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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온 국민의 싱크탱크’로 나아가겠습니다.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최병모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낼 <더미래연구소>가 오늘 창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과 따뜻한 격려와 기탄없는 고언
을 아끼지 않으신 축사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현
재를 이미 가장 치열하고 혁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 김민주 양의 축하인사에 고마움
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작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스물두 명 의원들이 뜻을 모아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
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뜻을 더욱 키우고 넓히고자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를 
창립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연구소가 아니라,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싱크탱크를 만든 것
은 국내외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실험일 것입니다. 또한 <더미래연구소>는 특정 의원
그룹이나 정당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싱크탱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
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싱크탱크로 성장
하기 위한 노력을 한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미래연구소>는 꿈
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온 국민의 싱크탱크’로 나아가겠습니다.

2017 ‘진보 집권’과 2030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더미래연구소>의 앞
날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더미래연구소’ 창립과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부의장 이석현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이석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경제 침체, 남북관계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우리 정치는 
국가 비전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 책임의 부재, 소통의 부재, 정책의 부재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렇다 할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은 주요 선거들의 단골의제였으나, 
선거가 끝나면 이내 잊혀지고, 구태와 악습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당의 스물 두 분의 의원님들이 결성한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는 
과감한 행보와 개혁적 정책으로 비단 당내에서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더미래연구소>는 ‘더좋은미래’의 정신에 ‘지혜’와 ‘협력’을 더한 ‘싱크탱크’입니
다. 민변의 공동창립자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최병모 이사장님을 필두
로 ‘더좋은미래’ 의원님들과 여러 저명한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미래연구소>의 창립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최병모 이사장님과 이사회, 연구소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창
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하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더미래연구소>가 미래 의제 발굴과 정책개발을 통해 진보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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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국민의 희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먼저, <더미래연구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의 창립식과 창립기념 토론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현실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세금으로 뿔난 봉급생활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들, 취업난에 꿈을 접는 청년들,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자영업자들, 늘어만 가는 가계 빚에 한숨 쉬는 주부들, 노
후 준비에 걱정이 태산 같은 어르신들, 모두가 한결같이 ‘희망이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박근혜정부로 인해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의 한숨소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가 국민의 희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미래연구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하는 
싱크탱크로서, 불확실한 현시대의 안개를 걷어 우리 사회의 앞날을 설계하는 한줄기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과제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안을 생산함
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벽을 일깨우는 귀중한 산실이 되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창립을 위해 애쓰신 최병모 이사장과 김기식 운영위원장 등 임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창립준비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소가 되길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입니다.
 
지난해 초 우리 당 의원 스물 두 분이 결성한 <더좋은미래>의 그간 활약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물중심의 계파정치가 아니라 정책중심의 정파정치가 활성화되어야 당도 
정치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더좋은미래>는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이라
는 모임의 성격에 걸맞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매서운 지적을 서슴지 않았고, 아울러 합리
적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당의 수권 능력을 선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분들이 
열정과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을 담금질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를 창립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적 헌법기관인데, 스무 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협력의 크기만큼이나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거나 
정책 경쟁을 펴나가는데 연구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욱이 <더미래연구소>가 
우리 당 소속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전･현직 보좌관 등 전문가 그룹이 
결속하여 ‘독립적 싱크탱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해나간다는 점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에도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장직을 수락해주신 최병모 변호사님과 이사회,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성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창립식 행사에 시
간을 내시어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발제와 토론을 통해 <더미래연구소>의 나아갈 방향에 진
심어린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미래연구
소>가 역량 있는 싱크탱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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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대안을 주도하는’ 야당이어야 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병두

오늘 <더미래연구소>의 창립 및 창립기념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미래연구소>를 
준비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 모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변 회장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최병모 변호사님이 이사장을 맡았으며, 
정책적인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김기식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홍익표 의
원님, 그리고 김진방 교수님, 조국 교수님이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를 주
제로 연구소를 출판키도 했던 홍일표 사무처장께서 실무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밖에도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미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우리가 꿈꾸던 더 좋은 미래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은 ‘민주
화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옥과 수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렇게 오랜 세월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사회는 지금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
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더 좋은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국민들을 고통
스럽게 만들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과제들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는 ▴양극화 ▴고령화 ▴저(低)성장 ▴저(低)복지 등의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대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이 복잡하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안과 이슈를 접함에 있어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대안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많이 겸손해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열정적이어야 하고,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려
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 땀 한 땀 쌓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대안을 주도하는’ 야당이 
될 것이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우리들의 ‘통치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야 비로소 봄이 오는 것이듯, 우리가 ‘대안을 주도
하는’ 야당이 될 때, 그 부산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권 정당’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총선 및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새정치민
주연합이 ‘대안을 주도하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 <더미래연구소>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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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진보의 미래, 미래의 진보,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체적 미래가치를 만들어주십시오.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적 지향과 가치관을 함께하는 의원님 스물두 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 정책과 비
전을 고민하는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오랫동안 토론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현역 의원님들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다니 보기 드문 형태의 연구소입니다. 시작의 형
식이 남다른 만큼 내용적으로도 민주, 개혁,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독보적 민간 싱크탱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치는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꾸려는 정치집단의 자정 노력과 전문가, 시민사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적
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를 바꿔야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 경제의 존재 이유는 결국 인간의 존엄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진보의 미래, 미래의 진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체적 미래가치를 만
들어가는 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정책 제시를 통해 민생을 끌어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前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얼마 전, 연구소 개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스무 분 이상이 뜻과 열정을 함
께 모아, 연구소를 내기로 했다는 말에 사뭇 놀라웠습니다. 또, 그 면면을 보니,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지역을 비우지 않고, 대구 
시민들께 제 모든 정성을 쏟고자 결행하고 있는 터라,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성원하게 된 것을 
헤아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를 떠나 지역민들의 삶의 현장에 어우러지면서, 국민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
루를 살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거나,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대중의 비판은 우리가 보다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야권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호되게 비판하되, 다른 한편
으로는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능력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미래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각자의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을 텐
데, 연구소에 정성과 지혜를 함께 모은다는 것은 진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진정
성과 팀워크가 뒷받침된 싱크탱크가 우리 공동체에 제시할 가치와 정책, 아이디어에 벌써부터 기
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정책 제시를 통해 정책경쟁을 주도하고, 민생을 끌
어안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고민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진정 <더미래연구소>가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세상으로 가꿔가는데 일조하는 역량 있는 싱크탱크로 
커나가길 응원하며, 최병모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구성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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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2050」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1. 머리말 : 한국 정치의 위기는 진보의 ‘반복되는 선거 패배’에 있다.

2012년 한국에서 상위 10%가 국민총생산의 44.87%를 차지하고 있다. 90%의 서민과 중산층 
소득(low and middle income)은 겨우 55%정도에 머물러, 한국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
해 있다. 한국이 1994년 OECD 가입하여 국가통계가 공식화될 당시 30%를 하회하던 상위 
10%의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주요 산업국가의 상위 10% 소득비율에서 
한국은 미국의 48.16% 다음으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소득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20%에 머물
러 있는 데 반해 기득권익을 보호한다고 믿는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평균적으로 40% 대에서 등
락을 거듭하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면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비해 보수정당이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어 있고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패배는 이러한 정치적 대표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경제적 구조가 정치적인 대표성으로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정치적 대표
성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정치적·지적·도덕적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두 번의 대통
령 선거 결과는 단순하게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수준에서 
보수의 도덕적·지적 우위가 정치적 우위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케인지언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1980년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30년 동안 보수세력에게 도
덕적·지적·정치적 우위를 제공하였다. 국가보다는 시장이,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이, 공동체적 형
평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그리고 이를 위한 경쟁과 효율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라는 
믿음을 제공했다. 이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주의의 다양한 지적 이론들이 세계적인 수준
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도 1990년대 중반에 대
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반발로 중도진보적인 ‘제3의 길’ 그리고 사회투자국가론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경향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보다는 이를 수용하면서 수세적
으로 진보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신자유주의의 도덕적·지
적 우위는 무너지고 있다. 시장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믿었던 월가 금융자본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우위가 한 순간에 내려앉았다. 이와 함께 철옹
성처럼 강고한 믿음으로 버티던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들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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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의 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균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새로
운 모색은 물밑에서 치열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2012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론적으로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새로운 성장의 
해법으로 제안되었다. 반면 산업계에서도 단기적 주주이익극대화를 반성하면서 이해관계자 자
본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세계 자본주의 경영학의 메카라는 하
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이 새로운 경영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 지식경제
부와 산업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에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
는 제4세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제3세대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포용적 자본주
의로 전환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까지 케인지언 수정자본주의가  도덕적·지적 우위
를 통해 정치적 우위를 세계사적 수준에서 장악해 왔다. 그 이후 30년간 보수정치가 이를 대변
해 왔다면 2008년 이후에는 포용적 자본주의가 도덕적·지적·정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
기를 맞이하고 있다. 

진보정치와 포용적 자본주의의 도덕적 우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
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다보스 포럼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국제기구
인 IMF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 있다. 미국의 오바마는 2014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올해에는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피케티(Thomas Picketty) 열풍에서 보듯이 소득불
평등 논의는 이제 진보적 학계가 아니라 보수를 아우르는 전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다.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진보정치의 도덕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 우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정치적 우위는 결국 주요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진보
정치는 주요한 선거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번에 걸쳐 연이어 
패배했다. 정치의 위기는 반복되는 선거 패배(repeated electoral defeat)로 나타났다(Geller 
1995). 이 위기는 진보의 정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으로 한국 정치 전
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보수정치의 과잉대표는 한국정치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이다. 90%의 
서민과 중산층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위기 극복의 과제가 되
고 있다. 

현재 진보는 도덕적 우위를, 보수는 정치적 우위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 보수가 아직도 지적 우위를 장악하고 있다. 지적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학계, 언론
계, 정치계, 경영컨설팅 업계, 그리고 연구소와 싱크탱크에서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지적 담론에서 진보가 우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연적 계기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더라도 지적 우위 없이는 이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보적 싱크탱크의 역할은 신자유주의에서 포용적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는 결정적 계기를 통
해 지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30년 동안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았듯이 
새로운 진보적 정치담론이 생성되고 확산되면 또 다른 진보의 30년이 지속될 수도 있다. 진보
적 싱크 탱크가 해야 할 일은 30년의 진보정치를 전망하는 「국가전략 2050」을 설계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30년 동안 간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50년까지 진보정
치 30년의 과제가 진보적 싱크탱크에게 제기되고 있다.

2. 연구 방법론 :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담론 연합

이 연구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동태적 환경 속에서 싱크탱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
다. 싱크탱크가 중요한 역할을 주목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말에 대처리즘에 이론적 기반을 제
공했던 영국 경제연구소의 역할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정책 전환에서 싱
크탱크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은 기든스
(A. Giddens)가 이론을 제기하기 이전에 1994년 영국 노동당 싱크탱크였던 공공정책조사연구
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IPPR)가 사회정의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Justice)를 
통해 정책보고서를 제안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토니 블레어는 이 밑그림을 통해 
신노동당(New Labor)으로 영국 복지국가를 개혁하였다. 

2010년에 집권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Cameron)도 토니블레어와 노동당을 벤치마킹해서 
2006년에 보수당 싱크탱크인 사회정의센터(Centre on Social Justice)를 구성하고 ‘붕괴된 영
국(Breakdown Britain)’ 보고서를 근거로 정치적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2015년 정권의 탈환
을 노리고 있는 밀리반드(Ed Miliband)의 영국 노동당은 2014년 6월에 ‘영국의 조건
(Condition of Britain)’ 보고서를 공공정책조사연구소(IPPR)을 통해 제안했다. 

싱크탱크가 크게 이론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될 때이다. 정책 변화는 크
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제일 질서(first order)에서는 정책 변화가 기존 정책과 제도 안에
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제이 질서(second order)에서는 새로운 기구(new instrument)가 
생기기는 하지만 기존 정책이 지속된다. 제삼 질서(third order)에서는 정책과 제도가 현실과 
불일치가 심해져서 수선하는 정도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때 정책 패러다임 전환
(paradigmatic shift)이 일어난다(Hall,1993). 이런 시기에 정치적 공간과 시간의 창(window 
of time)이 만들어지고 기업가적 정치인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Goldstein,1993). 
1980년대 이래 이러한 혁신 기관으로서 싱크탱크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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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크탱크 개념과 기능의 변화

전통적인 개념으로 싱크탱크는 ‘비정부, 비영리 조사 기관으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
단체, 그리고 정당으로부터 조직적 독립성을 갖는 기관’으로 정의된다(McGann & 
Weaver,2000:4). 이익집단이 정치적 로비와 이해관계로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싱크
탱크는 정책 아이디어를 정치과정에 투입한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기관과 달리 기초 연구조사
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 국회의원, 행정부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 아이
디어를 직접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반영한다. 대학 연구소가 연구조사(research)기능 중심으
로 한 학술적 기관(academy institute)라고 한다면 싱크탱크는 자체적인 기초 연구조사에 집중
하기 보다는 대학 등의 기초연구를 활용하여 정치적 주장을 하는 주창자 기관(advocacy 
agent)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싱크탱크에 대한 이해들이 변화하고 있다. 기든스가 주로 활동했던 런던정
경대학 연구소는 학술적인 조사기관을 넘어서 블레어 정부의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
고 199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관은 경영 컨설팅 그룹이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는 맥킨지 컨설팅회사의 제안들이 정부의 관리정책에 
수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연구기관들의 경계와 구분이 허물어지면서 싱크탱크의 비정부, 
비영리 그리고 재정적 자율성이라는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Pautz,2010).

2) 싱크탱크를 보는 3가지 시각

싱크탱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이 시각은 정치적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신그람시적 이해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정치적 다원주의 시각에 의하면 싱크탱크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양한 정치적 주체들이 자신
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이해를 투입한다. 싱크탱크는 특정 정책 패러다
임을 지지하고 참여를 확대하며 정책 행위자로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시민 권한 위임(citizen empowerment)가 확대된다고 본다(Madoka 2002). 자유롭고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싱크탱크들은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정책 제안들로 경쟁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Easterbrook,1986: McGann,2000). 이 경쟁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
디어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에 채택된다고 본다(Landers,1986;Smith,1991).

반면 엘리트주의 시각에 의하면 싱크탱크는 소수 정치엘리트들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행사하
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정책 도구이다. 소수 정책엘리트들이 그들의 폐쇄적인 정치구조 속
에서 그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이를 정치적 투입의 창구로 활
용한다. 정치엘리트들은 좁은 사회적 배경, 공유된 엘리트 가치들과 개인적 친밀성에 의해 자신
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싱크탱크를 활용한다. (Stone,1996:30). 싱크탱크 역시 다른 정치제
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주적 기회보장보다는 폐쇄적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된다
(Eunleavy & O’leave,1987:50). 

이 두 가지 시각은 거대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동태적 과정을 설명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역동적 과정 속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는 이보다는 신그람시적 이해(neo-Gramscian understanding)이 더 정합적이
다.(Pautz,2011).

이 견해에 의하면 정책 아이디어와 물질적 조건은 연동되어 있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Cox,1983:168). 싱크탱크는 이데올로기적 기구(ideological apparatuses)로서 시민사회(civic 
society)에 배태되어 있다(Althusser,1971). 시민사회에서는 기업, 노동조합, 종교단체, 학교 그
리고 싱크탱크가 상호간 느슨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 담론을 생산하면서 상
호작용하고 있다(Schmidt,2003:127). 연합된 세력들 간에 정치적·지적·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지배적인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한다(Gramsci,1971:161).

3) 싱크탱크의 담론연합

정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싱크탱크의 정책 아이디어는 개별적인 정책 대안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storylines) 구성하여 담론을 형성한다. 이 담론은 개별 싱크탱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슷한 싱크탱크, 연구기관, 언론 그리고 정당 등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망을 구성하고 이야기 구조를 공유한다(Hajer,1995:5-10). 이 정책 네트워크는 담론 연합
(discourse coalition)을 구성하며 이들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이루
는 공동의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담론 연합은 일련의 이야기 구조(storylines)들이며 행위자들은 이 이야기구조에 따라 공동의 
행동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이 담론을 중심으로 조직화된다(Hajer,1993:47). 이야기 
구조는 담론연합 개념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야기 구조는 언어적인 사슬이며 일반화된 내
러티브(generative sort of narrative)로서 개별적 사건들에게 담론적인 범주를 끌어오고 의미
를 부여한다. 담론 연합은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믿음(shared belief)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위
협, 위기 그리고 사건들에게 해석의 틀을 제시하게 된다(Hajer,19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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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구조는 정책 이슈를 단순화하여 시민들이 정치 사안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도록 만든
다. 또한 이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연합을 창조한다(Fischer,2003:87). 예컨대 ‘산성비
(acid rain)’의 이야기 구조는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적 이해를 쉽게 하고 영국과 네들란드에서 
정치적 연합의 형성이 가능하게 하였다(Hajer,1993). 생산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론은 한국에
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정책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담론 연합은 이야기 구조로서 그 동안 정부, 국회, 언론계 등
에서 하나의 공동인식 틀로 이해되었다. 경쟁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우선주의는 개별적인 사안
을 정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지배적 담론연합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보수적 싱크탱크들은 정
책 제안에서 구체적 분석 이전에 정치적·지적·도덕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2008년 이후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서 진보 싱크탱크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개별정책
의 대안이 아니라 신자유주를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로서 담론연합의 제시이다.

3. 정책 대안들과 변화하는 싱크탱크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싱크탱크의 행위자들은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몇 가지 방식들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연구소 형태의 전통적인 싱크탱크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대학연구소, 경영
컨설팅회사, 그리고 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합기구들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 대안들
을 제시하고 있다.

1) 글로벌 트렌드 2030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오마바 대
통령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세계적 정치경제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개
인적 권한 위임, 권력 분산, 인구통계학적 변화, 물·식량·에너지 변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1). 이 
보고서는 CIA, FBI등 10개 정보기관들로 구성되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는 국가정보위원회
(NIC)가 대통령 당선자에게 4년마다 제출하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11월에 있
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당선자를 위해 국가정보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준비했다가 
그 해 12월이 끝나기 전에 당선자에게 보고한다.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
어 공개된다. 2008년에는 「글로벌 트렌드 2025」가 당시 당선자였던 오마바에게 보고되었다2).
1) https://globaltrends2030.files.wordpress.com/2012/11/global-trends-2030-november2012.pdf

2)
http://www.aicpa.org/research/cpahorizons2025/globalforces/downloadabledocuments/globaltrend
s.pdf 

이 보고서는 다음 대선이 있는 2016년에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보고서는 2035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2050」일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비정부 싱크탱크가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 연합한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2)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

지금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다국적 경영컨설팅회사인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이다. 2009년 9월에 이 회사에서 나온 세계경제전망 보고서(Global 
Economics Paper No: 188)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50년 8만 달러를 넘어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3). 골드만 삭스의 서울지점에 있는 한국인이 작
성하고 2001년 브릭스(Brics)개념을 제안했던 이 회사 연구원이 검토했던 이 보고서는 정합적 
분석보다는 투자처를 찾는 투자은행보고서로 상업적으로 제출된 내용이었다. 브릭스 개념 그리
고 넥스트 11(그 다음 11개국) 등과 같이 전형적인 투자회사의 국제투기조장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결함은 아무런 근거 없이 통일한국을 가정하고 투자수익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통일을 당연한 사실로 가정하여 투자수익전
망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막연한 가정으로 일관된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의 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있
다. 주목할 것은 한 국가의 핵심정책에서 경영컨설팅 회사의 보고서가 주요한 정책적 근거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미래 전망과 국가전략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PWC 역시 2050 제안서를 내놓고 있다4).

3) EU의 「로드맵 2050」

국가전략 제안서들의 새로운 형태는 EU의 「로드맵 2050」에서 볼 수 있다5).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주관한 것은 EU산하 기관이지만 주로 보고서
를 작성한 것은 맥킨지 컨설팅회사이다. 그리고 유럽의 대학교수와 대학연구소 그리고 주요한 
유럽회사들이 참여하였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이 보고서 작성에 등
장하고 있다. 

3) http://www.nkeconwatch.com/nk-uploads/global_economics_paper_no_188_final.pdf 
4) http://www.pwc.com/gx/en/world-2050/assets/pwc-world-in-2050-report-january-2013.pdf 
5) http://www.roadmap2050.eu/attachments/files/Volume1_fullreport_PressPa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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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성장전략은 1990년대 중반에 중도좌파 정부들이 유럽정치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시
작되었다. 토니블레어와 슈뢰더가 주도했던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ies)은 유럽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환을 제시한 것으로 애스팽 앤드슨(Esping Anderson), 타일러 구비(Taylor Goody) 
등 학자들이 주로 기여하였다. 2010년 「유럽 2020(EUROPE 2020)」은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
고 포용적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제안하였다(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2010). 「로드맵 2050」은 사회정책적인 비전보다는 저탄소 환경에서 
유럽연합이 번영하는 방법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다.

4) 영국의 「큰 사회(Big Society)」와 관계국가론(Relational State)

1994년 영국 노동당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조사연구소(IPPR)가 사회정의위원회
(CSJ, Commission on Social Justice)를 통해 사회투자국가론에 관한 보고서를 낸 이후 정권
의 탈환을 노리는 보수당이나 노동당 모두 싱크탱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994년 사회정의위원회의 보고서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지 50년을 기념해서 영국 
복지국가의 방향을 새롭게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동당의 스미스 대표
의 전복적인 지지를 받아 2년의 작업 끝에 1994년 ‘국가재생을 위한 전략(Strategies for 
National Renewal)’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CSJ,1994). 이 보고서는 전통적 복지국가를 고수
하는 구좌파인 평균주의자, 대처리즘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의 탈규제주의자 그리고 신노동당
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사회투자론자로 영국의 방향을 대별해서 제시했다. 남성가장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기초로 한 전통적 4인 가족를 가정하고 평생고용을 보장하면서 4대 사
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모델이 더 이상 영국 사회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이 보고서는 진단하
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영국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가 높은 사회투
자국가라는 것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임채원,2007). 

사실, 이런 정책 패러다임 변화보다도 영국 노동당에 더 시급한 과제는 반복되는 선거 패배
(repeated electoral defeat)를 극복하고 집권 가능한 신노동당(New Labor)을 건설하는 것이
었다. 1979년 이후 반복되는 선거 패배 속에서 1995년 토니 블레어에 의해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영국 공공정책조사연구소는 사회투자론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했던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한 영국 복지국가를 개
혁하고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을 이 보고서는 담고 있다. 

토니 블레어의 집권은 영국 정치에서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블레어 정부는 공
공정책조사연구소와 데모스(Demos)등 싱크탱크의 정책 제안들을 정치과정에 녹여내어 제도화하
였다. 유아와 보육정책으로 제시된 「Sure Start」는 대표적인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예가 되었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케머런이 선거공약으로 ‘큰 사회(Big Society)’ 담론을 제시하며 1995
년 블레어 정부 이래 잃었던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 보수당은 집권을 위하여 영국 노동당의 
집권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였다. 2006년 사회정의센터(Centre for Social Justice)를 구성
하고 이를 통해 ‘붕괴된 영국(Breakdown Britain)’이라는 보고서를 생산하였다. 보고서의 내용
은 경제적 의존과 실업(Economic dependency and worklessness), 중독(Addiction), 교육 
실패(Educational failure), 가족 붕괴(Family breakdown), 자원 봉사 부문(Voluntary 
sector), 심각한 개인 부채(Serious personal debt)를 다루고 있다(Duncan-Smith, 2006).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보수적 싱크 탱크인 Civitas, IEA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Pautz,2013).

정권을 잃은 영국 노동당은 보수당의 캐머런과 마찬가지로 40대 기수인 Ed Miliband를 당 
대표로 선택하여 2015년 5월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정책조사연구소(IPPR)
는 관계국가론(Relational State)을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로서 제시하면서 ‘영국의 조건
(Condition of Britain)’을 2014년 6월에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출산보육(Families : 
Raising children and nurturing relationships), 청년실업(Young people : enabling 
secure transitions into adulthood), 근로빈곤(Working life : promoting work and 
rewarding contribution), 주거불안(housing : mobilising local leadership to build more 
homes), 노후불안(housing : mobilising local leadership to build more homes), 안전과 
범죄(Crime and exclusion:putting people and places in control) 등이다(Lawton 
&Pearce, 2014). 특징적인 것은 이 정책 제안서의 정책의제들은 현재 한국 진보정치의 정책의
제들과 그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작용이 심화되면서 주요 정책문
제와 대안들도 동조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 「사람먼저」 정책담론

한국의 진보정당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책의제가 제기되었고 이 정책담론은 진보진영이 
보수에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되고 있다. 이 「사람먼저(putting 
people first)」정책이 처음 제시된 것은 1992년 클린턴과 블레어의 ‘제3의 길’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Clinton &Gore,1992). 

그 이후로 주로 복지국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영국에서 ‘사람먼저’정책들은 지속적으
로 발전해 오고 있다. 영국 사회보험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은 5년 주기의 장기적인 
시간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정책을 넘어서 이 정책은 관계국가론(National 
State)적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백세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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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노령인구일수록 ‘인간다운 복지’, ‘따뜻한 인간냄새가 나는 인간관계
적인 복지’에 대해 갈구하게 된다. 돌봄 서비스에서 ‘사람먼저’정책담론은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로 발전하고 있다(Stears, 2011).

6)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자본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세계자본주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자기반성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패러다임의 수정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다양
한 연구기관과 싱크탱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봇물 터지듯이 제출되었다. 이 시기의 정책패
러다임 전환의 주체로 세계화 시대를 반영하여 일국적 수준을 넘어서는 국제기구 혹은 국제적 
담론기구들이 주요하게 등장하였다.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은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의해 제기된 성장담론이
다(Lavoie & Stockhammer, 2012). 그 동안 주목받지 않았지만 UN 기구들에 의해 다양한 정
책 패러다임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UNTAD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6), UNDP의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은 국제기구가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대표적인 예들이다. IMF
나 월드 뱅크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적 석학이나 대학연구소의 협력 그리고 국제기구의 연구 인
력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2012년에 개념, 이론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세계적인 소득불평
등 구조를 완화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성장담론으로 제안되었다. 이 성
장론은 이윤주도 경제 레짐(Profit-led economic regime)인 낙수 자본주의(Trickle-down 
capitalism)와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 그 후속 연구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와 이에 협력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소득불평등을 완
화하는 정책대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또 다른 정책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포용적 자본주의
(inclusive capitalism)이다. 이 정책아이디어가 진단하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갖는 가장 중
요한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6)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컨셉은 UNCTAD가 세계 문화 유산(heritage) 등 문화산업에서 창조성을 부여하여 
저개발국의 경제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내용을 지나치게 경제일반으로 확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책 아이
디어와 경제 상황의 불균형(unbalance)는 심각한 정책의 자기 모순을 낳는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집권 
3년차에도 창조경제의 이해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불
일치에서 비롯되었다. 창조경제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 현실의 불균형은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국민경
제에 암울한 전망을 던져 주고 있다. http://unctad.org/en/Docs/ditc20082cer_en.pdf 

포용적 자본주의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
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주목한다. ‘더 포용적 자본주의를 위하여(towards a more 
inclusive capitalism)’라는 테스크 포스팀이 로스차일드(Rothschild) 은행가의 Lynn Forester
와 맥킨지컨설팅 회사의 Dominic Barton에 의해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포용적 자본주의가 2012년에 Henry 
Jackson Initiative에 의해 제시되었다7).

2014년 5월에 있었던 런던에서 있었던 「포용적 자본주의 회의(Conference on Inclusive 
Capitalism)」에 새로운 자본주의 대안을 위해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인 라가르드 IMF 총재, 
Carney 영국 은행 총재, 찰스 영국 황세자, 로스차일드 은행의 Lynn Forester, Fiona Woolf
런던 시장,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Summers Lawrence 등 200여명이 넘게 참여했
다. Lynn Forester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을 쓰기 전에 제기했던 「도덕감정론」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부(wealth of 
nation)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부(wealth of the people)’를 의미하며 17세기에는 부패한 상업
자본과 귀족의 결탁에 반대하여 자본주의가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믿음을 
그는 강조했다. 포용적 자본주의에서도 월가에서와 같은 부패한 금융자본이 아니라 기업가적 
정신으로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상기시켰다. 무엇보다 그 나라의 부가 증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함을 환기시켰다.

Lagarde IMF총재는 “심각하게 편향된 수입 분배는 장기적으로 성장 속도와 지속가능성을 
떨어드려 결국에 배제의 경제와 버려진 잠재력의 황무지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
부분의 행태가 위기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음을 지적하고 모두가 번영하는 미래를 위
해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8). Carney 영국 은행 총재도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에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는 어린이 조기교육의 중요성, 직업에서 교육훈련 등 장기투자에 금융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을 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9).

이 회의를 주최했던 ‘포용적 자본주의 이니셔티브(Inclusive Capitalism Initiative)’는 지속적
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좀 더 진전된 포용적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가 있은 지 한 달  뒤에 영국 노동당은 이 논의를 좀 더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포용적 번영 회의(Conference on Inclusive Prosperity)’를 개최하여 중도진보적 성장론과 

7) Henry Jackson Initiative for Inclusive Capitalism http://henryjacksoninitiative.org/ 
8)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5&ved=0CDYQFjAE&url=http%3
A%2F%2Fwww.aph.gov.au%2FDocumentStore.ashx%3Fid%3D5117a22a-264b-4fd8-95ca-5695237010d
8&ei=zRD8VO7QB8zn8AXIooHgBA&usg=AFQjCNFfywAmVmJZWjWn5DGnOvLSBuL0IQ&bvm=bv.876114
01,d.dGY&cad=rjt 

9)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Documents/speeches/2014/speech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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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올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 노동당은 2월 15일에 ‘영국의 
번영을 위한 더 나은 계획’이라는 번영과 성장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Labor 
Press,2015).

포용적 자본주의에 관한 정치적 움직임의 질적 전환을 보여준 것은 2015년 1월에 미국진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IPPR)이 공동으로 발간한 포
용적 번영에 관한 정책 제안서이다. 이 두 싱크탱크는 2014년 7월에 Summers Lawrence 하
버드 교수와 영국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인 Ed Balls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 위원회(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2013년 7월부
터 5개국 17명의 전문가가 1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한 끝에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싱크
탱크가 최초로 정책 제안에 관한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0). 

4. 포용적 번영위원회의 진단과 정책제안11)

1) 서론

한 사회의 성공은 그 사회의 성장의 과실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에만 보장된다는 것이 역사
적 교훈이다. 그 어떠한 사회도 (사회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진) 대규모의 중산층의 존재 없
이는 성공적이 못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시장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가 경제 
번영의 과실을 다수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그 어
느 때보다도 팽배해지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혹은 철학적인 담론에서부
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대공황 이래 최초로 선진 공업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중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이들에게 사회 계층의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이들 국가들이 대중을 배제시킨 경제 성장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

선진 공업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민들은 여전히 자유와 자치(self-government)에 참여를 소
중한 가치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이들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자
신의 재능과 노동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 체제가 보장해줄 수 있기를 원한다.

10) https://cdn.americanprogress.org/wp-content/uploads/2015/01/IPC-PDF-full.pdf 
11) 이 내용은 포용적 번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Summers Lawrence가 정리한 요약문을 전문 번역한 것임.

하지만 민주주의 정부와 시장 체제가 위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할 때 시민들
은 정치로부터 소외(alienation)되고, 또 사회적 신뢰는 훼손되며, 인종, 민족, 계층 간의 갈등
은 심화된다. 따라서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은 관용, 조화, 사회적 관용, 낙관주의, 
국제적 협력 등의 가치를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민주주
의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은 단지 경제만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
의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지지 또한 훼손시킨다. 특히 우리 시대의 반민주주의자들 혹은 반민주
적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은 민주주의가 경화되었고 (sclerotic), 비효율적이며 (inefficient), 통
치에 적합하지 않기 (ungovernable)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적 역동성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와 같은 비판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바
로 역사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과 민주정
치가 먼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항상 시민들에게 번영의 지속과 기회의 보장을 약속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강력하고 또 비배제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는 사회적으로 동적이고, 낙관주의적이며, 따라
서 성공적인 사회를 이룩하려는 노력의 기반이 된다. 진보주의자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시대를 
막론하고 고정되어 있지만 그 의무를 다 하는데 있어 채택되는 방법론에는 항상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전략과 방법이 변화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계화의 시대, 또 기술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기술
혁명에는 부인할 수 없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에 의하여 중산층이 약화된 역기능 또한 존재함
이 사실이다.

2) 뉴딜 정책과 제3의 길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이 어떻게 사회 전반을 이
롭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철저히 고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
한 이전 시대의 모범적 사례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딜정책, 유럽의 복지국가, 그리고 클린턴과 
블레어의 ‘사람 중심(putting people first)’의 ‘제 3의 길’ 정치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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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딜정책과 유럽의 사회복지국가 건설이 산업혁명의 과실을 대중 전반이 누릴 수 있
도록 하였듯이, 우리는 21세기의 자본주의의 과실을 대중 전반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정치적 체제를 건설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진보 센터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포용적 번영 위원회 보
고서”를 발간하였다. 민주주의는 앞서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그 목표는 다
시 사회정의의 실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의 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시민 모두의 번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3) 무엇이 문제인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

대개의 선진 공업 민주주의 국가들이 당면한 단기 과제는 최근의 세계금융위기의 극복이지
만, 그 외에도 적어도 네 가지의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중요 과제가 있다.

첫째, 세계 경제는 지난 40년 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하고, 이에 
따라 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아시아 (특히 중국), 남미, 동유럽, 그리고 
(최근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구가하였고, 그 결과 이들 국
가의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은 세계 무역 규모의 전례 없는 팽창으로 이어
졌고, 이와 같은 팽창은 다시 더 많은 국가의 경제 개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상품의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렴해졌으며, 이는 선진국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점증되는 통합은 상품 생산 및 서비스 노동자의 경쟁이 한층 치열하여졌
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저임금 국가들의 생산력 향상은 선진국에서의 수입상품 시장의 경쟁
이 한층 치열하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터넷과 컴퓨터기술의 발달은 국경을 넘나드는 기
업이 보다 높은 가격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들 기업이 아웃소싱
을 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있어 이전에 비하여 훨씬 수월함을 의미한다.

둘째, 생산기술의 근본적인 변화는 상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였고, 또
한 중산층이 주로 차지하였던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생산기술의 비약적인 향상은 전통

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이 차지하였던 업무가 자동화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봇공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중급 숙련(intermediate-skill) 노동자들의 업무까지도 대체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선진 공업국 거의 대부분이 겪고 있다.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생산 라인과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감소시키거나 대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3차원 프린터의 보편
화, 구글의 운전자 없는 자동차, 아마존의 택배 드론 등의 등장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급 숙련 노동의 필요를 증대시킬 것이며, 기업의 이윤 또한 마찬가지로 전례 없는 속
도와 규모로 증대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진 공업국에서는, 
고용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다. 점차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계약직으로 
고용되며, 이들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유급휴직, 연금 등의 혜택 등이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
의 경우 매우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따라서 임금 상승의 요구의 
통로가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수의 기업이 비핵심적인 업무를 하청 및 재하청을 
통하여 수행하고, 따라서 많은 수의 노동자가 독립된 피고용인 (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서 사측과 노사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이들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basic 
labor-law protections)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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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전 시대에 비해 기업들이 대규모의 사회적 기회 창출의 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
지 못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share prices)의 극대화와 최고경영
진에 대한 보상으로 옮아가고 있다. 사회적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중요한 사회에서 기업들은 
피고용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이다. 경영진의 또 다
른 관심사는 소위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인데, 금융공학의 최대목표는 납세 부담의 
최소화이다.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 가능해진 것 또한 기술 진보 덕분인데, 이로 인하여 경영
진과 일반 노동자 간의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느슨해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저성장, 세계금융위기의 여파, 확대되는 불평등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더해져, 선
진국의 중하층에게 막대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압력을 보다 심화
시키는 것은 물론 형편없는 정부 정책이다.

4) 해결책: 보다 나은 경제 모델 만들기

그렇다면 어떻게 보다 많은 인구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
에 대한 해답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의 몫이기도 하다.

일부 좌파들은 세계화와 기술 진보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
다. 세계화의 시대에 그 어떤 국가도 고립됨으로써 번영할 수 없다. 마찬가지고, 기술 발전을 
도외시하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도태되게 마련이다.

일부 우파들 또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로의 회귀를 
주장하거나, 경제의 낙수효과 (trickle-down)를 과대평가하고 이를 위하여 상위 계층의 감세, 
탈규제, 공공서비스의 축소 등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러하다.

5) 어떻게 포용적 번영을 달성할 것인가?

이 보고서에서 우리들은 선진국들의 중산층의 경제적 조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된 악화된 조건들, 현재와 미래의 위협들, 향후 과제들은 어떠한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들
이 아니다. 보고서 분석 결과, 캐나다와 호주 정도를 예외로 하고, 선진국들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 약화되었다.

자유방임주의도, 고립주의도 대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진보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역동적 시장
경제 (dynamic market economy)와 공정사회 (fair society)가 공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한
다.

포용적 번영의 조건들로는 양질의 일자리, 합리적인 급여, 지속가능한 미래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용감한(bold) 행동을 
취하기에는 환경이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하락세에 있으며, 이
는 그간의 (정부와 기업에 의한)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동시에 사회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크고 빨랐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보다 빠르게, 그리고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들을 참여자로서 혹은 고객으로서 
(customers and clients)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탄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하
여 우선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은 법제 개혁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노동법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눈높이에 머무르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의 노동법은 여전히 기술의 변화, 노동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정부신뢰는 역사적
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그 결과 시민들은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공공문제가 해결될 것이
라는데 있어 일말의 신뢰감도 갖고 있지 않다. 즉 시민들은 경제문제에 있어 정부에 기대기보
다는 불안감 가득한 채 독립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악순환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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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건설을 통하여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정책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임금의 상승: 노동자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경제 체제 하에서의 완전 고용

첫째, 우리는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또 이들 노동자가 합당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 가능 인
구의 16%가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고용 확대에 더하여, 일자리가 양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간에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그 수준을 달리 한다. 유럽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가
에서 노동자의 단체교섭이 보장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단체교섭이 보장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중산층의 수입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의 발달을 지
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노종조합이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수준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최근에 급속히 증가
한 시간제 노동자들 절대 다수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구의 평균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예: 유연하지 않
은 노동환경, 고비용의 탁아 시설 등)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
는 세제혜택, 상승된 최저임금, 그리고 직장내 혜택(연금 등) 등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대된 생산성으로 인한 이윤이 주주에게보다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윤의 공유(profit-sharing)와 기업의 공동소유(share-ownership)는 노동자로 하
여금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한다.

(2)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

21세기에는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경제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노동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
적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의 보육 보장 및 공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 수요자의 금융 부담 최소화, 양질의 직업
교육 확대 등이 따라서 중요하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전 시대에는 중등교육(고등학교)
이 풍요로운 삶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였다면, 현시대에는 최소한 대학교육은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선진국 간에도 직장내 훈련, 혹은 현장교육(OJT)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국가에서는 OJT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OJT에 있어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즉 기업들이 OJT를 이수한 직원을 타사에 빼앗길 수
도 있다는 우려 하에 애초부터 OJT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여 직업훈련 등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혁신과 지역 클러스터 지원 방안 마련

셋째, 혁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가장 혁신적인 도시 혹은 지역은 
대체로 높은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숙련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산업과 인적 자본이 한 곳에 모였을 때의 응집 효과(agglomeration effects)가 
매우 크다는 것은 알려진 바이다. 따라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시 혹은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짐이 매우 중요하다.

(4) 장기주의(long-termism)

넷째, 시장이 공익에 부합하고 또 장기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교적 큰 이
윤을 창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이 활발한 투자로 재투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
서 기업들이 생산적인 자본투자 및 장기 이윤 창출에 보다 관심을 갖게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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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다.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에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 그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상승시킨다. 인프라 투자는 매우 건실하
고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프라는 장기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 반대로 
인프라 투자를 외면하면 인프라는 낙후되고 궁극에는 기업과 가계 모두에 상승된 비용을 부담
하게끔 한다.

(5) 국제공조

마지막으로, 앞서의 노력들이 성공적이기 위하여서는 국제공조를 필요로 한다.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개최되는 회의(예:G20)에 참석하여 거시적 경제 공조 및 지속가능
한 세계 경제 발전 방안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각국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가
져야 할 사안은 대표적으로 금융 불안, 이민, 기업의 국외 탈세 등에 대한 공조이다.

6) 결론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즉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제의 변화, 기술의 진보, 그리고 국내의 노동자들로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 기
업들로의 권력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방치된다면 자유방임주의와 (경제의) 낙수효과 옹호론자들이 계속해서 득세
하여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고, 임금 상승은 정체될 것이며, 중산층은 계속해서 붕괴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경제적으로 근시안적(myopic)인 것이며, 근본
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이 다시 역동적으로 제 기능을 하여 각 국가가 포용적 번영을 구
가할 수 있게끔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진보주의자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때 대중은 포퓰리
즘과 편협된 시각에 매몰된다는 사실은 현재 몇몇 국가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는 분명 가능하며, 그 미래는 개방과 연대, 역동성과 안정성, 혁신과 평등을 골고루 
담보하는 미래일 것이다.

 
5. 결 : 새로운 진보 30년을 위한 집권 플랜 만들기

1832년에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이 있고 난 뒤 1871년 보수당의 수정궁 선언까지 거의 40년 
동안 영국 정치는 휘그(whig)가 주도하게 되었다. 간헐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보수당 집권 기
간이 있었지만 자유주의적인 휘그가 영국 정치의 중심에서 국정을 운영하였다. 정치 패러다임
이 거대한 전환을 이룬 뒤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한 세대 이상을 장기집권하는 경우를 발견
하기는 어렵지 않다. 시대정신을 담지한 정치주체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한 시대를 주도
하게 된다.

최근의 정치에서도 신자유주의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한 세대를 주도하
였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는 간헐적으로 진보세력이 집권하는 기간
을 제외하고는 그 시대를 대변해 왔다. 2008년을 기점으로 제4세대 자본주의인 포용적 자본주
의(inclusive capitalism)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기존의 정치질
서에도 변화를 가져 온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진보진영만이 아니라 보수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
치세력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90%의 소득이 
지난 30년 동안 크게 악화되어 왔으며 2008년 이후에는 포용적 번영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시
민적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풍향이 바뀐다고 한 순간에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교체되지는 않는다. 30년 동
안 세계를 주름 잡아 온 신자유주의의 진지(trench)들에서 공고화된 이해관계는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다. 정치적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흐름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지
적·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때 선거결과로서 결정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의 요소
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고 있다.

2015년의 한국정치에서 이 세가지 요소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진보세력이 소득주도성
장과 포용적 번영의 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실정치의 선거에서 아직 정치적 우위를 갖
지는 못하고 있다. 그 교차지점에 지적 우위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의 이론적 각축이 상당기
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지적이고 이론적 우위를 진보와 보수 중 어디서 차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정치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포용적 자본주의로 정책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어떤 정책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이야기 구조(storylines)을 생산하고 전파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선
거에서 핵심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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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경제 민주화’가 다음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한
다. 2017년 선거는 제4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그 정책패러
다임의 중요한 스토리라인은 ‘사람먼저’ 정책담론,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포용적 번영 정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의 싱크탱크의 일차적 과제는 정책들의 개별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에 
앞서 시민들이 소통하고 정책전문가들이 공유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내
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한 세대의 진보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다. 「국가전략 2050」의 첫걸음
은 포용적 자본주의 시대에 진보의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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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는 어떻게 ‘집권’과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 <더미래연구소>의 정치적 역할과 시대적 과제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1. 강화되는 정책연구기관의 ‘싱크탱크화(think tank-rization)’

 - 정책연구 수행기관의 양상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조건,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다   
   양하게 존재해 왔음

   * 정책연구 수행기관을 ‘싱크탱크’라고 범주화하거나, 부르는 것 자체도 각국 사정에 따라   
     달랐음
   * 또한 정치제도, 엘리트충원 방식, 대학의 위상과 교수의 역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정책  
     연구의 주된 수행기관과 위상이 달랐음

 - 최근 각국의 정책연구 수행기관들이 ‘싱크탱크’라는 이름과 역할로 동형화하(려)는 양상 강화

    * 펜실베니아 대학교 제임스 맥갠(James McGann) 교수가 주도하는 세계 싱크탱크 순위   
      작업이 대표적 사례 [매년 발표하는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 전세계 연구기관들을 ‘싱크탱크’라는 단일 분류로 영향력 등 평가→순위 여하에 대한 각  
      국 싱크탱크들의 반응과 반발
      ex) - “2014년 순위 발표 결과 KDI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싱크탱크 경쟁력 조사에서 9  
            위 차지”
          - 중국 싱크탱크의 숫자가 늘고, 순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평가방식에  
            이의제기하며 불만 표출
    * 한국에서도 한경비즈니스가 수년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탱크”의 순위를 발  
      표하고 있음→국내 연구기관들 또한 각자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싱크탱크 순위’에 일   
      희일비

 - 그러나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책 지향의 연구와 분석, 조언을 생산하는 조직, 정책결정자   
   와 대중들이 공공정책 이슈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관  
   =싱크탱크”(James McGann)의 숫자와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커가는 추세

- 45 -



2. 흔들리는 한국 싱크탱크 생태계와 더욱 취약해진 구조

 - ‘세종(시) 시대’의 경인사연과 국책연구기관의 위태로움

   * 정부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 못함에 따라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라는  
     비난과 자조→ 세종시 이전에 따라 부처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
   * ‘철밥통’, ‘고액연봉자’ 등의 비판여론, 공공기관 통제강화→지방 이전에 따른 우수 연구   
     인력의 유출 증대, 확보 어려움 가중
   * 정책과제 수행능력,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비전의 수립역량 등에 대한 불신고조→‘연   
     구회 체제’ 자체의 기반 요동
   * 반면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정부 주도 싱크탱크 50∼100개 신설 계획(2015.1. 20.   
     「중국 특색 신형 싱크탱크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 경제전망과 정책제안이 줄고 ‘컨설팅 회사’로 변해 가는 기업연구소

   * 참여정부까지 기업연구소, 특히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정책적 영향력은 ‘과도함’이 문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약화
   * 최근 기업연구소들은 거시경제 전망이나 경제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음 : 현대경제연구원  
     과 LG경제연구원 정도가 유지
   *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사업에 집중 : 세리CEO를 크레듀에  
     매각했고, ‘경제전망’ 작업을 2013년부터 중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망과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덧붙여 정권의 눈치  
     를 보는 정도가 더 심해졌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1순위 정리 대상

 - ‘영향력’보다 ‘생존’이 우선과제인 시민사회 싱크탱크

  * 1990년대 ‘준싱크탱크’로서 시민단체가 역할 수행→2004년∼2008년 사이 시민사회 기반   
    독립 싱크탱크 설립 집중
  * 국책연구소들은 대체로 1970∼80년대, 기업연구소와 시도연구원들이 1980∼90년대, 시민  
    사회 싱크탱크와 정당연구소들이 2000년 이후 주로 설립
  * 2011년 조사 당시 시민사회 싱크탱크 30%가 1년 예산 1억원 미만, 평균 4명 미만의 상근  
    연구원, 낮은 언론보도와 정책적 영향력 등의 상황 확인

  * ‘영향력’보다는 ‘생존’ 자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  
    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 ‘변화’를 위한 몸부림,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정당연구소

  * 정당혁신과 역량강화, 선거승리와 집권을 정당연구소의 변화는 항상 강조 :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평가보고서에서부터 문재인 당대표 공약(“국민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로  
    강화”), 여당도 마찬가지임(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당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더 채용해야 한다”)
  * 민병두 원장 취임 이후 민주정책연구원이 여의도연구원에 비해 활발해 졌다는 평가도 제기  
    되고 있고, 당 지도자 대상의 경제학습, 정책엑스포 기획, 온라인 소통 강화 등의 변화 진행
  * 그러나 여전히 연구원 내 경제학 박사 두 명에 불과하고, ‘정책’과 ‘비전’보다는 ‘전략’과   
    ‘기획’에서 가시적 성과에 무게중심
  * 장기적인 경제전망, 미래예측과 같은 ‘긴 호흡’, ‘먼 시야’의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못함 :  
    현안 중심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는 작업 정도를 진행 
 
- 혼돈을 더해 가는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의 조건 하에서, 더욱 복잡해지는 정책들의 ‘(초)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한국 싱크탱크의 숙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진보정치세력은 ‘10년만의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과제도 달  
    성해야 함
  * 2017년 ‘진보의 집권’과 2030년 이후의 ‘미래의 기획’을 동시에 임무로 삼아, 지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진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국내에 없음
  * 해외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 왔음 : 영국 공  
    공정책연구소(IPPR)이나 미국진보센터(CAP)와 같이 정당 바깥의 싱크탱크가 ‘집권전략’과   
    ‘미래대응’을 위한 지적·조직적 거점 역할을 수행한 사례

 - <더미래연구소>의 설립은 ‘싱크탱크’에 대한 국제적 흐름 이해, 한국 싱크탱크 생태계 현실
에 대한 냉정한 평가, 2017 진보집권과 2030 미래기획의 동시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시대
적 요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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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관계 

 1) ‘부설’이 아닌 ‘긴밀한 연계’ : 독일 정치재단 모델과의 유사성

 -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더좋은미래>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미래연  
   구소>는 ‘독립적’이고 ‘국민적’인 싱크탱크를 지향→<더좋은미래>와 긴밀하게 협력하되 그것  
   의 ‘산하’나 ‘부설’ 아님

   * 특정 정치인 개인의 정치활동 후원 형태가 아닌 20여명 국회의원이 연구소 설립을 위해   
     공동출연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이례적
   * 이사회 구성은 물론, 운영위원회도 학계와 시민사회, 원외와 지역 등이 균형있게 구성되   
     고, 운영될 것임(일상적 의사결정 및 사업점검은 운영위원회 중심)
   * 재단법인 설립 허가 이후 본격적 후원회원 모집 예정이며,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연구  
     소의 독자적 재정구조 확립 계획→<더미래연구소>의 수입구조는 <더좋은미래> 출연금, 후  
     원회비, 연구용역 등으로 구성될 계획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더미래  
     연구소>는 독자적 활동을 지속 : 이는 독일의 정치재단(ex. 아데나워재단, 에버트재단)이  
     정당 부설이나 소속이 아니라 ‘정당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과 유사

 2) <더미래연구소> 설립 경과

 - 2014년 2월 11일 <더좋은미래> 출범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22명 참여, ‘가치’와 ‘노선’에 입각한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표방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수립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권정당으로의 당혁신 주도 목표
   * 이를 위해 발족 당시부터 “회원당 연구기금 1,000만원 납부해 공동연구소 설립”하기로 활  
     동계획 발표

 - 2014년 7월 1일 연구소 설립 기획안 최초 제출
   * 3월 이후 <더좋은미래> 의원 각 1,000만원씩 출연 시작
   * “2017년 수권을 위한 <더좋은미래>의 지적 인프라 구축과 조직적 거점 마련”을 목표로   
     연구소 설립 기획안 제출 

   * 재정계획, 운영계획 등에 관한 기획안 제출 및 검토 작업 진행하고, <더좋은미래> 연구소  
     설립준비 TF 구성(우상호, 김기식, 은수미, 홍익표, 홍종학 의원)
   * 8월 이후 외부 준비위원 접촉 시작

 - 2014년 10월 1일 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및 기념토론회 개최
   * 9월 25일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준비위원장 최병모, 외부 준비위원 23명, 이후 일부  
     조정)→명칭 <더미래연구소>로 가명칭 결정,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키로 함
   * 10월 1일 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 개최(발표 : “2018체제 수립을 위한 수권정   
     당 만들기”(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장), “미국과 영국의 정당혁신과 재집권 과  
     정에서 싱크탱크의 역할”(홍일표 국회의원 보좌관) / 토론 : 안병진, 우상호, 한귀영, 한상익)
     
 - 2014년 11월, 재단법인으로 국회사무처 등록키로 결정
   * 국회사무처 등록 재단법인으로 추진키로 하고, 최병모 준비위원장을 이사장으로 결정
   * <더좋은미래> 연구기금 중 1억5천만원을 재단설립 재산으로 출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처 형태로 조직구성하고, 국회 보좌진을 정책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구조 제도적으로 보장
   * 집권전략보고서, 아카데미, 토론회, 이슈리포트 등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계획 검토
   * 여의도 인근 사무실 물색하면서 <내가꿈꾸는나라>와 사무실 공동 사용에 관한 논의 시작

 - 2015년 1월 26일 창립이사회 개최
    * 2015년 1월 16일, 현 여의도 정원빌딩 902호 임대계약 체결(2월 2일 입주)
    * 1월과 2월 각각 1인, 총2인의 선임연구원 채용
    * 1월 26일 창립 이사회 개최해 정관 제정,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이사장 최병모, 이사 

김진방 교수, 조국 교수, 우상호 의원, 김기식 의원, 은수미 의원, 홍익표 의원, 감사 박
용대 변호사→이후 국회사무처 재단법인 등록 신청(3월 중 심사예정)

    * 당분간 소장을 두지 않고, 사무처장이 직을 대신하고, 이사회 이외에 사무처, 운영위원회
와 정책위원회 구조로 운영키로 함

  - 2015년 2월 26일 개소식, 3월 11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개최
    * 2월 22일 <더좋은미래> 2015년 정기총회에서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 재확인하고, 기존 

이사 이외에 유은혜 의원과 홍종학 의원 연구소 운영위원 추가 참여키로 함
    * 2월 26일(목) 저녁 6시∼9시, 정원빌딩 902호 연구소 사무실에서 개소식 진행(연인원 

1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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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인턴연구원 1인 채용해 2015년 3월 현재 총 4인 연구진 상근 체제 구축
    * 3월 9일 <내가꿈꾸는나라> 사무실 입주, 사무공간 공동이용 시작
    * 3월 11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

4. <더미래연구소>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

  1) 설립목적

  - 2017년 집권전략 수립과 2030년 ‘더 좋은 미래’ 기획을 위한 중장기 연구 및 조직 거점 
마련 :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의제’의 발굴, 지원, 경쟁, 검증의 장 마련→“인물, 의제, 자
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2017년 대선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how to do), 이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what to 
do)에 대한 준비 : ‘전략’과 ‘정책’만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까지 포함

    * 예를 들어 “2017년 선거 직후 구성할 인수위원회에 참여시킬 관료와 (국책)연구원을 어
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으로 미뤄뒀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을 기재부와 금융위, 예보까지 포함시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 시민사회, 학계, 지역, 원외 등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특히 국회의
원 및 보좌진과의 다양한 협력구조를 구축

    * 청소년, 대학생, 시민, 예비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정치)교육’을 매개로 정치혁신
과 미래기획의 사회적 기반 확대

  - 2030년 이후 대한민국과 지구적 차원의 ‘미래변화’에 대해 통찰하고, 준비하는 역량 확보 : 
‘진보의 미래’만이 아니라 ‘미래의 진보’를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지적 인프라 구축

   * 민주정책연구원과 같은 정당연구소는 집권전략 및 그를 위한 정책생산에 주력하므로 그 
보다 ‘긴 호흡’과 ‘먼 시야’를 갖춘 연구 단위 필요

   * 국회 설립 논의 중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중장기 정책의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가능할 수 
있으나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음

   * 참여정부가 발간했던 『비전 2030』 보고서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 내는 작업→‘증세’ 
문제를 포함한 재정계획까지 포함해 구체성을 높인 『비전 2030』  보고서 + 2040년, 
2050년까지 시야를 확장해 ‘대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기획을 담은 ‘미래보고서’ 작업

   * ‘을지로위원회’와 짝을 이루는 ‘미래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나 민주정책연구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국 노동당이 ‘사회정의위원회’ 사무국을 공공정책연구소(IPPR)에 두
고 2년간 광범위한 지적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채택했던 사례 참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수립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

뢰할 만한 수권정당으로의 당혁신 주도” 위해 공동연구소 설립 필요(<더좋은미래> 창

립 자료집)

  - “2017년 수권을 위한 <더좋은미래>의 지적 인프라 구축과 조직적 거점 마련”(<더

미래연구소> 설립 기획안)

  -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찰과 정책을 통한 정치의 변화를 선도하며, 공동체의 미래

가치를 수립하고, 새운 의제발굴과 새로운 세대의 육성을 통해 더 좋은 미래를 만

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더미래연구소> 정관)

 2) 운영원칙

  - 국회의원 및 보좌진, 전문가, 활동가의 유기적 결합구조

   * 90년대 시민단체의 성공적 조직모델(‘법률가-연구자-활동가’의 삼각 결합을 통한 의제생
산, 여론동원 역량 극대화)로부터의 진화

   * 강력한 ‘자료제출’과 ‘설명요구’ 권한을 갖고, 입법과정의 제도적 주체로 참여하는 국회의
원 및 보좌진과의 상시적 협력구조 : 싱크탱크 영향력 발휘에 가장 중요한 ‘청
중’(audience)이자 ‘발언자’(speaker)를 동시에 확보

   * 각 의원실의 정책개발비 중 일부를 <더미래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사용→정책연구용역의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실 경계를 넘어 정책역량을 갖춘 전현직 보좌진의 정책위원 참여 
: 전문가, 활동가들과 함께 상임위별, 상임위간 정책협업구조 마련 

  - ‘새로운 인물과 의제’ 발굴,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연구소의 일상적 의사결정과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운영위원회에 청년 몫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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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미래세대’ 이슈 발굴, 주체육성을 주도할 특별분과를 정책위원회에 설치
    * 교육 강좌, 강연,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학습만 아니라 청년 주도의 사업과 연계 프로

그램 상시적 구축
    * 소장학자들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이슈와 인물이 ‘발굴’되고, 활발한 사회적, 

정치적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기획 : ‘멤버십’ 아닌 ‘파트너십’으로 협력관계 다양화

3) 사업계획

★ 연구소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IF’라는 공동 브랜드로 개설될 것임 : 연구소의 영문약
자임과 동시에 ‘만약’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의미를 함께 가짐

○ IF Report[보고서] (※보고서에 따라 IF Book series로 출판)

  ● IF Issues[이슈 보고서]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실의 보도자료, 질의서 등을 심화된 ‘보고서’로 발전(보좌진 집필)
  - IF Discussion이나 IF Lecture 발표 중 선별해 ‘보고서’ 형식으로 발전(외부 연구자 집필)
    * <더미래연구소> 상근연구원들의 보고서 집필은 별도로 진행 
  ● IF Strategy[전략 보고서]
  - 진보개혁진영이 어떻게 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how to do), 집권하면 무엇부

터 해야 할 것인가(what to do)에 대한 전략보고서
  ● IF Statistics[통계 보고서]
  - “통계로 읽는 대한민국”라는 주제로 기발간 주요한 사회통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회가 

제출받은 다양한 통계자료들의 공개범위 확대

○ IF Symposium [연속 심포지움] 
 -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 하에서 재정개혁과 조세정의, 정치개혁, 미래경제 등 

굵직한 주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

○ IF Lecture [(비)공개 강연]
  - 주요한 정치, 경제 현안은 물론, ‘미래의제’에 대한 선도적 논의의 장을 마련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강연과 대중 강연으로 나눠 진행

○ IF Discussion [간담회] 
   -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전문가, 활동가들 사이의 토론과 학습의 장
   - <더좋은미래> 의원들 대상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강연’ 프로그램과 연계해 별도 기획
    * “진보는 왜 지난 10년간 패배했고, 앞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2030년의 

세계는? 2050년의 한국은?”

○ IF Academy [교육 강좌] 
  - 청소년들과 대학생, 예비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미래정치’의 과제와 ‘새로운 정치’의 전망에 

대해 함께 토론
   * IF Academy Spring : 대학생 대상 ‘입법과 정치’ 교육
   * IF Academy Summer :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미래정치’ 토론강좌
   * IF Academy Fall :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와 정치’ 교육

4) 조직구조

○임원
  ●이사장 : 최병모(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이사   :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조  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감사   : 박용대(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소장

○사무처
 ●사무처장   : 홍일표(연구위원)
 ●선임연구원 : 이상헌, 정윤민
 ●연구원     : 전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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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운영위원   : 이사진(당연직 운영위원)
               정책위원회 분과장 약간명(※청년, 보좌진 포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약간명
               원외인사 및 단체장 약간명
               후원회원 약간명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위원   : 외교국방,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 노동, 환 경, 지역, 인권, 정보

공개, 청년, 역사, 교육, 문화 등(※전문가, 활동가+ 전·현직 보좌관)

5. <더미래연구소> 창립 : ‘절망의 폐허’ 위에서 내딛는 ‘희망의 첫걸음’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정확히 4주기가 되는 날 <더미래연구소> 창립 

   * 지난 4년간 ‘원전운영’은 중단되었으나,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일본 경제는 
부활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원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 2017년 대선의 결과는 2030년의 우리 삶의 모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2030년에 대한 기대와 예측은 2017년 선택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 2017년 첫 유권자가 되는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2030년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시점→
우리(세대)는, 그리고 ‘진보진영’은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말해 줄 수 있는가?

 - <더미래연구소>가 2017년 ‘집권전략’과 2030년 ‘미래기획’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피해야 
할 정치적 ‘과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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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와 함께하는 사람들

[임원]
이사장 : 최병모(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이  사 :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감  사 : 박용대(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무처]
사무처장 : 홍일표(연구위원)
선임연구원 : 이상헌, 정윤민
연 구 원 : 전나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운영위원   :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훈(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이영주(서울과학기술대 스마트지식연구단 연구교수)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홍섭(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김성환(더넥스트 대표)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운영위원), 김혜애(녹색교육센터 이사)
              류지영(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동학(다준다연구소 소장)

              김재영(한국고양이수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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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위원   : 계봉오(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곽현(국회의원 보좌관)
                금홍섭(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김보영(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김성환(더넥스트 대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은경(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김정명신(미래교육연구소 소장), 김정훈(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김철희(국회의원 보좌관)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운영위원), 김헌태(전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철(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혜애(녹색교육센터 이사), 류지영(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진경(인천대 기초교육원), 백준기(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은진(법무법인 민 변호사), 유형근(이화여대 고진로사회권연구소 연구교수)
                이건범(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이관후(정치학 박사, University College London)
                이구경숙(같이연구소 소장), 이동연(한국예술종합대 한국예술학과 교수)
                이동학(다준다연구소 소장), 이상호(국회의원 보좌관)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이영주(서울과학기술대 스마트지식연구단 연구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순영(국회의원 보좌관), 임재진(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 장진영(법무법인강호 변호사)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정은혜(새정치민주연합 전 부대변인)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주형(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최병천(국회의원 보좌관)
                최유진(엘스트로 기획홍보팀장), 한정훈(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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