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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처주의는 영국이 ‘영국병’으로 신음하던 때에 태동하여 경제 영역에선 통화주의

에 기초한 자유방임적 자유 시장 정책을 단행했다. 반면, 비경제 영역에선 강력한 국

가를 동원하여 이런 자유로운 시장과 보다 역동적인 사회의 건설에 우호적인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이로써 대처주의는 영국 경제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강력한 군사·외교 정책과 더불어 국가적·민족적 자긍심을 강화했다. 동시에 노동당이 

실용적인 중도 좌파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가능케 했던 대처의 강력한 개인적 리더십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제왕적·권위적으로 

변해갔으며, 경제적 및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된 가혹하고 분열된 사회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해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이런 양면성의 유산 때문에 대처와 대처주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까지 

대처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

과 사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점 등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처는 보기 드문 리더십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진정한 정치

인’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재 ‘영국병’과 유사한 ‘한국병’을 앓

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처주의 유산을 깊이 성찰할 때이며, ‘진정한 정치인’과 탁월한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주제어: 대처주의,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 자유 시장, 강한 국가,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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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13년 4월 8일, 1975년부터 영국 보수당을 이끌며 1979-90년에 영국 총리를 지낸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가 서거했다. 이날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영화 『철의 여인(Iron Lady)』(2011)에도 삽입됐던 락 풍의 노래, ‘나

는 마가렛 대처와 사랑에 빠졌어요(I’m In Love With Margaret Thatcher, 1979년 

곡)’를 부르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영국민과 해외에서 온 조문객들은 웨스

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에서 출발하여 세인트 폴(St Paul) 성당에서 거

행되는 그녀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 대가이자 지도자였

던 대처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편

히 잠드소서, 철의 여인이여(Rest in Peace, The Iron Lady).’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과 영국의 여러 도시, 특히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틀랜드의 도시들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딩동! 

마녀가 죽었다(‘Ding Dong! The Witch Is Dead!’)!라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939)』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며 ‘환호’했다. 그녀의 죽음에 욕설과 독설을 퍼

붓기도 했으며,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자. 경쟁 입찰에 부쳐 최저가에 낙찰

시키자’”라는 조롱과 함께 과거 그녀가 총리 시절에 시행한 민영화 및 복지 축

소 정책에 대한 해묵은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노래는 갑자기 아이튠즈 

음악 다운로드나 아마존 싱글차트 등 영국의 여러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

고, BBC도 논란 끝에 5초 동안 이 노래의 일부를 내보냈다. 그나마 기존의 헤비

메탈 앨범의 제목(Megadeth 그룹의 <Rust in Peace (1990)>)을 활용하면서 여기에 

위트와 유머를 섞어, “철의 여인: 편히 녹스시길(The Iron Lady: May She Rust in 

Peace)!”이라고 표현한 벽 낙서(graffiti)는 ‘품위’ 있는 편에 속했다. 이런 극단적

으로 상반된 반응은 영국 너머 국제 사회에서도 널리 나타났다(김이재(재인용); 

손희동; 이성훈; Odone(인용); Swinford; The Telegraph). 

무엇이 총리에서 사임한지 23년이나 지난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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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이 현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점 하나는 대처는 갔지만 대처와 대처주의(Thatcherism)가 남긴 유산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여전히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초 현재 영

국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거시 경제 지표가 최상위에 속하는 편이면서도, 영국 역시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 늘어나는 정

부 재정 적자와 복지 예산,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유럽 내 난민사태 등으로 발생

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에 

가입한지 43년 만에 브렉싯(Brexit)을 결정함으로써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근본적으

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대처주의의 부정적 유산이 발

현된 것일까? 아니면 대처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리더십이 다시 제공되어 대처주의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까? 그녀가 남긴 유산의 본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처주의가 출현했던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II. 대처주의의 역사적 맥락  

1929년 대공황은 고전경제학에 기초한 소위 ‘자본주의 1.0’의 시대를 종식시켰다. 

고전경제학은 질서, 균형과 조화, 항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계몽주의의 기계론적 우주

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 역시 합리적이고 유익한 법칙, 즉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작동하고, 이런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더라도 항상성이 작동하여 곧 다시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회복한다고 

생각했다. 고전경제학을 신봉했던 여러 나라의 정부들, 특히 영국 재무성은 균형예산

(balanced budget)을 금과옥조로 여겼고 적자재정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불균형 상

태로 인식했다. 또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단기 경기침체나 실업은 가능하지만, 

곧 새로운 균형 상태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 경기침체나 실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유익한 법칙의 작동으로 인해 각 개인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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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적 이익의 추구가 결국 공익과 공공선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유경쟁·자유방임(laissez-faire)이 국가의 간섭․통제보다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것
이며 개인의 복지도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았다. 대공황에 대응

하기 위해 취해진 경제민족주의 차원의 몇몇 간섭주의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의 기조는 2차 대전이 발발하는 1939년까지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Peden 2000 

190-302, esp. 247-302; Middleton). 

그러나 1930년대에 영국을 비롯한 서구는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은 

구조적인 장기·대량 실업에 시달렸다. 1920년대 말-1930년대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

주의 체제는 양 극단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즉 극좌파의 스탈린식 공산주의체제와 극

우파의 파시즘·나치즘 체제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구의 여러 

좌파 지식인들은 이들 체제, 특히 스탈린의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가—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는 점은 무시하고—‘사멸중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체제라고 찬양했다. 

이들에게 대공황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failure of the market)’였던 것이다. 1930년

대 서구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이 쇠퇴하는 만큼 다양한 종류의 ‘계획

(planning)’이 점차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다(Ritschel). 

전후 냉전의 확장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시장은 후퇴하고 국가는 전진했다. ‘자본

주의 2.0’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 합의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이 합의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

론(1936)』에서 제시된 케인스주의(Keynesianism)와 전쟁 중에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 1942)에 기초하고 있었다.  

케인스(John M. Keynes)는 대공황이 수요·공급의 불균형, 즉 유효 수요의 부족 때

문에 발생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유효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고전경제학이 금기시했던 적

자재정(deficit budget)의 편성을 통한 공공지출(예: 공공토목공사, 공공 고용 확대, 복

지 확대 등)과 신용(credit)의 확대였다. 이런 방법으로 실업이 흡수되고 가처분 소득

이 늘면 소비가 늘어, 즉 수요가 창출되어 경기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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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총수요 관리 경제학은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방법이었으

며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도 했다(Clarke; Peden 1998). 한편, 2차 

대전 중에 전시 거국정부(National Government)는 대공황, 즉 대량·장기 실업으로 고

통 받았으면서도 20년 만에 또 한 번의 총력전(total war)을 맞아 희생과 헌신을 보여

주고 있는 영국민에게 전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려 했다. 이를 위해 베버리지

(William Beveridge)로 하여금 베버리지 보고서를 작성케 했다(슈바이니츠 379-408; 

존스 155-71).  

1945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처칠(Winston Churchill)에 승리를 거둔 애틀리(Clement 

Attlee) 노동당 정부(1945-51)는 혼합경제 하에서 완전고용을 추구하면서 국가 전체 

기간산업의 30% 정도를 국유화(즉, 공기업화)했다. 또한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universal social citizenship)에 기초하여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출범시켰고 조합주

의(corporatism)2)를 채택하여 노동조합과의 화합과 협력을 추구했다. 노동당이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보다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었으며,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 정책을 통한 지역 간 격차의 축소 및 누진세와 식품보조금 

지급을 통한 계급 간 격차 축소에 애썼다(Seldon 41-46; Rubinstein 75-99; Thorpe 

98-135). 

1950년대 여론은 완전고용, 복지, 성장을 선호했고, 이어서 집권한 보수당(1951-64)

도 이런 여론을 인식하고 노동당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았다. 보수주의에 전통적

으로 내재되어 있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온정주의(paternalism)적 지적 전

통 사이에서  전후 보수당은 후자 쪽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맥밀런(Harold Macmillan)

의 말을 빌리자면, “‘구 [즉, 고전적] 자유주의와 새로운 사회주의’ 사이의 중도

(midway)”를 모색했다(Seldon 51-64, 인용은 52; Green 2002 157-91). 이로써 전후 

‘합의의 정치(consensus politics)’의 시대, 버츠컬리즘(Butskellism)3)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Addison; Dutton 11-85).4)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영국은 보편적 복지를 감

당할 증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풍요의 사회(affluent society)’였다. 

자유 진영의 여러 나라가 영국식 모델을 따라서 유사한 정책을 취했다. 경제·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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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깊숙이 개입하는 큰 국가가 시대의 흐름이었다(예르긴과 스태니슬로 23-146). 

그러나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2.0’도 오래지 않아 종

말을 고하게 된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 직면하기 시작하더

니 1970년대에 들어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차 석유파동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는 적자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논리를 

폈었는데, 이런 논리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동시에 경기가 정체되거나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케인스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자본주의 2.0’ 시대에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 하에서 시행되었던 국가 주

도의 경제와 복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1970년대 영국은 고(高)실업, 고(高)인플레이션, 강성 노조

(활동), ‘복지병,’ 낮은 생산성과 성장률 등으로 대표되는 ‘영국병(British 

Disease)’에 걸린 ‘유럽의 환자’ 혹은 ‘통치 불가능한(ungovernable) 나라’라고 불

렸다. 강성 노조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기존 정책 노선의 변화도 꾀할 수 없었

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정부인지 노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탄도 

나왔다. 따라서 경기 회복에 필수적인 산업 구조조정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전

후 보편적 복지 체제는 ‘복지병’을 낳았다.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

으며,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국민들의 복지·국가 의존성(welfare·state dependency)

이 증대되어 영국 문화에서 자조·자립 정신, 도전정신, 기업가정신이 실종될 위

기에 처했다.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의 정치 시대의 영국 사회의 문화를 

대표했던 용어인 ‘관용의 사회(permissive society)’는 훌리거니즘(hooliganism, 공

공장소에서의 집단 난동과 폭력)과 주말열차 폭력으로 얼룩졌다. 노동당 정부건 

보수당 정부건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는 노조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했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달아 영국은 1976년에는 IMF로부터 긴

급 구제 차관을 받고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았으며, 이어 1978-79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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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Discontent)’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공공부문 노동조

합들의 장기·대규모 파업으로 경제, 법과 질서, 일상생활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Garnett 9-53; Rubinstein 124-47; Thorpe 157-201; 박지향 12-14, 26-33, 104). 세계

는 ‘국가의 실패(failure of the state)’를 목격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기초한 ‘자본주의 3.0’이 주도하

게 되었다. 이 흐름은 정치나 정책보다 이론 쪽에서 먼저 주도했다. 일찍이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1944)』이라는 명저를 내놨으나, 그동안 케인스에게 밀

려서 잊혀지다시피 했던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가 1974년에 노벨 경

제학상을 수상했다. 1976년에는 시카고학파의 거두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같

은 상을 수상했다. 최소한 학계의 의견은 케인스의 국가 대신 하이에크의 자유지상주

의(libertarianism)와 프리드먼의 통화론(monetarism)5)에 기초한 자유방임주의와 자유 

시장을 당대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했던 것이다. ‘시장의 귀환(return 

of the market)’이 요청된 것이다.

이런 이론과 요청을 현실 정치에서 실천한 대표 주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Ronald Reagan, 1980-88)과 더불어, 1975년부터 당을 이끌다가 ‘불만의 겨울’ 직후 

총선에서 승리하여 1979년에 총리에 취임한 대처였다. 대처는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

적 합의 하에서 추진된 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다. 대처는 완전고용의 이상을 간

단히 버리고 통화주의에 기초한 자유 시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낮은 인플레

이션을 목표로 하는 건전한 통화(sound money)와 균형예산 정책, 각종 감세와—특히 

금융 분문에 대한—탈규제 혹은 규제 완화 정책, 국유화된 기업 2/3의 민영화, 노조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권력의 축소, 복지국가의 축소를 단행했다. 한편으로는 사회민주주

의적 합의가 강조했던 ‘평등’ 대신 자조·자립,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경쟁 등을 골자

로 하는—일종의 빅토리아 시대의—윤리·도덕 기강의 강화에 노력했다. 결국 대처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체질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영국 경제 부

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그녀는 영국인들의 국가와 복지에 대한 기존의 인식, 즉 

복지·국가 의존성을 많이 바꿔 놓았다. 대처(와 레이건)를 주목하고 있던 세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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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제 대처주의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으며, 대처주의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Gamble; Green 2006 55-126; 

Thompson; 박지향 163-187; 예르긴 과 스태니슬로 147-202).  

그러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기초한 ‘자본주의 3.0’도 2008년 미국 월스트

리트 발 국제 금융위기와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그 기세가 꺾였다. 이 위기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 즉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상

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즉, 국가의 실패와 (금융) 시

장의 실패(즉, 인간의 탐욕)의 결합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대체로 현상적으

로 드러난 ‘시장의 실패’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배후에 ‘국가의 실패’도 

존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2.0’을 이끌었던 국가는 이미 1970년대에도 한 번 크게 실

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공황 이후처럼 국가

의 전면적인 귀환을 주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국가의 귀환(Return of the State)?’  

현재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추세는 한편으론 성장을, 또 한편으론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즉, ‘적절한 수준의 불평등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본주의 

4.0’의 모델을 모색 중이다. 여러 나라에서 좌파나 우파 모두 성장은 시장을 통해서 

이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국가, 즉 

복지를 통해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도 

‘복지 천국’의 하나인 스웨덴도 ‘자본주의 2.0’ 시대의 사회민주주주의적 합의 하에서 

추구했던 보편적 복지국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생산적 복지 체제를 모색 중이다. 그중

의 하나가 성장과 연계된 일하는 복지(workfare = work + welfare) 혹은 ‘근로 연계 

복지(welfare-to-(do-)work)’이다. 복지권 혹은 사회적 시민권은 권리(right)일뿐만 아니

라, 책임(responsibility)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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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처주의 정책

이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펼쳐졌던 대처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처주의의 존재 여부, 구성 요소, 특성, 효과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없다

(Evans and Taylor 219-46; Ludlam and Smith).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구성 요소와 특성들을 모아보면, 자유 시장을 지향하는 일련의 정책들, 빅토리아 시대

의 자조와 관련된 가치관들, 민족주의, 뛰어난 리더십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갬블(Andrew Gamble)은 자신의 저서 제목에서 『자유경제와 강한국가 (194

4)』라고 적절히 표현해냈다. 대처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의 ‘자유 경제’와 ‘강한 

국가’는 일견 국가의 역할 면에서 상호 모순되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상 서로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력한 기구와 권위를 가진 국가는 전후 케인스식 사회민주

주의적 합의의 실패와 내재적인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자유방임적 자유 시장 

경제의 실현에 우호적인 특정한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붕괴 직전의 경제를 부활시켜 쇠퇴하는 영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

록 기대되었다. 이렇게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III-1.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경제 개혁

먼저 대처주의가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했던 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살펴보자. 

1) 대처주의 경제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이었다. 

전후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 하에서 맥밀런(1957-63)과 히스(Edward 

Heath, 190-73)의 보수당 정권이나 노동당 정권 모두 인플레이션을 통한 성장론

에 중독되어 있었다. 이런 성장론은 안정된 통화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를 추구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는 환상에 빠졌다. 또한 1979년 이후로도 야당이 된 노동당은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의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Seldon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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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대처주의는 통화론에 기초하여 건전한 통화와 균

형예산 정책을 시행했고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7) 재무장관 하우(Geoffrey 

Howe, 1979-83)는 M3라고 알려진 조치들을 통해서 통화 공급량을 줄여 인플레

이션을 통제하려 했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성장과 완전고용의 이상을 내던져버

린 것이다. 물론 후임 재무장관 로슨(Nigel Lawson, 1983-89) 하에서 1984년 이후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의 동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며, 대처 집권 내내 반(反)

인플레이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도 또 궁극적으로 이에 성공하지도 못했

다.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을 놓고 내각과 보수주의자들 간에 종종 분열이 일어

나기도 했다. 나아가 1987년 말 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리플레이션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988년 이후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대처와 로슨이 통화주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했다.8) ‘징징거리는 자들

(Wets)’의 케인스주의적인 팽창정책으로의 복귀 요구는 주목받지 못했다. 대처

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인원이 너무 많은 산업, 특히 국유화된 산업

의 생산성을 올리려는 정책을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실업이 잠시 상승할 수 있

다고 봤다. 사실, 인플레이션만 잡을 수 있다면 만성적인 고(高) 실업도 수용할 

수 있다도 생각했다. 실제로 실업은 1979년에 150만이었던 것이 1984년엔 330만

을 돌파하기도 했다(1990년 말엔 160만으로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가진 통화주의에 대한 고집스러울 정도의 신뢰는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의 기조

가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1984년 이후 정부나 여론 모두 인플레이션과

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사실, 착각—하여 反인플레이션 정책을 그

리 중시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여론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정부로서는—고(高) 

실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더 적극적인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을 밀어붙일 이

유가 없었다(Green 2006 55-82; Johnson 27-75; 김성순 13-31; 박지향 139-49). 대

처 이후 모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



대처주의(Thatcherism) 정책과 유산  321

하고 있다.9)

2) 두 번째 자유주의 경제개혁은 민영화였다. 혼합경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의 균형을 의미했다면, 대처주의는 균형추를 후자 쪽으로 대거 이동시켰다. 대처는 국

유화된 기업의 2/3 정도를 민영화했고, 특히 공영 임대주택을 판매하고 정부 소유의 

공기업 주식도 매각했다. 이로써 시민들의 재산(주택 포함) 소유권이 증가했고, 보수

당 내에서 1920년대부터 개념이 제시되었던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가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Green 2006 83-101; Johnson 144-66; 예르긴

과 스태니슬로 184-97; 김성순 33-58; 박지향 149-52). 대처 이후 어떤 정부도 민

영화된 기업을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10) 

민영화 정책은 중간계급을 재발견하고 ‘대중 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를 촉진

시켰다. 대처는 사회와 역사의 주역을 계급이 아닌 개인으로, 개인을 생산자․노동자만
이 아닌 능력과 경쟁에 기초한 신분상승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로, 또 대중을 노동

자계급이 아닌 이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점차 증대하는 중간계급으로 정의했다. 동시

에 친(親)기업적, 친(親)자유시장․친(親)자본주의적, 반(反)사회주의적인 문화의 재건

을 통해 모든 영국인이 중간계급, 즉 자본주의 체제 내의 근면한 재산의 사적 소유자

이며 납세자가 되는 ‘대중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노력의 전제 조건으

로 대처는 사회민주주의적 합의 하에서 중간계층이 자본주의와 부에 대해 갖고 

있던 “부르주아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부를 노력과 모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

로 수용하게 하려는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도덕률”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기

도 했다. 민영화, 특히 공영 임대주택의 판매와 정부 소유의 공기업 주식의 매각

은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처가 영국민에게 제공한 수단이었으며, 

바로 이렇게 증대된 중간계급이 대처 정권과 대처주의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Jessop et al. 134-53; 박지향 18-19, 152-61, 165-71, 두 인용 165, 재인용 167; 

Green 2006 129-31).

3) 세 번째 개혁은 노동조합의 권한과 정치적 권력의 축소였는데, 이는 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이자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대처에게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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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강성 노조는 ‘영국병’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서 자유 시장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

을 뿐 아니라 국가를 통치 불능으로 만들어 결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었다. 

노조의 개혁을 위해 대처 정부는 집권 기간 중 5번에 걸쳐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했으

며, 다양한 민사·형사 소송과 강력한 정치 공세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갔다. 노

조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개별 조합원의 법적 권리와 보호권 강화,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게 한 클로즈드숍(closed shop) 제도의 지나친 보호조항 개정, 

노조 지도부 선거의 비밀 투표와 파업 전 비밀 투표의 의무화(즉, 합법적 파업만 인

정), 노조 지도자들의 경제 정책이나 경영 결정 참여를 금지시켰으며, 노조의 불법 파

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노조 귀속 및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벌금 면제 

관행 폐지 등이 새로이 규정되거나 혹은 강화되었다. 때로는 노조와의 전면전도 불사

했다. 대처는 집권 2기(1983-87)에 공산주의자인 스카길(Arthur Scargill)이 일 년여에 

걸쳐 이끈 광부 파업(1984-85)을 치밀한 준비 끝에 철저히 분쇄하고, 호전적인 노동조

합과 노사관계를 개혁하여 ‘내부의 적’을 제압함으로써, 대처주의 정책들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11)을 마련했다. 한편, 대처 정부 초기에는 민영화 정책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노조 자체의 회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권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Green 2006 102-26; Dorey; Rosamond; 김성순 83-107; 박지

향 122-35). 대처 이후 어떤 정부도 대처의 反노조 입법들을 폐지하려 하지 않았다. 

4) 네 번째 개혁은 복지 개혁이었다. 대처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복지 부문을 포함한 

공공지출의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를 선호했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처는 1987년 총선 승리 이후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교육, 연금 

등)를 약간 축소하기 전까지는 복지국가를 크게 개혁하지 않았다. 이는 복지국가가 유

권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대처

는 성장과 분배를 연결시키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구상했지만 이를 구체화 시키지 못

했다.(Pierson; Johnson 76-106; 박지향 176-84) 

5) 다섯 번째 개혁은 감세와 탈규제 정책이었다.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 합의 하에

서 부과되었던 여러 규제가 폐지 혹은 완화되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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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83%에서 1988년 40%로 인하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쟁과 자유 시장 경제

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조치들이었다(Johnson 107-43; 김성순 59-81; Green 

2006 138-45). 

III-2.‘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개혁

다음으로 대처주의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살펴보자. 대처

는 중앙의 관료주의를 개혁하여 중앙정부와 중앙당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권력을 축소했다. 대처는 영국 사회로 서서히 파고 들어오는사회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에 강력한 통치력을 다시 부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경우 노동당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방 정부는, 호전적인 강성 노조와 마

찬가지로, 자유 시장 경제와 그에 상응하는 문화의 재건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

던 것이다. 이런강한 국가’는, 드물기는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의 형성을 위해서 중

앙 정부로 하여금 시장에 간섭하도록 하기도 했다(Eric J. Evans 53-64, 122-23; 

Goodwin; Green 2006 194-95). 그러나 이런 노력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 

정부에 대한 공격과 이와 연관된 인두세(poll tax 혹은 community charge)는 대처 사

임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처주의가강한 국가’를 지향한 것은 이 국가를 통해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가 초래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존 문화와관용의 사회’에서 

나타난 무책임, 방종, 나태를 척결하고, 대신 자유 시장 경제에 우호적인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대처는 법과 질서가 엄정하게 회복되고, 그 위이 사회

적·도덕적 규율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2) 대처에게 

이런 사회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즉, 자조․자립을 위시한 성실과 노력, 근면, 검

약, 정직, 책임감, 창의성 등—을 갖춘 개인과 가족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를 의미했

다. 대처는 이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국의 역사적 전통과 위업을 강조하고 강한 국

가의 이상을 제시하여 국민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고양시켰다. 이런 노력을 통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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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국의 쇠퇴를 막고 옛 영광을 재현하려 했다(Eric J. Evans 115-24; Green 2006 

192-93; Hetzner; 박지향 15, 172-87; 홍석민 2008 302-303). 대처의 이런 의도가 다 

실현되지는 않았다. 또 대처주의가 노동자 계층을 모두 대처주의 지지자로 바꿔놓지

도 못했다. 그러나 대처주의는 국민들 간에 개인주의와 자기 개선 의식을 높여 놓은 

반면, 집단행동이나 집산주의에 대한 불신도를 높여놓았다(Brendan Evans esp. 236).

강한 국가는 곧 국가적·민족적 자긍심 및 민족주의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대처는 

1979년 집권하자마자 소득 및 가격 통제를 해제했다. 이 통제는 전후 사회민주주의 

혹은 국가주의 경제 통제의 상징으로서 경쟁적 자유 시장으로 가는 길의 주요 걸림돌

이었다. 동시에 이 통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976년에 

제시한 각종 요구와 더불어 영국에게 안겨준 국가적 굴욕의 표상의 하나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해제 조치는 국가적·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이자 영국의 세계무대에서의 주

권과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회복이라는 민족주의의 발로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시장주의적인 이 해제 조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증대에 기여하여 집권 내내 

대처를 괴롭혔다(Smith 222). 

또한강한 국가’는 대처의 뛰어난 개인적 리더십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1970

년대에통치 불가능한 나라’를 통치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대처는 국가 권력의 상당 부분을 전통적인 권력 계통(예: 내각의 여러 

위원회)을 거치지 않고 총리인 자신의 수중에 집중시켰다.부엌 내각(kitchen 

cabinet)13)이 한 예라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대처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처는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료한 비전으로 표현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국민에게 제시했다. 이런 비전은 도덕적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타협의 대

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처는 자신의 목표를 추진하는 데 누구보다 강인한 정치적 의

지와 도전정신을 발휘했으며, 실제로 뛰어난 목표 달성 능력도 보여주었다. 그녀에겐

파이터와 같은 스타일의 리더십과 흉내 내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이다. 

대처는 때론 여성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강한 남성성이 가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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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적인 이미지를 내세워 이런 카리스마와 강력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철의 여인(Iron Lady),싸우는 매기(Fighting Maggie),암탉 아틸라(Attila the 

Hen)같은 이미지가 대처의 이런 면을 잘 나타낸다(Moon; Mulroney; Antonio; 박지

향 191-211, 217-20, 249-64, 268-76). 

이런 총리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개인적 리더십이 잘 발휘된 한 예가 포클랜드 

전쟁(Falkland Islands War, 1982)이었다. 집권 1기(1979-83)에 아르헨티나 군부가 포

클랜드를 침공했다. 하자, 내각과 당 내의 반대는 물론 대서양 동반자인 레이건 
대통령도 전쟁을 반대했다. 심지어 모든 상황 정보를 입력하고 전쟁 수행 여부를 물어

본 컴퓨터도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는 스스로 신중하

게 결단을 내렸다. 계절(겨울), 무기, 보급 면에서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 8천 마

일이나 떨어진 남대서양의 작은 섬에 신속하게 함대를 파견하여 해전과 대규모 상륙

작전, 그리고 3주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아르헨티나에게서 항복을 받아냈다. 아르

헨티나의 군사정권은 곧 붕괴했다. 이로써 대처는 영국의 군사적·외교적 위상을 강화

하고 국가적·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심도 고취시켰다. 대처와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도도 급상승했다. 이제 국민은 대처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했던 얘기들을 실제로 실

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처는 당 내외적으로 취약했던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나아가 대처리즘의 정책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었다(예르긴 과 

스태니슬로 180-82; Eric J. Evans 96-100; 박지향 109-21; Buller). 

이렇게외부의 적을 굴복시키고 나서 대처는내부의 적인 노조를 개혁할 
때도 대처는 뛰어나고 강력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이 노조 개혁의 필요

성을 알면서도 호전적인 노조와 맞서 싸우길 주저하고 있을 때, 대처는 과감히 노조와 

맞섰다. 대처가 없었다면 노조 개혁을 위한 싸움은 이기기는커녕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 사례는 대처 리더십의 다른 측면도 보여준다. 대처의 리더십이 늘 쉬

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세가 불리하면 때

를 기다릴 줄도 아는 현실적인 정치인이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설득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선도하여 목표를 관철시키는 대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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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기도 했다. 1981년 2월 대처가 폐쇄를 고려 중이던 탄광 목록이 실수로 새어

나가자 광부들이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대처는 아직은 파

업을 견뎌낼 만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후퇴했다. 그러나 대처는 이후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1984년 스카길의 광부 노조 파업이 

일어나자 단호하고 강력하고 끈질기게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대처는 탁월한 여론 형성 주도력도 보여줬다. 대중 속의 강성 노조의 호전성에 대

한 반감을 읽어 내고 노조 개혁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이다(Dorey; 

Rosamond; 박지향 125-31, 265-67). 

그러나 대처의 리더십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대처의 강한 자립심과 뛰어난 

능력은 스스로에게 도덕적 확신을 주었고, 이런 성격은 독단성이나 편협함 혹은 거만

함이나 권위주의적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높았다. 실제로 집권 말기로 갈수록 대처의 

리더십에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권 말기 대처의 정치적·대중적 페르소

나(persona) 속에는선거를 통해 선출된 또 하나의 여왕이나 영국의 애국심과 영
광을 대변하는 엘리자베스 1세와 같은전사여왕(Warrior Queen)같은 이미지가 점
점 더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결국 이런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때론 

제왕적이기까지 한 리더십과 통치 스타일은 내각의 의견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치달았다.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처 집권 말기의 인두세 도입

과 반(反)유럽적인 태도14)(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조기 가

입 거부 포함)는 바로 이런 대처의 말기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침내 이런 독

단적 정책과 태도는 각각 여론의 분노와 내각의 분열(특히, 재무장관 로슨과 외무장관 

하우의 사임)이라는 역풍에 부딪쳤고, 1990년 11월 일부 보수당 의원들의 당내 쿠
데타로 대처는 당대표직에서, 즉 총리에서 사임하고 말았다.15) 영국 정치사상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그것도 세 번의 총선을 연달아 승리로 이끌었고 여전히 다수당

으로 구성된 집권당의 총리로서는 최초로 집권 중에 실각하고 만 것이다(박지향 

211-16, 221-47; Pimlott; P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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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나가며: 대처주의 유산 

대처주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유산을 모두 남겼다. 부정적인 결과부터 살펴보자. 

대처주의가 추진한 개혁들은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적 합의가 궁극적으로 촉진시키려 

했던 평등이라는 이상을 중시하지 않는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대처리즘은 무엇보다 

영국을 사회적·경제적 계층 면에서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보다 불평등하고 분열된 사

회로 만들어놓았다. 결국 통화론에 기초한 반(反)인플레이션 정책, 민영화, 노조의 권

력 약화, 감세와 탈규제, 복지의 축소를 지향했던 개혁들은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를 

벌여 양극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및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들16)이 부상한 반면, 제조업 중

심의 전통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동시에 이런 개혁은 서비스업과 금융업 및 신(新) 

산업의 중심지로서 보다 번영하는 잉글랜드 남부와 전통 산업의 중심지로서 늘 잉글

랜드 남부에 비해 뒤쳐졌던 나머지 영국—특히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틀랜드—간의, 

또 도시와 교외 지역 간의 격차도 벌려놓았다. 더구나 대처는 집권 말기에 매우 인기

가 없었던 인두세를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에 1년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적 분열을 가속화시키기도 했다(Green 2006 138-45, 196-97; 박우룡 116-26; 

McDowell).17)

특히, 앞서 살펴본 민영화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감세와 복지국가의 축소는 

실업으로 빈곤해진 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민영화의 대상이 된 전통 산

업 분야가 많이 집중해 있었던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틀랜드의 노동자들이 특히 어려

움을 겪었다.18) 많은 노동자 가정이 붕괴되거나 붕괴에 직면했으며 이런 가정의 아이

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을 대처의 아이들(Thatcher’s 

kids)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처의 죽음에환호했
던 사람들이었다. 대처주의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남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부정적 결과와 더불어, 대처주의는 더욱 큰 긍정적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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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대처주의는 영국 경제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었다. 즉, 대처주의의 두 축중 하

나인 자유 경제라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이다. 시장은 보다 자유로워졌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개인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이런 현상은 동시에 관료국가의 역할

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물론 노동조합의 세력과 정치력의 약

화도 이에 단단히 기여했다. 영국민이 대처가 기대했던 것만큼 자조·자립적이며 도전

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복지국가의 인기는 영국민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주의 이후 영국민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치

는 상당히 낮아졌다. 이는 대처주의의 또 다른 축인 강한 국가를 통해서 영국 사
회가 능력, 경쟁, 수월성, 효율성에 기초한 보다 진취적이고 신분상승의 폭이 커진 사

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처주의는 영국 경제의 쇠퇴를 멈추게 하

고 그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군사적·외교적 위상도 강화했다. 이로써 대

처주의는 1976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굴욕적인 요구를 수용했어야만 했고유
럽의 환자로 전락하면서 절망감에 빠졌던 영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적·민족적 자긍심

을 되찾도록 만들었다. 신노동당도 대처주의의 근간을 계승하여 지난 세기 전환기에 

영국의 발전을 이끌었다(Gamble 226-56; Windsor; 박지향 281-303). 나아가 신노동당 

정부(1997-2010)에 이어서 캐머런(David Cameron)의 보수당 정부(2010-16)도 성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층 및 지역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즉, 성장과 분배를 함

께 추진하기 위해—대처는 구상만 했었던 생산적 복지 체제를 출범시켜 시행중이다

(홍석민 2015). 

대처주의의 또 다른 긍정적 결과는 노동당이 실용적인 중도 좌파 대중 정당으로 거

듭 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대처주의 정책 시행 이후 영국의 거시 경제 지표

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대처 사임 이후로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독일 등

의 다른 주요 EU 회원국들보다 높으며, 21세기 실업률 역시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영국 경제는 1992년 이후 63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률

을 기록하는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장기간 동나 경제성장을 지속했다(외교부 78).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5-2007년에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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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성장률이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거나 같았으며, 실업률도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낮았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실업률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1998-2006년 사이에 영국은 5.4%로, 6.6%를 기록한 OECD 국가

들이나 8.0%인 기존 EU 15개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1990-97

년 대비 미국, 일본을 포함한 OECD나 유럽 국가들 중 영국만큼 실업률을 많이 낮춘 

나라는 없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같은 기간에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한국은

행 15-16). 

실질 GDP 성장률(전년대비, %)과 실업률(%) 추이 및 전망, 2005-07(한국은행) 15)

2005 2006
2007
(IMF)

영국 1.9 2.7 2.9
유로지역 1.4 2.7 2.3
독일 0.9 2.7 1.8
프랑스 1.2 2.2 2.0
이탈리아 0.1 1.9 1.8

2006
2007 2008

IMF EU IMF EU
영국 5.4 5.3 5.0 5.1 4.9
유로지역 7.7 7.3 7.3 7.1 6.9
독일 8.1 7.8 7.3 7.6 6.5
프랑스 9.0 8.3 8.9 7.8 8.5
이탈리아 6.8 6.8 6.6 6.8 6.4

자료: EU 통계청, IMF, EU 집행 원회

국가별 실업률 비교, 1990-2006(한국은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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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영국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영국은 2013-14년에도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에 이어 유럽 경제 규모 2위로 올라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 프랑스 경제를 앞질러 독일에 이은 2위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영국은 5.5%를 기록하여 독일(4.7%)보다

는 약간 높았으나 스웨덴(7.7%), 프랑스(10.6%)보다는 많이 낮았다. 영국 경제경영연

구센터(CEBR)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2030년에 이르면 영

국이 독일을 추월하여 유럽 최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코리아위

클리). 

이런 경제 지표와 대처-메이저(John Major)로 이어진 보수당 역사상 최장기 18년 

집권(1979-90, 1990-97)은 블레어 총리(Tony Blair, 1997-2007)와 고든 브라운 총리

(James Gordon Brown, 2007-10)가 이끈 신노동당(New Labour)을 변모시켰다. 신노

동당은 자유 시장, 민영화, 반(反)노조 입법을 비롯한 대처주의의 경제 개혁 정책들을 

뒤엎으려 하지 않았고 대처주의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을 대체로 수용했다. 대처 이후

에블레처주의적 경제적 합의(Blatcherite economic consensus)가 형성된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블레어와 브라운은 신대처주의자(neo-Thatcherite)로 불리기도 한다. 그

면서도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는제3의 길(Third Way)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도 
강조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대처가 남긴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려 애썼다

(Rubinstein 148-96, Green 2006 186-91; Kavanagh; Wright; Reitan 157-240; 박지향 

292-98). 

놀랍게도 노동당은 1994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노동당 당헌의 4조를 폐지했다. 

즉, 생산, 분배, 교환 수단의 공공의 소유에 기초하여 평등한 분배를 추구한다는 
구절을 없앤 것이다(Rubinstein 177-78, 재인용 177). 이로써 노동당은 사회주의
(socialism)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급정당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적—주의

(social-ism)(박지향 294)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중도 좌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다. 결국 대처주의는 노동당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

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바꿔놓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 노동당 당수 코번(Jer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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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yn)은 전후(戰後) 사회민주주의적 합의로의 귀환을 지향하고 있지만, 노동당 당

원들조차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그가 지나치게 공산
주의자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처주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대처주의가 보수주의(Conservatism)19)에 담

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

에서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사회를 구성하는소집단들(little platoons)이 자율성
과 독자성을 잘 누리면서 고유의 사회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

가 이들의 활동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국가가엄
정한 중재자로서 사회에 간섭하여소집단들이 고유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
록 돕고, 그 이후엔 다시 물러나야 한다.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진 시민사회라는 주체

(agency)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처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 면에서—대체로—상반되는

자유 시장 경제와강한 국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보수주의의 

오랜 양대 지적 전통인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온정주의(paternalism) 전통이 

동시에 보수주의 내에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Green 2002 214-39, 278-79).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사회의 각 영역들이 고유의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큰 정부

로도 또 작은 정부로도 동시에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대처주의의 긍정적 유산은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강력하고 

용감한 리더십이다. 1970년대에영국병은 깊어만 갔으며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
적 합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케인스의 그늘에서 거의 잊혀졌던 투철한 자유지

상주의자인 하이에크와 통화론자인 프리드먼이 1974년과 1976년에 각각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 학계의 주류 의견이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에게서 

당대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그 

어떤 정치인도 실업자를 양산할 민영화나 긴축 재정을 통한 복지국가의 축소를 공약

으로 내걸며 이런 학계의 의견 변화를 정책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런 정책의 약속

이나 추구는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대처만

이 명확한 비전과 이를 달성할 방법을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영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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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해냈으며 영국민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회복시켰다. 

대처주의가 남긴 위와 같은 긍정적 및 부정적 유산 때문에 대처에 대한 호감도나 

대처주의에 대한 지지 혹은 비판 여부는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

나국민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국민이 해야만 하는 것에 대
한 명확한 비전을 달성 방법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 이런 비전이 눈앞의 정치적 이해

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점, 이 과정에서 당장은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이끌어 갔다는 점 등을 통해서 나타난 대처

의 지도력은 분명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리더십이다. 대처는 바로 이런 리더십

으로 영국의—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정치․경제․사회 구조와 그 작동 방식, 영국인

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처는 영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역사상 소수

의진정한 정치가(statesman)의 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홍

석민 2008 306-307). 

그런 의미에서, 대처는 일반적으로철의 여인(Iron Lady)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만, 오히려티나(TINA)로 기억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고통스럽

더라도 미래와 다음 세대의 국익을 위해서는다른 대안이 없습니다(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용감하게 외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진정한 정치가로 말이다. 지난 세기 전환기부터영국병과 유사한한국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대처주의의 유산이 남겨준 바를 깊이 성찰할 때이며,진정한 정
치가와 탁월한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Notes

1) 이 글은 2016년 4월 7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열렸던 <마거릿대처 서거 3주기 특별 세
미나: 대처의 위대한 유산, 지금 왜 필요한가?>에서 발표했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총력전이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에 틀이 잡히기 시작하여 전후 ‘자본주의 2.0’의 시대
의 도래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달한 체제로서, 정부, 기업계, 노동계 대표들이 함께 임금 정
책이나 고용 정책 등 주요 경제 정책과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1970년대 경
제위기에 따라 ‘자본주의 2.0’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70년대 말-1980년대에 대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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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cher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기초한 ‘자본주의 3.0’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쇠
퇴했다.

3) ‘합의의 정치’를 상징하는 용어로서, 각각 집권 時 유능한 재무장관이었던 보수당의 버틀러
(Rab Butler)와 노동당의 가이츠컬(Hugh Gaitskell)이 제출한 예산안을 이름표를 가리고 보
면 어떤 것이 어떤 당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양당의 예산안, 즉 정책이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말임.

4) 애디슨(Paul Addison)을 필두로 한 ‘합의론자’들의 주장처럼, ‘합의의 정치’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이 상당 부분 수렴 현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 배후의 이념과 
그 이념이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상적인 사회상과 인간관까지 수렴 현상을 보인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양 당 간에 여러 중요한 차이들도 드러난
다. 따라서 ‘정책의 수렴’이 곧 ‘이념의 수렴’이나 ‘이념 대립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반합의론자’들은 ‘합의’라는 용어를 보다 엄격한 개념정의를 전제
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Jones and Kandiah; 홍석민 2013 참조).

5) 통화론은 공급 측면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다. 통화론은 정부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자율 조정을 통한 금융정책으로) 통화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조절
하고, 감세,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자유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만 경제에 개입하라고 주문한다.

6) 시민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선, Lister 63-84; Taylor-Gooby 참조.  

7) 쿠퍼(Christopher Cooper)는 대처주의가 실시한 통화론의 보수주의 내의 기원을, 적자재정
의 고수를 주장했던 맥밀런(Harold Macmillan) 총리와 예산 삭감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
으려 했던 쏘니크로프트(Peter Thorneycroft) 재무장관 사이의 갈등과 그로 인한 후자의 
1958년 해임으로까지 거슬러 올려잡았다(Cooper).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이후의 (신)
케인스주의자 대 통화론자 간의 갈등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Seldon, 49; Green 2002 
ch. 7). 

8) 대처 정부 하에서는 이자율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었다. 블레어(Tony Blair)가 이끄는 신노
동당(New Labour) 정부의 집권 1기에 와서야 잉글랜드 은행이 이자율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9)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브라운(Gordon Brown) 정부 제외.

10) 2015년 총선 패배 후 노동당 당수(黨首)가 된 코번(Jeremy Corbyn)과 그의 당 내 지지 세
력 제외.

11) 다른 발판으로는 포클랜드 전쟁(1982)에서의 승리를 들 수 있다.

12) 경찰과 군의 월급 인상은 대처의 첫 내각의 아젠다 중 첫 안건이었는데, 이는 대처주의가 
법과 질서를 강조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대처는 끔직하고 잔인한 장면이 담긴 
공포영화 비디오 테입에 대해 최초로 국가 규제를 단행했으며, 지방정부와 학교 교육에서 
反동성애적 조치들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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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의 부엌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갖던 비공식적인 회동에서 주요 
결정들이 이뤄지곤 하던 현상을 가리키는 말.

14) 대처는 1979-90에 유럽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럽회의론
(Euroscepticism)이 대처주의의 한 주요 특징이기는 하지만, 유럽회의론이 대처주의에서 
명확히 나타난 것은 EU와 영국 주권 간의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1980년대 말이었다. 사
실 대처는 1973년 영국의 EEC 가입을 지지했었고 1975년 영국국민투표에서도 EEC 잔류
를 지지했으며, 1986년 유럽단일법(Single European Act)에도 서명했었다. 
물론 대처는 유럽에 대해 본능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1960년대 이
래로의 보수당의 정책이나 대중의 친유럽적 태도와는 맞지 않았으며 20세기 말 영국의 경
제적 및 전략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대처가 유럽 관련 이슈들에게 대해 적절한 정
책들을 취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1980년대 말 널리 펴졌고, 이는 1990년 11의 그녀의 몰락
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George and Sowemimo; Green 2006 171-85 참조.

15) 영국의 내각책임제에서는 집권당의 당대표가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새 당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된다.

16) 제약 및 생명산업, 항공, 우주, 정보통신, 소재, 에너지, 환경 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7) 한편, 인두세 정책은 보수당에게도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1960-70년대까지 보수당의 텃밭이나 다름없었던 스코틀랜드 지역이 대처 집권기를 거치
면서 계층적·지역적 차별 의식이 강해져 결국 노동당 지지 세력으로 전환되었다. 이련 현
상은 2015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와 2015년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이 스코틀랜드 유권자의 지지를 독식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8)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이 뮤지컬과 영화로 만들어진 <Billy Elliot, 2000>이다. 

19) 이 글에서 대문자 ‘C’로 시작하는 보수주의는 영국 보수당이 대변하고 추구해온 보수주의
를 의미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문자 ‘c’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보수주의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영국에서 보수당이 일반적인 보수주의를 대변하여 구체적인 생각과 정책으로 표현

해왔다는 점과 한글로는 대문자 ‘C’와 소문자 ‘c’로 시작하는 두 보수주의를 구별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보수주의’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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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ies and Legacies of Thatcherism

Hong Seok Min (Yonsei Univ.)

Thatcherism, gaining forces when Britain suffered from the ‘British Disease’, 

adopted a series of policies intended for a free market. It also tried to establish a 

cultural environment which would work in a way favorable to the free economy and 

a more dynamic society. Leading the contemporary world until the outbreak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Thatcherism (together with neo-liberalism) secured for British 

economy a foothold to revive and helped British people recover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It also helped Labour transform itself towards a sound pragmatic 

center-left party in British politics seeking for ‘social-ism.’ On the other hand, 

Thatcherism brought about a harsh and divisive society in which the level of both 

economic and regional inequalities was exacerbated. Even with such dual aspects of 

Thatcherist legacies, Thatcher and Thatcherism transformed not only the structure of 

British society and British people’s life but also the way of their working. In short, 

the ‘statesman’ Thatcher has changed a stream of history. Likewise, Thatcherism 

serves as model for Korean people who are now suffering from a ‘Korean Disease’ 

similar to the ‘British Disease’ of the 1970s.

Key Words: Thatcherism, Keynesian Social Democratic Consensus, Free Market, 

Strong State, Self-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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