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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1960 년 5 월 27 일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1961 년 5 월 

16 일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 비교를 통해, 두 국가에서 군사 정변 이후 쿠데타 

세력의 정치 활동의 적극성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탐구했다.  

터키의 경우, 당시 집권 정당이었던 민주당 국회 의원들과 그 지지 세력을 

체포한 군인들은 쿠데타 직후 민정이양을 선언했다. 헌법을 개정한 군사 세력이 

터키의 국회 구조를 바꿔 양원제가 됐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1 년 만에 총선거가 

실시 됐고, 쿠데타의 공식적인 지도자 제말 귀르셀(Cemal Gursel) 대장이 쿠데타 

세력과 국회 의원들의 합의로 대통령이 됐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나머지 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180 명으로 구성된 상원에 정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갔다. 오랜 기간 

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는 내각제였던 터키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쿠데타 세력의 정치 활동이 다른 군사 정변 사례에 비해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소장과 그의 군사 세력은 터키와 유사하게 민정이양을 

선언했지만, 2 년이 되어서야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창당을 준비한 군사 

세력이 민주공화당을 설립한 후, 총선에 참가했다. 5.16 세력의 이러한 정치 활동은 

터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두 국가의 쿠데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군사 세력과 기존의 

정치 세력과의 관계가 이러한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키의 경우에는 쿠데타 세력과 야당 공화당의 이념적인 혹은 실질적인 관계가 

쿠데타 세력의 군사 정변 모의 과정 및 군사 정변 이후의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군인들 입장에서 같은 이념을 가진 정당의 존재는 군인들의 정치 활동을 

간섭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5.16 세력이 구축한 정치 

방식이 기존의 정치 세력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들의 쿠데타 모의 과정과 

군사 정변 이후에도 정치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쿠데타, 군사 정변, 혁명, 군부, 시민정치, 터키, 한국, 5.16, 박정희  

학번:  2010-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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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정의 

2016년 7월, 터키의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려 시도 했다가 

실패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데타’는 다시 역사에서 중요한 

단어로 떠올랐다. 터키처럼 이슬람 문명권에 속하면서 민주주의를 

일찍이 받아들이고, 나토(NATO) 회원국이자 오랜 기간 

유럽연합(EU)에 가입을 시도하던 국가에서 쿠데다 시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사건들 중 하나가 쿠데타라는 점에서 이 주제는 정치학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연구 주제로 볼 수 있다.  

쿠데타는 비밀리에 계획되어 기습적이고 과감하게 실행된다. 

쿠데타 때는 반대파의 체포·탄압, 정부요원의 불법납치·감금 암살, 

군사력의 강압이 있거나, 의회를 강제 점령하고 정보통신망을 탈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기도 한다. 보통의 경우 쿠데타는 지배계급 

내의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은 정치 세력을 물러나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뜻은 무시된다. 그러나 일부 쿠데타 사례들을 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이탈하는 문민정부나 군사정부를 다시 민주주의 범위로 끌어 

당기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1).  

 

 

1- 이러한 예들 중, 아이티공화국에서 뒤발리에(Duvalier) 가문의 장기 정권을 

무너뜨린 ‘1986년 아이티 군사 정변’이나 독재화된 마마두 탄자 정권에 성공적으로 

감행된 ‘2010년 니제르 쿠데타’ 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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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사례들을 살펴보면 군사 정변이 일어난 후, 쿠데타 

세력이 만든 다양한 정부의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얀마처럼 

군복을 벗지 않은 채 군사 정권으로 나간 경우나, 1971년 터키처럼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 이양을 

선언하고 권력을 다시 민중들에게 돌려준 사례도 발견된다. 또한 

20세기에 발생한 쿠데타 중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후, 시민의 신분으로 

정치를 한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시민으로서 정치를 한 

쿠데타 세력이 소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경우와 적극적으로 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2). 바로 이 맥락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후, 무엇이 

정치 활동을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만든 원인으로 작용 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하여 쿠데타 

이후의 정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쿠데타는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쿠데타의 

내용이나 기간이 민주주의의 회복 및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향후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기존 연구 현황 

쿠데타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된 최초의 자료는 성경이다. 연합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9세기에 분단된 후, 북부에서 수립된 

제2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왕가의 교체가 빈번했다(3). 

2- 한 나라를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1925년, 칠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페드로 다트넬 

(Pedro Dartnell) 장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민정이양을 시도했으나, 1973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 장군의 경우 1990년까지 정권을 잡았다.  

3- 구약성서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왕국 제2국왕인 나답(Nadav)이 바아사(Ba’asha) 

가 일으킨 쿠데타로 사망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Elah)가 

자신의 신하 지므리(Zimri)한테 쿠데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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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알려진 최초의 쿠데타는 같은 시기 제(齊) 나라에서 

발생했던 궁전 쿠데타이다(4). 그러나 학술적으로 내용이 풍부한 

쿠데타는 1851년 파리의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Louis Napoléon 

Bonaparte 혹은 Napoléon III)가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말기, 1851년 파리 쿠데타를 중심으로 쿠데타 문헌들이 잇따라 

발표되기 시작했다(5). 이 문헌들을 살펴보면 제2 프랑스 공화국의 수립, 

나폴레옹 3세의 정계 진출 그리고 그가 일으킨 쿠데타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 진행된 쿠데타 연구들을 살펴보면, 참고 문헌 리스트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두 권의 도서가 있다. 하나는 1968년에 쓰여진 

에드워드 루트와크(Edward Luttwak)의 《쿠데타: 실용족인 

지침서(Coup d'État: A Practical Handbook)》(6)이고 또 하나는 같은 

해에 발표된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질서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이다. 루트와크의 책은 

제목처럼 쿠데타가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세, 쿠데타가 벌어질 

당시의 군사 작전 또는 성공적인 쿠데타를 위한 필수 요소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4- 동양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온 기록에 

따르자면, 제나라 공작인 호공(胡公)은 이북 동생 헌공(獻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5- 그 당시에 기자로 활동했던 외쩬 테넛(Eugène Ténot)이 1870년에 쓴 《Paris in 

December 1851, or the Coup d'É tat of Napoleon III》이나 쿠데타 시기에 파리 

경찰청장을 역임하고, 쿠데타 후 경찰부 장관으로 임명된 샬리메인 에밀(Charlemagne 

Émile de Maupas)이 1884년에 쓴 《The Story of the Coup D'état》은 가장 대표적인 

문헌들이다.  

6- 미국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루트와크는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개입했던 쿠데타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 4 - 

 

데탕트 시기에 들어가면서 변화된 국제 정세를 반영한 그레고르 

퍼거슨(Gregor Ferguson) 교수의 책 《쿠데타: 실용 매뉴얼 (Coup 

d’e´tat: A Practical Manual》은 1987년에 발간됐다. 이후 수많은 

자료들이 공개되고,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이 출판되면서 더욱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009년에 나온 켄 커너(Ken 

Connor)와 데이빗 헵디치(David Hebditc)의 《쿠데타를 어떻게 설계한 

것인가: 모의부터 작전까지(How to Stage a Military Coup: From 

Planning to Execution)》이라는 책은 루트와크의 쿠데타 연구를 

현대화시켰다. 다만, 루트와크의 쿠데타 분석의 단점이라면 정치적인 

흐름으로 쿠데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들보다 약소국에서 권력욕이 있는 

쿠데타 세력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는 점이다(7). 

헌팅턴 교수가 저술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질서》가 

선행 연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쿠데타를 분류했다는 

점이다. 헌팅턴 교수는 군사 세력의 목적을 가지고 쿠데타의 종류를 세 

개로 구분했다. 변혁적 쿠데타, 정권수호적 친위 쿠데타, 거부의사의 

쿠데타이다. 헌팅턴 교수가 쿠데타들을 분류를 했을 때 사용했던 주된 

연구 방법이 군부와 정부 혹은 군부와 정부 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었다. 

 

7- 조나단 포웰(Jonathan M Powell)과 클레이턴타 타인(Clayton L Thyne)이 

2011년에 발표한 ‘Global instances of coups from 1950 to 2010: A new 

dataset’보고서의 기존 연구 현황에서 루트와크가 오직 공모로 계획된 쿠데타들만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 사례들을 보면, 공모로 계획되지 

않았던 쿠데타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1982년에 방글라데시에 일어난 쿠데타이다. 

1981년 육군 장교에 의해 암살당했던 지아우르 라흐만 대통령의 사후에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자, 당시에 총사령관을 역임하던 후세인 무하메드 에르샤드(Hussain 

Muhammad Ershad) 장군이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1974년 4.25에 

포르투갈에서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 역시 쿠데타 세력의 권력 욕심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쿠데타를 계기로 정치 체제가 변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오늘 

날에도 쿠데타보다 혁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http://www.pen-and-sword.co.uk/?product_id=1647
http://www.pen-and-sword.co.uk/?product_id=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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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와서 다른 변수들을 도입한 쿠데타가 재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쿠데타가 무혈 혹은 유혈로 감행 되었는가 또는 어떠한 

원인때문에 쿠데타가 무혈로 벌어질 수 있었는지도 연구되었다(8). 

쿠데타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연구 도서 중 하나는 1962년에 

출간된 새뮤얼 파이너(Samuel Finer) 교수의 《말 탄 사람: 정치에서의 

군부 역할(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은 군부의 정치 간섭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정치가 

안정을 잃은 상황에서 강력한 위계 질서가 자리잡힌 군부가 벌인 

쿠데타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파이너 교수는 이 책에서 군부의 

쿠데타 기질을 각종 방향에서 서술했다. 파이너 교수의 이 책은 차후에 

발생한 쿠데타 감행 가능성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선행 자료가 되었다(9). 

추가로 왜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10).  

 

 

8- 예를 들어, 2013년에 발표된 마마두 디오마 바(Mamadou Diouma Bah)의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Guinea: An Instrumental Explanation of Political Stability’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혈 쿠데타가 발생한 반면, 유일하게도 모든 

군사정변이 무혈로 벌어진 기니의 쿠데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9- Robert W Jackman, “The predictability of coups d’e´tat: A model with 

African dat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2, No. 4. (Dec., 

1978), pp. 1262-1275.; A. Belkin and E. Schofer, “Toward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Coup Risk”,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5, 

October 2003, pp. 594-620.;Patrick McGowan, “African military coups d'état, 

1956–2001: frequency, trends and distribut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1(03), (September 2003), pp. 339 – 370. 

10- Paul Collier & Anke Hoeffler, Coup Traps: Why does Africa have so many 

Coups D’etat?, Centre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 2005 

https://www.researchgate.net/journal/1469-7777_The_Journal_of_Modern_African_Studies
https://www.researchgate.net/journal/1469-7777_The_Journal_of_Modern_African_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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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연구의 핵심 연구 주제로는 쿠데타 분위기를 만드는 

국내외적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하에서 경제와(11) 

쿠데타의 관계 그리고 냉전 시기와 쿠데타의 관계가(12) 가장 많이 

다뤄졌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연구 주제는 쿠데타를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  

쿠데타 연구는 2000년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8-2010년 사이에 쿠데타가 무려 일곱 차례나 

발생하면서 다시 학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시기이후 

발표된 쿠데타 연구들 중에 눈에 처음으로 띈 연구들이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가 쿠데타와 민주화의 관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했다면, 그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쿠데타들의 존재가 처음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13). 

11- Lena Gerling, Riots and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Coup; Plotters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Urban Protests and Coups d'É tat, Münster 

University,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Economics, 2016; Londregan, John B & 

Keith T Poole, “Poverty, The Coup Trap, and the Seizure of Executive Power” 

World Politics, Vol. 42, No. 2. (Jan., 1990), pp. 151-183.; Marcelo Leiras, 

Antonella Bandiera, Marcos Salgado, A call to arms: the conditional effect of 

economic performance on coups, Red para el Estudio de la Economía Política en 

América Latina(REPAL), 2015 

12- Ulrich Pilster & Tobias Boehmelt, Coup-Proofing and Military Effectiveness 

in Interstate Wars, 1967–99, University of Essex, 2011 그리고 냉전 시기 중심으로 

한 쿠데타 연구들을 보면, 주로 미국의 개입이 주제가 되었다. Arindrajit Dube, Ethan 

Kaplan, Suresh Naidu, Coups, Corporations, and Classified Inform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375–1409.    

13- Clayton L. Thyne, Coup d’etat or Coup d’Autocracy How Coups Impact 

Democratization 1950–2008, Foreign Policy Analysis (2014), 0, 1–22; John J. Chin, 

Military Coups, Regime Change, and Democratization,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5; George Derpanopoulos, Erica Frantz, 

Barbara Geddes & Joseph Wright, Are coups good for democracy? Research and 

Politics, (January-March 2016) pp. 1~7. 

http://www.nber.org/people/arindrajit_dube
http://www.nber.org/people/ethan_kaplan
http://www.nber.org/people/ethan_kaplan
http://www.nber.org/people/suresh_na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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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문제 제기 및 연구 사례 선정 

20세기에 발생한 수많은 쿠데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쿠데타 세력이 군사 정변이 일어난 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이 군인의 신분이 아닌 시민의 

신분으로 정치를 한 사례가 비교적 더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으로서 정치를 한 경우,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하나는 정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한 경우,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한 경우이다.  

군사 정변 이후, 쿠데타 세력이 정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한 

사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1960년 5월 27일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38명의 장교에 의해 발생한 군사 정변 

이후, 터키의 민주주의는 잠시 멈추었다. 그 당시 집권정당인 민주당 

국회 의원들과 그 지지세력을 체포한 군인들은 민정이양을 선언했다.  

헌법을 개정한 군사 세력이 5.27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터키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 하원을 두었다. 쿠데타가 일어난지 

1년만에 총선거가 실시 되었고, 쿠데타의 데유레(de jure) 지도자 중장 

제말 귀르셀(Cemal Gursel)이 쿠데타 세력과 국회 의원들의 합의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나머지 쿠데타 장교들은 군복을 벗고 180명으로 

구성된 상원에 정의원으로 들어갔다. 내각제인 터키에서 대통령은 

실권을 가진 총리와 달리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쿠데타 세력의 이러한 정치활동이 소극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14).  

 

 

 

14- Idris Gursoy, Darbelerin Sahitleri (Kaynak Yayinlari, 2011) p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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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5.16 쿠데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61년대 

쿠데타를 선포한 박정희 소장과 그의 지지 세력은 터키 사례처럼 민정 

이양을 선언한 후, 2년 만에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 세력은 

터키와는 달리 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참가했다. 박정희와 

그 지지 세력의 정치 활동은 터키에 비교했을 때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고 평가된다. 

연구 문제 제기 

한국의 61년 쿠데타와 터키의 60년 쿠데타를 비교할 때, 군사정변 

이후에 쿠데타 세력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터키의 60년대 쿠데타 세력과 한국의 61년대 쿠데타 

세력이 군사정변 이후에 다르게 움직인 원인을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쿠데타 세력이 군사 

정변 이후 무엇 때문에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한국의 61년대 군사 세력이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반면, 터키의 60년대 쿠데타 세력은 왜 소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알아 

볼 것이다.  

가설 세우기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방향과 일치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쿠데타 세력은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 

 터키 사례를 보면 쿠데타 세력은 38명이다. 그 38명이 아무리 

중립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당시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이었다. 

그 장교들의 회고록을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진행된 비밀 회의에서 

대부분의 장교들은 군사 정변 이후 정권을 공화당에 돌려 주자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쿠데타의 정당성을 

약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일부 장교는 반공화당 입장에 

있었기에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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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사실은 군사 세력 안에 공화당을 반대하던 장교들이 일부 

존재했다 할지라도 쿠데타 세력은 전반적으로 친공화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례는 터키와 다르다. 박정희와 그의 뜻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정치 활동에 뛰어들 수 있었다. 

 본 가설은 기존의 두 연구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터키 

쿠데타에 대한 평가들을 보자면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터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워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군사 세력이 국내 정치의 

혼란을 잠재운 후, 정치 간섭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만 

개입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을 볼 때 이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5.16 발생 원인에 관한 설들을 살펴보면 특히 

진보 진영 세력에서는 박정희의 권력욕에 초점을 두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국내 변수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 정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외 관계, 외부 위협, 위기 의식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도 한국와 터키의 쿠데타를 살펴보면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6과 5.27 군사 정변 이후, 당시 

미국과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터키의 쿠데타 세력은 모두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위기 의식의 경우도 매우 유사하다.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후 

분노가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터키의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에 

불만을 갖고 매일 시위에 참여한 친공화당 세력이 있었다. 아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외부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존재했으며, 터키 역시 소련이 있었지만 그 위협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군사 정권이 북한이라는 변수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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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이 두 국가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내 변수의 경우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쿠데타를 분석할 때 5.16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신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시기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유신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5.16세력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나,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라는 1인 

중심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 4 절 연구 방법과 자료 

본 논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군사정변 이후의 쿠데타 

세력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연구와 본 연구의 

내용 방향은 다소 상이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학자들의 

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쿠데타의 발생 원인이다. 

쿠데타 이후 군사 세력의 정치 개입 정도는 학계에서 많이 연구된 

분야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쿠데타 세력과 정치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연구 방향은 5.16 쿠데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5.16 쿠데타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의 방향은 주로 군사정변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려는 

연구, 5.16이 한국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외적인 

연구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윤근의 《해병대와 5.16》 

이다. 이 책은 쿠데타에서의 해병대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경우 5.16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함께 보는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15- 에드워드 루와크, 아모스 펄머터 (Amos Perlmutter), 크리스토퍼 앵커슨 

(Christopher Ankersen), 레베까 쉬프(Rebecca L. Schiff) 교수들을 비롯하여 많은 

쿠데타 전문가들의 연구들은 주로 군인과 시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다. 군인들과 

정치 세력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 되지 않는다. 

http://www.google.com/search?tbo=p&tbm=bks&q=inauthor:%2522Christopher+Ankersen%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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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쿠데타 연구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군사정변 배경을 

밝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여전히 수많은 자료들이 미공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의 60년대 쿠데타 논문들은 군사정변이 터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 한국 사례를 연구한 방식은 기존연구와 달리 5.16을 

군부, 정당, 시민의 삼각 구조 아래에서 분석한다. 이제까지 5.16에 

관한 논문들을 보자면 연구자들은 주로 5.16을 당시 한국의 경제와 

사회 문제와 결부시켜, 5.16의 과정을 연구하였고 4.19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박정희와 그의 군부 세력을 그 당시의 

다른 정치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 보자고 한다. 즉, 박정희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그와 그의 지지 세력이 가진 정치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의 관계 및 그들과 당시 정치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5.16 쿠데타를 연구하고자 한다.  

터키의 5.27 쿠데타 연구의 경우, 냉전 말까지는 쿠데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로부터 연구자들은 5.27을 

쿠데타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에 많은 자료가 공개 

되면서 터키의 60년대 쿠데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5.27이 혁명인가 아니면 

쿠데타인가에 관한 것이다. 5.27을 혁명이라고 한 학자도 쿠데타라고 한 

학자도 5.27 세력을 민주당과의 관계를 통해 5.27을 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5.27 쿠데타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아닌 

야당인 공화당과의 관계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50년대부터 역사적, 정치적 흐름을 살펴 봄으로써 

5.27과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에 대한 질문을 떠나 군부 세력의 

움직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5.27과 5.16를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쿠데타와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터키와 한국 사례의 경우는 남미 또는 아프리카 쿠데타들과 달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대륙의 쿠데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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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으로 쿠데타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터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27 쿠데타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민주주의가 회복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터키의 사례에서 군사 

세력이 이미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문헌 해석을 통해 분석을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먼저 검토할 자료들은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이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뿐 아니라 당시 정치인이나 언론인의 

회고록들도 연구에 포함될 것이다. 루트와크의 주장에 따르자면 쿠데타 

세력은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슬로건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부 

세력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쿠데타 세력의 시기 분석을 대조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터키 사례를 연구할 때 60년대 

쿠데타를 바라보는 친공화당과 친민주당 언론인들의 시각을 모두 

고려하면서 연구의 중립성을 높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될 또 다른 자료는 쿠데타 세력의 군사 

정변 이후의 공식 문건들이다. 터키에서 쿠데타부터 총선까지의 

쿠데타의 세력에 의해 설립된 국가 통합 위원회(Milli Birlik 

Komitesi)와 한국에서 쿠데타 이후에 설립된 군사혁명위원회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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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장 쿠데타의 정의 및 개념 분석 

본 연구에 있어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사례인 

터키의 5.27 군사 정변과 한국의 5.16 군사 정변이 쿠데타로 

언급되거나 때로는 혁명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제 1 절 쿠데타의 정의 

쿠데타는 영어로 ‘coup d'état’이며, 이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왔다. ‘État’이라는 단어는 현대 프랑스어로 사태, 상황, 입장, 처지를 

뜻하는 술어로 쓰이지만, 정치적인 의미로 국가, 국민 등으로도 

사용된다. ‘Coup’이라는 단어는 현대 프랑스어로 치기, 때리기, 

타격의 의미를 가진다. 옥스퍼드 대사전에서 쿠데타 의미를 가진 

‘coup d'état’ 혹은 ‘coup’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국가를 치다, 

국가를 때리다’로 풀이 된다.  

쿠데타의 어원학적 설명을 다시 쉬운 말로 요약 하면 한 세력이 

힘을 써서 억지로 한 국가의 수장을 바꾸거나 체제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5 년 국왕 칼리파 빈 하마드 알사니(Khalifa 

bin Hamad Al Thani)는 왕세자가 아니었던 왕자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Hamad bin Khalifa Al Thani)로부터 무혈 쿠데타를 당했고, 그 

결과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경우 국가 

운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국가 원수만 교체됐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 원수가 유지 되지만 국가 운영 체제가 지도자의 권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친위쿠데타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선포가 

있다. 유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수는 그대로 박정희였지만, 원수의 

권력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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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혁명의 의미 및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 

쿠데타의 의미를 확인하고 나면 형식적인 면에서 혁명과 

쿠데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혁명이 벌어질 때도 

한 세력이 강제로 권력을 잡고, 지도자와 체제가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데타와 혁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혁명의 

의미부터 분석하자면 혁명은 쿠데타처럼 외래어가 아니며, 민주주의처럼 

서구 문명과 만나는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단어가 아니다. 혁명은 

‘변하다’는 의미의 ‘혁’자와 생명을 가리키는 ‘명’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이 단어는 가장 먼저 주역에서 언급되지만, 

정치학에서 쓰이는 의미와는 다르다(15). 

영어 ‘revolution’ 도 혁명의 ‘혁’자와 유사하게 ‘회전하다’ 

혹은 ‘반전하다’의 의미인 라틴어 ‘revolio’에서 유래됐다. 

흥미롭게도 터키어로 혁명을 가르키는 ‘devrim’은 ‘회전하다’와 

‘무너뜨리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devirmek’에서 유래된 

것이다. 영어 ‘revolution’이 정치학에서 현대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17 세기 영국의 내전 과정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16). 

혁명의 핵심적인 특징은 국가의 정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 혁명 또는 러시아 혁명의 경우, 혁명이 일어난 

국가의 지도자는 물론, 국가 정체가 바뀌어 혁명 자체가 그 국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5- 주역에서 언급된 부분: 天地革而四時成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한국어 의미: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철을 이루듯 탕, 무의혁명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16- Richard Pipes, A Concis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http://chagala.com/russia/pipes.htm (검색일: 2017 년 10 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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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혁명과 쿠데타 구분이 혼란스러울만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17). 이러한 개념적 혼란의 원인은 쿠데타 세력에 

있다. 마지막 세기에 각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들이 처음에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쿠데타 세력이 군사 정변을 

혁명으로 포장시킨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쿠데타가 혁명으로 포장될 경우, 

지도자만이 아닌 국가의 체제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을 

수정해 새헌법을 선포해야 한다. 새헌법은 국민투표나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쿠데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법적책임이 

사라진다(18). 

현대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쿠데타와 혁명을 

구분하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차이점이 사라졌다. 오늘날 ‘국가 

원수나 체제 중 하나만 변하면 쿠데타, 두 개 모두 변했다면 

혁명이다’는 법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952 년에 자유장교단이 이집트에서 일으킨 군사 정변은 ‘혁명’으로 

불리지만, 1969 년에 리비아계 자유장교단이 일으킨 군사 정변의 경우 

한때는 ‘리비아 혁명’으로 불렸지만, 오늘날 ‘반란’ 혹은 

‘쿠데타’로 언급된다(19). 1958 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군사 정변은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거리다(20). 

 

 

17- 한국의 5.16 군사 정변과 터키의 5.27 군사정변은 여전히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논쟁 중이다.  

18- 터키에서 5.27 쿠데타가 발생하고 난 후, 군부 세력은 법학교수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 이 조언에 따라 새 헌법을 만들고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19- Ozan O. Varol, “The Democratic Coup d’E´tat”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2) Vol. 53, pg. 80. 



- 16 - 

 

세 국가에서 발생한 군사 정변을 살펴보면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에서는 모두 왕권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 됐지만, 리비아가 

혁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정변 이후의 국가 정세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집트계 자유장교단이 이끌었던 정권은 독재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과거의 왕권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리비아에서 자유장교단의 지도자였던 카다피는 군사 정변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선포했다. 이후 공화국의 최고 정치 기구로 

혁명지도평의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 의회에 평생의장으로 취임했다. 

즉, 헌법 상으로 보았을 때 리비아에서 체제가 변한 것은 사실이나, 

신체제는 구체제의 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21). 

이라크는 왕권이 폐지된 후, 군사 정변으로 인해 중동에서 

아랍민족주의 바람이 불었지만,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1958 년에 발생한 군사 정변을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22) 

 

 

 

 

 

 

20- Katie Fordyce, The 14 July Revolution and the “True Coup” Ques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5 

21- Joshua Friesen, Tribes and revolution; the 'social factor' in Muammar 

Gadhafi's Libya and beyond, McGill University, 2013 

22- Katie Fordyce, The 14 July Revolution and the “True Coup” Ques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5, pg.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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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모든 혁명은 일종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모두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23). 쿠데타와 혁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명명할 수 있는 혁명과 쿠데타들의 존재하는 것처럼 혁명의 성격을 지닌 

쿠데타와 쿠데타적 성향을 가진 혁명도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와 한국의 군사 정변이 혁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두 사례를 모두 쿠데타로 전제한 후 연구했음을 밝힌다. 

 

 

 

 

 

 

 

 

 

 

 

 

 

23- Raymond Tanter and Manus Midlarsky, A Theory of Revolu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1, No. 3 (Sep., 1967), pp. 26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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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장 터키 5.27 쿠데타의 근원 

 

1960 년 5 월 27 일, 터키 민주당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쿠데타가 벌어지자 대대적으로 체포됐다.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1957 년 12 월 26 일에 민주당 정권은 쿠데타 제보를 받고 

9 명의 장교를 구속한 적은 있었으나 5 개월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쿠데타 공범자이자 최초 고발자였던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8 명의 장교는 6 개월만에 석방됐다(24). 이외에도 군사 사관 학교 

학생들이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 

두 사건을 살펴볼 때, 정부와 군부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은 민주당에 저항한 군부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민주당 정권 말기, 군부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장교들이 어떠한 이유로 쿠데타를 모의하려고 했는지는 본 논문의 터키 

부분에서 핵심적인 질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와 군부 

사이에 충돌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터키에서 군부와 

정부 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고발부터 석방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제로 다룬 책이 있다: Idris Gursoy, 2008, 

Dokuz Subay Olayı ve Samet Kuşçu, Kaynak Yayin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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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1960년대 터키 군부와 정부의 관계 

터키 공화국은 1 차 대전에서 패배해 연합군으로부터 점령을 

당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이다. 점령을 당할 당시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쟁취한 장교들이 1923 년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오스만제국의 

입헌군주제를 폐지했다.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은 해방 전쟁의 

지도자였던 군부 출신의 케말 파샤가 됐다. 1938 년 케말 파샤(M. 

Kemal -Paşa-Ataturk)(25)가 사망하자, 그의 사관학교 친구이자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스멧 파샤(Ismet -Paşa-Inonu)가 대통령이 됐다. 초대 

2 대 대통령까지 군부 출신이었던 터키는 1945 년까지 

단일정당제였으며, 공화당 이외에 다른 정당의 활동은 불가능했다(26). 

 2 차 대전의 참전을 거부하고, 중립 선언을 했던 터키는 전후 

소련의 위협을 받고(27) 미국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당제를 허용한 터키에서 당시 공화당의 총재였던 

이스멧 파샤의 정권은 오래 버틸 수 없었다. 1946 년, 케말 파샤 

정권에서 두 번째 총리이자 이스멧 파샤의 경쟁자였던 젤랄 

바야르(Celal Bayar)는 민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1950 년에 정권을 

잡고, 쿠데타가 벌어질 때까지 10 년 동안 집권당이었다.  

 

 

25- 당시 터키에는 성(Family name) 제도가 없었다. 파샤는 고위급 관료들만 사용할 

수 있던 호칭이었다. 성 제도가 시작되면서, 케말 파샤는 ‘튀르크의 조상’이라는 

의미의 ‘Ataturk’라는 성을 받았다. 

26- 케말 파샤는 몇 차례나 다당제 실험을 했으나, 새로 설립된 정당들이 공화주의를 

반대한 ‘반혁명’ 세력으로 부상하자 결국 케말 파샤의 지시로 무산되었다. 

27- 2 차 대전이 끝나자 스탈린이 터키 동북부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터키 정부는 

안보 위협을 받았다. 당시 소련이 발칸반도,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터키는 소련의 소유권 주장을 예민하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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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이러한 현대사 흐름을 살펴볼 때, 1960 년대에 발생한 

쿠데타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젤랄 바야르(Celal Bayar) 

대통령과 아드난 멘데레스(Adnan Menderes) 총리에 대한 군부의 

저항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터키 군부가 군인 출신인 

이스멧 파샤의 정권에서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점은 쿠데타 분석을 

복잡하게 만든다.  

케말 파샤는 터키 공화국을 선포할 때, 서구 국가들처럼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군부를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 시켰다. 케말 파샤 정권 당시 움직임이 없었던 

터키 군부였지만, 같은 군인 출신이었던 이스멧 파샤의 정권 시기에는 

군부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국가 원수의 출신과 상관없이 정권을 

잡으려는 터키 군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터키 군부의 탄생과 쿠데타 

전통을 분석해야 한다. 

1) 터키 군부의 쿠데타 전통 및 역대 정부와의 관계 

1960 년대의 터키 군부를 분석 하려면 터키 군부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한다. 터키 군부의 전신은 오스만 제국의 군부이다. 

오스만 제국의 군부라면 가장 먼저 예니체리(Yeniçeri)가 떠오른다. 

주로 비이슬람권 지역에서 징집된 아이들로 구성된 예니체리 

오자으(Yeniçeri Ocağı, 터키어로 Ocak 학당을 의미함)는 오스만 

제국의 군사는 물론 고위급 공무원으로 키우기 위한 엘리트 집단이었다. 

황제의 직속 경호대와 친위대 역할을 맡았던 카프쿨루 오자으(Kapıkulu 

Ocağı)의 대다수가 예니체리 오자으 출신으로 예니체리 오자으는 

오스만 제국 군부의 핵심 기관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17 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만큼 유럽에서 승리를 

쉽게 쟁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혁은 예니체리 오자으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울레마(Ulema)라고 불리던 신학자 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https://tr.wikipedia.org/wiki/Yeni%C3%A7eri_Oca%C4%9F%C4%B1
https://tr.wikipedia.org/wiki/Yeni%C3%A7eri_Oca%C4%9F%C4%B1
https://tr.wikipedia.org/wiki/Yeni%C3%A7eri_Oca%C4%9F%C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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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니체리는 개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울레마의 눈치를 살피며 

정계에 간섭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스만 2 세부터(1618-1622)는 

행정이나 사회 개혁보다 예니체리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오스만 2 세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가 예니체리 개혁을 계획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를 당해 실각됐다. 역대 조상들의 끔직한 

최후를(28) 본 마흐무트 2 세는 사전 준비를 철처하게 한 후, 1826 년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이스탄불 주민을 동원해 예니체리 오자으를 

폐지시켰다. 반발이 있을까 우려했던 마흐무트 2 세는 보수 성향을 가진 

주민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모함메드의 승리 군부대(Asâkir-i 

Mansûre-i Muhammediye)’라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새로운 군부를 

창설했다. 약칭으로 ‘승리 군부대’(터키어: Asâkir-i Mansûre, 영어: 

Mansure Army)라고 불리던 곳은 오늘날 터키 군부의 전신이 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니체리라는 집단이 사라졌다고 

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쿠데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스만 

제국이 붕괴 되고 공화국이 선포된 1923 년까지 몇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29). 게다가 공화국의 선포 역시 일종의 쿠데타 겸 혁명이었다. 

즉, 엘리트 집단의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예니체리가 없어지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28- 예를 들어 마흐무트 2 세의 할아버지인 오스만 2 세와 사촌 형인 셀림 3 세는 군대 

개혁을 시도하다 쿠데타를 당해 감옥에서 잔인하게 살해 당했다. 

29- 1876 년, 두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2 명의 황제가 실각했고, 1908 년에 

일어난 쿠데타로 황제가 실각되면서 국회가 다시 열렸다. 1913 년에 일어난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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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년까지 울레마라는 신학자 계급의 편을 들어온 군부는 그 

이후 새로 생긴 조직이자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혁신파의 편을 들게 

되었다. 새로 생긴 군부의 압박으로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입헌군주제를 

선포했고, 그 중 제일 급진적인 세력은 해방 전쟁 때 거둔 승리를 

기반으로 공화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터키의 초대 대통령 케말 파샤는 자신의 정권 때 많은 개혁들을 

실시했다. 빠른 속도로 개혁들이 실시되면서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케말 파샤는 군부의 힘을 

이용해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었다. 특히 케말 파샤는 군부의 

교육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개혁을 반대할 수 있을만한 고위급 

장군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30) 군부에는 진보적 가치관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스만 제국 때 군부의 힘이 강했던 이유는 제국의 특성 

때문이다. 오스만 제국은 군부가 중심이었던 제국이었다(31). 제도적으로 

설명하자면 제국 시절에는 엔데룬(Enderûn)이라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 기관이 있었다. 문관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 학교에는 

예니체리 오자으 출신 아이들 중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입학했다. 과거 오스만 제국 때는 문관, 무관 교육이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다. 최고의 공무원인 총리나 각 주에 파견된 주지사들의 경우, 

동시에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사 교육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승진이 힘들거나, 승진을 할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32). 

30- Begüm Burak, 2011, Osmanlı'dan Günümüze Ordu-Siyaset İlişkileri  

31- 오스만 제국의 궁궐인 토프카프 궁전(Topkapı Palace)은 유럽의 다른 궁전들과 

달리 행정 건물이 아닌 군부 부대로 디자인 됐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다.  

32-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총리나 주지사가 군사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군부의 

압박으로 실각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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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제국의 현대화도 군부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럽에 간 첫 

유학생들은 모두 무관이었고, 유럽에서 돌아와 오스만 제국에서 

현대적인 교육을 전수했던 서양 전문가들 역시 군인이었다. 오스만 

제국에서 열린 현대적 의미의 최초 교육 기관들 역시 군사 사관 학교 

안에 설립되었다. 요약하자면, 오스만 제국 시절에 군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수한 집단이었다(33). 

오스만 제국 말기에는 문관, 무관 교육의 분리 정책과 함께 문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엘리트 학교들이 잇따라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이 케말 파샤 정권 때 더욱 활발해졌다. 공화국 이후 문관과 

무관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이 시작됐고, 민주당이 정책을 통해 

군부의 혜택들을 폐지했지만 1960 년의 경우만해도 터키 군부는 여전히 

교육적으로나, 양적으로 터키의 엘리트 집단이었다. 

2) 터키 군부와 민주당 정권과의 관계 

1950 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39%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을 

55%의 지지율로 앞서면서 정권을 잡자, 많은 사람들은 군부 출신 

이스멧 파샤가 찬카야 궁전(터키 대통령의 관저)을 떠나지 않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리라 예상했다. 당시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키키 

위해 이스멧 파샤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찬카야 궁전을 찾기도 했다(34). 

그러나 이스멧 파샤는 군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12 년 장기 집권을 

마무리한 후 야당 지도자가 됐다.  

 

 

33- 쿠데타에 관한 연구들 중, 쿠데타의 핵심 원인으로 군부의 양적, 질적 팽창을 

지목하고 있다. 

34- 선거 날 밤에는 참모장이 긴급 회의를 진행했고, 1 군 부대의 대대장은 이스멧 

파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군사 정변을 일으키자는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이스멧 파샤는 국민의 뜻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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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뇌부는 군부가 민주당과 공화당 중, 공화당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고, 안정적으로 집권 하기 위해 군부 출신의 고위급 

인사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군부 개혁에 나섰다(35). 하지만 

민주당이 군부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높은 자리를 제공하며, 군부에서 

친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승진을 시도했지만, 군사 개혁의 

부담때문에 군부 내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쌓이고 있었다. 

군사 개혁과 별개로 장교들은 이념적인 이유로 민주당에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주당에 반감을 느끼는 장교들과 민주당의 이념적인 

차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 차이었다(36). 

진보적 군인들은 민주당이 케말 파샤가 건설한 세속주의적인 국가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37).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1954 년경 군부에서는 하급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루트와크의 말로는 ‘쿠데타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하다(38)는 

원칙에 따라 군인들은 쿠데타 혹은 혁명의 정당성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한 터키에서 1954 년 총선 때 58%의 높은 지지를 

받은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생기거나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모의를 하고 세력을 확대한 쿠데타 

세력은 1958 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35- 장교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들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폐지되자, 많은 

군인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36- Ali Fuat Basgil, 1963, 27 Mayıs İhtilali ve Sebepleri, Yagmur Yayinevi 

37- Mehmet Ali Birant, 1991, Demirkirat, Dogan Kitap, pg 76 

38- Edward Lutwak, 1964, Coup d'État: A Practical Handbook, London, pg 31-56 

 

http://en.wikipedia.org/wiki/Coup_d%27%C3%89tat:_A_Practical_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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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957 년 총선 때 지지율이 48%로 떨어지자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 정책들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통제, 야당의 압박과 함께 동맹국이던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해외 

대출마저 끊겼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경제가 흔들리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져만 갔다. 1959 년부터 반민주당 시위들이 대도시 

광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39), 이미 오랜 시간 쿠데타를 계획했던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제 2 절 5.27 세력의 이념적 성향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쿠데타 세력의 유력한 지도자들 중 

알프아르슬란 튀르케시(Alparslan Türkeş) 대령이 5 월 27 일 월요일 

아침 4 시 35 분, 라디오에서 ‘혁명 공지’를 발표했다. 생각보다 쉽게 

정권을 잡은 5.27 세력은 ‘국민 통합 위원회(Milli Birlik Komitesi, 

MBK)’라는 최고의 행정기관을 창설하고 6 월 18 일에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은 쿠데타의 데유레(De jure) 지도자이던 중장 제말 

귀르셀의 지시로 준비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쿠데타는 하나의 세력이 

일으킨 군사 정변이 아닌, 막판에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서 벌인 

쿠데타였기 때문이다. 정작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서로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이 혁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군인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했다(40).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및 헌병의 각 계급에서 쿠데타 세력을 대표할 

만한 군인들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 명단에 있는 군인들을 분석하면 

이념적으로 다른 두 세력이 두드러진다. 하나는 제말 마다노울루 

(Cemal Madanoğlu) 중장 중심으로 형성된 진보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튀르케시 대령 중심으로 된 보수 세력이었다. (표-1) 

39- Ali Fuat Basgil, 1963, 27 Mayıs İhtilali ve Sebepleri, Yagmur Yayinevi  

40- Ahmer Er, 2000, 27 Mayıs'tan 12 Eylül'e Hatıralarım, Alternatif Yayinlari, pg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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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민 통합 위원회(Milli Birlik Komitesi, MBK)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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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처럼 서로 반대된 두 세력이 어떻게 통합을 이뤄 

군사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5.27 

세력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세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5.27 세력 내 진보적 세력의 형성  

5.27 세력은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일부 

장교들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쿠데타를 모의했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다. 어느 

순간부터 통합을 하게 된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계급이 낮다는 것과 

각 쿠데타 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공평하게 움직이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제말 

마다노울루 중장을 찾았다.  

각 파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쿠데타 모의를 했던 인물은 

대위였던 듄다르 세이한(Dündar Seyhan)과 오르한 카비바이(Orhan 

Kabibay)었다. 이 둘은 1954 년에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다가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까지 논의하게 됐다. 그 이후에 혁명을 

계획하던 오르한 에르칸르(Orhan Erkanlı), 아흐멧 이을드지(Ahmet 

Yıldız), 파룩 규벤튀르크(Faruk Güventürk)까지 계획이 공유되면서 첫 

모의를 진행했다(41). 

카비바이파와 세이한파 말고는 탈랏 아이데미르(Talat 

Aydemir), 세자이 오칸(Sezai Okan)과 오스만 쿅살(Osman Köksal)도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 3 년이 되도록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 쿠데타 모의를 이어왔던 두 조직은 1957 년이 되어서야 통합했다. 

위에 언급된 인물들의 쿠데타 이후의 행보를 살펴 보면 모두 진보적 

성향이 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적인 군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민주당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걸까?  

41- Dündar Seyhan, 1966, Gölgedeki Adam, Uycan Matbaası, pg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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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군사 정변을 일으킨 일차적 이유로 

1958 년 이후 진행된 민주당의 독재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이 모두 1954-55 년경에 모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독재화는 

5.27 세력 모의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장교들의 

인터뷰들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군부 세력을 자극했던 이념적인 차이가 

눈에 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아잔의 아랍어화였다. 

아잔은 이슬람에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아랍어를 사용한다. 케말 파샤가 정권을 잡고 있던 

1932 년에 세족주의와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터키어 외에 다른 

언어로 아잔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 이 금지령은 이스멧 파샤 

정권 때도 지속됐다. 국민의 거부감을 파악한 민주당이 1950 년 총선 

때 아잔을 다시 아랍어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놓았다. 민주당은 5 월 

14 일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6 월 16 일까지 법안을 통과 시키고, 아잔의 

아랍어 금지령을 풀었다. 국민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을 환영했지만,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을 보면 군인의 대다수는 세속주의로 대표되는 

케말 파샤의 혁명이 후퇴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42). 

물론 아잔 문제만으로 세속주의 성향을 가진 군부가 위기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케말 파샤 정권 때는 사회적 위치가 박탈된 

신학자를 포함한 수많은 종교인 세력이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역시 군부를 자극했다. 다시 말해, 쿠데타 내 

진보 세력이 세속주의 후퇴에 대한 위기감으로 민주당을 케말 파샤가 

건설한 터키 공화국의 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43). 

 

 

 

42- Mehmet Ali Birant, 1991, Demirkirat, Dogan Kitap, pg 77-79 

43- Ali Fuat Basgil, 1963, 27 Mayıs İhtilali ve Sebepleri, Yagmur Yayinevi 15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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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내 진보적 세력은 세속주의적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민주당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에 실린 진보적 

사설들을 살펴보면, 진보적 정치 평론가들은 케말 파샤의 혁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케말 파샤는 국가 

조직의 상단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나, 이 혁명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스멧 파샤 정권 때 논의됐던 

토지 개혁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뒤짚어지면서 진보적 

군인들의 거부감을 유발시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을 하자면 민주당 인사들은 공화당에 

비해 관료보다 지주가 더 많은 편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멧 파샤 

정권과 달리 민주당 정권은 친자본가적인 경제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 

민주당이 선택한 경제 노선도 군부 내에 진보 세력을 자극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을 무너뜨리자는 생각을 가진 진보적 

성향의 군인들은 모의를 하면서도 공화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정권 이후 쿠데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두고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첫 번째는 군인이 정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쿠데타직후, 정권을 이스멧 파샤가 있던 공화당에 넘기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당을 재판한 후, 다시 민정 

이양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을 해석하면 5.27 세력 내 진보 세력 

사이에도 친공화당 진보와 독립적인 진보로 갈라져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44). 이러한 갈등은 쿠데타 세력에 보수파가 가담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안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44- 쿠데타 가담한 장교들의 회고록을 보면, 모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의 갈등은 회고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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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7 세력 내 보수적 세력의 형성 

케말 파샤 정권 비해 비교적 독재화가 진행됐던 이스멧 파샤 

정권 때, 혁명을 거론했던 지식인들과 군인들이 ‘투란주의(Turanism)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 1944 년에 발생했던 이 

사건에서 투란주의 즉, 모두 튀르크계 민족들을 통일시키자는 이념을 

가진 장교와 교수들은 인종 차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석방된 군인들 중 알프아르슬란 튀르케시(Alparslan Türkeş)는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튀르케시 대령은 뒤늦게 탈랏 아이데미르(Talat 

Aydemir) 대령의 초대로 가담하게 됐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튀르케시는 이후 자신의 세력과 함께 쿠데타 모의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5.27 군사 정변에 생소한 사람들은 보수파였던 민주당을 

무너뜨린 사건에 보수 군인들이 가담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표하는 보수적 가치와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의 보수적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다.  

5.27 세력 내 보수파는 투란주의적인 보수였다. 이 세력은 

민족주의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어 보수로 분류되고 있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진보에 가까웠다. 쿠데타 이후 시민의 

신분으로 정계에 들어간 이 정당의 이름은 ‘공화주의 농부 

국민당(Cumhuriyetçi Köylü Millet Partisi)’이었다.  

이 세력은 민주당이 1957 년 이후 민주주의에 어긋한 행보들을 

많이 보였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58 년 이후,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는 내전과 다름없는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보수 세력은 민주당이 분열된 국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45). 쿠데타의 보수 세력은 이러한 이유로 

45- Ahmer Er, 2000, 27 Mayıs'tan 12 Eylül'e Hatıralarım, Alternatif Yayinlari,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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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변을 통해 ‘무너진 터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는 생각으로 

군사 정변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3) 5.27 세력의 리더십 구조 

5.27 세력은 보수와 진보의 통합으로 생긴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단의 리더십도 하나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파룩 규벤튀르크(Faruk Güventürk)는 급이 높다는 이유로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1957 년에 발생한 사멧 

쿠슈츄(Samet Kuscu)의 공범 고발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규벤튀르크는 6 개월 만에 다시 석방되었지만, 군사 정변의 안전을 

위해서 쿠데타 모의에는 소극적으로만 참여했다. 규벤튀르크의 실각으로 

쿠데타 세력 내 리더십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쿠데타 세력에 가담한 

군인들 중 급이 가장 높은 군인이 대령이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군사 

정변 이후 쿠데타에 참여한 세력 외에 터키 군부의 나머지 세력이 

쿠데타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장군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 마다노울루 중장의 리더십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의 회고록에서 동일하게 언급됐듯이 

제말 마다노울루(Cemal Madanoğlu) 중장은 ‘정의로운 사나이 

남자’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였다. 그는 파견된 군부대마다 군인들의 

존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미 터키 군부 내에서 쿠데타 

모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접촉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쿠데타 

세력에서 추대 제의를 받자마자 곧바로 수락했고, 5.27 세력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마다노울루 중장의 회고록이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친공화당으로 분리할 수는 없다. 

그는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정변 이후에 정권을 

공화당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다노울루 중장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부패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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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러한 이유로 5.27 세력 내의 친공화당파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급부상한 튀르케시 대령 주도 하에 보수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 갈등이 수면위로 뚜렷하게 떠오르지는 않았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5 개월이 지난 후, 마다노울루 중장이 쿠데타 

세력 내의 보수파를 숙청하면서 실권을 잡게 됐다. 그러나 이 

시기로부터 쿠데타 세력 내에 있던 온건파와의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국민 통합 위원회에 남아있던 군인들의 잦은 의견 

대립으로 사이가 나빠지자, 그는 사임 후 정계를 떠나버렸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마다노울루 중장은 1969 년 이후에 진보 군인들로부터 

다시 지도자 제의를 받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쿠데타 모의가 

적발되면서 1971 년 감옥에 들어갔다. 쿠데타 세력에 보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마다노울루 중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었지만, 보수의 제거와 

함께 마다노울루 중장 역시 실각하게 된 것이다.  

나- 튀르케시 대령의 리더십 

튀르케시 대령은 5.27 세력에 가담하기 전부터 군부에서 이미 

자신의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급부상은 군사 정변 이후에 

진행됐다. 군사 정변 이후에는 마다노울루 중장이 계엄령 대대장을 

맡았고, 튀르케시 대령이 총리겸 국무 차관을 맡았다. 계엄령 대대장은 

군을 통치해야하기 때문에 급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마다노울루 

중장이 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 두 직책 모두 높았지만, 세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총리겸 국무 차관직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튀르케시 대령이 이 직책을 이용해 군사 정변 이후 막강한 권력을 

키우려고 하자 마다노울루 중장과 갈등을 빚게 됐다.  

군사 정변 이후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한 이 두 인물의 

의견은 이미 갈등에 놓여 있었다. 튀르케시 대령은 군사 정변 이후 

민주주의를 수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최소 

4 년이 지난 이후에 민정이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정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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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선거를 치를 경우, 공화당의 정권 장악이 

당연한 것이라 소위 말하는 ‘혁명의 정당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마다노울루 중장은 최대한 빨리 민정이양을 하지 

않으면, 정치를 모르는 군인들 때문에 튀르케시 대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튀르케시 대령과 마다노울루 중장의 부딪힘은 결국 숙청으로 

마무리 되었다. 38 명으로 구성된 국민 통합 위원회는 이미 튀르케시 

대령파와 마다노울루 중장파로 갈려져 있었고, 양쪽 모두 상대파로부터 

숙청당할 거라는 소문을 접하고 있었다. 결국 마다노울루 중장이 

쿠데타의 데유레(De jure) 지도자인 대장 제말 귀르셀의 지지를 받아 

어느 날 밤 국민 통합 위원회 회원 38 명 중 튀르케시 대령을 포함한 

14 명을 체포했다. 체포 당한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은 며칠이 지난 

후 해외 대사관에 무관으로 파견 됐다. 일종의 무혈 숙청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14 인방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숙청된 14 인이 모두 튀르케시 파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두 

보수파는 아니었다. 그 중 4 명은 진보파였다. 튀르케시 대령은 리더십을 

통해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튀르케시와 그의 세력은 망명을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의 재판이 종료된 이후 총리, 외교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의 사형 판결에 대한 통과를 두고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이 투표했을 당시에도 14 인방은 해외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사형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망명 기간이 끝나고 국내로 돌아 온 14 인방의 상당수는 

튀르케시의 주도하에 공화주의 농부 국민당에 입당했다. 튀르케시는 

입당하자마자 매우 빠른 시일 안에 정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오늘 날 

터키 국회에서 3 번째로 큰 정당인 민족주의운동당(Milliyetçi Hareket 

Partisi, MHP)은 공화주의 농부 국민당이 개명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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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르셀 대장의 리더십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자 해외에서는 제말 귀르셀(Cemal 

Gursel)을 군사 정변의 지도자로 추측했다. 그러나 귀르셀 대장은 

공식적인(de jure) 지도자였지, 실질적인(de facto) 지도자는 아니었다. 

1959-60 년경 터키 군부 내에는 케말 파샤와 같이 해방 전쟁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귀르셀 대장은 급이 가장 높은 

군인들 중에서도 1 차 대전과 해방 전쟁을 비롯해 터키 공화국에 있어 

의미 있는 전쟁에 가담했던 군인들 중 하나였다. 군부에서 존경을 

받았던 귀르셀 대장은 쿠데타 지도자 요청을 받았을 때 동의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쿠데타 세력에는 장군급이 없었고, 

마다노울루 중장도 포섭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의 

입장에서 귀르셀 대장의 포섭은 매우 중요했다.  

귀르셀 대장은 쿠데타 제의를 받자마자, 멘데레스 총리에게 경고 

편지를 썼다. 그러나 멘데레스는 이 편지를 읽지 못 했다. 귀르셀 

대장은 당시 터키의 정치 문제들을 쿠데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 사이 육군 총장으로 승진한 귀르셀 대장은 

쿠데타 세력이 원하는 승진 명단에 따라 승진을 실시했지만, 동시에 

쿠데타를 막을 방안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귀르셀 대장은 

전역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명예 은퇴를 선택했다(46). 귀르셀 대장의 

환송회 때는 마다노울루 중장이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로 포섭됐다. 

군사 정변 당일,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3 군 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3 군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귀뮤시팔라 

대장은 쿠데타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만일 급이 자신보다 낮다면 

군사 정변을 ‘반란’으로 받아들이고, 쿠데타를 진압하기위해 앙카라로  

 

46- Sami Kucuk, 2008, Rumeli'den 27 Mayıs'a İhtilalin Kaderini Belirleyen Köşk 

Harekatı, Mikado Yayinlari, pg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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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쿠데타 세력은 귀뮤시팔라 대장의 협박이 

합당하다고 여겨 바로 그날, 은퇴한 귀르셀 대장을 다시 앙카라로 

복귀시킨 후 그를 지도자로 발표했다. 사실 표면적으로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는 귀르셀 대장이었지만, 실제 지도자는 마다노울루 중장이었다. 

귀르셀 대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회고록이나 인터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국민 통합 위원회 

의장으로도 대통령으로도 항상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귀르셀 대장은 국민 통합 위원회를 창설할 때, 쿠데타 세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진보 세력의 균형을 원했다. 대통령 시절에도 모든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러나 귀르셀 대장이 이스멧 

파샤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47).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의 사형 판결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이 투표했을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귀르셀 대장은 

최대한 빨리 민정이양을 하려고 했다. 튀르케시 대령이 주장했던 국민 

통합 위원회의 장기 집권 제안에 소극적이었던 귀르셀 대장은 이러한 

의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다노울루 중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14 인방을 숙청하기에 이르렀다.  

 

제 3 절 소 결 

터키 쿠데타를 이해하려면, 쿠데타 이후에 일어난 정치적인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변이 5 월 27 에 일어났고, 귀르셀 

대장의 주도하에 국민 통합 위원회는 6 월에 창설되었다. 1960 년 

11 월에 장기집권을 주장하던 튀르케시파가 숙청을 당했다. 1961 년 

6 월에는 마다노울루 중장이 국민 통합 위원회에서 사임했다.  

 

47- Ahmer Er, 2000, 27 Mayıs'tan 12 Eylül'e Hatıralarım, Alternatif Yayinlari,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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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년 1 월 국민 통합 위원회의 지시로 명단이 발표됐고, 

이들은 국회 의사당에서 ‘헌법 제정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헌법 

제정단에서 통과된 제정안이 같은 해 6 월에 약 60%의 지지율로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됐다. 계속해서 1960 년 9 월에는 

총선이 실시되었고, 36% 지지율로 공화당은 겨우 여당이 될 수 있었다. 

단, 국회에서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계자나 다름 없었던 정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61 년 총선때 국민 통합 

위원회는 공화당이 단독 집권당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민정이양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이다.  

5.27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이나, 최종적으로 국민 통합 

위원회에서 남은 장교들의 입장에서 쿠데타 세력이 공화당에 가진 

애정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 14 인방이 숙청을 당하기 

전에도 국민 통합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됐던 주제는 위원회 

위원들이 공화당 인사들 또는 이스멧 파샤와 첩촉을 했었다는 것이다. 

5.27 에 가담한 장교들이나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의 상당수는 

이념적으로는 공화당과 일치된 것이었다. 특히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 

중 4 명이 1965 년 총선에서 직접 공화당 후보로 참여했다. 

결론을 맺자면 국부였던 케말 파샤가 창당한 공화당과 군인 

출신 이스멧 파샤의 존재감 때문에 군인들의 상당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군정에 있어서 군부의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러면에서 공화당과 반대 성향을 가진 민주당이 

제거되었다면, 특히 케말 파샤의 세속주의적인 개혁들의 실행을 막을 

장애물들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정치판에서 활동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5.27 세력과 사상적으로 일치된 정치 집단이 이미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5.27 군사 정변을 국민에게 설명하는데 있어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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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은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즉,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방향과 

일치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경우, 쿠데타 세력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쿠데타 세력과 

공화당의 이러한 관계는 군사 정변 이후 1 년 반 안에 이루어진 

민정이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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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 한국 5.16 쿠데타의 배경 분석 

본 연구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의 이념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쿠데타 세력을 이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정부의 

관계, 쿠데타 세력과 정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5.16 에 합류한 장교들의 쿠데타 목적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6 세력이 쿠데타 이전에 가졌던 목적을 큰 

그림에서 확인한다면, 군사 정변 후 쿠데타 세력이 움직인 방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제 1 절 1960 년대 한국 군부와 정부의 관계 

 5.16 세력에 관한 이념적 분석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그 

당시 한국 군부의 이념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군부의 형성 과정과 

이승만 정부와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만, 5.16 세력이 어떤 계기로 

군부의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 정변을 계획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한국 군부의 기원 및 군부의 형성 과정 

한국군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1960 년대 한국 군부의 정치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계자로 보고 

있듯이, 한국 군부 역시 일제 강점기에 독립 투쟁을 벌였던 광복군 혹은 

독립군과 같은 민병군을 자신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군사적인 

정신에서 살펴볼 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관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육군 창설 기념일은 1946 년 1 월 15 일이다. 사실 

이 날짜는 미군정이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한 날짜이기도 하다.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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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됐다. 즉, 육군의 정신적인 전신은 광복군이나, 기관으로 본다면 

미군정이 창설한 국방경비대에 그 기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광복 이후, 남쪽에서 열린 첫 번째 군사학교는 주한 미군이 

1945 년 말에 세운 군사영어학교다. 이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광복군 출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오히려 학생들 

중에는 일본군사학교, 특히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초급 

장교들이 많았다(48). 다음해 4 월에 폐지된 이 학교는 군사 교육보다는 

군사 영어 혹은 통역에 집중했던 교육 기관이었다.  

군사영어학교는 겉으로 보았을 때, 언어 교육 기관이지만 

졸업생들의 행로를 살펴보면 한국 육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졸업생 110 명의 대다수는 30 대에 장군으로 승진했고, 20 대에 별을 

달기도 했다. 특히 쿠데타가 일어난 1961 년까지 육군참모총장들 중 

과반수는 이 학교의 졸업생이었으며, 군의 요직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국군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49).
 
 

군사영어학교 외에 당시에 설립된 교육 기관들 중에서는 

1951 년 진해에서 문을 연 4 년제 육군사관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처음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1948 년이 되어서야 

육군사관학교로 바뀌었다. 4 년 정규 과정의 경우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학교가 진해로 터전을 옮기면서 시작됐다. 이때 선발된 11 기 

생도들을 1980 년대 쿠데타를 일으키는 핵심 세력이 됐다(50). 이러한 

배경으로 파악해 볼 때, 한국 군부의 첫 출발은 미국이 세운 사관학교를 

 

48- 서중석, 2013,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pg 237 

49- 김일영, 2010, 건국과 부국, 기파랑, pg 332 

50- 1955 년에 졸업한 전두환-노태우-정호용 중심으로 된 11 기생 세력이 12.12 

군사 반란을 계기로 5.17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군부 세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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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일본군 출신의 장교들과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군부는 보수 색깔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한국 군부의 교육에 있어서 미군의 영향력은 크다. 미군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통신학교, 공병학교, 보병학교, 포병학교를 

운영했으며, 육군사관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미군은 장교 

교육뿐만 아니라 각급 야전 훈련장에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미군은 한국 

장교들의 유학 또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첫 유학은 1948 년에 

실시됐다. 정부 수립 직전인 1948 년 8 월 11 일, 이형근, 장창국, 

이한림 등 6 명이 포트 베닝 미 육군보병학교에 입학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 군인들은 1950 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1951 년 9 월, 미육군보병학교 초등군사반에 들어가기 위해 165 명이 

미국으로 떠났고, 그들 중에는 5.16 때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종필을 

비롯한 김전식, 강상욱 대위 등이 있었다.  

한국 군부의 미국 유학이 장교들 사이에서만 유행처럼 번졌던 

것은 아니었고, 장군들 중에서도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우가 많았다. 

1953 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유재홍 중장, 양국진, 송요찬, 이성가, 

백인엽, 함병선, 김종갑, 박임항, 오덕준, 백남권 소장과 최경룩 준장 등 

14 명이 미 육군참모대학에 입학했다. 박정희 역시 준장급이었을 때 

미국에서 한 학기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  

숫자로 볼 때 한국 군부에서 50 년대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군인들의 숫자는 많았다. 1952 년에는 594 명, 1953 년에는 829 명이 

유학을 떠났다. 다른 자료에서는 1950 년부터 1957 년까지 육군 

4729 명, 해군 920 명, 공군 1503 명 등 7000 여명이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1).
  

 

51- 노영기 (2001).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1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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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문서에서도 1953 년대 해외로 유학을 떠난 민간인의 

숫자는 613 명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 미국을 비롯해 해외로 유학을 

떠난 장교 숫자는 983 명이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2). 

한국 군부의 이러한 형성 과정을 보면 1950-60 년대 한국 

장교들의 지배적인 이념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한국 군부는 당시에 대표적인 조직들 중 경찰, 정당, 행정부서와 달리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1950-60 년대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인 자유당이나 민주당과는 다르게 한국 군부는 국제화되고 

현대화된 엘리트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군인들이 유학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정치나 민주주의를 배웠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선진화된 서양 사회의 가치관을 충분히 관찰할 기회가 주어졌고 당시 

한국 정치 세력이나 구조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53). 

2)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 

5.16 세력이 무너뜨린 정부는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가 아닌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부였지만, 5.16 세력이 형성된 시기가 이승만 

정권의 말기라는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해하려면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내에서 강력한 반공 정책과  

 

52- 서중석, 2013,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pg 238 

53- 5.16 쿠데타 발발 소식을 접한 김웅수 6 군 단장은 예하 8 사단(사단장 정강 

준장)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그해 5 월 20 일 체포된 그는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반혁명’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10 년을 선고받고 강제 예편됐다. 얼마 

이후에 석방된 김 장군은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딴 후 교수가 되었다. 김웅수 

교수의 회고록이라든가 인터뷰 증언들을 보면, 당시 군인들은 자신이 빠르게 현대화 

됐다는 생각에 공무원으로서 높은 계급에 있다고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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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야당을 억압한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이승만에게 있어서 

군부는 경찰과 함께 가장 많이 협력해야 할 기관이자 동시에 장악해야 

하는 조직이었다.  

이승만 정부와 군부의 관계는 공화국 초기 반공 정책 하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승만 정부는 야당을 억압하는데 있어 

군부를 이용할 의도를 가지자 처음으로 한국군이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냈다. 정부와 군부의 첫 갈등은 1952 년에 발발했던 

부산정치파동이다. 여당의 집회를 무산 시키려는 데 있어 경찰의 힘이 

약하다보니 이승만 정부는 강도 높은 탄압을 위해 군대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참모 총장을 맡은 이종찬 중장은 이승만 정부의 병력 

출동 요구를 거절했다(54).  

이승만과 이종찬 장군 사이에 일어났던 의견 충돌은 군인과 

정치인 사이에 벌어진 첫 갈등이었다. 이를 계기로 군부에 있던 많은 

인사들은 민간인 출신의 국가 고위급 관료들과 부딪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모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 군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도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됐다.   

이 사건 이후, 군부의 일부 세력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릴 

작전까지 세웠지만, 이승만 역시 군 수뇌부 장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54 년에 새로 개설된 연합참모본부총장은 오늘 

날의 합동참모의장의 전신이 됐고, 이승만은 정부에 충성을 한다고 

여겼던 이형근(1954-1956), 정일권(1956-1957), 유재흥(1957-

1959) 그리고 백선엽(1959-1960)을 총장 자리에 앉혀 군부를 

통제하려고 했다(55).  

54- 조갑제가 저술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의 제 3 권은 이 사건을 많은 증언과 

함께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55- 서중석, 2013,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pg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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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와 한국 군부의 갈등은 오로지 여당의 압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선거 때마다 부정 선거를 위해 군대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1956 년 선거와 1960 년 선거에서 

군인들의 합의 없이 군부를 동원해 부정 선거를 가능하게 했고, 이 

때문에 젊은 장교들 사이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다. 

1956 년 박정희 하의 한 부대가 월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으며, 정부의 

부정 선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장교들은 수사를 받기도 했다(56). 

 이승만과 군부의 갈등에는 주한 미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가 주도하는 1952 년 쿠데타 

모의라든가 그 이후 이승만 제거를 목표로 한 에버레디 계획은 모두 

미군의 산물이었다.  

이승만의 군부 통제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김창룡 암살 사건도(57) 

전환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창룡 중장 같이 이승만에게 

충성을 하던 장군이 군부 안에서 벌어진 파벌 싸움에서 사망한 것은 

군에 있는 친이승만 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58). 이 

시기로부터 요직에 임명된 군인들은 이승만이라는 개인보다 국가 자체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송요찬 중장을 들 수 

있다. 육군 참모총장 송요찬은 4. 19 때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지만, 

이승만에 충성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결과, 이승만은 결국 하야 하게 

되었다.  

56- 조갑제, 1998,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 3 권, 조선일보사, pg 97 

57-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김창룡 장군이었다. 이승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군부에서 부상한 김창룔은 

동시에도 많은 적을 만들었다. 결국 그는 4 명 장교로부터 피격을 받아 사망했다.  

58- 윤치영, 1991, 삼성출판사, 동산회고록: 윤치영의 20 세기, pg 308-309. 이승만의 

비서실장이자, 이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정권 때, 서울 시장이자 

민주공화당 의장을 지낸 윤치용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서술한다. 윤치영은 김창룡의 암살 사건이 없었다면, 4.19 혁명은 혁명이 아닌 하나의 

미완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이승만의 하야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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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 

한국 군인들이 역할은 고려 시대에 벌어졌던 

무신정권(1170 년 – 1270 년) 이후 약화되어 왔다. 모순적이게도 조선 

왕조의 탄생 역시 일종의 쿠데타로 볼 수 있지만, 특히 조선 시대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문인 집단은 무인 집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 시대에 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분위기는 대한민국의 수립까지도 이어졌다. 특히, 6.25 전쟁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발생했음에도 승리 또는 패배도 아닌 휴전으로 끝이 나면서 

이러한 인식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두 가지 요소가 한국군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켰다. 첫 번째는 한국 군부의 수뇌부에 있던 인물들이 

일본군에 속해있을 당시 경험했던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한국군이 받았던 유수한 교육을 통한 자신감 

회복이다(59)*. 이 두 가지 요소를 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동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5.16 이전에 쿠데타 모의를 계획했던 경험이 한국 군부에 

있었냐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알려진 첫 번째 쿠데타 모의는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가 계획한 1952 년 쿠데타 모의다. 부산정치파동 

이후, 이승만 정부가 야당 정치인들에게 억압을 한 후, 이종찬과 이용문 

장군이 쿠데타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군의 뚜렷한 개입으로 

진행된 일이었다. 에버레디 계획과 같은 틀에서 구성된 모의였다. 즉, 

5.16 군사 정변까지 한국 군부는 자발적으로 쿠데타 모의를 하지 

않았다.  

 

59- 김웅수, 2007, 새로운사람들, 김웅수 회고록,  

    * 특히 일제 시기에 일본군이 시도한 쿠데타는 한국인 장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군인의 사회적 위치를 재판단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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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부가 받은 우월한 교육과 강력한 위계질서 그리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하던 상황에서 군부가 언젠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례는 

없었다(60).
  

한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에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흥미로운 글이 언론에 개제됐다.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예대로 군사 지배가 정당을 대체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현재 

한국군에서는 정치적인 신망이나 조직력을 가진 군인이 없다. 육군엔 

야심가는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육군은 정부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도구에 

불과했다. 그것은 부부적으로 자유당 정부,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군부 

조종 기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은 실각 

당했고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지휘관은 냉대받았다. 만일 정부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엔전가 한 번은 군부가 지배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일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1960 년 1 월호 사상계에서 나온 미국 상원 외교분과위원회가 

콜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이라는 

논문에서 한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강조 했고,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 글이 발표된 이후 작성된 군인들의 

회고록을 보면 이 글이 한국 군인들을 자극했다는 정황들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부 군인들에게 이 논문은 5.16 쿠데타를 실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61).  

 

60- 오연호 (1993). “미 8 군 사령관의 반이승만 쿠데타 작전계획서”. 『월간말』, 

158-163. 

61- 조갑제, 1998,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 3 권, 조선일보사, pg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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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의 젊은 장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군 운동이 

1960 년 이후 쿠데타 모의의 발판이 됐다. 쿠데타를 계획하던 장교들은 

모의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 연맹을 맺기도 했다(62).  

 

제 2 절 5.16 세력의 부상 및 이념적 성향 

1) 5.16 모의 및 박정희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를 

서술했다. 한국 군부는 이미 1950 년 이후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승만 정부는 반대파를 압박하는데 있어 군부를 이용하고자 군인들을 

정계로 끌어당겼지만, 그 후 군부는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졌다.  

한국 군부 내에서 이승만 정권에 불만이 점점 더 쌓이고 

있었지만, 쿠데타까지 고려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쿠데타 직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참모총장 장도영이 

등장했지만, 5.16 쿠데타는 참모본부총장이 주도하는 형식의 군사 

정변이 아니었다. 물론 장도영이 참모총장이 된 것은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의 일부였지만, 결론적으로 장도영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5.16 에 

가담한 것은 모의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다시 말해, 

5.16 은 한국 군부 안에 특정한 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  

 

 

62- 홍석률 (2012). 4 월혁명 직후 정군운동과 5.16 쿠데타. 한국사연구, (158), 197-

230. 

*** 김종필의 회고록과 김윤근의 회고록에서 이러한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특히 

1963 년에 출간된 ‘한국군사혁명사’에서도 이 논문이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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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의 모의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보인다. 첫 번째는 박정희를 비롯한 만주군 출신 고급 장교들이 

1960 년 1 월 이후에 비밀리에 만나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다.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목적으로 모인 것은, 콜론 연구소 논문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 논문이 쿠데타 모의 모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연구 대상 주제이나, 이승만 정권 말기에 군 

원로들의 부정부패와 독재주의로 분노가 쌓여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로 

볼 수 있다. 이승만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 모의를 시작한 군인들은 4.19 

혁명이 발생하면서 군사 정변 계획을 잠시 내려 놓았다. 그러나 4.19 

이후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당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자 장면 정부를 무능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군인들을 

다시 군사 정변을 목표로 모임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5.16 계획의 시작점이다. 공개한 

자료의 증거에 따르면 박정희는 쿠데타를 목적으로 군 인사들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은 1960 년 초기이다. 그러나 조갑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에서는 박정희가 조규동 소위에게 혁명을 뜻한 발언 이후, 

군부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운 것을 두고 5.16 의 기원을 1956 년으로 

잡기도 한다(증언). 5.16 계획의 시작점을 1956 년으로 잡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당시 

군부에는 또 다른 흐름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증언- 1956 년에 열린 선거 때는 정부가 군부를 동원해서 표 조작을 했었는데, 박정희 

부대에 소속된 조규동 소위는 조선일보 기자를 찾아서 군내부 상황을 고발했다. 

양심선언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던 조 소위는 처벌도 받지 않고 박정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임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오. 그런 선거를 나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오. 

군단장이 시키고 하니, 나도 어찌할 수 없었을 거요. 만약 임자도 연대장이었으면 그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요. 청년 장교로서도 임자의 정의감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술이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도집니다. 지금 수술하면 희생만 

큽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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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흐름은 군 8 기생을 중심으로 군부에서 일어난 

‘정군운동’이다. 처음에는 한국군 수뇌부를 개혁하자는 의지로 시작된 

이 운동의 회원들은 정치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군 조직의 수뇌부에게 가진 거부감과 분노는 이후 정부로 향했고, 결국 

한국에 대한 분노로 확대되면서 혁명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젊은 장교들이 당시 제기했던 질문인 ‘군부에서 일 처리가 

정상적이나 왜 국가와 같은 더 큰 조직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가’는 

정부를 심판한 후, 한국 사회를 심판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사전 준비 

끝에 김형욱, 김종필이 포함된 8 기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군 운동이 

1960 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박정희 소장을 추대하면서 쿠데타를 원하는 

세력이 통합 됐다(63).  

 

 

 

63- 이 두 흐름 외에는 군부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세력을 기운 족청계도 있었고, 

이들의 쿠데타 설은 이미 미국 정보 당국까지 알려졌다. *,** 

*-조선민족청년단 약칭 족청은 이범석 중심으로 청설된 반공-극우 청년단체이다. 

이승만 정권 때 이범석은 국방부 장관을 지니기도 했지만, 이승만의 지시로 모두 청년 

단체들을 대한청년단으로 흡수되면서 족청도 역시 해산되었지만 족청계 인사들이 

군부에 들어가면서 한국 군부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키웠다. 그러나 미국이 접한 쿠데타 

설은, 8 기생들이 의도적으로 뿌린 역정보였다.  

**- 1961 년 4 월 24 일 미 CIA 극동과가 서울 지부로부터 받은 정보 보고를 요약한 

내용은 이러하다.  

    <4 월 24 일: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쿠데타 모의에 대한 견해. 장 장군은 박정희를 

체포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의 체포는 쿠데타를 촉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또 이범석과 족청계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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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박정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1952 년 박정희는 이종찬, 이용민 

장군과 한 때 쿠데타 모의 했으며, 1957 년 이후 자신의 인맥을 

강화하려고 했다. 5.16 이후에도 주요 인물로 활동을 하면서 5.16 군사 

정변이 계획 초기부터 박정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5.16 이전,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쿠데타 모의와는 별개로 이미 8 기생을 중심으로 

또다른 쿠데타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5.16 군사 

정변은 박정희의 개인적인 산물이라기 보다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어 당시 한국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된 젊은 

장교들과 함께 시작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  

5.16 쿠데타의 모의 과정과 관련된 회고록들을 보면 터키 

사례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16 을 일으킨 군인들은 쿠데타 

모의 과정에서 부산일본 주필을 포함한 일부 민간인들과 쿠데타 논의를 

목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으나, 정치인들과의 접촉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16 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을 해석하자면, 5.16 

세력에게 있어 당시에 활동하던 정치인들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 

인물들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분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5.16 군사 정변에 가담한 군인들을 분석하면 하나의 뚜렷한 

핵심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64). 5.16 이 일어난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발생한 ‘장도영 일파반혁명’ 사건과 2 년 이후에 발생한 

쿠데타 음모 사건으로 군부와 쿠데타 세력의 숙청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64- 노영기 (2001).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152-197. 



- 50 - 

 

이 두 차례 숙청이 가진 의미는 장도영, 김동하를 중심으로 하던 

5 기생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8 기생들에게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력의 이념적 성향이 어땠을까? 5.16 세력에 관한 

사상적, 이념적 연구가 적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5.16 세력의 정치적 

이념이 기존에 있던 자유당 또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5.16 세력처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공정책을 실시한 정당이었다. 남한 정부 수립 

초기시절에 자유당으로 자리를 잡은 우익 보수 진영은 군인들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으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구도로 보면, 5.16 세력이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군인들은 왜 군사 정변을 

기획했었던 것일까? 단순히 권력욕으로 설명하거나 주도세력의 이해로 

보는 것은 깊은 연구를 회피하는 행위이다.  

박정희의 《국가와 혁명과 나》 저서를 비롯한 많은 군인들의 

회고록을 읽으면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언급된다. 군인들의 대다수가 

당시에 자국의 현황에 매우 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다음과 같은 문단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분노의 본질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생략) 그 후 19 년간의 역사가, 창업의 기점이 되기는커녕, 

언제나 새로운 악순환의 반복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 양당 

정권이 역사적으로 짊어져야 할 죄책의 심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 

 “(생략) 단 하나의 소득이 있었다면 덮어놓고 흉내낸 식의 

절름발이 직수입 민주주의의 강제 이식이 있었을 뿐이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구성된 쿠데타 세력과 기존에 있던 보수 

세력의 차이는 이념보다는 기능에 있었다. 이 기능적 차이점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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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경제 정책이다. 5.16 세력이 강조했던 

‘자주’의 의미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외세의 지원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5.16 군사 정변은 

외세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제 체제에 대한 결과물이자 반박을 

의미했다(65).
 
5.16 세력은 경제 분야의 독립을 강조해 왔고, 민족주의를 

통해 뒷받침해왔다. 공화당의 선거 유세 활동에서도 민족주의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유에도 이러한 이념적 배경이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이 첫째 

요인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5.16 세력은 박정희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외국에서 수입한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자주 경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 핵심 

이유로 이 문제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실시됐던 경제 계획의 대부분은 이미 1960 년에 준비되어 있었다. 

박정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도 이미 국내 지식인들은 한국이 

서양의 정치 사상을 수입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66*), 

박정희처럼 민주주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4.19 이후 군인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역시 누군가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66**).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때문에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박정희는 자신들의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형태 역시 

민족주의로 뒷받침했다.  

 

 

65- 손호철 (1991). 5·16 30 년 특별기획 5·16 쿠데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비평, 161-177. 

66- * 최정운, 2016, 한국인의 발견, 미지북스, pg 18-24 

 ** 최정운, 2016, 한국인의 발견, 미지북스, pg 25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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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보면 5.16 세력에 있어 

민족주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자국의 경제 

체제를 외세의 지원에서 독립시키는 기능과 서양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를 

재검토 하는 기능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박정희가 나중에 

제시한 ‘의식 혁명’이라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최정운 교수의 설명을 빌리자면 5.16 세력에 있어 이 

거사는 “취약 국가의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와 정치가들의 주체 의식 

결여를 극복하는 문제”를(19*)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5.16 세력의 민족주의 해석을 다시 논의하자면 군인들의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은 상황에서 항의하는 

‘저항민족주의’와는 다르다. 5.16 세력의 민족주의 사상은 자기 

민족의 개화를 목표로 삼아, 민족주의를 수단으로 쓰는 

‘개화민족주의’에 더 가까웠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볼 때, 5.16 

세력의 민족주의는 오히려 장준하와 같은 사상계 필친들의 민족주의와 

유사했다. 

 

3) 사상계 중심으로 본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 

한국 전쟁 와중에 창간을 한 사상계라는 월간지는 한 때 

10 만부에 가까운 판매부수로 한국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잡지로 

자리매김 했다. 박정희 정권 동안, 정부를 비판해 온 사상계의 편집국장 

장준하가 1975 년에 수많은 음모론을 제기한 채 세상을 뜨면서 그는 

현재까지도 박정희의 주요 정적으로 역사 기록에 남게 됐다. 장준하가 

박정희 정부를 비난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무기 역시 

사상계였으며, 당시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반정부 언론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최근에 들어 5.16 군사 정변의 재평가를 시도한 학계에서 

사상계는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일부 학자들이 군사 정변 

초기, 사상계에 실린 글들 중에 5.16 을 ‘혁명’으로 규정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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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들을 강조하면서 5.16 군사 정변이 당시 혁명으로 받아드릴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 주목한다(67*,**). 사상계 필진들 중, 

편집국장이었던 장준하는 5.16 직후에 출간된 95 호에서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라는 제목의 권두언에서 5.16 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지칭했다(68). 

다음 달인 7 월에 나온 96 호에서 함석헌은 ‘5.16 군사 정변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에서 5.16 세력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5.16 군사 

정변의 혁명적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69). 본 논문이 5.16 군사 

정변을 사상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혁명으로 평가가 됐는지의 

여부가 아닌,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평가 받는 

사상계의 글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 엘리트들이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5.16 초기, 장준하, 손세일, 김재준을 비롯한 사상계 출신의 

많은 지식인들은 군사 정변을 지지했다. 민주당 정권을 비판했던 이들은 

장면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4.19 혁명이 미완으로 그쳤다고 

판단했다(67**). 사상계 출신의 지식인들은 5.16 세력을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높이 평가했으며, 반공 정책 하에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5.16 세력을 이집트의 압델 

나세르 중심으로 한 자유장교단과 비교했던 사상계 주필들은 5.16 

세력을 민족주의적인 개화의 틀에서 보고 있었다.  

 

67- *김석근 (2012).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16,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1(1), 211-230. 

** 노영기 (2001).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152-197. 

68- 사상계, 1961,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95 호(6 월) 

69- 사상계, 1961, 함석헌, 5.16 을 어떻게 볼 것인가?, 96 호(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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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의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의 글로 예를 들자면, 이 

글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6 번이나 쓰였고, 5.16 을 개화 주제에 있어서 

“따라서 5.16 혁명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제 3 절 소 결 

제 4 장에서 한국 군부의 탄생,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과 

군부의 관계 및 한국 군부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군부는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치 세력과 

비교해 보아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집단이다. 또한 한국군은 

조선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정치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세력에 불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5.16 군사 정변은 새로 탄생한 

한 집단이 스스로 일으킨 쿠데타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군부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과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한국 군부는 기존 세력과 달리 외국 지원에 

의존하던 경제 정책에 커다란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다. 5.16 세력이 

정권을 잡자마자 실행한 정책들을 살펴 보면, 이들에게 자국 경제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당시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경제 문제가 수면 위로 크게 떠올랐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독립을 외치는 정치 세력이 부재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군부의 경우 오직 

국방부의 예산만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가지고 있는 물품을 

국민들에게 대여해 돈을 벌기도 하면서 경제가 일정 부분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5.16 세력 중 특히 정군 

운동에 속하거나 유학파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자주화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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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 자신들이 유일한 세력이라고 여기는 배경이 

됐다고도 할 수 있다. 

 5.16 세력의 두 번째 차이점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재해석에 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었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한일 정상화를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거부해 왔었고, 민주당 정권 역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반면 5.16 세력은 민족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니 자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한일 

정상화에 부정적인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고, 결국 1965 년 한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큰 틀에서 볼 때, 5.16 세력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근대화 및 

경제 발전 문제를 민족주의로 포장한 개발독재모델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쿠데타 이후 바로 창당 작업에 뛰어 들었다. 중앙정보부가 

주도하는 창당 과정에서 군부는 기존에 있던 자유당 또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모집했고, 이는 기술관료들이 국가 개발을 위한 청사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5.16 세력에게 있어 개발독제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점은 민주주의의 재검토였다. 당시 민주주의를 군부처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군부는 자신들이 생각한 

민주주의 형태 또한 민족주의의 틀에서 설명했다. 군인들은 자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려면 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개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한 세력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16 세력은 개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군부처럼 튼튼한 

조직력을 갖춘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쿠데타 이후 당분간 

국정을 책임지는 것을 스스로의 의무로 생각했던 것이다.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한 

가지 사회 현상 뒤에는 수많은 원인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한국의 쿠데타 세력이 터키 쿠데타 세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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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에 왜 정치판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이 가설은 사실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설 중 하나이다. 5.16 세력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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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한국 5.16 쿠데타 세력과 터키  

5.27 쿠데타 세력의 비교 
 

제 1 절 두 사례를 통해 본 군부와 시민 관계의 비교 

본 논문에서 분석한 두 국가의 사례에서 군부와 시민 관계가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의 군부는 오스만 제국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있어 하나의 행위자로 활동을 했던 집단이었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군부는 공화국 초기 

단계에서는 국정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 기관들 중 핵심적인 

조직이었다. 공화국 초기에 군사 고등학교와 군사 사관학교는 어떤 

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우수한 교육을 제공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내려 온 군부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공화국에서 이어졌다. 무엇보다 1 차 대전 이후 식민지를 하려는 

연합군을 쫓아 내, 조국을 독립 시킨 군부가 공화국을 설립하고, 

정치에도 개입을 하지 않자 국민들은 큰 존경심을 품었다. 터키 국민은 

군부를 국가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으로 인식했다. 터키 군부는 공화국 

초기 이것을 장점으로 여겨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터키의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이 정치 조직이 아닌 부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화국 초기에 터키 군부는 정치에 있어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국정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군부의 상황은 달랐다. 고려 시대에 일어난 쿠데타 및 군사 

정권 수립으로 조선 시대에는 군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조선 왕조가 

망하고 난 후,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 이후 광복군의 승리가 아닌 

일본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독립을 하다보니 군부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6.25 전쟁 때 한국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전쟁은 

미국 중심의 유엔 연합군이 개입했고 그 결과가 승리도 패배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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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으로 마무리 되자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부에 대한 의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한국군은 전쟁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생기면서 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떠오르자 한국의 조직들 중 군부의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의 

지원으로 다른 국가 기관보다 고급 교육을 받은 한국 군부는 초기에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엘리트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제 2 절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성향 비교 

 군부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주로 보수에 가깝기 마련이다. 

그러나 터키나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군부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군부가 보수보다 진보에 가까울 수도 있다. 19 세기 초기, 

터키의 군부는 재조직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떠올랐다. 오스만 제국에서 현대화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자 주인공이었던 군부는 오스만 제국을 넘어 그 후계자인 

터키 공화국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  

 터키 공화국은 헌법상으로 다당제를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으로 

두 번째 정당의 창당이 가능했으나, 공화국 초기 시절 실질적으로 

단일정당을 유지했다.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당제로 갈아탄 

터키에서는 공화당에서 탈당한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창당해 정계에서 

활동에 나섰다. 1950 년에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보수적이었고, 세속주의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성향으로 군부는 거부감을 갖게 됐다.   

1960 년, 터키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5.27 세력은 초기에 다양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민정이양이 이루어진 

1961 년까지 쿠데타 세력 내에 숙청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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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 5.27 세력의 첫 모의 과정과 최종적인 모습을 살펴 보면 

공화당과 유사한 진보 성향과 함께 강력한 세속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군부의 탄생은 일제 시대부터지만, 핵심적인 조직화는 광복 

이후 미국의 지도 하에 있다보니, 반공은 한국군의 주된 정치 성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 상황은 정치판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분단된 국가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성향은 반공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 한국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매우 비슷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5.16 세력은 유사한 성향 안에서도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5.16 세력은 경제의 독립을 경제난을 타개할 일차적인 대책으로 

삼고, 해외로부터 경제를 지원 받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두지 않았던 5.16 세력이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입장은 기존의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동일하지 않았다. 5.16 세력 역시 민족주의 

성향이 있었지만 이들의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가 아닌 

개화민족주의였기 때문이다.  

 

제 3 절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과 정당 관계의 비교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과 정치 정당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터키의 5.27 세력 내에는 두 개의 라인이 있었다. 

핵심 라인은 공화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튀르케시 대령의 주도 

하에 있는 보수 라인은 국민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튀르케시 

대령의 라인이 숙청되면서, 친공화당 라인이 쿠데타 세력을 장악했다. 

5.27 세력 안의 보수 세력이 쿠데타 전에 국민당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인이나 시민과 접촉을 했다는 회고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5.27 

세력 내의 진보 세력은 공화당 정치인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며, 

공화당 조직을 통해 반민주당 집회들까지 조직하기도 했다.  



- 60 - 

 

한국의 5.16 세력은 터키 사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5.16 세력은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그 어느 정치인들과도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관심을 보였던 정당도 존재하지 않았다. 터키와 한국은 

쿠데타 전후에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 구도를 형성했다.  

<그림-1> 터키와 한국에서 쿠데타 전후의 정치 

  

위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 쿠데타의 결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제거되고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여당이 됐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정치 정당들의 커다란 변화 없이 쿠데타 

세력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이 여당이 된 것이다. 터키의 5.27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는 공화당에 큰 도움이 됐으나 한국의 5.16 세력은 

기존에 존재하던 한 정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정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 

자신이 새롭게 만든 정당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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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I 장 결론 

쿠데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하고, 

도움을 받았던 도서는 바로 루트와크의《쿠데타: 실용족인 

지침서》이었다. 이 책의 문장 중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부분은‘쿠데타는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쿠데타 세력이 

얼마 동안 정권을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미국 장교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워싱턴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과연 며칠 혹은 몇 시간 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쿠데타 세력이 잡은 

정권이 미국 시민이 볼 때 정당성이 없다면, 그 정권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쿠데타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는 이미 실패한 쿠데타나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마지막 세기에 일어난 쿠데타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식민지의 지배를 받다가 하루 아침에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한 쿠데타들은 인물 중심으로 오래 지속되는 반면, 군부대를 

중심으로 지배를 받던 남미 국가들이 독립한 후 발생한 쿠데타에서 

인물이 아닌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남미 쿠데타의 

특징은 아프리카와 달리 단기간에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 것은 시민의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터키나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행정 조직이 

존재했던 국가들을 연구 사례로 선정했다. 행정 조직의 역사가 짧고 

국가의 조직화가 약한 나라들에서 권력 혼란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쿠데타의 원인을 권력욕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터키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군사 정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쿠데타 발생 원인을 오직 권력욕에 한정해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군부를 하나의 무력 단체로 보는 관점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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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쿠데타를 사회학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보는 

분석이 필요하다.  

 터키와 한국은 냉전 시기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강하게 받고 있던 국가들이었다. 두 국가에서 쿠데타는 

시민으로부터 또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군사 정변을 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 

시점에서 제기 됐다. 왜 터키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정권을 

오래 잡지 않고 소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반면, 한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정권을 오래 잡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까? 두 

국가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군인들의 회고록이나 인터뷰, 쿠데타 당시에 실시된 

선거 결과, 여론조사 및 기존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양 

국가의 사회적 현상의 차이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군부, 정당, 

시민으로 구성된 삼각 구도가 달라 터키와 한국의 쿠데타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터키에서 1950 년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보의 갈등이 

심각해졌고, 이 상황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쿠데타를 환영하지는 않았으나,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시민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반대하지도 않았다. 군인들은 민주당 정권을 

타도한 후, 권력에서 후퇴했다. 5.27 세력은 공화당이 민주적 절차로 

정권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무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민주당이 

없어진 정치판에서 더 이상 군부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미 기존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5.27 세력의 정치적 방향과 

일치한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이었던 공화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의 정권을 오래 잡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치 

환경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환경이 

충분히 존재했고, 5.16 세력 역시 정치적 환경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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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에 한국인들은 개화를 하려다 실패했고, 결국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없었다. 일본 지배를 받던 시기,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저항민족주의가 확산됐다. 일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인들의 조국은 분단됐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남한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강력한 반공 정책이 국가 조식의 핵심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군부는 다른 국가 기관들에 비해 위계질서가 잡혀 있었고, 

군부의 양적, 질적인 확장은 군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과학에서도 같은 논리를 볼 수 있다. 물질이 높은 농도의 환경에서 낮은 

농도의 환경으로 이동하듯이 권력 역시 마찬가지다. 5.16 쿠데타는 군부 

내에 존재하던 튼튼한 조직력이 군부 밖으로 나갔던 사건이었다. 단, 

한국의 5.16 군사 정변이 다른 쿠데타와 다른 면이 있었다.  

1960 년까지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혼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혼란은 군부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불만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5.16 세력만이 사회적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했고, 

이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정치판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운영을 더 이상 기존 세력에게 

맡길 수 없었다. 다시 말해, 5.16 세력이 정권을 오래 잡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것은 5.16 에 가담한 군인과 정치적 방향이 일치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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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May 

27 Coup in Turkey and the May 

16 Coup in South Korea: 

Research on Behavior of Military in the 

Aftermath of the c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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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project compares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military powers following the 27 May 1960 coup 

d’état in Turkey and 16 May 1961 coup d’état in Korea.  

In the case of Turkey, the military which toppled the ruling 

Democrat Party and its followers decided to hand the political 

control to civilians. The military reformed the constitution and 

changed the Turkish parliament into a bicameral system. General 

election was held one year after the coup and the coup leader Cemal 

Gursel became the president with the agreement of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180 other military personnel who participated in the 

coup quit military and entered the upper house as sen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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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for years to come, the Prime Minister held the real 

political power in Turkey while the president was more of a 

symbolic position, it can be argued that Turkish military was 

relatively less assertive in Turkish politics compared to other coup 

forces in other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General Park Chung-Hee and his 

cadre decided to hand political power to civilians as in Turkey, but 

the general elections were held only two years after the coup. The 

military power founded a political party, named Democratic 

Republican Party, and participated in the general elections. Such 

political activity of the 16 May forces was much more assertive 

compared to the case of Turkey. 

This research project concludes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two cases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military power and the 

existing political powers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this outcome. 

In the case of Turkey, ideological and substansive relations 

between the military and opposition Republican Party played a 

significant role both during the coup and in the military’s political 

participation after the coup. The existence of a political party which 

shares the same ideology of the military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military’s interference in politics. On the other hand, in 

Korea’s case, the political style of the 16 May forces did not exist 

in Korean politics before. Therefore, the military felt the need to 

directly participate in politics without being influenced by civilian 

politicians. 

Keywords: Coup, revulotion, military, Turkey, Korea, Park Chung-

Hee, coups D’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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