주고 있다.

V.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1. 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성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용의 개념과 사회정책의 구
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포용은 여기에서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
째는 안정성이다. 안정성이란 삶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
는 상태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가장 오래된 목표이기도 하다. 복지국가 초기에는 탈빈
곤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면,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삶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국
가 차원에서의 대처가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즉,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개인의
지위와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위험 관리자로서의 국가가 대처하면
서 삶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다.
둘째는 다양성이다. 포용성을 논의할 때 가장 자주 논의되는 요인으로서 권위주의
와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과 삶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공존하는 상태이
다.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20세기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삶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고, 탈산업화 및 기술변화와 함께 고용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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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면서 더욱 포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이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안정성과 다양성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빈곤층은 아니지
만 돌봄의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숙련을 발전시켜야 할 이들이
모두 사회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
적 위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회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의 증진은 사회정책과 함께 갈 수 있다. 실제 안정성과 다양성의 인정
그리고 보편성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양성은 창의성과 혁
신의 기반이기도 하며, 안정성은 위험감수의 기반이 된다. 소수에 의한 혁신이 아닌
다수에 의한 혁신이 우리의 미래라면 보편성은 풀뿌리 혁신의 핵심이 된다.
그림 24. 포용적 사회정책의 개념과 구성

사회정책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된다.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그리고 포용적 규제(inclusive regulation)가 여기에 속한다.
먼저 사회보호는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조부터
보건, 연금, 실업급여 등 주로 다양한 현금급여 정책이 이에 속한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안정성의 결핍으로 인적자본의 형성에 방해를 받
는다거나 위험감수성향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투자는 개
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
다.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아동 및 가족돌봄에 대한 서비
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투자’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조세 기반이 넓어지고, 생산성이
증가되어 오히려 사회에 더 큰 ‘리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봄제도를
잘 하면 두 부모가 모두 노동시장에 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인적자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성인돌봄의 경우 미래 돌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
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기도 하다.
마지막은 포용적 규제이다. 이 부분은 좀 더 개념과 내용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혁신은 자유로운 시도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시도 속에
는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해치는 시도가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가습
기 사건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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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을 최소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포용적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사전예방
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으로 혁신 활동은 장려하되, 위험이 의심되는 상
황에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판매금지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밝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 규명 책임 배제 원칙으로 부정적 영향
이 의심이 된다고 제기가 될 때 규명할 책임은 기업이나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 개인정보, 공중보건 등
에 대해 무조건적 규제완화 보다는 명확하고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가이드라인 제
시한다. 종합하면 무조건적 탈규제 혹은 규제장벽을 낮추는 것 보다는 예측가능한 규
제를 명확하게 혁신가들에게 제시함으로 오히려 더 높은 질과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림 25.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적 내용

2.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과의 선순환 메커니즘
포용적 사회정책은 다음과 같이 혁신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앞서 논의한 스웨덴과 북구유럽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혁신의 문제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의 신뢰와 행복을 증진시
킨다. 또한, 사회투자와 동시에 인적자본을 발달시키는 동안 삶을 안정시켜주면서 인
적자본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삶의 예측가능성과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개입을 통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위험감수행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개인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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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서 사회가 혁신적 경제로 전
환하는데 보다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정책의 결과는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자아실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활동하게 하는 기반이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혁신은 사회에 다양한 난제
를 풀어나가는 기반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이 증진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경제혁신은 성장을 가져온다. 성장은 고용의 증진과 조세의 증진을
가져오게 되어 보편적이고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그림 26.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선순환 메커니즘

요약한 선순환 과정 중 포용적 사회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외부의 통제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결정감을 갖게 되고,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성으
로 이어지게 된다(Deci et al., 1989; Gagne & Deci, 2005). 다시 말해, 직무자율성
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데 몰입하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촉진하
게 되는 것이다(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이러한 요소들은 기
업가정신의 핵심이다. 실제로 getting to equal(2019)의 연구 결과, 평등한 분위기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실패에 대해서도 두
려워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혁신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평등한 분위기의 회사에서는 40%인데 반해, 가장 덜
평등한 회사에서는 7%만이 동의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산업, 국가, 지역별로 구분하
지 않고 무작위로 질문한 결과이며, 다양한 성별, 나이 등이 섞여 있는 결과이다. 다
른 어떠한 특성보다 평등한 분위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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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혁신과 기업의 평등/위계적 문화와의 관계

출처 : getting to equal(2019)16)

세계행복지수(2019)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유럽의 자유도가 매
우 높은 편이고, 그들이 행복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자유도란 자신이 삶에서 선택권이 많고 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도에 있어서는 144위, 행복지수는 54위로 나타났
다. 이렇게 자유도가 낮은 곳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고 혁신도 적게 이루어지
게 된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시민들의 신뢰와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타인에 대한 신뢰 등의 긍정적 심리자산들은 사회 내 창의성과 혁신을 높이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심리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acLeod, 1973; 구교준 외,
2017). 즉,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심리자산의 수준을 높이고, 이는 곧 시민들
의 인지다양성을 높인다. 창의성이 인지다양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Page, 2007), 창의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역시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이 창의성 및 혁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진술한다
(Cohn et al, 2009).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는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렇다
면 어떠한 복지국가가 시민들의 행복을 효과적으로 높일 것인가? 기존 연구들은 시민
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수준인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행복
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Pacek & Radcliff, 2008;
Anderson & Hecht, 2015). 특히 Anderson & Hecht(2015)는 국가단위에서 탈상품
화(Decommodification) 수준과 고용규제 그리고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 추적하였다.
다른 변수들이 평균 수준임을 가정할 때, 탈상품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할 가능성
이 높아지며,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한 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노동시장 유연

16)
https://www.accenture.com/nl-en/about/inclusion-diversity/gender-equality-innovation-res
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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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한되면 그 행복이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
율성이 행복에 중요함을 보여주며, 복지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보편적인 ALMP정책, 그리고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
행을 가능하게 하면 노동자의 일 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sser,
2009; 김영미·김은하, 2013; Van der Wel & Halvorsen, 2015).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아실현이나 일이 좋아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높은 근로의욕은
노동자들의 재량학습(discretionary learning)의 수준을 높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혁
신행동의 기반이 된다(Lorenz, 2015).
특히 Van der Wel & Halvorsen(2015)은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일 몰입의 상관관
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관대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 몰입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
적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등이 근로연령대의 여성의 일 몰입과 창의성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정
책을 펼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혁신 지수가 높다는 점은 사회투자정책의 조합과
혁신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특히 Lorenz & Lundvall(2010)
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일은 보편적인 교육제도, 유연안정적인 복지제도의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Generalized trust)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은 혁
신을 촉진하는 변수이다(Barczak et al., 2010; Akçomak & Ter Weel, 2009). 이는
앞에서도 논의했듯, 혁신활동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성에 대한 인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혁신활동에 협력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뢰는 나와 전혀 다른 사회집단, 전문가 집단과의 창조적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Miettinen, 2013). 협력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인지다양성을 강
화할 수 있고 혁신의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보편적 복지국가
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다는 점은 해당 국가들이 혁신을 선
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것이다.

3.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1) 모든 아동과 청년의 역량 강화
Alic(2011) 등 기존 문헌은 혁신이 특정한 재능있는 개인에 의해 달성된다는 세간
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혁신이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비
로소 식별할 수 있기에 발생하는 오해라는 것이다. 혁신은 대부분 장기간의 점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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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혁신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논의를 비추어보면 사회정책은 전국민의 안정적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정책과 기회균등정책의 영향력이 혁신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Miettinen(2013)은 보편적 교육과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혁신
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편적인 교육정책들을 통해 혁신에 필
요한 성인기 학습의 기초내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수준과 일상
적 창의성을 제고하여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음을 제시하였다.마찬가지로 기
회균등정책은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고 재능의 잘못된 할당을 줄여 더 많은 인적자본
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Bell et al., 2017; Celik,
2015).
기회균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Bell et al.(2017)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수
학성적과 특허출원율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
들이 발명가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위 1%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중
위소득 이하의 아이들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10배 높았다. 특히 3학년때의 수학
성적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고소득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발명가가 될 확률이 훨
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백인은 흑인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3배 높게 나타났고,
남성 발명가의 비중은 총 82%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은
혁신에 있어 소수 대표되고 있어, 이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혁신에 노출시킬 기회
들을 제공할 때 창의성과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최근 미국
SAT에서는 역경점수(adversity score)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회 불균등을 조정
하려던 시도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 가정환경과 혁신과의 관계

출처: Bell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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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빈곤은 인지적 다양성을 억제한다. 이는 빈곤이라는 경험이 IQ와 인지적
통제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Page(2007)에 따르면, 인지적 다양
성은 재조합형 탐구의 가능성을 높여 혁신의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빈곤은 혁
신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을 통해 빈곤을 방지하는 것
은, 간접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년에
게 사회보호와 사회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미래 혁신가들을 잃지 않게 되어 혁신의 기
반을 넓히는 것에 직접적 연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위험감수정향과 혁신수용성의 향상
본 연구는 Baumol(1990)과 Kao(2007)의 논의를 받아들여, 창의성과 혁신은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복합적인 영향을 주어 형성되는 결과물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한 국가
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혁신의 수준
이 달라진다고 본다. 그 경로는 안정성을 통한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고, 다른 경로는 혁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안정과 창의성의 관계를 논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불확실성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Amabile, 1996).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이정훈·한기순, 2018), 독창성이 크면 클
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Runco, 2009). 따
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내를 높이기 위
해서는 그만큼 안정성을 통해 혁신활동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risk-hedging). 실제
로 직업의 불안정성은 노동자 개인의 몰입을 방해하고 짜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며,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혁신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Niesen et al, 2018;
Spiegelaere et al, 2014). 과거 Lawson & Lorenz(1999)는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인
해 노동자가 직장에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활용을 줄여, 혁신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Carmeli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심리사회
학적 안정은 한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난다.
개인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사회정책이다. 특히 보편적 복지국
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혁신의 촉발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복지국가가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
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자영업자 혹은 실업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특정한
복지정책이 창의적인 노동의 결과물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되고 있
는 추세이다(Fillipetti & Guy, 2015; Raffiee & Feng, 2014).
Fillipetti & Guy(2016)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혁신에 대한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21개국 5000개의 회사를 분석한 이 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
혹은 실업보험의 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자와 실직자들이 보다 잠재적 발전성이 높은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이 비록 좀 더 불확실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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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본인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더욱 미래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여, 혁신에 기여한 것이다.
자영업자에

관련된

연구들

중에는

Raffiee

&

Feng(2014)의

“hybrid

entrepreneurship” 연구가 눈에 띈다. 전일유급노동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
는 안정성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의 전망을 파악하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사업과 연계된 불확실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의

전망을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hybrid

entrepreneurship 자영업자의 퇴출위험은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에 이뤄진 프랑스의 신규실업자영업자 보조금 지원정책(PARE:
Plan d’Aide au Retour à l’Emploi.)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Hombert et
al, 2019). 이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실업자영업자들에게 3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신규 진입을 12%p 늘릴 수
있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내
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창조적 파괴의 하나의 예가 된 것이다.
또 다른 경로는 안정성을 확대함으로 혁신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다. 본 연구진은 2018년 LAB2050의 데
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계층에서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지를 조사한 바 있다(그
림 29). 이에 따르면 일자리나 소득에서 불안정성을 겪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기술혁명이 내 삶을 좋게 한다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내 일자리
가 기술혁명에 의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
답을 하였다. 즉, 안정성이 있는 이들일수록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적극적이라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용적인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29. 불안정성의 경험과 혁신의 수용성

3) 생애주기 동안 역량의 유지 및 발달
안정성, 다양성,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을 실현하고 동시에 혁신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그림 30과 같이 표현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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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

지금은 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개인의 역량을 높인다. 어느 정
도 수준에 이르면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후 몇십년 동안 노동시
장에 참여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경험이 증가
하면 역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지만, 노화와 함께 재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술변화와
같은 환경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개인역량은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용가능
성이 중고령 시기에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러
한 고용의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
서는 고용가능성이 더 빨리 시작되고, 더 늦게 없어지는데 반하여 다른 사회에서는
더 늦게 시작하고,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
하면서 점차 늦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50세를 전후하여 퇴직하면서 빨리 고용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결국 이른 시기에 비
경제활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숙련/저임금 일자리나 영세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에서는 안정된 사회보호를 기반으로 실용적이고 집중적인 사회투자
정책을 통해서 고용가능성을 조기에 높이고, 이러한 고용가능성이 중장년기에 떨어지
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정책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보호를 강화하여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늦은 시기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주된 일자리가 늦게까지 유지되게 된다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단을 갖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을 더
욱 같게 된다. 동시에 재정은 상대적으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조기에 주
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영세자영업으로 전환되게 될 경우 자영업이 안정된 노후
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노인빈곤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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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혁신적 포용국가의 생애주기별 정책의 예시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더 오래 유지 시키기 위해서 생애주기에 따른 포용적 사회정
책이 중요하다. 그림31은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보호정책과 사회투자정책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정책의 출발은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다. 부모에 대한 안
정적인 주거지원, 한부모 및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산전관리 및 출산지원이 이에 해
당한다. 이후 보편적이고 양질의 보육, 아동수당의 확대, 보편적 육아휴직 및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는 육아휴직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차별이 존재하며 보편성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 또한, 아동수당과 보편적이고 양질의
보육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학생 시기에는 학생들이 과도
한 사교육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창의성과 행복이 희생되지 않도록 학생 기
본 생활 기준과 같은 명확한 학생기본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
이 원하는 실용적 수업을 고등학교 때부터 들을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운영 및 자기
설계학기와 같은 제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문화 및 창의학습 및 체
험을 강화하면서 21세기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기에는 더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현재 청년은 국가정책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집단이자,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기도 하다. 위
험감수정향을 높일 수 있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사회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 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청년수당을 좀 더 관대하게 확장하는
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혁신활동을 하는 창업가나 사회혁신가 그리고 기업 내에
서 사내혁신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도 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주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더욱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제와 공
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지역의 관계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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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시키면서 개인들의 숙련이 줄어들지 않고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대학이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젠더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의 역량 발휘의 기회가 줄어들
지 않도록 양성평등형 휴직제도를 발전시키고, 일터에 다양한 유연근로를 가능하게
함으로 일가족양립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체로 계약의 관점에서 유연
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근로시간의 단축이 보다 용
이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보호와 사회투자가 필
요하다. 개인이 필요할 때 훈련을 받고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

어플렌티스십(Apprenticeship)이나

개인훈련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생애주기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생애주기 동안 자신의 숙련을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도모할 수 있
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모작 혹은 3모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직업경로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면서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는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개혁을 실
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영역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발전하
는 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영역은 한편으로는 보장성의 이슈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이슈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서 스크리닝
역할 및 기본 서비스 강화를 강화하고, 보건의 혁신적 기술을 공공 플랫폼 위에 도입
하여 비용 절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년층에게 사회혁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회혁신과 기술혁신이 돌봄의 질
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4) 숙의와 실험을 통한 포용적 사회정책의 실현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아이디어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하고 있거나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는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며, 그 효과를 속단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정책개혁 방향을 둘
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의견은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포용보다 갈등이 있을 경우 혼란이 가중 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숙의와 증거이다. 참여와
숙의를 하나의 축으로, 그리고 증거기반정책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자본
을 증진시키고,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을 높이며, 이를 통한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만이 증거를 중심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사회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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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가진 편견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의 정책결정만이 내
려질 수 있다. 반면에 숙의만이 강조될 경우 무엇이 더 올바르고 합리적 방향인지를
알 수 없고, 혁신과 포용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숙의와 증거가 둘 다 모두 강조되어야 한다.
숙의는 공공정책의 목표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정책에 대한 경험을 보다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이들의 경험과 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
다.

숙의는

현대

공공부문의

문제를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

(non-hierarchical ways)하며,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이고 평등한 상황에서 공개적
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다. 구체적 숙의의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1-2일 정
도의 집중적 숙의 포럼부터 시작하여 1-2년의 시간 주기를 정하고 꾸준히 논의를 진
행하는 방식도 있다. 영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처럼 특정한 패널을 구성하여 숙의
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전통적인 노사정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숙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의 숙의 거버넌스 체계이든 중요한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평등, 대표성, 투명성 등과 함께 증거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증
거기반정책이 필요하다(최영준·전미선, 2017).
증거기반정책은 또 다른 축이다. 정책기획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대안들을 실
험하고, 실험을 통해 도출된 근거와 자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
적 지식 조직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증거기반정책이다. 증거는 매우 다양한 형
태가 존재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결과들을 리뷰하면서 얻어내는 증거부터 직접 실험
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다. 다양한 증거들은 무엇이 작
동하고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며, 정책대안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
단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연구는 시간과 공간을 넘
어 항상 같은 결과를 같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정형화된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
는 것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서 조
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숙의를 통해서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절차는 항
상 중요하다. 정부에 의한 실험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투자자금이나 사회금융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때로는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혁신은 더 많은 이들이 증거를 모으고 사회에
기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플랫폼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론: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
한국은 혁신과 포용에서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외관상 혁신의 국제순위는 높지
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혁신의 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소수에 의한 혁신은 배제적 성
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혁신의 성과도 모든 사회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
에게 집중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노동시장과 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 44 -

높아진다. 본 글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혁신 및 성장의 선순환이 필요하며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며, 그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포용적 사회정책
은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고, 위험감수성향과 인적자본의 증진 그리고 혁신에 대
한 수용성을 높이며,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 때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혁신이
다시 고용과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국가
를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소수 기업의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가
국가의 생산성 증가라는 착시를 넘어서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기업과 사회에
서 수많은 작은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포용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포용적 사회정책만이 혁신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관계는 아니다. 불평
등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치열한(cutthroat)’ 자본주의에서도 그리고 북유럽
과 같이 ‘따뜻한(cuddly)’ 자본주의에서도 혁신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혁신이 더욱 촉진되는 이론이 맞다면,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격차가 증가하면서 미국이 스웨덴보다 더욱 혁신이 촉진되었어야 했
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과 미국의 불평등 격차는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혁신의 격차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으
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전자의 ‘불평등+혁신’ 메커니즘보다는 후자
의 ‘포용+혁신’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림 32.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및 혁신의 변화 비교

출처 : The Washington post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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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

실제 한국은 OECD에서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사회이다.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성장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면 불평등을 줄이고 동시에 창업경제와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림
33의 3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진행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선언만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포용적 사회정책
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GDP 대비 10%인데 반해서 OECD 평균은 20%이며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는
30%에 이른다. GDP 10%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약 180조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대대
적인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보건의 자동증가분을 제외
하더라도 더 많은 복지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직적이고 조건이 붙은 복지보다
는 개인의 자유와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증진될 것이다. 시장적 자유주의가 아닌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실질
적 자유가 증진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쉬
운 길은 아닐 것이며, 끊임없는 실험과 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2/09/28/is-sweden-awesome-because-itmooches-off-the-u-s/ (2020년 1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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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혁신지표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경제혁신의 유형
혁신 관련 세계 지표로 Global Innovation Index, Bloomberg Innovation Index
등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지표들에서 한국은 지난 5년간 높은 순위를 점해왔다. 특히
Bloomberg에서 산정하는 Bloomberg Innovation Index는 1) 연구개발 지출액, 2)
제조업 부가가치, 3) 생산성, 4) 첨단기술 기업 수, 5)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6) 전
문 연구기관 수, 7) 특허 등 7개 부문 지표를 종합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지난 5
년간 조사 대상 국가 60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INSEA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꼽은 Global Innovation Index는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입(input) 측면과 산출(output)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2019
년 기준 대상 국가 129개국 중 한국을 11위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 지표가 높다고 하여 한국의 혁신역량이 높다고 마냥 이야기하기는 힘
들다. 지표를 구성하는 원자료에 대한 신뢰18), 시차(time difference)를 반영하지 못
하는 측정 방식의 한계 등 지표에 대한 원초적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은 혁신을
위한 투입을 많이 하고 그만큼 산출이 많아도 정작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이 두
드러지지 못하고 있다.19) 게다가 Global Innovation Index 2019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투입(innovation input) 대비 혁신산출(innovation output)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투입과 산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지만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면
투입 측면의 순위가 높아 상대적으로 산출 측면의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혁신투입 및 산출의 7개 부문 중 한국의 평균 순위 11위보다 낮은 부문은 ‘지식 및
기술 성과’(13위), ‘인프라’(15위), ‘창의적 성과’(17위), ‘제도’(26위)인 것으로 분석되
었고, ICT 및 R&D, IP와 관련된 내용에 강하고 노동 및 고등교육, 해외투자유치,
ICT 서비스의 수출입 관련 내용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KISTEP, 2019).
강충경(2018)은 OECD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를 인용하면
서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이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과
혁신이 발전하여 널리 활용이 된다면 기술무역수지에서 흑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한
국은 약 60억달러 적자를 2015년에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핀란드는 거의 60억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420억 달러, 일본은 376억 달러, 독일은 181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었다.
아래 참고자료는 경제분야 혁신의 다양한 유형과 설명을 보여준다.

18) 일례로 Kolodziejczyk, B. (2018)는 한 건의 발명에 대해 여러 회사가 공시(disclosure)하는 등의
혁신지표 산정 관련 문제를 언급한 바 있음
19) 경향신문, 2018.8.2.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혁신지수 1위’ 한국의 아이러니”. 접속일: 2019.9.1.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022049005#csidxda
27e94875b6001ab1b219e27c23b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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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제분야 혁신의 유형
경영 혁신 (Business innovation)
기업 내 혁신 (Innovation in firms)
비기술 혁신 (Non-technological
기술 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s)
Innovation)
제품 (Product)
공정 (Process)
조직 (Organisational) 마케팅 (Marketing)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 사업방식, 고용조직, 제품 디자인, 포장, 판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 된 생산 혹은 전달 방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 매망, 판촉, 가격에서
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식을 의미, 장비 및 소 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 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프트웨어상의 변화 포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도입

함

현저한 개선
출처: OECD/Eurostat (2018)

제품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고 기
혁신 유형
- 혁신이 근본적인
(fundamental) 변
화를 야기해

점진적 혁신

존 제품이나 프로세스 기술

(Incremental 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innovation)

있도록 과학기술 궤도 개정
및 개선
제품 등급 (class)의 불연속

조직
해당 주체의 기존 상태
(existing state of an
entity) 내 작은(little) 변
화를 야기

기존의 행위와 명백

성 (discontinuity)을 만들어
기술, 조직 혹은 산업 상
히 분리되도록 하는 급진적 혁신
낼 수 있고 과학기술 궤도를
(Radical
관없이 주요 (major) 변화
정도 (extent)에 의
바꿔놓을 정도의 역량
innovation)
를 야기
한 구분
(competence-destroying)
을 기반으로 함
출처: Damanpour(1991)를 기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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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스웨덴의 휴가제도
1. 부모 육아휴직 - Parental leave(föräldrapenning)1)
스웨덴은 197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를 도입했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다. 대부분의 유자녀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
듯(구체적 사용 비율은 후술),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된
다.
부모휴가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육아와 기타 가사업무가 남녀 간에 더욱 평등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Duvander, 2017). 스웨덴은 남녀의 구분 없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
이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일시적인 휴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노동력 비중 또
한 비교적 높다.
1) 수급 자격 조건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 등)는 육아휴직을 사
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소득에 비례하는 유급휴직 급여는 출산/입양 예정일 이전
240일 동안 하루 250크로나(약 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이거나, 사회보장
시스템에 개별 세금을 납부한 자영업자에 한해 지급된다.
2) 혜택 (휴직 기간 및 급여)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일이다. 이 중 90일은 부모에게 각각 할당되어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즉,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6개월
중 3개월의 육아휴직은 이용할 수 없다. 나머지 300일은 선택에 따라 배우자와 자유
롭게 나누어 이용한다.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270일에 대
한 세금을 공제받는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2014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자녀가 8살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해야 할 수 있었으나, 2014년생 이후부터는 자녀가 12살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 하도
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다만, 자녀가 4살이 된 이후에는 96일(전체 유급 육아휴직의
20%)만 허용되므로 대부분은 4살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생겼다.2) 그리
1) 전반적으로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8의 스웨덴 자료를 보고
정리함.
2) 이러한 제도 변경의 배경에는 스웨덴에 유입된 이주민의 노동시장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8세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이주민 자녀들의 취
학 전 교육 시작도 늦어지면서 언어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이
유로 제도가 조정된 것이다(Duvand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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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유급과 무급 휴직을 함께 사용해서 양육 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매우 흔하게 발생한
다.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77.6%(상한액 455,000크로나, 한화 약
5,500만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크로나(한화 약 2만원)으로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단체협약으로 급여를 보충하는 경우, 추가 지급
액으로 인해 실제 급여액이 총소득의 90% 정도에 이르거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3) 소득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40일에 대해 하루
250크로나(한화 약 3만원)이 고정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양도할 경우, 급여는 양도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또한 이전 자녀의 출생 및 입양 후 30개월 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
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이는 이전 자녀 출산
및 입양 이후 근로시간(또는 소득)을 단축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를 ‘speed premium’으로 부
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Ministryof Social Affairs(보건사회부), 휴직에 대한 권리 보장은
Ministry of Employment(고용부) 소관이다.

480일
240일(어머니)

240일(아버지)
45일

45일

195일(이전 평균 급여의

(정액지급 –

195일(이전 평균 급여의

(정액지급 –

77.6% 지급)

일 180크로나,

77.6% 지급)

일 180크로나,

양도 가능)
90일
(어머니 할당,
양도 불가능)

105일
(양도 가능)

양도 가능)
90일
(아버지 할당,
양도 불가능)

105일
(양도 가능)

자료: 송지원(2018)에서 발췌

3) 급여사용의 유연성
육아휴직은

full-time(전일),

part-time(파트타임),

quarter-time(쿼터타임),

one-eighth time(8분의 1)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full-time 육아휴직 하루
는 part-time으로 2일, quarter-time으로 4일과 동일하다. 휴가는 한번에 연속해서
사용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사용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1년에 최대 3번으로 나
누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용주들은 더 많은 기간 분
할을 허용한다.
3) 휴가제도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여러 단체협약을통해서도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산업, 근무형태, 직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휴가기간이나 급여액을
보완하여 추가혜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Sjögren Lindquist & Wadensjö,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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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자녀가 만 1살이 될 때까지 30일 동시 휴직(‘double days’)이 가능하며, 이
는 급여의 77.6%가 지급되는 기간 중 개인에게 할당된 90일을 제외한 105일의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4) 사용 현황
거의 모든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아빠들 10명 중 9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2016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수급자의 45%가 남성, 55%가 여성이었으며, 육아휴직
을 균등하게(40%~60%) 사용하는 부부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
분(2017년 기준 여성의 88%, 남성의 95%)이 소득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급 외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급과 무급을 합한 평균 휴
직 일수는 여성이 13.5개월, 남성이 3.5개월이다(Duvanderand & Viklund, 2014).
예를 들어, 2008년에 태어난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여성이 평균적으로 342일의 육
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남성은 평균 10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남성이 그 해
에 사용된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12%의 기간을 사용한 반면, 2017년에는 28%로 증
가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는 여성들이, 아이가 1-3살 사
이에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5) 연구 동향
스웨덴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과 몇 차례의 제도적 개혁을거쳐 현재 육아휴직 정
책이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된 국가로 평가된다. 부모 육아휴직에 대한 스웨덴 연구는
크게 ① 제도의 효과, ② 제도 개혁의 개선 효과, ③ (특히 남성의) 제도 사용 결정요
인 등을 다룬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스웨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지속적으로높이고,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행동의 변화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Anxo, 2009). Anxo(2009)
는 스웨덴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기에도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7세 미만 아동을 둔 여성의 고용률이 취업률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Johansson(2010)은 남성이 사용하는
부모휴가 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 여성의 소득이 6.7% 상승함을 검증하였다. 즉, 남
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가 여성 고용과 가족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는 것이 육아휴직의 효과를 다룬 주요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가장 오래된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남성의육아휴직 사용률이 여
성에 비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촉
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휴직의 일부 기간을 남성이 반
드시 사용하도록 정한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ota)가 그 대표적 수단이다.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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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개월,

2002년에

2개월의

아버지

할당제가

도입되었는데,

Duvander

&

Johansson(2012)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와 남성의 휴직기
간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양성평등 장려금(gender equality
bonus)을 비롯한 기타 방안들도 시도되었지만, Duvander & Johansson(2012)에 의
하면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는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2016년에는 아버지 할당 휴직을 3개월로 확대하였으나, 이 제도 변화의 효과
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다.
스웨덴 남성의 사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하더라도 남성 내에서의 사용 격차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제도 사용에 대한 결정 과정은 교육 수준, 소득,
성평등 인식, 직장 및 가구 차원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학력이 안정
된 고용지위를 가져오고, 직장에서의 재량과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Gíslason
& Eydal, 2011). 그리고 저임금 남성일수록 단기적인 소득상실이 가구 경제에 부담
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우며(Duvander et al., 2016),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인 남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Pragg & Knoester,
2017). 민간 기업에 다니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
체교섭의 결과로 공공부문 보다 적은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
에 종사하는 남성이 일반 근로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27일 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Duvander & Löfgren, 2019). Brygen & Duvander(2006)은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짐을 밝혔다.
2. Leave of absence4)
Leave of absence는 1998년 도입된 휴직제도로서, 근로자가 창업 및 학업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하며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단, 근로자의 새로운
사업이 고용주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거나 근로자의 휴직이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1) 수급 자격 조건
근로자는 정규직 및 한시직의 구분 없이 휴직 시작 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지난 2년 중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휴직 시작 3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하
며, 고용주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근로자에게 휴직 사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
다.
4) 전반적으로 스웨덴 법안 홈페이지 참조하여 정리함. https://lagen.nu/1997: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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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택 (휴직 기간 및 급여)
최대 6개월 동안 완전히 휴직(full leave)할 수 있으며, 무급이다.
근로자는 본인의 휴직을 취소하고 복귀를 희망할 경우,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고용주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
로부터 복귀 희망 의사를 전달받은 후 1개월 내에 다시 답변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휴직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고될 수 없으며, 해고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3) 급여사용의 유연성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단 한번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
제도처럼 여러 차례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Parental leave와 Leave of absence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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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arental leave와 Leave of absence 비교

Parental leave

소관 부서

Ministry

of

Social

Leave of absence

Affairs

and

Ministry of Employment

Ministry of Employment

· 모든 부모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
자, 학생 등)
수급 대상

· 소득 비례 육아휴직 급여 청구조건:

· 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출산/입양 전 240일 간 일 250크로

고용되었거나, 과거 2년 동안 12개

나 이상의 급여 수령 기록

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

· 수급자격이 미달 시, 일정 정액 급
여 지급

휴직 기간

· 480일 (그 중 90일은 부모 각각에
게 할당)

· 최대 6개월 (1회 사용 가능)

· 390일간 본인 월 급여 77.6% (상한
액 455,000크로나), 나머지 90일은
일 180크로나 지급
소득보장

· 수급자격이 미달 시, 240일 간 일
250크로나 지급

· 무급

·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 단출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함

·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업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준비한다

· 휴가 만료 후 그 전의 직 또는 상당
고용보장

· 고용주는 휴가 신청인이 본인의 사
고 생각할 시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직에 복귀
·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
금 산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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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휴직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부록 3. 포용에서 경제혁신으로의 경로
본 연구는 포용적 방식으로의 경제혁신도 가능하고, 배제적 방식의 경제혁신도 가
능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퍼지분석(fuzzy-set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Charles

Ragin이

발전시킨

Fs/QCA(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론은 하나의 성과에 도
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독립변수의 순효과(net
effect)를 보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다음 표와 같다.
성과변수로는 경제혁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만 명 당 특허출원률을 상정
하였고, 원인변수로는 불평등도, 사회지출, 교육수준, 조세수준, 시장에 대한 국가통제
수준, 마지막으로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 가치 비중을 이용하였다.
[참고] 주요변수의 측정
구분
성과
변수

원인
변수

지표
특허

변수명
fpatent

불평등도
(지니계수)

fgini

사회
지출

fsocx

교육수준
조세수준

feduatta
ftax

시장에 대한
국가통제
수준

fstateco
n

제조업 가치
비중

f man uf a
cturingv
alue

측정
백만 명 당 특허출원 수
소득 불균형 지수
완전 평등(0)~완전 불평등(1)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
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에
대한 지출 (% of GDP)
국가의 교육제도 내의 최고 수준 교육
국민부담률(% of GDP)
제품시장규제(PMR)
- 공공소유권 (공기업 범위, 네트워크 영역의
정부 참여, 기업 직접 통제, 공기업 거버넌스)
- 사업운영 관여 (가격통제, 규정의 사용)
제조업 가치창출 비중 (% of GDP)

자료
World
Bank
OECD

OECD
OECD
OECD

OECD

World
Bank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허를 대표로 하는 경제혁신에 이르는 길은 세 가
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약한 통제와 높은 사회지출이 결합된 경
우(~fstatecon*fsocx), 두 번째는 높은 불평등과 높은 교육수준이 결합된 경우
(fgini*feduatta), 마지막으로 낮은 제조업 비중과 높은 조세 그리고 낮은 불평등이
결합된 경우이다(~fmanvalue*ftax*~fgini). 세 가지 경로를 다 합하면 약 85% 정도
의 경제성과를 설명하고(solution coverage)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은 0.74
수준이다. 세 가지 경로 각각의 설명력이 0.5를 다 넘지만 자신 만의 설명력은 두 번
째 경로인 높은 불평등과 높은 교육수준이 결합되었을 때 0.15로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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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분석 결과
coverage

unique coverage

consistency

~fstatecon*fsocx

0.59611

0.0629291

0.783459

fgini*feduatta

0.58238

0.156178

0.80538

0.558352

0.0800917

0.837768

~fmanvalue*ftax*~fgini
solution coverage: 0.84897
solution consistency: 0.748739

첫 번째 경로가 높은 사회지출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가 낮은 국가 유형은 포용적 성장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
는 자유롭고, 국가가 개인에 대한 투자는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가
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높고 사회지출이 높은 경우 다소 경직된 사회경제체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경로는 배제적 성장에 가까운 모형이다. 높
은 불평등도에서 교육수준이 높으면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 직
관적으로 떠오르는 모형이지만, 만일 교육수준까지 낮다면 남유럽 모형으로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탈산업화된 경제(~fmanvalue)에서는 낮은 불
평등도와 높은 조세수준이 결합되었을 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도
가 낮은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높은 조세가 사회경제 파트에 다양한게 투
자가 되었을 때 혁신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스웨덴의 성공을 말할 때도 단
순히 사회보장을 넘어서 교육지출이나 과학기술투자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광범위한
공공 인프라에 대한 강조가 높다. 국가가 통제적 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
한 높은 조세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 및 개인에 대한 투자는 탈산업화된 사회에
서 혁신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경로를 대표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로로 설명이 가능한 국
가(~fstatecon*fsocx)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덴마크, 일본, 영국, 헝가리이다.
두 번째 경로로 설명이 가능한 국가(fgini*feduatta)는 미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탈산업화

유형

국가

(~fmanvalue*ftax*~fgini)로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가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혁신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고, 현재 한국은 포용적 성장보다는 배제적
성장에 가깝고, 물질에 대한 인센티브가 혁신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교육수준이 혁신을 아직까지는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경쟁과
높은 교육경쟁이 저출산이나 낮은 행복도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으며, 불평
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경로에서 포용적 경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적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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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식기반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창의성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창조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고 있으며, 창조계급(Creative class) 등 창의성을 강조하는 직업에 대한 담론
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형화된(Routinized)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AI, 자동화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비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미래 일자리의 주를 이룰
것이라는 Goos et al(2014)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창의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창의성 연구는
개인 혹은 조직의 창의력과 혁신행동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 혹은 조직이 연구단위였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동기부여, 창의
적 사고능력과 스킬 등의 개인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인지주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창의성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발전
하고 있다. 창의성은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인지 과정의
속성이라는 것이다(Glavenue, 2010; 이정모, 2011). 특히 자기표현에 관대한 환경,
소득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등이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처럼 안정과 창의성의 관계가 논의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Amabile, 1996).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훈·한기순, 2018). 그리고 독창
성이 크면 클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Runco, 2009). 안정은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기제로
인지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창의성 연구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 그 환경의 범위는 개인, 조직을 둘러싼 미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거시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제도(institution)와 창의성의 관계는 아직 기존에 창의성이 논의
되던 교육, 문화 분야에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이 내포하는 위험을 완화
하는 제도와 창의성의 관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복지국가, 사회정책과 창의성의 관계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국민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제도로,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조응하여 지속적으로 그 형태를 변화하고 있다. 특히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의 경우, 복지국가는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치로 나타난다(Brandal et al, 2014:262-265). 즉, 지금까지 복지
국가가 사회의 변화에 있어 개인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마찬가지로 AI의 발달, 창조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창의성이 중요해진 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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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여서도 복지국가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는
창의성이 담지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복지국가가 해소하는지, 그리고 창의성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국가의 형태에 따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안정성의 크기가 다르다. Esping-Andersen(1990)에 따르면,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나타내는 탈상품화 지수를 제시하여, 복지레짐별 차이를 증명
하고 있다. 그리고 탈상품화 지수를 바탕으로 복지1국가가 그 형태별로 시민의 자유
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후속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Pacet & Radcliff,
2008; Anderson & Hecht, 2015). 본 연구는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형태가 창의성의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도 다를 것임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창의성과
제도 간의 인과관계 탐색은 교육, 문화 분야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의성
연구의 한계를 넘어 복지국가와 창의성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가 일상적
창의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미래사회의 복지국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우선
2장에서는 창의성 연구의 발전과정과 그 안에서 발견된 창의성 발달 요인들에 대해 검토
하고, 최근의 주된 창의성 담론인 창의계급과 창의노동의 논의를 통해 자유와 안정,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사회투자국가 및 포용적 성장과 같은 복지국가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질이 창의성과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
에서는 이론적 배경의 내용에 따라 각 국의 복지정책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안정성의
수준에 따라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6차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 9개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각 국의 복지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초적으로 살펴본 후,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국가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 및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성의 중요성 및 발생요인
1) 창의성의 중요성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이 논하고 있다. 창조산업과 창조
경제 등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창의교육, 일상적 창의성 등 일반 시민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많은 담론들이 사회
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창의성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 사회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이 드러난다(Florida, 2006).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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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창의성은 새로운 것이며, 기존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한 것이다(Amabile, 1988;
Florida, 2014). 창의성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Said-Metwaly et al, 2017). 다른 말로 하면 창의성은
단순히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한 문제해결 역시 추구하는 것
이다(Hennessey & Amabile, 2010).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Simonton과 Ting(2010)은
창의성을 독창성과 유용성의 결합이라 보았다.
창의성의 개념적 틀은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왔다.
Glavenue(2018)에 따르면 과거의 창의성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개인인 일부
천재에게서 나타나는 신비한 정신적 능력으로 여겨졌다(He-창의성).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의성인 것이다(“Big C” 창의성). 연구자들은
이러한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지만, 선천적으로 천재가 존재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수 없었다. 이후
인지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인지(everyday cognition)와 창의성이
동일 선상에 있음을 파악하였고, Smith et al(1995)의 경우 창의성 인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창의성의 일상적 속성을 강조하였다(I-창의성). 이때의 창의성은 “Little c”
창의성으로, 일상적인 문제해결 및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창의성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 역시 이 시점부터이다. 또한 최근 창의성의
개념은 개인의 인지에는 삶의 맥락이 반영되어있음을 강조하며, 그 개념이 더욱 사회
환경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Hennessey and Amabile, 2010; Glavenue, 2010; 이
정모, 2011). 즉, 창의성이란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
인공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문화적 인지과정의 속성인 것이다(We-창의성). 문화별로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Dreu(2010)와 Swayer(2006)의 연구결과는 창의성
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이다. 이처럼 창의성 담론의
확장은 사회 전반부에 창의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표 1. 창의성 패러다임의 변천
패러다임
창의성
발현 단위
유형
관점
육성방법

He-창의성

I-창의성

We-창의성

창의적인 소수의 천재

창의적인 개인

창의적 협업

Big C 창의성

little c 창의성(일상적 창의성)

개인주의적, 무맥락적
개인의 선천적 재능

사회문화적
교육

주 : Glavenue(2018)의 논의를 통해 직접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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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

창의성의 중요성은 크게 산업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창의성은 지식, 잠재력과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옌뉘 안데르손(2017)에 따르면 지식경제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영국
노동당은 제3의 길을 주창하고, 창의성, 지식, 잠재력을 중심으로 창조산업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사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창의성,
지식, 잠재력 중심의 성장전략이 수립되어, 자국민의 창의성 및 혁신 증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채린(2017)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논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과
혁신적 기술 및 아이디어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또한
기술혁신을 이끌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논의와 창의노동 영역의 고용성장률 수치를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창조산업,
창조경제는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체가 없음에 대한 비판을 받으나, 그만큼
사회 전반에서 창의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창의성, 창조성은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경제적 확장이기에, 영구적인 혁신의 기폭제로서
작동한다. 즉,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노동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직업적 측면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은 AI,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결부된다. 범용성을
갖는 AI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산업 범위가 넓어지며,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 역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Karakaya, 2017). 특히 Frey와
Osborne(2013)은 컴퓨터기술이 정형화(Routinized)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그 수준은 무려 미국 일자리의 47%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말 직업이 대부분 AI와 자동화기술로 대체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Nedelkoska와 Quintini(2018)의 논의처럼, 이는 각 국의 일자리 대체 위험성은 산업
구조나 자동화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심지어 Arntz et al(2016)은
직업 중 오직 9%만이 자동화에 의해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미래에 사라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Acemoglu & Autor, 2010; Autor, 2015). 또한 정형화된 업무들을 기계가 전담함
으로써 인간은 비정형적 직무 위주로 일을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Bessen, 2015; Autor, 2015) 특히 Bessen(2015)의
경우 ATM기의 증가가 은행 창구 직원(Bank teller)의 해고가 아니라, 금융상품 마케팅
등 비정형적 직무의 변화로 나타났음을 주장하였다.
비정형적 업무의 증가는 노동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
이 경우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은 필수적이다. AI의 발전이 반복적인 직무를 가진 직업들을 없애고 있어,
이들이 기술혁명에 의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들의 실업 및 재고용을 위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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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비정형적 직무에 대비하여 개인의 ‘일상적 창의성’(small c)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창의성 연구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연구를
통해 창의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해당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모델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2) 창의성 발생요인 분석
현재까지 창의성의 발생요인에 대해 심리학, 경영학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해당 절에서는 다양한 연구들 중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제외한 여러 미시적 개념과
창의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행복, 신뢰, 그리고 자율성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이 창의성 및 혁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진술한다(Cohn & Fredrickson, 2009). 이는 창의성이 인지다양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Page, 2007). 선행연구들은 긍정적인
심리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다양한 시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Macleod, 1975; Jun Koo et al, 2019). 즉, 행복은 창의성의 근간이 되는 인지
다양성을 촉진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때의 행복은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통한 헤도닉한 행복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유다이모닉한 행복에 근접한
개념인데, Ryan과 Deci(2001)은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유다이모닉한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으로 자율성과 역량, 그리고 관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자율성은 독립성 혹은 자유와 함께 창의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논의된다.
Florida(2002)는 창의계급의 일을 통해 창의성을 통한 일하기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급여는 좋지 않지만, 업무 스케줄이 유연하고, 감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다. 즉, 창의계급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창의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창의적인 노동과정 내에는 다른 무엇보다 자율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Cekmecilioglu & Guensel(2011)은 자율성이
인간의 창의적 행동과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자율성의 부족은 창의성에 사람의 내적 동기를 감소시켜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Shalley & Gilson(2004)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직업은 노동자들의
동기를 유발하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노동자들
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sikszentmihalyi(1997)는 자기
결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때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몰입(Flow)하게 되며,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 창의성이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Wang과
Chen(2010)의 경우 창의적인 역할 정체성과 직업자율성이 배려적 리더십과 창의성의
관계에 조절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eorge와 Zhou(2001)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의 성실성은 창의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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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hang et al(2012)의 직무자율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직무자율성은 반드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
자율성이 오히려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에도 창의성과
직무자율성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사람
들이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자율성, 혹은 자유로움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자율성이 창의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 맥락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Ryan과 Deci(2001)의 논의에 기반하여 자율성이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찾는
다면, 역량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그 조건이 될 것이다. 역량과 창의성의 관계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많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와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는 창의성과 혁신수준을 높이는 원인변수로 나타나고 있다(Barczak
et al, 2010). 이는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위험성에 대한 인내를 높이는 데
신뢰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Akçomak, I. S.,& Ter Weel, 2009). 특히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인지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뢰는 나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관계보다는 보다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일 때 보다 유효할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시적 요인들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를 통제하고자 한다.
3) 안정성과 창의성, 혁신의 인과관계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안정성이 개인의 일상적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현재 창의성 연구가 사회환경과 창의성의 연관관계를
살피는 데까지 올라왔으나, 아직 제도와 창의성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창의성이 갖는 위험성을 완화시켜주는 안정성으로서의
복지국가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미시적 수준에서 안정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며, 안정성은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아지면 창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지배적
이다. Carmeli et al(2010)에 의하면 심리사회학적 안정은 창의성에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에는 직업불안정성과 경제적 불안정이 시민들의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Niesen et al(2018)에 의하면 개인이 느끼는 직업의 불안정성은 노동자의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짜증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몰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향력은
노동자의 혁신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Spiegelaere et al(2014) 역시
직업의 불안정성이 일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행동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Lorenz(1999)는 직업의 불안정성이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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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지(tacit knowledge)의 활용을 줄이게 해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Niesen et al(2018)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의 불안정성은
혁신행동의 약화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심리적 계약의 균열을 매개
하여 혁신행동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직업불안정성과는
조금 다른 논의이나 Raffiee와 Feng(2014)의 “hybrid entrepreneurship” 연구에
따르면 전일유급노동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의 전망을 파악하여 사업에 뛰어들어, 생존률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빈곤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눈에 띈다. 이는
빈곤이 IQ와 인지적 통제 능력 등의 인지적 기능을 저해하여, 인지적 다양성을 억제
하기 때문이다(Mani et al, 2013). 인지적 다양성은 재조합형 탐구의 가능성을 높여
창의성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Page, 2007), 빈곤이 창의성을 억제하는 연결
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심리자산은 문제해결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MacLeod, 1973; Jun Koo et al, 2019), 안정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인 복지국가는 개인의 창의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한 전 국민의 잠재력 개발에 주목하는 사회투자정책과
포용적 성장은 일상적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국가가 부여하는 안정성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지국가와 창의성에 대한 논의
1) 복지국가의 변화 :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
최근 복지국가의 논의는 과거의 전통적 복지국가 담론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변화는 노동자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
을 해소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체제의 변화를 촉발하여, 모든 개인의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투자국가 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emerijck, 2017). 이러한 담론을 통해 사회투자정책은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 체제
내에서 재구조화되어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과 구사회위험(old social risk)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로 그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투자정책은 발전과 고용, 인적자원의 보호를 통합한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Stock과 Flow, Buffer 정책이 그것이다(Hemerijck, 2017). 인적자본과
능력의 질을 높여주는 Stock 정책들은 미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부여형 개입
이라고 볼 수 있다. Flow 정책은 노동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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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에 있는 대상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급여들은 실업자, 여성의
생애주기적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취약계층의 단절적인 노동커리어를 방지하고 지속적
이고 긴 노동 커리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Buffer 정책의 경우
구직, 돌봄, 직업훈련 등 단기적으로 위험한 기간에 소득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
으로, 전통적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로 상호보완적
으로 작용하여 좋은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포용적 제도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할 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포용적 성장 논의 역시 OECD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논의이다.
Acemoglu and Robinson(2012)는 포용적 제도의 유무가 번영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차이임을 주장하며, 사회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Putnam(2016) 역시 사회적 이동성을 생산하는 포용적 제도의
부재에 따라 미국 사회의 경제발전, American Dream과 같은 혁신이 감소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어,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과 같은 논의들은 지식기반경제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
에서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이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본 연구에서 논의
하는 창의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투자국가와 포용적 성장
이라는 담론을 논의의 도구로 활용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사회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는 사회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회
투자정책의 구분 틀을 활용하여 사회정책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사회투자정책은 Stock과
Flow, Buffer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사회투자정책들은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의 결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과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Stock 관점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자. 창의성과 보편적인
교육의 연관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창조산업, 창의성에 대한 강조는 지난 9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창조산업을 미래 경쟁력으로 키우고 있으며,
영유아 때부터 자국민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다양한 사회
투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옌뉘 안데르손, 2017). 그뿐만 아니라 Miettinen(2013)은
보편적 교육과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혁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편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인적자본을 형성
함으로써 전 국민의 지식 수준과 일상적 창의성을 향상시켜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기회균등정책은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고 재능의 잘못된 할당을 줄여 더
많은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Bell et al,
2017; Celik, 2015). 특히 Bell et al(2017)의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수학성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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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율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발명가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위 1%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중위소득
이하의 아이들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10배 높으며, 백인은 흑인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3배 높게 나타났고, 남성 발명가의 비중은 총 82%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은 혁신에 있어 소수 대표되고 있어, 이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혁신에 노출시킬 기회들을 제공할 때 창의성과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행을 강조하는 Flow 관점에서 창의성과 사회정책의 관계는 보다
간접적이다. 보편적 ALMP정책, 가족정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면,
이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자아실현 혹은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일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Esser, 2009; 김영미, 김은하, 2013; van
der Wel, K. A.,& Halvorsen, K., 2015). 이러한 근로의욕은 노동자의 재량학습
(discretionary learning)의 수준을 높이며, 노동자의 혁신행동, 즉 업무창의성의
기반이 된다.
특히 van der Wel, K. A.,& Halvorsen, K(2015)의 연구는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일 몰입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관대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 몰입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남성의 일 몰입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등이
근로연령대의 여성의 일 몰입과 창의성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제공하는 Buffer 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
정책이 창의성의 결과 변수인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자영업자 혹은 실업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특정한 복지정책이 창의적인 노동의 결과물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
되고 있는 추세이다(Fillipetti & Guy, 2015; Humbert et al, 2014; Raffiee &
Feng, 2014).
Fillipetti & Guy(2015)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혁신에 대한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 혹은 실업보험의 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자와 실직자들이 직업훈련에 있어 보다 잠재적 발전성이 높은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이 비록 좀 더 불확실하더라도, 본인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에 기여한 것이다. Humbert et
al(2014)의 프랑스의 신규실업자영업자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실업자영업자들에게 3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기업 간 경쟁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별 복지정책이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여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옌뉘 안데르손(2017)의 논의에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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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정책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회체제 역시 창의성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영국의 노동당과 스웨덴의 사민당은 모두 창조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투자정책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그 양태는 달랐는데,
연대와 평등 등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가 강조된 스웨덴의 지식경제는 ‘도서관’에 비유
된다면, 영국의 지식경제는 기회의 평등, 능력주의가 강조되는 ‘작업장’으로 비유되었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체제의 유산이 창의성 향상 정책과 지식경제체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의 혁신 지수가 높다는 점은 사회투자정책의 조합과 창의성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특히 Lorenz & Lundval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일은 보편적인 교육제도, 유연안정적인 복지제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Lorenz와 Lundvall 등 현재까지 진행된 복지국가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을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복지국가는 한 국가
내의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니만큼, 작업장에서의 혁신을 넘어 수많은
일상적 창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투자정책들이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투자정책의
3요소인 Stock, Flow, Buffer 관점에서 근로연령대에 대한 사회지출, 가족 사회지출,
정부교육지출이 개인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H1: 공공교육지출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 될 것이다.
H2: 가족지출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 될 것이다..
H3: 근로가능연령 정책 지출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 될 것이다.
H4: 포용적인 사회제도를 갖춘 나라일수록 창의적인 개인이 증가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제 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이다.
제 6차 세계가치관 조사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60개국의 85,000명 이상의 응답자
에게 다양한 가치에 대해 질문한 데이터로, 개인 수준의 가치와 문화적 변화를 추적
하는데 유용한 데이터이다(Ingleharts et al, 2014). 다양한 가치 비교 연구들이 세계
가치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뤄지고 있으며(Delhry, 2010; Rothstein, 2010;
Jakobsen, 2011), 창의성의 인식에 대한 질문이 있어 본 연구 역시 해당 자료를 활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제6차 세계가치관 조사에 포함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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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OECD 9개 국가(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한국, 호주)를
분석에 활용할 국가로 선정하였다. OECD 국가는 국가별 경제수준이 유사하며, 사회
보장정책 및 관련 사회정책 데이터 확보가 수월하여 국가비교에 적합하다. 각 국가별
만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근로연령대 총 9,391 케이스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국가변수와 개인변수를 통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세계가치
관 조사 자료는 여러 국가의 개인자료들이 횡적으로 연결된 비교 국가자료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변수 및 개인변수, 그리고 상호연관성의 엄밀한 검정을 위해서는 주로 다층
분석을 활용하나, 본 연구의 경우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적정한 수의 2층 변수(국가변
수)의 확보가 어려웠다. 때문에 국가변수와 개인변수를 통합한 다중회귀분석을 대안으
로 선택하였다. 분석 자료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이 분석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모델
1) 종속변수 : 창의성(creativity) 수준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변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종속
변수인 개인 수준의 일상적 창의성(small ‘c’)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질
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
하다.(V70. It is important to this person to think up new ideas and be
creative; to do things one’s own way.의 한국 설문지 참조)’라는 질문이다. 해당
문항은 ①나와 굉장히 비슷하다 ②나와 아주 비슷하다 ③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④
나와 약간 비슷하다 ⑤나와 비슷하지 않다 ⑥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해당 문항을 역코딩하여 개인의 창의성 척도로 설정하
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평가하는 창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문항은 Schwarts value survey 중 하나의 문항으로,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Schwartz value survey의 약식버전을 포함하고 있다. 약식 버전이기 때문에 각
가치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이 떨어지며(Rudnev, 2011), 응답자의 자기인식을 질문하
기에 답변의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Sameh Said-Metwaly et al,
2017). 그러나 Rudnev(2011)의 비판은 세계가치관조사 중 Schwartz value survey에
해당하는 10개의 가치가 Schwartz value의 상위 체계를 구성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질문 자체가 창의성과 연관되어있지 않다는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Carmeli et al(2010)에 따르면, 창의성은 자기인식적인 과정이기에,
창의성의 자기 인식을 물어보는 것 역시 개인의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유효할 수 있다.
또한 자기진술을 통한 창의성 측정은 활용이 용이하며,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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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h Said-Metwaly et al, 2017).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질문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창의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국가 수준의 독립변수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독립변수를 채택함으로써,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인변수들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부 고려한 이후에도 각 복지
국가의 제도가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Stock 정책, Flow 정책, Buffer 정책, 그리고 포용성을 어떻게 변수화할 것
인가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Stock 정책은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사회투자정책으로, 보편적 교육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이러한 논의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GDP 대비 정부
교육지출 비중(OECD 자료 참조)을 통해 Stock 정책의 규모를 대리 측정할 것이다.
Flow 정책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행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을 통해 한 국가의
Flow 정책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관대한 복지지출이 일 몰입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van der Wel,
K. A.,& Halvorsen, K, 2015). 이에 따라 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OECD 자료
참조)을 통해 Flow 정책의 규모를 측정할 것이다.
Buffer 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그 범위가 넓고 전통적 사회
복지지출과 그 경계가 모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령지출과
유족지출, 그리고 가족지출을 제외한 사회지출 전체의 GDP 대비 비중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근로 연령대에 투입되는 사회지출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포용적인 사회제도의 결과는 불평등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각 국가의 근로 연령대(만 18세 ~ 만 64세)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그리
고 이 모든 데이터는 WVS 6차 데이터의 응답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1)
3) 통제변수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는 자율성, 업무의
독립성, 일반화된 신뢰, 행복을 투입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근로여부, 업무의 창의성,
교육수준, 계층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또한 각 국의 경제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WVS 6차 응답년도 기준의 1인당 GDP을
통제하였으며, 25-54세 여성 고용률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 역시
1) 2010년 : 한국, 일본 / 2011년 :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스페인 / 2012년 : 호주, 네덜란드 / 2013
년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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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였다.
해당 연구모형의 변수들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질문문항)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

종속

창의성

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

(OECD) 응답년도 GDP 대비 정부교육지출 비중

가족지출

응답년도의 GDP 대비 가족지출 SOCX 비중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응답년도의 GDP 대비 노령, 가족, 유족을 제외한 SOCX 비중
응답년도 혹은 직전의 지니계수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oo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0: 고졸 이하
1: 대재 이상

근로여부

oo님께서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
까?

0: 근로하지 않음
1: 근로

계층

oo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lower class) - 5(upper
class)

신뢰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Need to be careful
1: Most people can be
trusted

자율성

oo님께서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
느 정도 통제력과 자유스런 선택이 가능
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거의 자유선
택이 없는 운명적이라고 느끼십니까?

1(No Choice at all) 10(A great deal of
choice)

업무 창의성

oo님이 종사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종사
했던 직종은 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종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종입니까?

1(Mostly routine task)
10(Mostly creative
task)

업무 독립성

oo님이 종사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종사
했던 직종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일했거나 일하고 있습니까?

1(No independence at all)
10(complete
independence)

삶의 만족도

통제
변수
(국가)

1(not at all like me) 6(very much like me)

정부교육
지출

지니계수

통제
변수
(개인)

척도

최근1인당
GDP
여성 고용률

1-10

(OECD) log(응답년도 1인당 GDP)
(OECD) 여성 25-54세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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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국의 창의성 수준, 안정성을 비롯한 여러 개인변수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로 창의성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림 1. 국가별 창의성 평균 비교

그림 1은 종속변수인 창의성 변수를 국가별로 평균 비교한 값이다. 본 결과에 따르면
창의성의 수준은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투자정책의 수준이 높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평가
받는 스웨덴이 일상적 창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불평등이 높은 자유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은 나란히 중위
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수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는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창의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를 통해 창의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율성은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을 질문한 WVS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스웨덴은 순위로는 네 번째이나, 다른 자유주의 레짐 국가들과 매우 근소한 차
이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수주의 레짐의 국가들인 스페인과 독일, 네덜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순위의 차이는,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율성 이외의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3은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창조적으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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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10점 척도 중
6~10점으로 응답한 비중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별로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민주의 레짐 국가와 자유주의 레짐 국가,
그리고 보수주의 레짐 중 네덜란드의 경우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비중이 전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의 경우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 모두 9개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내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개인에게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복지국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가별 자율성 평균비교

그림 3. 국가별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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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인레벨 변수들의 복지레짐별 계층별 기초
통계 표이다. 표에 따르면 사민주의 레짐의 경우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변수의 전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별 편차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주의 레짐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두번째로 좋은 결과
값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층별 편차가 다른 레짐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주의 레짐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세번째로 좋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결과값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레짐의 경우, 가장 낮은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
역시 크게 나타나 가장 열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창의성
에는 계층변수와 복지국가의 형태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복지레짐별 계층별 개인변수 기초통계
업무창의

업무자율

일반화된

성

성

신뢰

7.2

4.6

6.6

0.4

3.2

4.6

7.8

6.2

7.3

0.7

3.4

Upper

4.9

7.8

6.0

6.4

0.7

3.4

전체

4.5

7.7

5.8

7.2

0.6

3.4

Lower

4.0

7.3

4.3

7.0

0.3

3.1

Middle

4.1

7.9

5.6

7.4

0.5

3.3

Upper

4.2

8.8

7.1

7.9

0.3

3.7

전체

4.1

7.7

5.2

7.3

0.4

3.3

Lower

3.8

6.7

4.0

5.6

0.3

3.0

Middle

4.1

7.1

5.3

6.4

0.5

3.2

Upper

4.1

7.8

7.2

7.9

0.8

3.6

전체

4.0

7.0

4.9

6.2

0.5

3.1

Lower

3.3

5.6

4.0

5.5

0.3

3.0

Middle

3.6

6.5

4.8

6.0

0.4

3.2

Upper

4.2

6.7

6.1

7.7

0.5

3.7

전체

3.5

6.2

4.5

5.9

0.4

3.1

복지레짐2)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동아시아

창의성

자율성

Lower

4.4

Middle

행복

2.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창의성은 개인
2) 스웨덴은 사민주의 레짐,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자유주의 레짐,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는 보수주의
레짐,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레짐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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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변수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창의성의 수준은 사회정책 지출의 규모와는 정의 관계를 보
였으며, 지니계수와는 부의 관계를 보여, 보편적 복지국가와 창의성이 정적 관계를 형성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지니계수와 근로연령대 복지지출의 관계
이다. 지니계수는 다른 복지지출 변수와는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근로연령대
복지지출과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니계수가 65세 이상의 인구 역시
포함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5와 표 6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모형의 설명력은 13.1%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성은 전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가족지출, 정부교육지출은 전부 개인의 창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특히 그 기울기는
근로연령대 사회지출(b=.193), 가족지출(=.106), 정부교육지출(b=.054) 순으로 나타남
으로써, Buffer 정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창의성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되 그 통계적 영향력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049, p=.075).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를 하지
않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 업무창의성, 업무독립성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신뢰와 행복은 창의성에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인당 GDP는 창의성에 통계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54세 여성고용률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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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1)창의성

1)

2)

3)

4)

5)

6)

2)근로연령대 사회지출

.165***

3)가족지출

.162***

.320***

4)정부교육지출gdp

.129***

.028 **

.288***

5)지니계수

-.032***

.188***

-.586***

-.074***

6)성별

-.084

**

-.005

.025 **

.030**

-.007

**

.015

-.002

7)

8)

9)

10)

11)

12)

13)

14)

15)

7)연령

-.129

-.015

-.003

8)교육수준

.095***

-.190***

-.047***

.220***

.081 ***

-.021*

-.086***

9)근로 여부

.014***

-.003

.124***

-.008

-.071 ***

-.135***

.001

.098***

10)계층

.103***

-.057***

.052***

.113***

-.087 ***

.010

.002

.294***

.107***

11)업무창의성

.218***

-.010

.113***

.129***

-.063 ***

-.071***

.054***

.272***

.078***

.261***

12)신뢰

.044***

-.007

.188***

.107***

-.163 ***

.008

.053***

.148***

.095***

.186***

.171***

13)행복

.067***

.015

.084***

.074***

.000

.067***

-.043***

.050***

.073***

.212***

.122***

.155***

14)자율성

.155***

.087***

.121***

.242***

.054 ***

.049***

-.031**

.113***

.043***

.183***

.135***

.143***

.300 ***

15)업무독립성

.132***

-.015

.125***

.208***

.017

-.042***

.119***

.151***

.126***

.175***

.392***

.140***

.137 ***

.210***

16)최근1인당GDP

.065***

.410***

.468***

.120***

.079 ***

.032**

.088***

-.023 *

.104***

.020*

.132***

.189***

.135 ***

.126***

.206***

17)여성고용률

.099***

.431***

.667***

.273***

-.466 ***

.027**

.059***

-.082***

.101***

.064***

.154***

.240***

.100 ***

.091***

.151***

-.030

***<0.001, **<0.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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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19***

17)

표 5. 모형 요약
추정값의
모형

R

.364

1

R 제곱
a

수정된 R 제곱

.132

.131

표준오차

Durbin-Watson

1.195

1.956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계수
연구모형 (R2 = .131)

공선성 통계량

유의
확률

베타

VIF

(상수)

독립
(국가)

.000

근로연령대 사회지출

.193

.000

2.862

가족지출

.106

.000

4.302

정부교육지출

.054

.000

1.660

지니계수

-.049

.075

8.083

성별

-.079

.000

1.037

연령

-.124

.000

1.049

.039

.000

1.318

-.029

.003

1.077

교육수준
근로 여부
통제

계층

.030

.005

1.228

(개인)

신뢰

-.011

.305

1.156

행복

.007

.528

1.168

자율성

.084

.000

1.225

업무 창의성

.172

.000

1.318

업무 독립성

.050

.000

1.317

최근1인당GDP

-.015

.556

7.148

여성고용률(25-54)

-.108

.000

9.769

통제
(국가)

a. 종속변수: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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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창의성에 미치는 사회제도의 영향력으로써 복지국가라는 변수의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창의성, 나아가 혁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복지국가의 안정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지식기반 경제의 흐름에 따라 복지국가 역시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
가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식기반 경
제의 가장 주요한 강조점인 창의성과 사회정책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World Value Survey 중 선진 복지국가에 해당하는 9개국의
개인 데이터와 국가데이터를 결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창의성의 수준은 국가별로 그 차이가 확연
히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창의성의 핵심적 변수인 자율성의 차이로도 해석되지만,
국가별 창의성의 순위와 자율성 순위 차이를 통해 다른 변수 역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또한 복지레짐별, 계층별 창의성의 차이를 통해서
계층의 안정성이 창의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사회투자정책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복지국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투자정책 관련 변수
인 Stock과 Flow, Buffer는 전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반면 불평등의 경우 창의성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통
계적 유의미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
투자정책은 시민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지식기반의 기술혁명시대인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복지국가는 생산성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투자정책의 적극적인 조합
은 시민의 창의성 증진을 통해 국가의 혁신능력 부양에 기여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로 활용한 지출 수준은 사회투
자정책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보편적인 사회투자정책은 분명히
큰 규모의 지출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회투자정책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엄밀한 독
립변수가 부재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Hemerijck(2017)의 논의
와 같이, 사회투자정책은 전통적인 사회정책을 전부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
의 역사적 맥락에 맞게 기존의 사회정책과 정책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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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포용국가는 혁신수용성을 높이는가 ?

I. 서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1)’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국내외에서
이와 연관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겪어 온 1~3차 산업혁
명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
므로 기술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
탕으로 한 기계적 생산, 2차는 분업과 전력을 사용한 대량 생산, 3차는 전자기술과
IT를 이용한 자동생산으로의 변화(정현학 외, 2016)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
명 사회에서는 사이버(Cyber)와 물리(physics)가 융합된 CPS 시스템이 변화의 원동
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이하 기술혁명)의 영향을 예측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
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가 유발될 것이며, 그 영향이 어떠한 방향일지에 대하여 예측
하거나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즉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 자체는
사회에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사회는 이에 대응 혹은 적응하는 주체로 간주되
어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
한 제도를 수립하는지 문화 및 정치적 맥락에 따라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 자체도 매
우 다양한 범주를 가질 수 있다. 과학기술의 효용이 뛰어나고 파급 영향이 크다고 해
서 무조건 사회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에 수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승차공유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각 사회에서 그 변화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에서도 면허제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 업계에 승차공유서비스가 위협으
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시위를 하며, 몇몇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
로, 18세기 말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과
임금하락에 반발하기 위하여 자행된 기계파괴운동인 러다이트 운동과 닮아있다. 당시
일부 노동자들은 자동화된 기계가 생계, 가족, 지역사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
로 간주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결국 기계화의 흐름을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따
라서 흔히 러다이트 운동은 자동화가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한다(Pistono, 2014). 그러나 러다이트 운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
갔다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혁신 수용성에 따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기술의 통제 불능하고 비인
격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하는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 20세기 이후에 나타나

1) 4차 산업혁명 : 기존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많은 영역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유발되는 변화로서, 기존
에 단절되어 있던 분야들이 경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되고 연결되어 가는 기술혁신의 패러다
임(WE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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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기술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그 보상이 매우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에 반대하여 기술적으로 단순한 삶을 수용한
다(Hunt-Bull, Nicholas, 2006). 그들은 기술 진보로 인하여 수반되는 문화적,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에 기술을 반대한다(Jones, 2006). 물론 정반대로 기술혁명으로 인
하여 변화될 세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적극 수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극심하다면, 러다이트 운동처럼 사회적으로 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기술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람
들의 기술혁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가? 전문가들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자동화로 대체
될 확률이 다르다는 결과가 제시해왔는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불안정성 경험 여부와 직무특성이 기술
혁명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정
책을 통하여 삶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과학기술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기술혁명이 미치는 영향
기술혁명은 개인, 기업, 산업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
화 가능성을 담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먼저 낙관적 입장에
서는 범용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며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제
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맞춤형 대
량생산체계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분야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될 수 있
기 때문이다(WEF, 2016). 다시 말해, 과거 물리적 노동력으로 인하여 가치를 창출하
던 산업자본주의로부터 지식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며(이상
은, 2018),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각종 위험과 사회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이 예측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오작
동, 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혁명은 상품과 서
비스 생산의 전통적 가치사슬을 해체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경
쟁 위계를 무너뜨릴 위험성과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허재준, 2017). 장필성(2016)
은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제조업 혁신, 맞춤형 니즈의 전환
등 산업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예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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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로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화는 시장에 국한되어 생존 혹은 소멸하는 기
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구조, 사회 및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도 창조적 파괴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최진욱, 2017). 특히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 즉 고용에서 일어나
는 변화이다. 또한 이에 대한 예측은 가장 극명하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나뉘는 분야
이기도 한다. 먼저 낙관론을 살펴보면,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겠
지만 오히려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는 증가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진행된 기술혁명을 살펴보았을 때, 기술로 인
하여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을 확장한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s)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Arntz et al., 2016; Graetz & Michaels, 2017;
Autor & Salomons, 2017). 1960년부터 50년간 미국의 기술혁신과 고용의 상관관계
통계에 의하면, 기술혁신 시기에 생산성과 고용이 비례하여 성장했음이 알 수 있다.
유사한 상황이 4차 혁명사회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관론은 기술의 자동화로 사람의 일이 기계에 의해 대부분 대체될 수 있다
는 주장이다(Frey & Osborne, 2013; Brynjolfsson & McAfee, 2012). 특히 Frey
& Osborne(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10∼20년 정도 사이에 급속
한 기술진보로 인하여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비중을 분석하였는데 미국 내 일
자리의 47%가 대체 확률 0.7 이상인 고위험군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상은(2018)은 기술혁명이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미래사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론 혹은 비관론으로 편향된 입장이 아니라 중립의 입장에서 기술
혁명의 시대를 주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래에 대하
여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다가올 기술혁명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회
적 시스템 마련한다면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미래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예측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변화 자체가 각 사회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것
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회구성원들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하여 다른 수용도를 보이고 사회는 제도를 통하여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구
성원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혁신에 대한 수용성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떠
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특정한 혁신기술이
소개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수용 혹은 저항을 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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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소비자에 의하여 인지된 이용의 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 및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에 의하여 태도가 형성되고 이것이 실제 행위에 영향
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진형석과 남경두(2017)는 기업 차원에서 기업가정
신, 기술준비도와 기술사업화 역량 수준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술준비도란 사람들이 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성향을 의미(Parasuraman, 2000)한다는
점에서 기술수용모델의 논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혁신저항 모델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저항이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상
태이며 변화에 의해서 느끼는 위협감이며(Ram, 1987), 이전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이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
도이다(Zaltman & Wallendorf, 1979). 혁신에 대한 저항은 많은 요인으로 인해 유
발되며, 다양한 차원을 지닌 복잡한 현상이다(Caiden, 196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과학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인식하는지를 의미
하므로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제품들이 나오는 미래로 인지하게 되므로, 유사한 논
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기술에 대한 것은 소비자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품 구매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기술혁명 사회 전체에 대한 예측
에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므로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느낄 가능성
이 있다. 황상규(2016)의 연구에서는 신기술 관련 수용성을 기술 자체의 신뢰성 여부
(이용자 수용성), 산업 간 갈등(산업적 수용성) 및 기존 규제와 상충(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살펴보았다. 신윤창 외(2009)에서는 사회적 수용성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인식
의 공유과정을 통해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도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III. 이론적 논의
1.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
개인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게 된
다.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상황
을 바탕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에 경험한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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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삶의 여러 차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Kawachi et al.,
1997; 이현송, 2000; 이민아, 송리라 2014). 특히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적 자원
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므로(Diener & Biswas-Diener, 2002),
많은 연구에서 소득수준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Frey & Stutzer, 2000). 또한 직업은 소득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점
에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며, 더욱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
를 맺으므로(Jahoda, 1982) 이는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는 통로 이상의 의
미를 갖는다.
그러나 Easterlin(2001)은 객관적인 투입 요소로서의 소득이 주관적인 요소인 삶의
질, 행복 등에 선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서 의문을 가졌고 소득과 행복이
비선형 관계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여러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절대빈곤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는 것이 밝혀졌다(Stevenson & Wolfers, 2013; Deaton, 2008; Veenhoven, 2005).
따라서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고용 상태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그 변화의 폭에 주목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다. 구교준 외(2014)
에서는 사람들이 소득, 사회적 지위 등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의 영향
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절대적 삶의 조건보다는 과거보다 나은 삶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행복 혹은 삶의 질 등을 종속변수로 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
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 대한 예측에 따라 주관적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논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Graham & Pettinato(1999)에 의하면 소득
변화에 대한 경험이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상황에 대한 기대를 만들고, 이러한
주관적 평가 및 기대가 개인의 주관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인회
(2003)는 경제적 변화는 기존에 익숙하였던 생활방식의 중단을 초래하고 이러한 변화
로 인해 객관적인 빈곤을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특히 소득변동이 자주 일어나거나 그 폭이 큰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가
능성이 저하되므로 이에 기반을 둔 소비활동에의 위험(risks) 역시 증가하게 된다
(Hacker & Jacobs, 2008b; Gosselin & Zimmerman, 2008). 그러나 아직까지 미래
기대의 원인요소에 대하여 특히 소득의 불안정성과 같은 변동성에 주목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상
황보다 최근의 불안정성 경험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며, 객관적인 소득 및 고용의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
다.
노동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그 범주 및 개념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분명하지 않
다. Standing(2014)는 노동에서의 불안정성이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숙련 불안
정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하였으며, 이승윤 외(2017)는 고용 측면의
불안정성, 소득 측면의 불안정성, 사회 보장 측면의 불안정성은 모두 노동시장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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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보았다. 개인은 모든 차원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교집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은 안정하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불
안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Greenhalgh & Rosenblatt(1984)는 노동의 불안정이란 일
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그들의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
는 위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무력감이
라 정의하였으며, Kalleberg(2009) 역시 고용이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잠재적 박탈 모델(latent deprivation model)에 따르면 직업은 단순히 소득원으로
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여러 기능을 하기 때
문에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개인들의 삶에 광범위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Jahoda, 1982). 또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았더라
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사건이 발생
할 때 나타나는 영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Cheng & Chan(2008)은 고용불안정 자체를 미래의 고용상
태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 혹은 불안감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응답자가 지각하는
직업 상실에 대한 확률로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은 주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고용형태 또한
소득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장효진, 2017). 즉, 경우에 따라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고용 자체는 불안정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고용은 안정적인 형태이지
만 회사의 불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소득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
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용 상실 혹은 임금 삭감 등을 경험함과 관계없이 실직 가능성
을 인지할 때에 느끼는 불안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먼 과거에의 경험보다는 최
근의 경험, 현 상황에 대한 상태 등이 더욱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여러 불안정성의 차원 중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고용
및 임금의 차원에 주목하였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확인함으로써 직업 상
실에 대한 확률로서의 불안정성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a. 최근에 고용의 불안정을 경험하였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가설 1-b. 최근에 소득의 불안정을 경험하였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 범주에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Trevor, C. O. (2001)에 의하면, 고용가능성이란 개인의 이동 자본이며,
일반적인 일자리 가능성인 동시에 개인의 실질적인 이직 용이성을 의미한다. 이는 근

- 139 -

로자에게 제공되는 인적 자원 개발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으며, 근무 환경과 업무의
변화에 대응하고 예측함으로써 근로자의 기술과 역량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Eurofound, 2008).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
용가능성은

고용불안정성을

대체적으로

줄여준다고

알려져있다(Kohlrausch

&

Rasner, 2014; Lang, 2012). 본 연구에서도 해당 요소는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
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해석한다. 자신이 현재 하
고 있는 노동 이외에도 쉽게 유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노동의 불
안정성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가능성을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완 및 상쇄하는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노동의 불안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이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미래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c. 현재의 일자리를 대체할만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2. 업무의 특성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생기는 일자리의 변화는 그 크기와 범주에서 매우 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근거를 통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
들이 미래 기술로 인하여 대체되기 쉬운지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예측
들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대체 위험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교육을 통
하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기술진보에 따라 일자리에 일어나
는 변화의 요체는 다양한 계층 간 소득의 균형을 바꿔놓음으로써 불안정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 따라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선행연구를 통
하여, 자동화를 통해 대체될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진 측면들이다.
첫째, 숙련도에 따른 대체 가능성이다. 노동은 숙련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숙련노
동(skilled labor)와 비숙련노동(unskilled labor)으로 나눌 수 있다. 숙련된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의 대체율 차이가 여러 국가의 소득분배, 1인당 소득의 평균 수준, 소
득융합의 속도 등 경제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Mello, 2008). 기술진보의 숙련노동 편향성(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은
기술진보가 모든 근로자에게 균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이인재, 2017). 전통적으로 숙련은
학습의 차원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반복적 학습과 훈련을 통해 자연
스럽게 체화된 능력(embodied capacity)으로 생각되어 왔다(장홍근 외, 2009).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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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저숙련 노동과 고숙련 노동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
되고, 저숙련 노동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다(허재준 외,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인도 스스로에 대하여 유사하게 예측할 것으로 간
주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a. 자신의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 및 전문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둘째, 업무의 반복성 및 일상성에 기반한 예측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고숙련
(highest skilled)과 저숙련(lowest skilled) 근로자의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단
순 반복적이고 자동화되기 쉬운 중숙련(middle skilled) 직업은 감소하는 경향이 곳곳
에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업무의 반복성 측면을
주목하였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으려면, 변수가 적고, 자동화 기술은 주로 단순 반복
적인 업무가 많은 중간일자리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간일자리는 감소하지만 하
위일자리나 상위일자리는 증가하는 ‘U자 형태’의 일자리 구조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Autor, Levy & Murnane, 2003).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일상
적(routine), 비일상적(nonroutine) 작업과 육체적(manual), 인지적(cognitive) 작업
의 2×2로 유형화하였은데, 자동화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일상적인 육체적’ 작업이며,
다음으로는 ‘일상적인 인지적’ 작업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였다. 일자리 대
체 가능성이 높은 두 측면이 공통점은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며 많
은 변화가 필요없는 직무는 자동화시키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Oesch(2013)의 연구
에서도 중간층이 중심이 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과업의 일자리들 위주로 감소하게
되어, 일자리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b. 자신의 업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느낄수록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서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IV.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변수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행된 웹조사를 기반으로 수집되었다. 총 1,047명
이 응답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에 응답한 774명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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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의 핵심은 기술혁명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진술에 대하여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1, 별로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둘째, “나의 일
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진술은 각각 긍정적 예측과 부정
적 예측이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한 것은 노동의 불안정성, 업무 특성 등이다.
먼저,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고용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였다.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 고용가능성은 각 진술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1, 별로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 불안정은 “나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소득 불
안정은 “나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고용가능성은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헤 찾을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동의여부이다. 이 중 고용 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은 높은 수준의 상관
관계를 보이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집합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반해 고용 자체는 불안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직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있음에도 임금 삭감 위험에 노
출될 수 있다. 즉, 하나가 불안정하면 다른 불안정하면 다른 요소도 불안정할 가능성
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을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두 변수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델을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업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를 통한 숙련도, 비반복성을 독립변
수로 활용하였다. 먼저 숙련도란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에 대한 변수이다. “업무를 통해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증가하고 있다.”에 대하여
동의하는 여부를 4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1, 별로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
함:3, 매우 동의함:4)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비반복성은 “귀하가 하시는 주된 일/업무
는 어느 정도나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계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10점 척도(매우 반복
적:1 반복적이지 않음:10)로 응답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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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영향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성향, 과학기술 인식 등을 주요 통제변
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자신의 성향에는 창의성 및 영향력이 포함된다. 첫째, 창의성이란 사람의 사고
와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행위
(Csikszentmilhalyi, 1996)를 의미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높
은 에너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끌림, 개방성, 불리한 조건에도 도전하는 끈기 등이
있다(Mintzberg et al., 1976; Feist, 1999). 더욱이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창의성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
상윤(2016)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기술,
지식, 제품과 연계 및 융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역량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스스로가 창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도 자신에 대
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나는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편이다"의 진술에 대하여 4점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둘째, 영향력은 그 범주와 의미가 모호하긴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신이 하는 노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효능감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효능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이나 개
입 정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 Kessel(1984)은 시민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가
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러한 개념을 영향력으로 표현하였으며, "귀하는 귀하의 노력이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전혀 영향력이 없음:1; 매우 영향력이 있음:10).
다음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요소를 통제하였다. Lam et al.(2008)의 연구에서
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각 개인이 준비된 정도를 계량화해서 측정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낙관성과 혁신성이 높고 불편감과 불안감이 낮은 사람일
수록 새로운 과학기술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술 자체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 자체를 과학기술
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인식하는 것과 새로운 과학기술(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낙관성과 혁신성, 높은 수준의 불편감과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잘 수용하는 사람은 과학기술이 발전된 미래사회도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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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 하에 해당 요소들을 통제하였다.
이 밖에도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종사
상지위 등을 통제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측정문항 및
척도이다.
표 1. 측정변수와 설문문항
변수
나의 삶

종속
변수

나의 일자리
노

고용

동

불안정
소득

불
독립

측정 문항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나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불안정했던 적이 있다.

안

불안정
고용

정

가능성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업

숙련도

업무를 통해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증가하고 있다.

변수
무
특
성

성
향
과
학

자율성
비반복성
창의성
영향력
난이도

기

활용

술

가능성
나이
성별

통제
변수
개

학력

인

월평균
배 가구소득
경
종사상
지위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자신이 하고 있는 주된 일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나 자
신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하시는 주된 일/업무는 어느 정도나 반복적으로 이뤄
지고 계십니까?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편이다.

귀하는 귀하의 노력이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분

측정 척도
4점 척도
(동의 여부)
4점 척도
(동의 여부)
4점 척도
(동의 여부)
4점 척도
(동의 여부)
4점 척도
(동의 여부)
4점 척도
(동의 여부)
4점 척도
(동의 여부)
10점 척도
4점 척도
(동의 여부)
10점 척도
4점 척도

야이다.

(동의 여부)
4점 척도
내가 원하면 나는 새로운 과학기술(제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동의 여부)

2018년 기준 나이 (만 19~69세)
남성=1
고졸이하=1, 전문대 졸업 이하=2, 4년제 대졸 이하=3, 대학원 재학
이상=4
소득 없음=1, 0~1=2, 1~2=3, 2~3=4, 3~4=5, 4~5=6, 5~6=7, 6~7=8,
7~8=9, 8~9=10, 9~10=11, 1000만원 이상=12
(n~n+1 : ‘n*100만원 초과 (n+1)*100만원 이하’를 의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상용직
임금근로자(피고용자), 임시직 임금근로자(피고용자), 일용직 임금근
로자(피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생/재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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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서형 로짓 분석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모두 4점 리커트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로 구성된 설문의 응답이다. 종
속변수가 연속적인 등간 혹은 비율 변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순서가 있는 서열
범주인 경우에는 순서형 로짓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Brown & Potoski,
2003; Gujarati & Porter, 2009; 이유진·김의준, 2015). 본 연구와 같이 서베이 형태
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리커트척도를 변수로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할 경우, 일반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면 설명변수의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엄태호·윤성일, 2013). 따라서 각각의 모형에서 순서형 로짓 모델을 적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V.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종속변수 중에서는 직업에
대한 예측이 나의 삶에 대한 예측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들 사이의
인식 차이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자신의 삶을 예
측할 때보다 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불안정 요소 중 소득 불안정 경험에 동의한 정도가 고용 불안정에 동의한 정
도보다 크게 나타나 고용이 안정적임에도 소득에서는 불안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업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숙련도와 자율성은 평균이 중간값을 넘는
반면 업무에서 비반복성의 평균이 3.94점으로 중간값인 5.5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
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가 반복적이며 일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이 2.61점으로 그렇
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영향력의 평균은 4.81점으로 중간값
(5.5)보다 작아 자신이 지역공동체나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
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이해도와 이용가능성이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약 57%이며, 평균 나이는
43세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4년제 대학 졸업 이하가 405명(52.3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고졸 이하 155명(20.03%), 전문대 졸업 이하 117명(15.12%), 대학원
재학 이상(12.53%)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잘라보았을
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63%로 가장 높았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했을 때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42명(57.11%)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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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의 삶

774

2.573643

0.6683593

1

4

나의 직업

774

2.431525

0.7457259

1

4

고용 불안정

774

2.191214

1.05459

1

4

소득 불안정

774

2.489664

1.059313

1

4

고용가능성

774

2.255814

0.8243927

1

4

숙련도

774

2.828165

0.7528695

1

4

비반복성

774

3.939276

2.288999

1

10

창의성

774

2.613695

0.7043524

1

4

영향력

774

4.807494

2.163533

1

10

난이도

774

2.71447

0.6631084

1

4

활용가능성

774

2.754522

0.6586662

1

4

월평균 개인소득

774

5.074935

2.431907

1

12

월평균 가구소득

774

6.74031

2.720913

1

12

총 주택가격(ln)

774

11.44965

9.642639

0

29.93361

성별(남성=1)

774

.5697674

0.4954287

0

1

나이

774

43.40052

12.07115

19

69

학력

774

2.573643

0.9470471

1

4

2.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두 가지로,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예측에 동의하는 정도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
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주요한 독
립변수인 불안정성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경험이 모델1과 모델3에서 기술혁명
사회에 대한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도록 하였다(가설 1-a 채택). 소득 불안정에 대한
경험 역시 모델 2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
한 모델 4에서는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가설 1-b 부분 채택). 고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안정성을 겪은 경험은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지만,
소득 불안정은 다른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불안정성에서의 집합 개념을 뒷받침하는 결과
이다.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 함께 살펴 본 고용가능성은 모든 모형에서 긍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람들은 현재 일자리와 유사한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느끼면,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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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 직업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설 1-c 채택).
다음으로, 업무특성에 대한 변수들은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예측 모두에서 일관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숙련도는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가설2-a 채택). 즉,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을수록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비반복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가설2-b 기각).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것으로, 개인
은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미래에 자동화로 인하여 더 쉽게 대체될 것이라고 느
끼고 있지는 않았다. 업무가 반복되어도 자신이 해당 업무에서 숙련도가 증가하고 느
끼고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나의 직업에 부정적 영향을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고용
불안정성
소득
불안정성
고용가능성
숙련도
비반복성
영향력
창의성
난이도
활용가능성
성별
(남성=1)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
월평균
개인 소득
자산
(총 주택

Coef.

Std.Err

-.2611***

.7703

Coef.

Std.Err

Coef.
.2428***

-.3252***

.7224

미칠 것이다
Std.Err
Coef.

Std.Err

1.2749
.1075

1.1135

.3608***

1.4345

.3655***

1.4412

-.2488***

.7797

-.2443***

.7832

.3574***

1.4296

.3770***

1.4578

-.2968***

.7432

-.3281***

.7203

.0306

1.0310

.0286

1.0290

.0088

1.0088

.0119

1.0119

.1756***

1.1920

.1740***

1.1900

-.0088

.9912

-.0078

.9922

1.4536

***

.9972

.0188

1.0190

***

.3740

1.4293

-.0028

1.3236

**

.2894

1.3356

***

1.3671

.2965**

1.3451

.1315

1.1406

.1243

1.1323

.2848*

1.3295

.2798*

1.3228

-.2329

.7922

-.2104

.8103

-.0006

.9994

.0012

1.0012

-.0020

.9980

-.0030

.9970

-.0113

.9888

-.0187

.9814

.0055

1.0055

.0108

1.0109

.0114

1.0115

.0141

1.0142

-.0325

.9680

-.0373

.9633

.0439

1.0448

.0369

1.0376

.0750*

1.0779

.0704

1.0730

-.0004

.9996

-.0020

.9980

.0037

1.0037

.0033

1.0033

**

.2803

.3127**

.3572

가격)(ln)
종사상지위
주 : * p<0.1, ** p<0.05, *** p<0.01

.6581

1.9312

***

.6559

1.9270

(생략)

한편, 통제변수 중 개인 성향인 창의성과 영향력에 대한 변수는 모두 자신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대한 예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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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변수들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혁
명 사회에서의 변화로부터 자신의 고용을 보장할 것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중 난이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그 방
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였다. 과학기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영향에서는 이러한 예상
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미
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이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과학기술의
영향 자체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이해하
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자신이 받게 될 영향을 긍정이
든 부정이든 크게 동의한다고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대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자신의 삶
에 대한 예측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주요 독립변수인 불안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절대적인 소득을 의미하
는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한 종사상지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VI. 결론
사회정책에 대한 통념 중 복지가 삶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의
혁신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논의
에 따르면, 사회정책을 통하여 사람들이 삶에서 소득 및 고용에서 불안정성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은 과학기술로 인한 미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의 혁신성에 도움
이 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불안
정성 경험은 기술혁명이 이루어진 사회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업무를 통하여 숙련도가 높아지는 직종의 경
우,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이 노동
의 불안정성을 겪을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
사한다. 물론 모든 업무에서 숙련도 증가만을 지향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고용가능성
을 높게 느끼도록 경력개발에 대한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소득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경우, 기술혁명 사회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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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통제변수로 사용한 소득 및 자산의 객관적인 수치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의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 것보다, 자신이 기대
하는 소득에서 유동성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인은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
여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업무 특성 중 비반복성에 대한 변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민들의 예측에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가들은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대체되는 직업의 주요한
특성으로 일상적인 업무인지를 언급하였으나 국민들은 이와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
신의 예측과는 다르게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 자신의 성향 및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스로에 대한 창의성 및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요소이므로 개인에게 이를 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학기술이 이해하기에 지나
치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기술혁명의 효과를 크게 인식하며, 새
로운 과학기술에 대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과학기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과학기
술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모든 변수가 단일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포함된 개념
들 중 불안정성, 업무특성 등을 개인의 응답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함
께 측정할 수 있었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에 다가온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의 방향은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
도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사회적 변화 속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
인식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분
석 결과는 개인의 삶에서 불안정성을 최대한 적게 경험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
고, 일자리에서의 유연성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숙련도가 증가하면서도 자
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업무에만 사람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업무를 강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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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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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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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포용국가는 사회혁신을 증진시키는가?

I. 서론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양극화, 청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성장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이후,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기존의 사회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와 중첩되면서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최영준, 2011).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의 둔화, 개방화의 진전,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재정위기 문제, 사회 내 격차를
심화 시키고 불균형이 확대시키는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를 가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금융자본주의의 성장이 서민층
과 중산층의 삶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과 결과 역시 빈
부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EU를
중심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2010)는 금융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무용('socially
useless') 했다는 비판 제기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경제성장만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성
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담론이 서구사회에서 주
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혁신은 “사람을 위한(for), 그리고 사람과 함께(with)”하는 혁신으로 정의된다
(EC 2013, 10-11). 사회혁신은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과
산업혁신(industry innovation)을 활용하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사회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정부와 같은 사회주체
가 가진 개별적인 노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사회적 기
업, 기업의 사회적 공헌 및 사회적 책임 활동, 시민사회의 융합적 노력과 참여를 통
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한다.
EU는 이러한 사회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럽 전역에서 사회혁신이
새로운 동력이자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EU는 2010
년에 ‘EU 2020’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은 2000년 발표된 ‘리스본 전략’이 불
평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담지 못한 채 여전히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
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EU 2020은 ‘스마트하며 지속가능하고 포용
적 성장전략’(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이라는 기
조 아래 ‘사회혁신유럽(SIE, Social Innovation Europe)’을 주요 기치로 내세웠으며
(EC 2010), 유럽 전역의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 구축과 연구를 위해 기금을 지원하여
왔다(Simon & Julie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사회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실천이 전개되어왔다. 국가적
인 차원에서는 협동조합법, 사회적 기업법과 같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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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화폐 운동, 로컬푸드 운동, 안
심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혁신에 대한 제
도적 지원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역량 수준이 낮아 관주도적인 성격
이 강하며, 사회적 기업 등 주요행위자의 경우에도 사업 중단 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주요행위자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성장만으로 난제화 되어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혁신은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현장 조직을 결성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주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양에 초점을 둔 분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회혁신의 근본적 동력은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
을 가진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최영준,
2018).
이에 본 연구는 ‘사회혁신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
으로 개인단위의 사회혁신활동을 추동하는 거시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
회혁신은 개인과 기업, 비영리조직, 소셜벤처 등 다양한 미시적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추동되지만, 이에 기반이 되는 거시적 맥락은 사람들의 선호와 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chavarria & Reynolds, 2009). 즉, 사람들은 선호와 행태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을 형성하거나 발현시켜주는 거시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적 관점에 기반 한 혁신연구는 경제
부문의 혁신논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슘페터(Schumpeter, 1934)는 국가의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혁신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의 차이가 발
생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창업활동이나
혁신이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짐을 지적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Giannetti &
Simonov, 2004; Acemoglu et al, 2006; Gries

& Naude, 2010).

사회혁신 영역에서도 혁신을 추동하는 행위자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구조, 환경
으로 구성된 생태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TEPSIE, 2014) 그러
나 최근 사회혁신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가 대체로 사례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혁신과정의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도로 다소 단편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어 경험적인 자료를 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
정신모니터(GEM)과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활용하여 거시적 맥락변수
와 개인의 자원, 특성,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회혁신과 관련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4장에서는 수집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통계결과 및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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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사회혁신의 개념
혁신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생산방법, 제품의 발명 또는 창출을 의
미한다(Schumpeter, 1942; Manu 1992; Shane & Venkataraman 2000). 혁신은
경제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혁신은 제품과 과정의 혁신 또는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Edelman et
al., 2010), 기업연구(organisational studies)에서는 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위해 시도되는 새로운 변화를 기술혁신과 구분되는 비기술적 혁신을 사회혁신으
로 지칭하기도 한다(Damanpour, 1991). 이는 조직 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
무방식, 작업조직, 외부관계 등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CSR 및 제3섹터와 기업활동이 연계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2000년대 주요화두로 등장하였고,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는 점차 기업활동을 넘어 사회
전체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3). 특히 영국의 NESTA나
Young Foundation과 같은 씽크탱크에서는 기업 부문의 혁신과 구분되는 사회혁신
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강조하여왔다(NESTA, 2007; Mulgan 2006, 2014; Young
Foundation 2012).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시장기제를 통해 해결이 어
려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러한 정의는 국가나 비영리, 기업, 개인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종류
의 활동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 도움이 되며 좋은 것’이 모두 사회혁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송위진, 2016).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엄밀히 정의
되기 보다는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개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EC 2013, 14), EU
에서는 사회혁신의 개념의 개방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혁신이 다른 긍정적 사회변화
와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3). 이
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TEPSIE(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니즈(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그 목표와 수단이 사회적이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니즈는 시민사회와 취약계층의 자원에의 접근성과 영향력을 향
상시켜 사회관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TEPSIE, 2014: 14-15). 취약계층에 초
점을 두는 경우, 기존의 해결책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소
외된 집단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사회전체의 역량을 강화시시키는 모든 변화와 변화를 위한 노력을 말한다(Young
Foundation 2012, 18). 이러한 개념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은데, 기업
영역에서 사용되던 비기술적 혁신과 소외계층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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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관계의 변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1. 사회혁신 개념의 도식

출처: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회혁신의 개념은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
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 실천, 조합과 배열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 보다는 ‘개인으로서 시
민’ 혹은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시민사회’를 문제해결에 있어서 핵심 주체로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혁신의 조건
그렇다면, 사회혁신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 이에 대한 가장 고전적 논의 중
하나는 시민사회론이다. 토크빌(A. Tocqueville)에 따르면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와 자율성과 다원성과 같은 시민적 습속
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시민사회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위치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중간영역이다. 토크빌의 시민사회론은 국가주의와 국가권력 확대의 위험성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종속되지 않는 시민사회 영역을 활성
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토크빌의 시민사회론은 현재에도 꾸준히 재조명되며 사회
내에 소속된 개인들의 연대감과 소속감, 공공정신의 고양함으로써 경직성과 비효율과
같은 국가실패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신광영, 1994; 김호기
2000; 안소현, 2000; 홍태영, 2001; 박희봉, 2002).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고전적 관점과 구분되어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관계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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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보다는 호혜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Rothstein(2001)은 다
른 유럽국가의 시민들에 비해 스웨덴의 시민이 자발적 참여와 연대감이나 공공정신이
높았으며, 자발적 결사나 지역사회 내 모임에 대한 참여율이 더 높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시민사회
지수(civil society index)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진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민주의 국가들은 시민사회지수에서 가장 상위 그룹을 구성하
고 있다(Economist, 2015). 국가의 활동성이 높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활
동성이 함께 높다는 것은 국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이 개인의 활동
성을 저해하거나 구축하기 보다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활동성을 고양할 수 있음을 제
시한다. 즉, 국가의 활동성이 시민사회의 활동성을 구축하는 관계 보다는 이 두 주체
의 활동성이 양립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의 활동성이 높으면 무조건 사회혁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
다. 앞서 토크빌의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 활동은 시민사회와 이
에 속한 개인의 활동성을 구축(crowding out)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Rothstein(2001)은 사민주의 국가들이 높은 국가역량과 신뢰와 사회적 자
본으로 제시되는 높은 시민역량을 가진 사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들 사회가 가
진 시민사회적 독특성에서 찾고 있다. Rothstein은 시민사회가 가진 독특성을 ‘조직
화된

개인주의(organized

individualism)’

혹은

‘연대적

개인주의(solidaristic

individualism)’라는 속성에 주목한다. 이때 연대성은 집단주의(collectivism)를 의미
하지 않는다. 여기서 집단주의는 집단 내 속한 개인들이 같은 가치지향을 가지고, 비
슷한 삶의 양식(lifestyle)을 공유하며 같은 조직에 속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된
다. 반면, 연대적 개인주의는 개인들이 타인에 대해 자발적 지원(willing to give
support to other individual)을 제공하면서도 타인은 자신과 다른 가치를 지향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하나의 집단이기에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삶의 양식과 조직적 노력(organizational effort)을 펼칠 수
있음에도 자신이 타인을 지지하듯 타인도 자신을 지지할 것에 대한 믿음이다
(Rothstein 2001, 219).
이에 본 연구는 개인들 간의 상호지지를 통해 만들어진 안정성이 사회혁신을 추동
하는 주요한 조건일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는 완전히 새로운 논의
가 아니다. 서구유럽에서는 경제성장률 침체와 고용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
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시한 바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자유시장경제 모델
의 탈규제 유연화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안정성을 결합한 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왔
다(조돈문 2014). 즉, 노동시장 내에서는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지더라도, 해고된 사
람의 생활이 국가를 통해 보장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다면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
(insecurity)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고용주에게 노동/고용과 관련
해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국가가 분배를 통해 삶의 안정성
을 보장해주기 위한 관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상보성(complementarities)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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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redgaard and Madsen, 201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안정성을 결여된 상황에서 유연성만 강
조됨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전병유(2016)는 유연안전성의 실행되
는 방식은 유연안정성이 고용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합의를 수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권력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 유연안전성
은 결국 유연성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일한 수
준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이 아닌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데 치중되어 개혁이 이루어졌
다고 비판하였는데, 안정성은 재정안정화를 강조하는 정책적 맥락에서 충분히 강조되
기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유연안정
성 모델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주요한 조건임을 보여주는 중
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Muffels and Wilthagen, 2013). 네덜란드 및 북유럽 국가
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관대한 소득보장은 자발적인 직업이동(job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가능성을 높임으로서 낮은 직업보호(job security)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성이 전제될 때, 유연성은 개
인에게 안정성 부여를 통해서 자발적인 직업이동이 가능하게 하며 기업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은 영리적 및
비영리적 파트너, 기부자, 자원 봉사자, 기업들과 연계하며, 이들의 활동은 다양한 형
태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발생시키는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3. 사회혁신에 대한 선행연구
서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전략
임을 지적하면서 사회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를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에 초점을 두는 연구와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자에 초점을 두는 연구의 경우,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사회혁신을 촉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앙트레프레너(entreprenur)로서의 개인과 조직이 사회혁신에 있어서 핵심적
인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Phills et al., 2008; Nicholls and Murdock, 2012; Pue
et al., 2015). 이러한 연구에서는 누가 사회혁신가가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여왔다. Bacq et al.(2016)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9을 활
용하여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혁신활동을 비교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
향성이 사회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acq et al.(2016)는 기업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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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비중을 두는 경우 사회혁신활동에 참여할 가능
성을 높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적 관점은 특정한 구조가 사회적 변화를 불러온다는 관점보다는 구
조나 맥락이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Novy and Leubolt, 2005;
Cajaiba-Santana 2014).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경제/경영학 부문에서 혁심 담론에
서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Moore, Westley, and
Nicholls 2012), 국가 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크기(Kortum & Lerner, 2001)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식은행 제도(De Bettignies & Brander, 2007) 등이 잘 마련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창업과 기업가의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환경변수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제시되
어왔는데, 사회문화와 같은 거시적 맥락에 창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혁신
을 장려하고 사업 실패에도 너그러운 문화에서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
되어왔다(Busenitz and Lau, 1996; Koo, Bae, & Kim, 2009). 보다 최근에는 혁신
과 사회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Robeyns(2005)와 Harrisson
et al.(2012)은 사회보장제도가 민주적 참여와 인간의 역량을 증진시키며 이는 혁신을
추동하는 주요한 기저변수라고 보았다. 사회적 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혁신활동이 활
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일련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Lundvall 2002; Castells
and Pekka 2002; Arocena and Sutz 2012), Ranis and Stewart(2005)은 선진국
이 자신의 자원을 의료, 교육, 사회정책에 집중함으로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긍정
적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혁신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혁신에 대한 국
가 간 비교 연구로는 Salamon(2010)이 있다. Salamon(2010)은 기존의 제도가 비영
리섹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
업의 국가별 차이는 국가별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2000) 및 Salamon and
Sokolowski(2010)의 연구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Kerlin(2009)은 이를 사회
혁신과 연관성에서 접근하며, 거시적 제도와 과정이 사회혁신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
다고 제시하고 있다. Griffiths et al.(2013)은 2019년 GEM을 활용하여 거시적 맥락
적 요인들이 사회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시적 수준변수로 사회정치
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을 구분하고 사회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erlin(2013)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틀을 차용하여 제도적 맥락이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 거버넌스, 복지지출, 문화와 경제적 변수가 개인의 사회혁신활동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유형과 경제적 수준이 사회혁신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Cajaiba-Santana(2014) 역시 제도와 사회시스템 위에
서 개인의 활동양상이 정해지고, 이는 사회혁신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관계에 대해 경험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GEM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인데, GEM은 개인의 기업가적 활동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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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비교가능한 자료로서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사회혁신활동과 관련한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Hoogendoorn(2016)는 34
개 국가에 대해 국가수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제도적 환경, 법치수준(rule of
law), 사회적 기업 비중, 정부의 공공지출이 사회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수준의 연구에 이어 맥락을 반영한 개인수준의 연구들이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Kerlin et al.(2015)은 2009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낮은 경
제수준을 가진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은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Griffiths
et al.(2013)은 종교의 자유 허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ponte et al.(2019) 역시 Kerlin et al.(2015)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2015년 GEM 자료와 UN HDI(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Index)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총생산(GNI)가 낮은 국가일수록 사회혁신
활동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발전수준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
제발전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혁신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지역사회 및 사회공동체를 위해 전개되는 사회혁신활동은 일정 부분 국가
체제의 미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즉, 국가체제가 미발달한 저개발 국가의 경
우, 민간에서 국가 대신 지역공동체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혁신활동과 IHDI의 부정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사회혁신에 있어서 소득과 같은 경제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맥락은 적절히 반영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EM 자료는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 속한 54개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제도변수들은 주로 OECD 가입국가을 대상으로
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의 범주를 OECD 국가로 한정하고 혁신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사회보장 수준을 주요변수로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들이 위치
한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사회혁신의 양상과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으며, 주요한 제도
변수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OECD국가로 분석범주를 한정
하면, 보다 다양한 제도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
업에 대한 가치관, 태도, 자기효능감 등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영향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수준의
인지를 형성한다(이채원, 2017). 이러한 거시사회적 맥락은 새로운 사회혁신을 도모하
려는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 환경의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외부요인들은 개인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난
다(Krueger et al., 2000; 한길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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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법론
1. 자료와 변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Adult

Population Survey(APS) 데이터를 활용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GEM APS에서
사회혁신활동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최신데이터이며, 창업 관련 국가 간 비교
를 수행한 자료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에 주목
한 데이터로 국가수준 혹은 지역수준 통계로만 존재해 분석할 수 없었던 개인의 각종
기업가적 활동 및 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에 대해 포착해내는 데 유용하다. 분석
에 포함된 국가는 2015년 GEM APS 조사 국가 중 OECD에 가입되어 있는 28개 국
가의 사회혁신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성인이다. GEM 자료는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위치해 있는 54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국가들은 세계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요소주도형

경제

(Factor-driven Economy), 효율주도형 경제(Efficiency-drivenEconomy), 혁신주도
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로 구분한다. 요소주도형 국가는 총 8개 국가
로 아프리카지역 3 개국,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5개국이다. 효율주도형 국가는
총 24개 국가로 아프리카지역 4개국,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4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1개국, 유럽지역 7개국이 속한다. 혁신주도형 국가는 총 20개 국가
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3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9개국, 유럽지역
11개국이다. 본 연구는 OECD 가입국가를 분석범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혁신주도형
경제국가인 한국, 대만, 호주,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포함되었고, 크로아티아, 폴란
드, 헝가리, 멕시코, 칠레와 같은 일부 효율주도형 국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APS는 개인의 기업가적 속성, 활동 및 열망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설문한
것으로, 매년 국가별 약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한다.1)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의 사회혁신활동에 대한 시도 의사 또는 경험 여부이
다. 개인이 스스로 지역사회, 사회적이거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회혁신 활동을 참여
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대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데이터에서 “당신은 혼자 혹은 다른 사람
과 같이 사회적, 환경적,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Are you, alone
or with others, currently trying to start or currently leading any kind of
activity,

organization

or

initiative

that

has

a

particularly

social,

environmental or community objective?)”라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노동활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탈규
1) 2015년 자료의 경우, 스페인,

멕시코, 스웨덴의 경우, 3000명 이상의 샘플이 추출되
어 이 경우는 3000명을 무작위 확률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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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만 안정성을 높게 가지는 거시맥락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다. 사회지출 지출의 경우,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고, 유연성
과 개방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표(Ease of Doing
Business),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도 지표 중 노동자유도
(labor freedom), 금융자유도(monetrary freedom),를 활용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조건으로 실업률 지표를 적용하였고, 문화적 변수로 Griffiths et al.,(2013)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과 기부 수준을 활용하였다. 이외에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자연로그변환한 값을 이용하였다. GDP는 한 나라
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
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한다.
이외에 개인수준의 인구사회적 요인을 통제하였는데, 교육수준은 개인별로 국제표
준교육분류(UN ISCED)에 따라 구분한 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연령 수준은 개인별로
일의 자리까지 표기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자료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
한 자기보고(self-reporting)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개인변수에서 개인의 심리자본 혁
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가정신을 높인다고 논의되어왔다(Cohn & Fredrickson,
2009), 이는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근되는데, 사회혁신활동이 경제부문에서
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활동에
있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ron

et

al.,(2016)은

심리자본

(psychological capital)이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면서 심리자본의 강화가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낮출 때 창업가의 연령이 조절변
수 역할을 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그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나이가 많을
수록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어 심리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설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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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설명
구분
종속변수

1수준 독립변수

변수
사회혁신

사회혁신활동 여부 (없음=기준)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자=기준)

연령

응답자의 연령 (연속변수)

학력

응답자의 학력(0=없음, 1=중등수준,
2=중등이수, 3=고등, 4=석사이상)

소득

응답자의 소득(하=기준, 3수준)

기술수준

기술 보유 유무(없음=기준)

심리자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없음=기준)

종사상지위

전일, 반일, 자영업 여부(무직=기준)

비즈니스

이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용

용이성 인식

이하다 (아니다=기준)

가구원수

가구 내 구성원 수 (연속변수)

GDP

GDP의 로그값

실업률

2수준 독립변수

내용

노동인구(labour fource) 대비 실업
자 비중

출처

GEM 2015

세계은행
OECD
F

o

Labour
r

c

e

Statistics

지니계수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세후)

OECD

사회지출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OECD SOCX

창업(Starting a business), 자산
취득 및 유지(Registering property),
세금(Paying taxes) 및
계약(Enforcing contracts) 등
10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규제에 대한
종합 성과지표

세계은행

노동보호 법제 및

H e r i t a g e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Foundation

비즈니스 용이
성 지수

노동자유도
여성의 경제활

만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

동 참가율

인구의 비율(%)

기부지수

국민 중 기부한 지수

O E C D ,
Employment
Outlook 2018
Giving Index

2. 분석모형
지역의 특성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각 개인 또는
가구가 밀집되어 형성된 커뮤니티 맥락(context)에 따라서도 개인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는 지역사회 요인을 따로 고려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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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맥락 효과를 견지하여 진행된 연구들
은 개인과 국가적 맥락이 서로 다른 수준, 즉 위계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 주
목한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는 개인보다는 상위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거시적
인 분석결과가 미시적인 부분을 간과, 결여하는 경우인 생태학적 오류(Robinson,
1950)와 그 반대의 경우인 원자학적 오류(Alker, 1969)의 문제가 발생한다(이성우, 조
중구, 2006).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
된다.
다층모형은 두 변수간의 관계가 수준이 달라져도 계속 유지되므로 개인수준에서
연구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집단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박원우·고수경,
2005).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혁신수준에 대해 연구할 경우 국가의 구성
단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 또는 기업 수준에 현상이 무시되는 생태학적 오류
(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개인 또는
기업 수준의 현상과 관계성을 국가 수준에서 일반화 하게 되는 원자적 오류
(Atomistic Fallacy)에 노출된다. 다층모형은 생태학적 오류와 인지적 오류를 줄이고
수준 간 상호관련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Daft,
2004).
본 연구모형은 자료가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상
위 수준과 하위 수준 간의 분산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수준의 차이 정도를 파
악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무조건모형에서 결과변수의 평균
(Intercep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국가 수준의 평균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수준 분산이 전체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2)라고 하는데 집단내상관(ICC)값이 최소한 0.05 이상이면 다층모형
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홍세희, 2007), 무조건모형의 집단내
상관 계수는 0.13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료의 위계 구조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다층모형(multilevel
linear model)은 오차항이 모든 위계에서 정규분포함을 가정한다(이성우, 조중구,
2006).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니므로 연계함수(link function)를 이항로
지스틱/프로빗모형을 연계함수로서 차용한다. 다층모형은 종속변수의 형태와는 관계
없이 임의효과의 절편, 기울기 존재 여부 에 따라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임의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로 구분된다. 즉, 지역 간 차이
를 절편에만 두는 것인가, 아니면 절편과 기울기에 모두 두는 것인가의 여부가 두 모
형의 구분 근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때의 임의효과란 절편 및 기울기의 추정계수
2) 다층모형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일관성(Consistency)의 정도를 평가 하는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는데 집단내상관(ICC) 값이 사용된다(Bliese, 2000; Kozlowski & Klein, 2000). 급내상관(ICC)
값이 0.05보다 낮으면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하며, 0.05 이상이면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볼 수 있으며, 모형 내 변수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김은영 외, 2018, 홍세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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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수준인 지역 혹은 집단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절편모형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임의효과가 절편에만 존재하고 있는 임의절편모 형을 적용하는 것이 독립변수별
영향을 고려한 종속변수의 지역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임의효과가 절편에만 존재하는 경우 국가별 종속변수의 기울기는 동일하나
절편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별 종속변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임의효과가 절편 이외에 기울기에도 존재하면,
임의효과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별 종속변수
의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
산 형태의 종속변수의 자치구별 임의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도 임의효과가 절편 모형
에만 존재하는 것이 분석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모형을 도
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사회혁신 =  0 +  1GDP +  2실업률
2단계:
사회혁신 =  0 +  1GDP +  2실업률 +  3사회지출
3단계:
사회혁신 =  0 +  1GDP +  2실업률 +  3사회지출 +  4비지니스용이성지수 +
 5노동자유도

4단계:
사회혁신 =  0 +  1GDP +  2실업률 +  3사회지출 +  4비지니스용이성지수 +
 5노동자유도 +  6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국의 사회혁신활동 수준을 비롯한 여러 개인변수와 거시
수준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분석에 이용된 26개국 전체 표본
의 사회혁신활동(social innovation activity) 경험 여부를 국가별 비율로 각각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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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사회혁신활동의 수준은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투자정책의 수준이 높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기반
으로 한 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이 사회혁신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불평등이 높은 자유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뉴질랜드와 호주, 미
국은 나란히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수주의 레짐에 속해있는 독일과 스페인, 네
덜란드는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사회혁신활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에 한해 분석하는 것이므로 전수
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국가들 대비 한
국의 사회혁신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
출과 규제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성은 낮으나 규제는 수준은 상당
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가별 사회혁신활동 비교

출처: GEM 2015

그림 2와 그림3은 독립변수인 보장성과 유연성을 국가별로 비교한 값이다. 사회지
출로 제시되는 사회적 안정성의 수준은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멕시코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 용이성와 노동자
유도의 경우, 세계은행의 지수는 낮을수록 용이하며, GEM에서의 조사수치는 높을수
록 용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에스토니아 등이 공통적으로
용이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GEM과 세계은행에서의 조사수치는 약간 다
르게 나타났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스웨덴의 경우, 높은 보장
성과 높은 포용성을 동시에 가진 국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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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사회지출 비교

출처: SOCX 2015

그림 4. 국가별 유연성 지표 비교
(좌: 노동자유도 지수, 우: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용이성 지수)

출처: SOCX 2015

표 2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인수준의 통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표이다. 사회혁신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7.6% 수준이다. 교육수준의 경
우, 42%의 응답자가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서 34.2%는 대학교육, 그리고 7.6%가 석사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국
가가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를 포함한 샘플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다. 창업을 위한 기술보유에 있어서도 43.4%가 창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되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사용하였으며 상, 중,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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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3%의 비중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와 달리 결측값
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개인수준 변수를 활용하여 다
중대체 방법3)을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노동지위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
하고 있는 개인은 9.4%, 파트타임은 11.6%, 그리고 자영업은 35.1%로 제시되었다.
표에서 제시되는 않았지만, 노동지위를 국가별 분포로 보면 전일제 노동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49.8%), 노르웨이(42.1%), 라트비아(40.7%), 한국(40%), 포르투갈(37%)이
며,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18.5%), 미국(20.2%), 이스라엘(22.3%), 그리고 이탈리
아(23.2%)이다. 또한 본인이 현재 은퇴, 실직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중은 노르웨이(19.1%), 독일(23.4%), 라트비아(24.1%)가 가장 낮고, 스페
인(50%), 이탈리아(49%), 그리고 이스라엘(47.4%)가 높게 나타났다.
표 2. 개인수준 기술통계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혁신활동성

61,582

0.076

0.264

연령

61,673

43.161

14.886

성별

62,125

0.505

0.500

중등

61,462

0.158

0.365

중등이수(secondary
degree)

61,462

0.367

0.482

대학교육(post
secondary)

61,462

0.342

0.475

석사이상

61,462

0.076

0.264

창업을 위한 기술

59,004

0.434

0.496

실패에 대한 두려움

58,819

0.444

0.497

중간계층

51,150

0.327

0.469

상위계층

51,150

0.333

0.471

61,470

3.155

1.665

전일제

61,053

0.094

0.291

파트타임

61,053

0.116

0.320

자영업

61,053

0.351

0.477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가구원수

노동
지위

주 1)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제외

3) 다중대체법은 가능한 대체 값의 분포에서 추출된 서로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처리한 복수의 데이터셋
을 생성한 뒤(imputation phase), 이들 데이터셋에 대하여 각각 분석을 수행하고(analysis phase),
그 결과 얻은 모수의 추정량과 표본오차를 통합하여 (pooling phase) 하나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다(고길곤, 탁현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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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층모형 분석결과

사회혁신 활동 참여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분석을 위해 먼저, 국가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살펴보고 이 모형을 통해
얻은 기초적 정보를 토대로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적용하여 인
과관계를 추정하였다. 먼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다. 무조건 모형은 모형 2～3을 해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모형으로 다층모형의 실
시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무조건모형의 검증결과,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상수항의
값이 -2.66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제시되어 다층모형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상위수준에 속한 하위수준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집단내 상관관계
(Intra-class correlation)를 계산해보면 0.13으로 나타나 국가간 분산비율을 계산해
보면 전체 분산 중 13.%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모형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원규모가 크며 자영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혁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제
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창업연구나 혁신연구와 유사한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계수값 역시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의 시민성과 혁신경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석사이상
교육수준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사회혁신에 대한 참여와 관련한 계수값이 가장 높았
다.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며, 고
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주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짐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은 생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창업이나 혁신 연구에서 나타나
는 결과와 일치하는데,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사회혁신에 대한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회혁신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언급한 변수들은 교육에서 중등교육 이수 이하 및 중간소득층이라고 응답한 제외
하고는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파트타
임인 사람들이 현재 무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사회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혁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 18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 5에서 개인이 지각한 사업하
기 좋은 환경은 사회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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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층모형 분석결과

모형1
s.e


개인수준 변수
연령
성별(기준: 남성)
교육수준(기준: 없음)
중등수준
중등이수
대학교육
석사이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기준: 없음)
기술수준(기준: 없음)
소득수준(기준: 하)
중
상
가구원수
종사상 지위(기준:무직)
전일제
파트타임
자영업
국가수준 변수
GDP(로그)
실업률
사회지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 자유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회통합
상수
Random-effects
Parameters

모형2

-0.004
0.003

**

0.159
**
0.338
***
0.811
***
1.244
***

-0.189

***

모형3
s.e


**

s.e


**

(0.001)
(0.035)

-0.004
0.003

(0.001)
(0.035)

-0.003
-0.011

(0.001)
(0.036)

(0.107)
(0.100)
(0.099)
(0.107)

0.158
**
0.335
***
0.808
***
1.242

(0.107)
(0.100)
(0.099)
(0.107)

0.159
**
0.338
***
0.807
***
1.245

(0.107)
(0.100)
(0.099)
(0.107)

(0.036)

-0.187

(0.036)

-0.188

***

***

**

***

(0.036)

0.681

(0.037)

0.683

(0.037)

0.687

0.010
***
0.159
**
0.041

(0.051)
(0.048)
(0.010)

0.010
**
0.159
*
0.041

(0.051)
(0.048)
(0.010)

0.009
*
0.156
*
0.042

(0.051)
(0.049)
(0.010)

0.048
***
0.404
-0.029

(0.065)
(0.049)
(0.044)

0.027
0.075
***
0.432

(0.044)
(0.067)
(0.053)

0.033
0.074
***
0.428

*

(0.044)
(0.067)
(0.054)

0.001
*
-0.077
0.031

(0.336)
(0.027)
(0.024)

-0.189
***
-0.087
*
0.045
**
0.019
**
0.017

(0.407)
(0.023)
(0.021)
(0.006)
(0.008)

1.926

(2.089)

*

(0.038)

-3.599

(0.179)

-3.615

(3.423)

0.003
-4.752

(0.008)
(3.456)

0.647

(0.093)

0.548

(0.079)

0.443

(0.066)

***

선행연구와 달리 GDP 규모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현재 분석샘플이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국가를 대신해 민간부문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
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활동들은 대체로 정책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지출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가지는 것과 연관하여 해석되는데, OECD 국
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회보장이 잘 제공된 국가일수록 사회혁신이 활발하게 나
타난다. 또한, 실업률이 낮을수록 사회혁신활동을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거시적
으로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사회혁신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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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자율성에 대한 변수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의 기업활동용이성 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노동자유도(labor freedom)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혁신
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기업활동용이성지수의 경우, 낮은 점수일수
록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노동자유도와 반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
즈니스 규제와 노동에 대한 규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회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거시맥락변수와

사회혁신활동의

관계를

2015년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Adul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기반으로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시맥락적 변수가 사회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지출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며 규제가 낮은 국가의 개
인은 사회혁신활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유효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주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거시맥락적 요인을 포괄으로
고려한 다차원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셋째,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의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다. 사회혁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사회혁신과 영향 요인들에 대해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우선 데이터의 한 계로 산업군별, 기술 수준별,
기업의 규모별 고려를 하지 못 하였으며 횡단면 분석만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전수조사 데이터가 아님에 따라 예상되는 한계를
내포한다. 아울러 공개되어 있는 최신 데이터가 2015년 자료였던 관계로 최신 경향을
포착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실
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면 연구의 실증적 의의가
더 커질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국내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다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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