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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속에서 외부적인 요

인에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발전국가론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관료제(bureaucracy)를

단일한 행위자로는 보는 한편으로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며 동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성되는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1차

오일쇼크라는 외부적 위기에 따라 이 네트워크의 ‘행위자’와 ‘이슈’가 어

떻게 변화하는 살펴봄으로써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결정과정의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도출하기 위해 수출진

흥확대회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등 주요 산업정책이 이루어진 두 회

의체의 녹취록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행위자-행위자 네

트워크와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2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대통령이지만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행위자는 상공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

한 변화는 오일쇼크 이후 거시경제 및 금융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산

업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변화한 것을 반

영한 것이다.

둘째, 이슈 측면에서 볼 때 오일쇼크 전에는 일반적 정책

(horizontal policy 또는 functional policy) 또는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y)으로서 체계/제도에 대한 개선이 산업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

으나 오일쇼크 후에는 일반적 정책 또는 선별적 정책으로서 자본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

워크에서 다루어지는 이슈가 오일쇼크와 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

라 매우 민첩하고 신축성 있게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이슈와 행위자를 같이 고려해서 볼 때, 오일쇼크 이전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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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균형 있게

다루었으나, 오일쇼크 이후에는 경제기획원이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주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경

제 상황에 맞추어 수출진흥을 위한 개입 전략이 민첩하게 조응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행위자로서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강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보면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통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도(network density)와 네트워

크 집중도(network centralization)가 낮아진 반면에, 행위자-이슈 네트워

크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밀도는 낮아졌으나 네트워크 집중도는 증가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부적인 행위자의 참여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행

위자와 이슈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소수의 중심적인 행위자들의 영향력

은 강화되고 오일쇼크 이후에 소수의 중요한 이슈들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역할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

개자(mediator)로서 네트워크 상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상공부/외무

부 및 경제기획원은 회의 내 조정자로서 제한된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

다. 박정희 대통령이 네트워크 상에서 중개자로서 갖는 특수한 지위는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통제와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고도성장기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설명하

는 기존의 주류적인 입장인 발전국가론 및 그 대안적 논의인 국가 코포

라티즘 이론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론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만들어

내는 역동성을 다룰 수 있다. 관료제는 여러 가지 다른 역할, 영향력을

가진 정부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관들은 외부적 환경의 변

화와 이슈에 따라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정책이슈를 다룰 수 있

는 유연성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발전국가론이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성장

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다양한 민간행위자가 참여하고 발언하였다는 점

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민간행위자들은 정책 네트워크에서 주변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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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있었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때로 민간이 가진 정보를 공유

하고 때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

을 얻었다.

한편, 본 연구는 국가-사회의 관계의 측면에서 발전국가론의 대안

적 논의인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단기간에 다양한

행위자가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유연성은 정책 합리성 제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론에서 다루지 않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성장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

업정책 네트워크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

부기관들 및 주요 민간행위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 이해

한다.

마지막으로, 발전국가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산업정책에서 제도의 역

할을 강조하는데, 제도의 역할에 대한 발전국가 논의를 동태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

과, 체계/제도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인 정책(selective policy) 또는 일반

적 정책(horizontal policy)으로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네트워크에서 이

슈로 검토되었다. 이는 수출지원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들의 지속적인 개

선이 제도의 효과를 높였을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요어 : 정책 네트워크, 산업정책, 사회연결망분석, 상호작용, 상호의존,

국가-사회의 관계, 동태적 과정

학 번 : 2012-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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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1년에서 1979년 사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한국은 눈에 띄는 경

제성장을 하였으며, 한국은 대만, 홍콩 등과 함께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에 성공한 대표적인 동아시아 국가로 소개된다

(McNamara, 1999; Pempel, 1999; Moon & Prasad, 1994; Amsden,

1989).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소개되어 왔다(Chang, 1994; Moon & Prasad,

1994; Amsden, 1989). 국가의 집행부 지배력(executive dominance)을 특

징으로 하는 발전국가는 국가에 의한 금융의 통제나 금융의 제공에 의한

유인(incentives)과 불이익(dis-incentives)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자원

을 동원하고 분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한다(Chang,

1994; Moon, & Prasad, 1994; Amsden, 1989).

또한 발전국가론은 국가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산업정책의 전환

을 이끌어 간 것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Chang, 1994;

Amsden, 1989). 왜냐하면 중화학공업과 같이 후발 산업국가에 있어서

미래에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험한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개입 없이는 민간 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

이다(Chang, 1994).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1960년대 초반에는 시멘트, 비료, 석유정제,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1970년대 중반에는 조선 등으로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지원하였다(Westphal, 1990).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한국의 산업정책은

한국의 고도성장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Westphal, 1990).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국가를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가진 단일한 행

위자로 간주함으로써 산업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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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양상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Moon & Prasad, 1994).

구체적으로는, 먼저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 목표 불일치에 따른 상호

작용의 역동성이 고려되지 못한다. 다양한 행위자가 경제성장이라는 단

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행위자들 간에 협력하고 때

로는 행위자들 간에 이견이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존재하여 갈등할 수

있다. 정부기관 간에도 이러한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dynamics)은 존재

할 수 있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간에도 이러한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

역시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역동성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에서 발전국가론

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발전국가론의 논의

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위자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고

려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조직의 다양한 행위자들, 민간행위

자들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연구에서 포함시키면서 정책 네트워크

(policy network)의 관점에서 고도성장기 한국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결

정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과정(process)을 탐색하고자 한다. 고도성장

기 한국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행위자가

중요했고, 산업정책의 이슈들이 어떤 행위자를 통해 다루어졌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통해 한국의 고

도성장기 산업정책은 상황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변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 경제발전은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인 것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

를 통해 고도성장기 한국 정책의 경제발전은 다양한 행위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였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것이 연구의 목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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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라는 두 가지 회의체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최

근에 박정희 정부 시기 민간-정부 협력체 운영방식이 산업정책을 효율

적으로 이끈 것이라는 제도 중심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있

다(Eom & Whitford, 2017; Schneider, 2015; Schneider, 2010). 특히 수

출진흥확대회의는 대통령, 주요 경제부처, 민간기업의 참여 속에서 개최

된 월간 회의로서 명확한 성과표준(performance standards), 반복된 상호

작용 방식(reiterated interaction), 지대추구 감시(rent-seeking monitoring)

등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분석이

다. 이러한 회의체에서 한국 경제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민간 행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과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고 한다(Eom & Whitford, 2017; Schneider, 2015).

그런데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을 논의하던 대표적인 회의체로는 수출

진흥확대회 이외에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가 있었으며, 이 두 가지 회

의체를 같이 고려할 때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보다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다.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역시 월간 회의로서 월간

경제 주요동향, 국민경제 안정 등의 주요 경제이슈가 다루어지는 장이었

다는 점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수출산업 진흥이라는 세부적인 목표

를 가진 것과 비교하여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회의로서 특징을 가졌다

(박기주 외, 2014). 또한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대

통령 본인이 거의 예외 없이 참석한 회의였다(김두얼, 2017; 강광하 외

2008).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회의가 상호보

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 가지 회의체를 같이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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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회의체를 통합적으

로 고려하여 고도성장기에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산업정책을

다루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

(policy network approach)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는 중범위 수준(meso-level)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

용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정책과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순양, 2010; Rhodes, 2006; Williamson,

2004). 한국의 고도성장기 민간-정부 협의체로서 두 가지 회의는 참여하

는 행위자와 다루는 의제 측면에서 상이하였다. 또한 각 회의의 주무기

관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경우 상공부이고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경제

기획원이어서 두 기관 간에는 산업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신축성 있게 대

응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즉,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회

의를 중심으로 의제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이동시키면서 정책문제에 고도

성장기 한국의 산업정책 네트워크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에 관

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유연한 대응을 살펴보기 적절한 시

기로 1973년 10월에 있었던 1차 오일쇼크 전후 1년을 설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1972년 말부터 전략 산업으로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정하였는데(오원철, 2006), 1973년 10월에 있었던 1차 오일

쇼크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산업정책을 정책영역(생산물, 노동/기술, 자본시장, 토지, 과학기술, 체계/

제도)과 정책의 성격(일반적 정책, 선별적 정책) 등 2가지 기준으로 유형

화하고 산업정책의 의제가 1차 오일쇼크를 전후로 어떤 행위자와 함께

연결되고 그 중심이 이동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5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연

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정책 네

트워크 안에서 협력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고 인

터뷰, 설문 도구와 과정 추적 등의 분석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Ulibarri

& Scott, 2017). 특히 정책 활동에 대해 바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

료로는 회의록(meeting minutes)과 공식적 발언(public comments)이 있

다(Ulibarri & Scott, 2017). 행위자나 사건이 기록되는 회의록은 설문조

사와 함께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관계 데이터(relational data)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 1994).

여기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자료 중에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

트워크를 도출하기 위해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녹

취록을 활용하였다. 먼저,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를 도출하기 위해 회

의 녹취록에서 발언을 통해 등장하는 행위자를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활용하고 같은 회의에서 발언하는 행위자들 간의 동시등장을 관계(link

또는 relationship)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도출하기 위해 회의 녹취록에

있는 특별보고에서 어떤 산업정책 이슈가 있는지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행위자와 이슈 등 2가지 서로 다른 노드 집합(node set)을 활용한 2-모

드 네트워크(2-mode network)를 도출하였다. 이때 산업정책 이슈는

Warwick(2013)의 산업정책 유형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다. 즉, Warwick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책의 지향(일반적 정책, 선별적 정책)과 정책영역(생

산물, 노동/기술, 자본시장, 토지, 과학기술, 체계/제도) 등 2가지 기준으

로 2×6 매트릭스를 만들어 세부기준을 정리하고 산업정책 이슈를 유형

화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서 관계는 행위자가

특정 이슈가 언급되는 회의에서 발언하였는지 여부로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다루는 행위자가 어떤 사건(event)에서 등장하였는

지에 대한 사건 네트워크(affiliation network)이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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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

1. 신고전주의

1960-70년대까지 한국의 고도성장을 설명하는 주류적인 이론은 신

고전주의(neoclassical economic explanation)이었다(Eom & Whitford,

2017; 오재록․공동성, 2011).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원리에 의해 효

용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으

로 이해한다(Swanson, 1996).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

한 조정(coordination)은 ‘보이지 않는 시장기제(invisible market

mechanisms)’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나, 정보·감시(monitoring)·기획

(planning)에 문제가 있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World Bank, 1993). 이러한 시각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대추구

(rent-seeking)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

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고전주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

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다(Ito & Krueger, 1995). Ito &

Krueger(1995)에 따르면, 한국, 일본 등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동아

시아 국가들의 경우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정부지출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세제 개혁(tax reforms)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높지 않도록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설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인정하면서 신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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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장순응

적인(market-conforming) 정부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두

되었다(오재록․공동성, 2011; Ito & Krueger, 1995; World Bank, 1993;

김광석․웨스트팔, 1976).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저축과 투자율(savings

and investment rates)이 1960-7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한

다(Ito & Krueger, 1995; World Bank, 1993).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들이 정부가 시장원리를 왜곡하지 않고 물적·인적 투자(physical and

human investment)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것임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Ito & Krueger, 1995; World Bank, 1993).

비슷한 맥락에서 박영구(2002)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재정정책은

시장순응적인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970년대 초

민간기업들은 위험기피적인 성향 때문에 중화학공업에 진입하는 것을 꺼

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먼저, 중화학공업에 필요

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기술력 확보 및 해외수요 확보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

는 국내외 수요가 작았다. 따라서 산업전환을 위해 초반에는 정부가 기

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초기에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높았고,

진입이 진행되면서 재정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이론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경제제도의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

가하는 문제점이 있다(오재록․공동성, 2011; Moon & Prasad, 1994;

North, 1981). 또한 국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다양한 형태의 보

조를 함으로써 광범위하고 일관적이며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행태가 명

확히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Eom &

Whitford, 2017; 오재록․공동성, 2011; Evan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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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국가론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최소주의적 개입을 전제로 하는 신고전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정치경제 제도의 효

과가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론으로서 대두되었다(Eom

& Whitford, 2017; 오재록․공동성, 2011; Moon & Prasad, 1994). 발전

국가론은 국가에 의한 전략적 개입(strategic intervention)과 그러한 개

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유능한 관료(competent bureaucracy)를 구성요

소로 한다(Moon & Prasad, 1994). 이때 국가에 의한 전략적 개입은 계

획 합리성(plan rationality)을 전제로 한다. 국가에 의한 계획 수립과 계

획에 근거한 전략적 개입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이지만, C. Johnson(1982)에 따를 때 사회주의 국가의 개입은 이데올로

기(plan ideology)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은 발

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발전국가는 선도기관

(pilot agency)을 통해 행정기구를 이끌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이익으

로부터 절연된 유능한 관료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김근세,

2012; Moon & Prasad, 1994; Johnson, 1982).

이러한 발전국가의 전략적 개입은 다음의 수단들을 통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가는 민간기업(private sector)에 대

해 행정적 지도(administrative guidance)를 실시하거나(Johnson, 1982),

보상과 처벌을 통해 규율하거나(disciplining through reward and

punishment)(Amsden, 1989), 투자 자원들의 전략적 배분(strategic

allocation of investment)(Wade, 1990)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Amsden(1989)은 한국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

가의 전략적 개입의 3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국가는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적인 가격(relative price)을

왜곡하기 위해 보조금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둘째,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는 기업에 성과표준(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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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상공부는 수출업자들이 매월 수출

계획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들이 제출하는 수출계획

을 참조하여 성과표준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

위원회, 2015; 강광하 외, 2008). 셋째,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에 충분히 강한 국가(strong state)였다. Amsden이 이와 같은 평가를 한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여러 가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

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는 경쟁기업 진입

으로부터의 보호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통제할 수 있었

고, 자본이동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의 발전국가론자들은 베버리안 관료제의 시각에서 사회와 절연

된 국가의 자율성(autonomy)과 능력(capacity)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Evans(1995)는 국가와 사회의 연결 속에서 발전국가의 효율성

(effectiveness)이 발현됨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발전국가는 약탈국가

(predatory state)와 구분하여 국가와 사회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배태

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가진다고 한다. 배태된 자율성은 베버

리안 관료제와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와의 강한 연결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연결로 인하여 국가가 포획(capture)되지 않고 유능(competence)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vans는 한국의 경우 국가와 재벌 간의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국가는 민간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민간과 긴밀히 연결된 국가를 "한국 주식회사(Korean

Inc)"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Chibber(1999)는 관료제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herence)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capacity)을 강조한다. 국가 일관성

(state coherence)을 확보함으로써 발전국가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공무원의 약탈적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산업정책에서 자원의 선택적 배분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

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일관성의

확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적절한 관료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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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ibber, 1999; Evans, 1995). 왜냐하면 적절한 관료제는 개인이 조직

의 행동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들은 관료제에서

운영되는 승진에 대한 명시된 규범에 따르면서 그러한 규범에 대한 순응

의 정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Chibber, 1999). 나아가서

Chibber(1999)는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이 조정기구를 넘어서서 다

른 국가기구의 저항과 경쟁심을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심기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정리하면, 발전국가론자들은 발전국가들이 경제성장기에 가졌던 국

가 능력(state capacity)을 강조한다. 먼저 국가 능력은 발전국가가 중립

적인 위치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계획기구를 가졌던 점

(Chibber, 1999; Johnson, 1982), 발전국가가 시장경제에 전략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진 점(Wade, 1990; Amsden, 1989;

Johnson, 1982)과 함께 유능한 관료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가졌던 점(Chibber, 1999; Evans, 1995) 등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

으로 결합되어 발현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능력은 발전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중화학

공업으로의 산업전환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산

업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Chibber, 1999; Amsden,

1989). 또한 한국의 경우 이러한 장기적 정책을 가능케 하는 국가기구와

관료들을 갖추었던 것으로 평가한다(Chibber, 1999).

이와 같은 발전국가론자들의 논의는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국가 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 높은 현실설명력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Eom & Whitford, 2017; 오재록·공동성,

2011). 특히 국가 주도의 개입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던 것을 넘어서

서 제도적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도적 조건 하에서 국가 주도의

개입이 효율적일 수 있는지로 최근의 연구의 흐름이 가고 있는 점은 고

무적인 현상이다(Chib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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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코포라티즘

국가 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은 발전국가론이 고도성장기에

동아시아의 특수한 정치경제에서 형성되어 있던 국가-사회관계의 특수

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대두되었다

(McNamara, 1999; Pempel, 1999; Pempel & Tsunekawa, 1979). 구체적

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주도로 형성된 코포라티즘

레짐(corporatism regime)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 변

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Pempel, 1999; Pempel

& Tsunekawa, 1979).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일본 사례에 주목하면서 장

기간의 흐름 속에서 후발 산업화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기술하면서 국가 코포라티즘의 구조적 특징들을 발견하는데

주력한다.

기존의 코포라티즘 연구들은 Schmitter(1974)의 유형 분류에 따를

때 사회 코포라티즘(Societal corporatism)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발전을 설명하는 국가 코포라티즘 연구들은 사회 코포라티즘과

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Schmitter(1974)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의 코포라티즘은 ‘제한된 수(limited number)’의 ‘단일하며

(singular)’, ‘기능적으로 차별화된(functionally differentiated)’ 이익연합체

들이 '국가로부터 인정(recognition by state)' 받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

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국가 코포라티즘은 사회 코포라티즘과 다음과 같은 분명한

차이점을 갖는다(Pempel, 1999; Schmitter, 1974). 첫째, 이익연합체의 형

성 측면에서 사회 코포라티즘은 각 영역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

익연합체가 형성된다면, 국가 코포라티즘은 국가에 의한 의도된 개입과

조성에 의해 이익연합체가 형성된다. 둘째, 정치적 배경 측면에서 사회

코포라티즘은 자유로운 선거와 경쟁적인 정당체계의 존재 등 민주적 사

회에서 나타난다면, 국가 코포라티즘은 선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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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없고 하나의 허약한 정당이 독점하는 정당체계 등의 정치적 조건

하에서 나타난다. 셋째, 집행부(executive) 구성 측면에서 사회 코포라티

즘에서 집행부는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가지는 반면에 국가 코포라티즘

에서 집행부는 좁거나 배타적인 이념적 배경을 갖는다. 넷째, 복지국가

이슈 측면에서 사회 코포라티즘은 폭넓은 사회적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국가 코포라티즘은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회 코포라티즘은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소규모의 서유럽 국가들에

서 국제적 경제조건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상 연합체(peak

associations)의 적절한 구성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노동과 자본의 정상 연합체는 협상(bargaining)을 통하여 국제경제 변화

에 대응하는 조정과 그에 대한 보상을 작업장의 노동자에게 주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었다(McNamara, 1999; Pempel, 1999; Katzenstein,

1985). 즉, 중심화되어 있으며 잘 대표되어 있는 정상 연합체들 간의 자

발적인 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으로 세계시장에

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코포라티즘은 어떻게 후발 산업화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Musolini의 이탈리아

Salazar의 포르투갈 등 다른 지역의 국가 코포라티즘의 사례들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코포라티즘은 경제발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

어진 것인가? 이에 대해 Pempel(1999)은 일본에 대한 사례 분석에 기초

하여 국가 코포라티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국가 코포라티즘 레짐이 ‘국가적 통일성(national unity)’을 유

지함으로써 사회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을 넘어서는 ‘사회적 조화

(social harmonization)’를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코포라티즘

레짐을 통해서 산업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성을 확보하기 위

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에 근거하여 기업과 정부 간에 끊임없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의 배제를 통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의

극단적 대립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국가 코포라티즘 레짐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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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점에서 ‘노동 없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

without labor)’이라고도 부른다(Pempel, 1999; Wade, 1990; Pempel &

Tsunekawa, 1979). 일본의 경우 코포라티즘의 정상 연합에서 노동을 배

제하였으나 기업 단위에서 노사관계를 접근하도록 하여 작업장 수준에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기업의 생산성과 연결시켰다

(Pempel, 1999; Wade, 1990; Pempel & Tsunekawa, 1979).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문제에 대한 원만한 사회적 계약은 국가 코포라티즘을 통해

산업의 국제적 경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Pempel,

1999).

셋째, 국가관료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존재이다.

전쟁 이후 일본은 민주적 사회로 변화하였으나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자

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이 38년 간 장기집권하면서 정치적 헤게

모니를 유지하였다(Pempel, 1999; Pempel & Tsunekawa, 1979). 이러한

정치체제의 존재는 국가관료제의 유능한 경제관료들이 일본의 상황에 맞

는 산업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는 국가 주도를 강조하면서도 발전

국가론보다 국가-사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갖

는다.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가 코포라티즘 레짐의 성격을

갖고 있었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형

성된 다수의 이익연합체가 존재하였으며 이들이 수출진흥확대회의 등의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였다(Eom

& Choi, 2017; McNamara, 1999; 홍성걸, 1993; 장달중, 1985). 둘째, 고

도성장기 한국의 정치체제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한 박정희 대

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정부를 특징으로 하였다. 셋째, 한국에서

노동의 이익은 산업정책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

다(최장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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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검토 : 동태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기존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논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일한 행위자(unitary agent)로서 정부를 가정하고 있다

(Eom & Whitford, 2017; Eom & Bae, 2014; Moon & Prasad, 1994). 발

전국가론은 내적 결속력(internal cohesion)을 가진 베버리안적 관료제를

전제한다(Eom & Whitford, 2017). 그러나 당시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등의 다양한 정부기관이 존재하였으며, 정부

기관 간에 조직목표가 상이하였다. 상공부는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면, 재무부는 재정부담 절감을 목표로 하였으며, 경제기획원은 수출증대

이외에도 물가안정, 농민생활 안정, 환율관리 등 복수의 정책목표를 가지

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기관 간 정책목표의 상이함은 때로 정부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Eom & Choi, 2017; 오원철, 2006). 이로 인

해 국가의 산업정책은 정부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정과 협력의 기반이 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Eom & Whitford, 2017).

둘째, 국가-사회 간의 관계(public-private relationship)에 대한 고

려의 부족이다. 발전국가론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베버리안적 관

료제가 산업정책을 장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도한 점을 강조한다(김준

형·엄석진, 2016; Kohli, 1994; Amsden, 1989). 그러나 최근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논의들에서는 후발 산업화 국가들의 성공적인 전략은 공

사부문의 연합(association)과 협력(cooperation)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

이 강조되고 있다(Eom & Choi, 2017; Eom & Whitford, 2017;

Schneider, 2015; Devlin & Morguillansky, 2011). 한국은 매달 진행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산업이익연합체, 무역상사, 주요 기

업, 언론 등의 민간 행위자가 정례화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김두얼, 2017; Schneider, 2015; 강광하 외, 2008; Chang,

1994). 이러한 한국의 민관 파트너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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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설명이 부족했다.

셋째,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고려의 부족이다. 발전국가론은

단일한 관료제를 전제하고 있어 한국에서 대통령이 행정체제에서 차지하

는 권력의 비중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하고 참

석하는 월례회의를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제도화하였으며, 민간부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을 제공하였다(Eom &

Whitford, 2017; Schneider, 2015). 따라서 대통령을 중요한 행위자로서

박정희 행정체제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발전국가 논의는 동적인(dynamic)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 하는데, 이는 다분히 결과 중심적인 해석이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외부적 사건(external event)에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3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하고 1973년 5월에 중화학공업화 기획단을 출범시켰으나 1973년 10월에

1차 오일쇼크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국 정부 역시 대응해야 했다.

이는 산업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어디에서 어떤 상호작용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었는지에

대한 역동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호작용 방

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국가론의 한계에 대응하여 발전국가론에서 고려하지 못

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및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동아

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가-사회 관계를 적극적

으로 고려하는 초기 네트워크 이론이 있다(Shin, 1991; Yeom, 1989;

Okimoto, 1988).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은 사전에 정교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보다는 중요한 계획, 정책은 정부기관들과 민간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한다. Shin(1991)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했던 수출진흥확대회의, 월간경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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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보고회의 등 월간 회의들에 주목한다. 이러한 회의들은 정치적 리더들

과 최고 경영자들이 면대면(face-to-face)으로 만나서 금융(finance), 사

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기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수단들을

협의할 수 있는 포럼이었다는 것이다.

초기 네트워크 이론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

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

서 제도를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기관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설명하는

논의들이 있다(Eom & Whitford, 2017; Schneider, 2015). 이러한 논의들

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회의체의 제도

화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룬다. Schneider(2015)는 한국의 수출진흥확대회

의를 민간-정부 협의회의 성공사례로서 다룬다. 그는 반복적인 상호작용

(reiterated interaction), 민간부문의 정보(private information), 측정가능

한 목표(measurable goals) 등의 조건을 통해 수출진흥확대회의가 효율

적인 민간-정부 협력을 제도화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기존의 발전국가론의 한

계를 넘는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은 발전국가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행위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 간의 연결을 설명하는

이론적 구심점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이론으로 동아시아 국가

들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행위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만 강조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그러한 연결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구체적인 방법론의 결여이다.

초기 네트워크 연구들은 일본의 산업별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였으나 구체적인 연구모형의 설계에 있어서 ‘행위자 간의 관계를 무엇으

로 규정하고 있는지’, ‘연결의 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을 결여하였다. 셋째, 동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의 여전한 결핍이다.

즉, 발전국가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안적 노력들도 ‘외부적 위기’ 등

에 따라 상호작용이 변화하고 정책산출물도 달라지는 역동성을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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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산업정책은 단순히 정부기관 간에 혹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구조의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변화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전국가론을 보완하고 국가-사회의

관계와 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 논

의로서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대안적 시도로서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국가 코포라티즘은 장기적 구조의

측면에서 한 국가의 정치경제를 설명하는 논의로서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다. Pempel(1999)은 일본을 국가 코포라티즘의 사

례로 설명하는 데 이때 분석은 메이지 시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100여

년의 시간에 걸친 일본의 정치경제를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McNamara(1999)는 한국의 국가 코포라티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1910

년부터 1990년대까지 약 80여년의 시간에 걸친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는 단기간의 동태적인 변화

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취약하다.

둘째, 국가 코포라티즘 레짐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지

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의 부재이다. 즉, 국가 코포라티즘의 정상

연합체(peak associations)를 중심으로 한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설명에

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국제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책

결정에서 정상연합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노동에 대한 체계적

배제만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정책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는 개별적 행위자들을 설명하는 미시적

기초를 결여하였다.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는 ‘국가’나 ‘이익연합체’ 등으

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하나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기

관 등 개별적인 행위자들을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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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론과 그 대안적 이론

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

책 네트워크 접근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

들의 관계(relationship)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관계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미시적

수준의 행위자에서 거시적 수준의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연구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oleman, 1988;

Granovetter, 1973). 결국 이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

1. 정책 네트워크의 이론적 발전

정책 네트워크(policy)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행정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Comston, 2009; 고길곤, 2007; Rhodes, 2006; Marsh & Smith, 2000;

Dowding, 1995). Marsh & Smith(2000)에 의하면 정책 네트워크가 문헌

들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market)이나 계층제(hierarchy)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

(governance)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특정 영역에서 정책결정 과

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아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Parker, 2007; R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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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로는 안내(guidance), 방향잡기

(steering), 간접적 조정(indirect coordination) 등이 있다(Rhodes, 2006).

둘째, 정책의 발전이나 집행에서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이다. 이는 전자의 경우에 비해 초점을 좁혀서 사용하

는 경우이며,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을 어떻게 분석해

야 할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 경우 거시적 수준에서의 구조와 미시적 수

준에서의 행위자와 비교하여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패턴의 구조로서

네트워크를 이해함으로써 중범위 수준(meso-level)에서 정책과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다(김순양, 2010; Williamson, 2004; Marsh &

Smith, 2000).

그런데 정책 네트워크를 후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경우

Rhodes(2006)에 의하면 다시 네트워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이익매개

(interest intermediation)’와 ‘조직간 분석(inter-organizational analysis)’

등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된다. 먼저, 이익매개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논

의는 정부가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이익집단(interest

groups)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주로 미

국에서 다루어진 다원주의(pluralism)와 하위정부(subgovernments)에 대

한 문헌에 기초한다(Rhodes, 2006). 하위정부 모형으로는 이해관계를 공

유하는 정부관료, 의원, 이익집단 대표들 간의 폐쇄적 네트워크를 논의하

는 철의 삼각모형(iron triangle)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김순양, 2010;

고길곤, 2007; Rhodes, 2006). 이러한 논의는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행위

자들 간의 관계의 폐쇄성(closeness)을 기준으로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지

고 있다. 즉,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폐쇄성이 높은 정책 공동체(policy

community)에서 관계의 폐쇄성이 낮은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를

양 극단으로 놓고 정책 네트워크는 그 중간에 어느 선상에 위치하는 것

으로 이해한다(김순양, 2010; Rhodes, 2006; Dowding, 1995).

다음으로 조직간 분석으로서 정책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시각은 조

직들 간의 관계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다(Rhodes, 2006). 이러한 접근

에서는 이익매개로서 정책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접근에서 개인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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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살피는 것과 달리 핵심 행위자를 공식적 조직(formal

organizations)으로 이해한다(Rhodes, 2006). 이때 정책 행위자로는 정당

이나 다양한 정부기관들, 이익단체,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며, 이러한 접

근방법은 그러한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을 묘사하고 분석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 시각에서는 정책 행위자들 간에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이 존재하며, 행위자들 간에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행위자들의

특성과 관계구조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이 시각에서는 이러한 연구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정책 네트워크를 엄밀

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Compston, 2009; Sandström & Carlsson, 2008; Klijn & Koppenjan,

2000; Dowding, 1995; Knoke, 1990).

이상의 논의들은 정책 네트워크 이론이 여러 가지 갈래로 발전하여

왔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양한 이론적

갈래의 존재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간 분석의

시각에서 발달해 온 정책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에서 나타나는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적 조건을 도출하여 연구에 활용

하고자 한다. 정책 네트워크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조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ompston, 2009; Klijin & Koppenjan, 2000).

첫째,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이다. 이때 행위자로는 정부 행위자

(state or public actors)도 있고 이익집단 등 민간 행위자(private actors)

도 있다. 특히 조직간 분석의 차원에서 정책 네트워크에서 논의는 정부

행위자와 관련하여 정부라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닌 정부기관들

(government institutions)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발전시켰다

(Compston, 2009).

둘째,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존재이다. 행위

자 구성원들에는 특히 자원 상호의존(resource interdependence)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가진 것을 얻

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상호의존으로 인해 행위자들 간에 거부권(veto) 행사와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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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호의존의 존재는 자원의

크기에 따라 각 행위자별로 갖는 권력관계(power relations)에 영향을 미

친다. 한편, 이때 자원은 교환 가능한(tradable) 것임을 전제한다

(Compston, 2009).

셋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 미치는 행동규칙의 존재이다. 정

책은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네트워크에서 이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정책결정(policy decisions)을 복합적인 조직 행

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자원의 종류, 자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rule)이 중요하

다. 왜냐하면 행동 규칙(the rules of conduct)이 변화하면 상호작용의 패

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의 전제조

건들의 배열의 변화에 따라 정책 결과(policy decisions)이 변화한다고

본다(Compston, 2009). 그런데 이때 정책 결과는 정책이 실행되는 것으

로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 네트워크에서 현장에

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행에 앞서서 존재하면서 정책 네트워크에서 결정되는 정책수단 및 구

성(policy instruments and setting)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Compston,

2009).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의 변화와 정책

결과로서 정책수단 및 구성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의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결정과정 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정책 네트워크

한국의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결정과정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배경

으로 하는 점에서 정부,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적 거버넌스로서 정책 네

트워크는 이론적 도구로서 부적절할 수 있으나, 조직간 분석으로서 정책

네트워크는 이론적 도구로서 적절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조직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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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정책 네트워크의 전제조건들을 통해 이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하

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에는 1970년대 이후 100명 이상 참석하였

고,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는 40∼50명이 참석하는 회의였다(박기주 외,

2014; 이영훈 외, 2014). 특히 수출진흥확대회의에는 주요 경제부처 등

정부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출업계 행위자, 이익집단 연합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였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경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Eom & Whitford, 2017; Schneider, 2015; Schneider, 2010).

둘째, 박정희 정부에서도 행위자 간에 상호의존이 존재하였다. 먼저

정부기관 간에 상호의존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정책의 계획기관으

로서 경제기획원과 산업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상공부, 금융자원을 관리

하는 재무부 간에는 정책 목표, 조직 자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기관과 민간행위자 간에도 상호의존이 존재했다. 예를 들

어 정부기관은 수출계획을 세우기 위해 민간기업의 구체적인 전문적 지

식, 정보를 필요로 하며, 민간기업은 정부기관의 기금, 보조금 등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받는다.

셋째, 한국의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결정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규칙이 존재하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

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일정한 회의의 순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매 월말,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매 월초에 개최되었다(박

기주 외, 2014; 이영훈 외, 2014; 강광하 외, 2008). 특히 대통령은 주로

회의의 마지막에 발언을 하고, 민간 행위자들은 주요 경제부처의 특별보

고 순서가 끝난 이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규칙이 존재하였다.

나아가서는 한국의 고도성장기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의 세부적인

정책수단 및 구성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고 변화했다. 당시에 정부기관과 정부기관 간에 또는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산업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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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Eom & Choi, 2017; 육성으로 듣는 경제편찬위원회, 2015; 강광하

외, 2008). 예를 들어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에도 청와

대 비서실․상공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설립의 필요

성에 동의했으나, 경제기획원․재무부는 기존의 재정투융자 제도의 효율

성을 저해하는 의미에서 반대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편찬위원회, 2015).

따라서 중화학공업이라는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 수립 이후에도 세

부적인 산업정책의 수단을 정하는 방식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해

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책 네트워크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와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

하다(김순양, 2010; Sandström, & Carlsson, 2008; 고길곤, 2007;

Rhodes, 2006; Dowding, 1995; Knoke, 1990). 기존의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행위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묘사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고길곤, 2007; Sandström,

& Carlsson, 2008). 그에 반해서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 구조를 수

학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뿐 아니라 그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수량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Sandström, & Carlsson,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일찍이 Dowding(1995)

은 사회연결망 분석은 정책 네트워크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

함을 역설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책 네트워크는 사회연결망 분석과 연결하여 어떤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고길곤(2007)은 사회연결망

분석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네트워크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네트워크에서 누가 중요한 참여자인지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지를 중심

성(centrality)개념으로 수량화하여 식별할 수 있다(고길곤, 2007; Scott,

2000; Haythornthwaite, 1996; Wasserman, & Faust, 1994).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자원 교환에서 다른 행위자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때의 자원으로는 유형 자원(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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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과 무형 자원(intangible resources)이 있다(Haythornthwaite,

1996). 유형 자원으로 재화(goods), 서비스(services), 돈(money) 등이 있

으며, 그에 반해 무형 자원으로는 정보(informatio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영향력(influence) 등이 있다. 한발 나아가서는 정책 네트워크

에서 중심적인 행위자가 같은 이해관계 또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

(representation)하는 행위자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네트워크

에 대표성이 있는 행위자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

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다(Schneider, 2015; Schneider, 2010; Klijin &

Koppenjan, 2000).

둘째, 하위 그룹(subgroup 또는 cluster)들의 존재와 하위그룹 간

의 관계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하위 그룹의 존재의 파악이 중요한 이

유는 같은 하위 그룹에 속할 경우 비슷한 속성(attribute)이나 선호

(preference)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상호 간에

유사한 정보(information)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asserman & Faust, 1994; Granovetter, 1973).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

에서 보면 같은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행위자 간에 비슷한 정책 선호

(policy preference)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을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이 갖는 속성이 관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의 규모, 조직의 역사, 지리적 근접성이 높을수

록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은 연구문제가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길곤, 2007). 이러한 연구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실제로 분석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고길곤(2007)의 논의에 더불어서 정책 네트워크 연구는 정

책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역동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2가지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첫째, 시간의 흐름 내지

는 외부적 사건의 발생 등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행위자별

속성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 먼저 사회연결망 분석은 정책 네트워크

의 구조적 속성에 대해 수량화된 지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



- 25 -

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의 변화를 설

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표로는 하위집단의 수, 네트워크 밀도

(network density), 네트워크 집중도(network centralization)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은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속성

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속성은 중심성(centrality)이며

어떤 행위자가 중요한 행위자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외부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의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

네트워크도 변화하게 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분석방법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둘째, 시간의 흐름 내지는 외부적 사건의 발생 등에 따라 정책 네

트워크와 정책 이슈 또는 정책 결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사회연결

망 분석을 통해 행위자, 이슈 등 서로 다른 노드 집합(node set)을 복합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Wasserman & Faust, 1994). 행위자-이슈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2-모드 네트워크(2-mode network) 분석을 통해 정책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 이슈 또는 대안에 대한 인식이 외부

적 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추적할 수 있다

(Wasserman & Faust, 1994).

결국 개발연대 행정체제를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다

양한 부문(sector)과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 네트

워크의 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이끈 정책결과(policy outcome)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놓치고 있던 다양한 행위자의 역동적

인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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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이며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정책 네트워

크 안에서 협력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고 인터

뷰, 설문 도구와 과정 추적 등의 분석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Ulibarri &

Scott, 2017). 특히 정책 활동에 대해 바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료로

는 회의록(meeting minutes)과 공식적 발언(public comments)이 있다

(Ulibarri & Scott, 2017).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은

설문조사와 함께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관계 데이터(relational data)를 조

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 199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자료

중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녹취록을 활용하였

다.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월 단위로 물가안정, 농촌경제 활성화, 수출확대 등의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민관협의회 역할을 수행

하였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두 회의에 거의 예외 없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경우에는 수출과 유관된 다양한 민간

행위자를 참석하였다(강광하 외, 2008).

구체적으로 각 회의별로 살펴보면,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 중심

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65년 2월

에 처음 개최되었다(이영훈 외, 2014; 강광하 외, 2008). 1965년 2월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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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처음 실시한 이후에 베트남전 파병문제, 한일

협정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1965년 11월 이전까지는 비정기

적으로 개최되었다(이영훈 외, 2014). 1965년 11월 이후에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표 1>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일지 (단위 : 개최 일, 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횟수

1965 - 5 - - - 21 - - 13 - 15 15 5

1966 24 - 28 25 21 23 18 16 19 17 21 19 11

1967 23 13 15 17 15 19 24 21 25 25 20 29 12

1968 22 19 18 23 28 7. 1 29 19 27 21 18 16 12

1969 20 17 24 21 19 16 28 29 27 27 17 15 12

1970 27 23 23 20 25 22 27 24 21 26 23 21 12

1971 25 22 22 - 31 21 26 23 20 25 29 27 11

1972 24 21 27 24 30 28 - 30 27 25 27 28 11

1973 30 28 28 25 30 28 - 29 26 31 - 28 10

1974 30 27 27 24 29 7. 1 - 28 25 30 27 27 11

1975 - 26 31 30 28 25 - 29 24 31 26 24 10

1976 28 25 4. 7 29 26 30 - 25 29 27 - 29 10

1977 26 25 25 27 31 28 - 25 23 25 25 - 10

1978 27 27 29 27 30 29 - 25 29 27 - - 9

1979 24 8 - 27 24 - 12 - 7 - - - 6

(출처 : 강광하 외, 2008)

수출진흥확대회의 참석자는 1966년까지는 30명 내외였다(이영훈

외, 2014). 주요 경제각료, 상공부의 실무자, 수출업계 대표 등 필수인원

을 정하여 참석하도록 했다. 그러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2

년 1월 130명, 1974년 12월 150명, 1976년 6월 171명으로 참석자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1965년부터

1979년까지 1967년 4월, 5월, 10월에 있었던 3번의 회의와 1972년 4월,

1976년 4월 등 2번의 회의를 합친 총 5번의 회의에 불참한 이외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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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참석하였다(강광하 외, 2008).

<표 2> 수출진흥확대회의 참석자 구성 및 총수, 회의장소1)

참석자 구성
1965년

2월

1966년

1월

1967년

3월

1968년

3월

1969년

10월

1972년

1월

1974년

12월

1976년

6월

중앙정부

각료 13 10 18 36

실무 각료 5 1 17 38

해외 공관장 1 3

청와대 비서관 11

민간부문

경제단체 3 3 5 4

업종별 단체 1 6 39

수출기업 3 5 12 11

정치계 2 4 6

정부투자기관 4 6

금융기관 1 3 4 8

학계
교수 1 3 4

연구소 5

지방기관
지방정부 11 10

기타 18

참석자 총수 30 30 29 97 76 130 150 171

회의장소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부산시 청와대 중앙청 중앙청 중앙청

(출처 : 이영훈 외, 2014)

다음으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연간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월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김두얼, 2017; 이영

훈 외, 2014; 강광하 외, 2008). 우선 연간 수출목표는 5개년 경제개발계

획의 일부로 작성되는 수출계획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또한 수출계획은

경제기획원에서 투자계획, 수입계획 및 외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량을 추정한 후에 총량계획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

다. 그리고 이 수출계획은 상공부로 이관되어 주요 품목별, 부문별로 해

외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출계획 시안의 형태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1) 1966년 1월은 확인 가능한 참석자 정보만 기록되어 있어 개별 합계와 참석

자 총수가 다르고, 1969년 1월과 1972년 1월, 1974년 12월은 과거 기록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정보인 참석자 총수와 회의 장소만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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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획 시안은 다시 수출진흥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주요 부문별로 실무

자회의로 이관되어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

다(강광하 외, 2008).

한편, 회의 진행순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표 3>에 정리한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수출 주무부처인 상공부와 외

무부의 보고였다(강광하 외, 2008). 상공부에서 먼저 상품별 수출실적에

대해 보고하였고, 외무부에서 이어서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고하였다. 수

출 관련 특별보고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경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순서이다. 본 연구에서 산업정

책 네트워크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분석

하는 부분이 특별보고 관련 내용이다.

<표 3> 수출진흥확대회의 회의 진행순서 및 발언기관

발언기관 회의 진행순서

총무처 수출유공자 표창

상공부 장관의 인사말 및 간단한 보고

상품별 수출실적 보고

수출 관련 특별보고

국가별 수출실적과 국제정세의 동향 보고

경제단체와 수출업계 대표의 질문과 건의

관련부처 답변

대통령의 지시사항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외무부

경제단체와

수출업계 대표

관련부처 답변

대통령

(출처 : 이영훈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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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다른 한편으로 급변하는 경제동향에 맞추어 적시적인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회의이다(강광하 외, 2008).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는 명확하지 않으나, 1965년 1월 12일에 실시된 회의 이후로 월별로 실

시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강광하 외, 2008). <표 4>를 보면,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는 1968년 이후에는 매년 1월에는 개최되지 않았는데, 대통

령의 경제기획원 초도순시 때 받는 경제동향 보고로 이를 갈음했기 때문

이다(강광하 외, 2008).

<표 4>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개최일지 (단위 : 개최 일, 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횟수

1965 12 5 - 3 5 8 13 5 6 7 5 8 11

1966 - - 7 11 5 7 4 4 5 7 14 8 10

1967 5 6 8 6 12 12 7 7 11 10 6 5 12

1968 - 5 6 8 6 5 8 3 5 5 5 6 11

1969 - 11 5 7 12 12 14 5 16 22 5 5 11

1970 - 5 5 6 5 11 6 7 7 7 5 7 11

1971 - 5 6 7 5 7 5 5 7 5 5 6 11

1972 - 9 6 10 12 5 5 7 7 5 7 6 11

1973 - 5 5 11 7 11 5 6 5 8 5 6 11

1974 - 5 5 12 6 5 5 13 5 10 5 6 11

1975 - - 7 8 8 5 12 - 5 6 5 8 9

1976 - - 5 - 10 8 12 - 7 6 9 8 8

1977 - - 8 - 10 9 7 - 9 13 8 13 8

1978 - - 17 12 - 9 - - 7 11 10 15 7

1979 - - - 13 9 8 - - 11 - - - 4

(출처 : 강광하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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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참석자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대통령을

포함하여 40-50명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기주 외,

2014). 경제관료들의 회고록, 신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

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처 장·차관, 및 경제부처 실·국장, 여당 정책위원

장 등 정치권 인사, 청와대 비서진, 주요 일간지 기지 당이 참석한 것으

로 보인다(박기주 외, 2014).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수출 관련 민간 인

사들이 많이 참석한 것과 달리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는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의 기관장이 가끔 참석하는 것 외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기주 외, 2014).

한편,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진행순서는 거의 대부분 아래의 <표

5>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경제기획원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경제 관련 특별보고는 경제기획원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특별보고의 담당부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능통

한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특별보고는 월별로 중요한

경제이슈를 다루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의 이슈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이 특별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표 5>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진행순서 및 발언기관

발언기관 회의 진행순서

경제기획원 월간경제동향

경제부처 업무 활동

경제 관련 특별보고

새마을 성공 사례 보고

대통령 지시사항

경제기획원

담당부처 또는

별도 지정된 자

총무처 및

관할 군청

대통령

(출처 : 박기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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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등 두 가

지 회의체를 활용하여 산업정책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하는 것에서 나아

가서 외부적 위기에 산업정책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72년 10월에서 1974년 10월까지 2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1973년 10

월 중동전쟁에서 촉발한 1차 오일쇼크 전후로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고도성장기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전환을 장기적인 수출 진흥 및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정책

으로 하였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1983년 1월 13일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

령에 의한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통해 국가 과제로 공표되고 진행되었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오원철, 1996). 그리고 이러

한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반영하여 1973년 5월 14일에는 ‘대통령령 제

6675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설치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고 관계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

다(오원철, 1996). 이어서 정부조직법 2조 2항을 신설하여 상설기구로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화학공업추진의 실무총괄을 맡은 중화학공업 기획

단이 설치되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그런데 이러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은 1973년 10월에 있었던 1차

오일쇼크에 의해 위기를 맞았다. 1차 오일쇼크로 인해 1974년 전국 물품

도매가격이 전년도 대비 44.6%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오원철, 199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이로 인해 경제기획원과 주요 민간기업이 중화학공업화 선언 추

진을 연기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함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원철,

1996).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 전환 정책을 1차 오일쇼크에도 불구하

고 지속 유지한 것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73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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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법을 통과시킨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국민투자운용기금

은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

는 것이다. 그 방식은 은행의 경우 예금액의 약 10∼39%, 보험회사의 경

우에는 수입보험료의 약 40∼50%, 공공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약 90%

를 정부가 발행한 국민투자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서 기금을 조성하였

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국민투자기금은 1974년부

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화학공업 투자재원의 약 61% 정도를 지원

하였다고 한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따라서 1차 오일쇼크를 전후 1년 간의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위자들의 구성과 상호작용 방

식이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다

루는 의제들의 비중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1차 오일쇼크 전후 한국 산업정책에 영향 미친 주요 사건

8·3 조치

1972. 8. 3.

유신체제

선포

1972. 10. 17.

중화학공

업화 선언

1973. 1. 13. 1973. 10. 17.

제1차

오일쇼크

1974. 1. 14.

긴급조치

3호

국민투자

기금법 통과

1973. 12. 14.

(출처 :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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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례화된 두

개의 회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

능하다. 여기에서는 먼저 사회연결망 분석의 의미와 개념을 살펴본 후에

정책 네트워크 분석을 정리할 것이다.

1. 사회연결망 분석의 의미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찰된 관계(observed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사회적 구조를 경험적으로 도출하려고 시도한

다(Haythornthwaite, 1996; Wasserman & Faust, 1994). 이러한 시도는

인간 상호관계 네트워크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 미시-거시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Coleman, 1988;

Granovetter, 1973).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거시적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미시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oleman(1988)은 기존의 사회학적 접근이 행위자의 “행동의

엔진(engine of action)”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점이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

한 분석에서 출발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구조 논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미시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전통적인 사회과학 연구와 구분

할 수 있는 특징은 행위자들이 갖는 내적 속성(attributes of individuals)

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관계적 특성(attributes of pairs of individuals)을

연구한다는 점이다(Borgatti & Everett, 1997; Wellman, 1997;

Wasserman & Faust, 1994). 전통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두고 개인을 독립적인(independent) 존재로 보면서 개인의 어

떤 속성의 변화에 따라 다른 속성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인과성(causality)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에 반해 사회연결망 분석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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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 또는 개인들의 연결들의 집합을 구성하

는 집합체(entity)이며, 이들 개인들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존재가 아

니라 상호의존적인(interdependent) 존재로 간주된다(Wasserman &

Faust, 1994).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규칙성과 패턴의 존재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며,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환경이 개인 행동의 기회

(opportunities) 또는 제약(constraints)을 주기 때문에 개인은 상호의존적

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Wasserman & Faust, 1994). Wellman(1997)은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이 주류 통계학적 모형들과 구분되는 분석단위와 강

조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보완 또는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은 전통적인 사회과학 연구와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concepts), 지표(measures) 등을 발전시켰으며, 이

를 통해 연구자가 다루고 싶은 이론적 개념과 특성을 기술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한다(Wasserman & Faust, 1994). 먼저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노드(node 또는 vertex), 링크(link 또는 edge), 하위집단(subgroup or

cluster) 등의 분석개념을 발전시켰다. 즉,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어떤

사회적 단위가 노드로 정의되고, 노드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링크이며,

하위집단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의 패

턴을 분석하면서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지표들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중심성(centrality) 지표이다. 중심성 지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인 위치(strategic locations)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Wasserman & Faust, 1994). 전략적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행위자가 갖는 권력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증거일 수 있다(이수상, 2012; Burt, 2009).

또한 사회연결망 분석의 논의들은 사회적 단위들 간의 다양한 형태

의 자원의 교환의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다(Scott, 2000; Wellman, 1997;

Haythornthwaite, 1996; Wasserman & Faust, 1994). 두 가지 종류로 자

원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형 자원(tangible resources)으로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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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서비스(services), 돈(money)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 무

형 자원(intangible resources)으로서 정보(information),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영향력(influence) 등이 있을 수 있다(Haythornthwaite,

1996). 결국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사회연결망 분석은 ‘누가 중심적인 행

위자 역할을 수행하는지’, ‘연결의 강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자원 교환에 대한 통제를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에서 행위자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 구조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

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네

트워크 구조, 구조의 영향, 구조의 진화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는 특징을

갖는다.

2. 사회연결망 분석의 주요 개념과 측정지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네트워크는 노드(node), 링크(link), 하위집단

(cluster)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components)를 갖는다(UIlibarri &

Scott, 2017; Scott, 2000; Wasserman & Faust, 1994). 먼저, 노드는 사

회연결망 분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회적 실재를

의미한다(Wasserman & Faust, 1994). 이러한 노드를 구성하는 사회적

실재에는 개인, 조직, 기타 집합적 사회적 단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사회적 실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는 존재를 전제하지는 않는다(Wasserman

& Faust, 1994). 이에 따라 노드를 ‘단어(words)’로 놓는 의미 네트워크

(semantic network) 분석이나 감성 네트워크(sentiment network) 등 다

양한 형태의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론이 발전하고 있다(고길곤 & 김지윤,

2013; 이수상, 2012).

다음으로 링크는 이러한 노드들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링

크의 의미는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놓여있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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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돈과 같은 자원을 주고 받는 연결이 링크일 수도 있고, 정보를

교환하는 연결이 링크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하위집단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들 간에 다른 노드

들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집단을

분석하는 것은 같은 집단에 소속된 행위자들 간에 더 높은 수준의 동질

성(homogeneity)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 있다(Burt, 2009;

Haythornthwaite, 1996; Wasserman & Faust, 1994; Granovetter, 1973).

구체적으로 Granovetter(1973)는 ‘The Strength of Weak Ties’에서 정보

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약한 연결(weak ties)

이 강한 연결(strong ties)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강하게 연결

된 행위자들 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서로 같이 보내며 더 많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73).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에

서는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식별하는 일이 중요한 논의로 다루어졌다.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노드들 간의 응집도

(cohesion)를 통해 식별하는 방법이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2).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파당(clique), 클랜

(clan)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파당과 클랜 간에 약간의 개념상 차이는

있지만 ‘같은 하위집단 내 노드들 간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공유하

고 있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 1994). 그러나 응집도라는

것은 엄밀하게 볼 때 같은 집단 내 행위자 간의 연결이 높은 밀도를 가

지고 다른 집단에 소속된 행위자 간의 연결은 낮은 밀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Clauset et al, 2004). 이러한 관점에서의 하위집

단을 커뮤니티(community)라고 개념상으로 구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Clauset-Newman-Moore의 알고리즘을 하위집단 식별시 활용하였다.

한편, 사회연결망 분석의 측정지표는 ‘네트워크 구조 수준’에 대한

2)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지위, 역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노드의 지위,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은 구조적 등위성

(structural equivalence)이다. 구조적 등위성은 다른 노드와 관계 맺는 패턴의 특성의 유

사성에 대한 것이다. 이때 관계 패턴이 유사한 경우 그러한 노드들 간에는 대체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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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와 ‘노드 수준’에 대한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이수상, 2012). 먼저

네트워크 구조 수준에서 측정지표로는 네트워크 밀도(network density)

와 네트워크 집중도(network centralization)가 있다. 먼저 네트워크 밀도

는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리

키는 구조적 수준의 지표이다(이수상, 2012; Scott, 2000; Wasserman &

Faust, 1994).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밀도는 해당 네트워크에 있는 링크의

수를 최대 가능한 숫자의 링크 수로 나눔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다음으

로 네트워크 집중도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소수의 노드들에게 링크가 얼

마나 집중되는지를 의미한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 1994).

네트워크 집중도는 개별 행위자들의 노드 속성인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

여 수량화할 수 있다.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으면 이 네트워크는 소수에

게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네트워크

집중도가 낮으면 이 네트워크는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이수상, 2012).

기존의 연구들에서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는 네트워크

통합성(network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Wang, 2016; Provan & Milward, 1995). 이러한 연구들에서

네트워크 통합성은 네트워크 효율성(network effectiveness)의 결정요인

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네트워크 통합성은 대체적으로

공통 규범(common norms)의 형성이나 의사소통의 증진, 기회주의적 행

동(opportunistic behaviors)의 방지 등을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Wang, 2016). 이러한 연구들에서 네트워크 통

합성은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로 측정되는데, 이 두 가지 지

표가 갖는 의미는 대비된다. 네트워크 밀도에 기반한 통합성

(density-based integration)은 네트워크 구조가 얼마나 응집적인지를 보

는 것이라면, 네트워크 집중도에 기반한 통합성(centralized integration)

은 네트워크 구조가 얼마나 소수의 행위자를 중심으로 잘 조정될 수 있

는지를 의미한다(Wang, 2016). 따라서 네트워크 밀도에 기반한 통합성과

네트워크 집중도에 기반한 통합성은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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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두 가지 지표 중에 어떤 것이 네트워크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연구주제 된다(Wang, 2016; Provan & Milward, 1995).

다음으로 노드 수준의 지표로는 중심성(centrality)이 있다(이수상,

2012; Scott, 2000; Wasserman & Faust, 1994).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어떤 한 행위자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자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중심

성 지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인 위치(strategic

locations)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Wasserman & Faust, 1994).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트

워크 내에서 특정 행위자가 갖는 권력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증거일 수

있다(이수상, 2012; Burt, 2009). 이러한 중심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유형

이 있지만, 네트워크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

먼저 매개중심성은 어떤 행위자가 인접해 있지 않은 다른 행위자들

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Wasserman & Faust,

1994). 즉, 어떤 행위자가 인접해 있지 않은 많은 수의 다른 행위자들을

연결시키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심적인 행위자라는 것이다. 특히

복수의 다른 행위자들 간의 최단경로(geodesics)에 위치하고 있는 행위

자는 특별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Wasserman & Faust, 1994).

이는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한 행위자를 제거했을 때 다

른 행위자들 간의 연결이 얼마나 많이 방해 받게 되는지로 측정할 수 있

다(Scott, 2000; Wasserman & Faust, 1994).

다음으로 연결중심성은 얼마나 많은 행위자와 연결되는지를 나타내

는 것이다(Scott, 2000; Wasserman & Faust, 1994). 연결중심성은 여러

가지 중심성 지표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고 쉬운 개념이다. 왜

냐하면 다른 행위자가 많이 찾는 행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많은 다른 행위자

와 가까이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저명한(prominent) 행위자이며, 네트워크

또는 하위집단에서 중앙에 위치한다(Wasserman & Faus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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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네트워크 분석방법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의 유형을 노드(node)의 집합의 수에

따라 분류한다(Wassserman, & Faust, 1994). 노드의 집합의 수가 1개인

경우 1-모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노드들의 집합의 수가 2개인 경우를 2-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노드들의 집합으로서 ‘행위자’와 ‘이

슈’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사회연결

망 분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Netminer)를 활용할 것이다.

1) 행위자 분석 :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

오일쇼크를 전후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먼저 행위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위자-행위자

간의 연결을 분석하는 1-모드 네트워크를 도출할 것이다. 월간경제동향

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녹취록을 활용하여 행위자들의 발언 여

부를 기준으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정책 네트워크로 도출할 것이다.

이때의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서 링크는 ‘같은 회의에서 발언했

는지 여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연결의 강도(edge weight)는 두 행위자

가 더 많은 회의에서 같이 발언할수록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기

획원과 전매청이 1973년 6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만 같이 발언하였다면

이들의 연결의 강도는 1이 된다. 한편, 회의에서 행위자들의 참석이라는

단순한 동시출현(co-occurrence)이 아닌 행위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는

동시출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두

회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발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자가 그 회의에서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둘째, 현실적으로 두 회의에는 많은 행위자들이 참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회의별 참석명단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 41 -

다(김두얼, 2017).

구체적인 행위자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먼저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어떤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는 어떤 행위자들이 참석하고, 그러한 행위자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회의에서 발언횟수는 어떠한지 등을 기술할 것이

다.

<표 6> 네트워크 노드와 링크 조작화

유형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노드(nodes)⦁행위자(actors) (단위 : 조직)
⦁행위자 (단위 : 조직)

⦁이슈 : Warwick의 산업정책 유형

링크(links) ⦁같은 회의에서 발언했는지 여부⦁특정 이슈가 언급되는 회의에서
행위자가 발언하였는지 여부

연결의 강도

(edge weight)

⦁복수의 회의에서 같이 발언할

수록 높음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그 회의에
행위자가 있을수록 높음

다음으로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 대해 중심성 지표 분석을 실

시하여 행위자들의 매개중심성3)과 연결중심성을 도출함으로써 ‘누가 중

요한 행위자인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먼저 오일쇼크 이전에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행위자는 개별적인 회의별 중심적 행위자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오일쇼크 이전

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중심성 수치를 표준화(normalization)하여 사용할 것이다. 중

심성 수치를 표준화하는 경우에 0에서 1까지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네

트워크에 있는 행위자의 중심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Wasserman & Faus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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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하위 집단

(sub group)을 도출할 것이다. 하위 집단 도출은 하위집단 간의 링크 쌍

의 응집도(cohesion)를 분석하는 Clauset-Newman-Moore의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이다. 어떤 하위 집단이 있는지 구분함으로써 산업정책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하위 집단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한 하위 집단은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으로서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를 도출함으로써 ‘네트워크가 통합적인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통합성(integration)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이슈 분석 :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오일쇼크를 전후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의 다루어진

이슈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와 이슈라는 서로 다른 노드 집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2-모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이는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다루는 행위자가 어떤 사건(event)에서 등장하였는지에 대한

사건 네트워크(affiliation network)이다(이수상, 2012; Wasserman &

Faust, 1994). 한편, 행위자와 이슈 간의 링크는 행위자가 특정 이슈가

언급되는 회의에서 발언하였는지 여부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1972년

10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조선공업의 수출산업화’를 논의할 때, ‘선별-

체계/제도’라는 이슈가 다루어지고 그 회의에서 발언한 행위자는 ‘선별-

체계/제도’라는 이슈와 관계를 갖는다. 연결의 강도는 특정 이슈가 언급

될 때마다 그 회의에 행위자가 존재한다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회의에서 복수의 특별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복수의 특별

보고에서 같은 이슈 유형을 다루는 경우 같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해당 이슈 유형이 복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

어 1972년 10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조선공업의 수출산업화’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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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개발사업 추진사항’이라는 서로 다른 특별보고가 이루어질 때 각

각 ‘선별-체계/제도’라는 이슈가 다루어졌다면, 그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한 행위자는 해당 이슈와의 관계의 강도가 2가 된다.

한편,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도출하기 위해 이슈에 대한 노드집

합은 Warwick(2013)의 산업정책 유형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다. 즉,

Warwick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책의 지향(일반적 정책, 선별적 정책)과

정책영역(생산물, 노동/기술, 자본시장, 토지, 과학기술, 체계/제도) 등 2

가지 기준으로 6×2 매트릭스를 만들어 세부기준을 정리하고 산업정책

이슈를 유형화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은 아래의 <표 7>에 정

리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의 분류기준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지향(policy orientation)은 산업정책의 성격이 수평적/기능적

(horizontal/functional)인지 아니면 수직적/선별적(vertical/selective)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다(Warwick, 2013; Weiss, 2013; Naudé, 2010). 다시 말해,

정책지향은 산업정책이 전체적인 산업부문에서 시장에 대한 압력에 대응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전략적인 표적(targeting)을

갖고 개입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고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이와 같은 수평적/기능적 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의 결과일 수 있다. 반면에, 발전국가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발

전은 선별적 정책의 효과적인 활용의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정책영역(policy domain)은 산업정책이 이루어지는 대상영역

으로서 생산물, 자본, 노동/기술, 토지, 과학기술, 체계/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Warwick, 2013).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은 산업정책의 수단들이

주로 생산물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소시장(자본, 노동/기

술, 토지, 과학기술)에서 작동하는 것인지, 또는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위

한 조정(coordination)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산

업정책의 수단들은 생산물의 가격이나 수량, 공급자에 대한 진입통제 등

생산물 시장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정책의

수단들은 요소시장에서 자본의 배분, 전문적인 인력의 관리, 효율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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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반 클러스터 형성 등 생산요소의 변화를 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히 Warwick(2013)의 기준의 특이한 부분으로서 산업정책

의 수단들이 지식의 생산․흡수․상업적 이용을 유도하면서 다양한 행위

자들의 협력․네트워킹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

선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도성장기 한국의 산업정책

네트워크는 수출지원체계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이때 정부기관들과 민간행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비효율적인 정부

개입의 문제를 교정하면서 전체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인 산업을 위해 특별 행정절차 개선을 시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들 간의 관계와 거

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Borgatti & Everett, 1997;

Wasserman & Faust, 1994). 첫째, 어떤 행위자들이 같은 이슈를 논의하

는 회의에서 발언했다면 네트워크에서 가까이에 위치할 것이다. 둘째, 어

떤 이슈들이 특정 행위자에 의해 같이 다루어졌다면 네트워크에서 이러

한 이슈들은 가까이에 위치할 것이다. 셋째, 어떤 행위자가 특정 이슈를

다루었다면 그 행위자는 그러한 특정 이슈와 가까이 위치할 것이다. 이

를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첫째, 어떤 이슈가 다루어졌는지, 둘째, 어떤 이

슈가 중요하였는지, 셋째,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었는

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서는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 대해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으

로서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를 도출하고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이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

크 구조 측면에서 통합성(integration)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

다. 아래의 <그림 2>는 이상에서 다룬 정책 네트워크 분석틀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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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산업정책 유형 분류

영역
(domain)

일반적 정책(horizontal policies)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ies)

생산물

시장

(product

market)

⦁경쟁과 독점금지 정책

⦁간접세(indirect tax)
⦁생산물 시장 규제 완화

⦁환율 정책(exchange rate policy)

⦁전략산업 정책(national champions)
⦁국유화/민간화
(nationalization/privatization)

⦁산출 보조금/국가 지원
(output subsidies/ state aids)

⦁생산물 가격 규제(price regulation)
⦁중점수출증진(targeted export production)
⦁수입 관세, 수입할당
⦁진입 규제

노동/기술

(labor/skill)

⦁기술/교육정책(skills/education policy)
⦁임금 보조(wage subsidies)
⦁소득세/고용세(income/employment tax)
⦁관리 조언 서비스
(management advisory service)

⦁노동 시장 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중점기술 정책(targeted skills policies)
⦁전문 인력 수급 계획

⦁부문 특정 조언 서비스
(sector-specific advisory service)

⦁견습 정책(apprenticeship policy)

자본시장

(capital

market)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일반적 법인세(general corporate tax)
⦁거시경제적/금융 안정 수단
(macroeconomic/financial stability)

⦁해외투자 유치 지원

⦁감가상각(capital allowance) 공제

⦁전략적 투자 기금
(strategic investment fund)

⦁전략적 대출 펀드(strategic loan fund)
⦁국가 투자은행(state investment bank)
의 긴급 대출(emergency loan)

⦁기업 내부 투자 촉진 정책

토지

(land)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토지 관련 계획 규제

(planning regulation)

⦁기업특별지구(enterprise zone) 활용
⦁공간 기반 클러스터링 정책
(place-based clustering policy)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확충

과학기술

(technology)

⦁R&D 세금 공제(R&D tax credit)

⦁과학 예산(science budget)
⦁과학기술 자격제도,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문기구

⦁선별적 기술 발전을 위한 기금
(selective technology funding)

⦁특정 기술을 위한 중심기구 설립

⦁선별적 기술 도입 정책

체계/제도

(systems/

institutions)

⦁융통성 있는 장기계획
(scenario planning)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양 정책
⦁정보 흐름(information flow) 촉진 정책
⦁산업 관련 일반적 행정절차 개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
⦁미래지향적 계획(foresight initiatives)
⦁전략부문 확인
(identifying strategic sectors)

⦁특정 산업부문 경쟁력 증진 전략

⦁특정 산업부문 관련 특별 행정절차 개선
⦁전담기구 설치

(출처 : Warwic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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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책 네트워크 분석틀

행위자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

① 누가 참여하였는가?

②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가?

③ 네트워크 구조는 통합적인가?

이슈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① 어떤 이슈가 다루어졌는가?

② 어떤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가?

③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④ 네트워크 구조는 통합적인가?

제 3 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개발원에서 발간한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

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녹취록을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국가

기록원에서 보유한 대통령 경호실 및 상공부의 회의 녹취테이프를 속기

한 것이다(이영훈 외, 2014; 박기주 외, 2014).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협조

를 얻어 두 회의의 녹취록 자료를 얻어 연구에 활용하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녹취자료가 과거 역사기

록물인 점을 고려하여 자료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일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와 대조한 결과, 위 녹취

록에서는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경우 1973년 7월과 1974년 6월을 제외하

고는 연구의 대상기간 동안 녹취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경우에도 확인한 결과, 1973년 5월과 9월을 제

외하고는 대상기간 동안 녹취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월간경

제동향보고회의의 경우에는 매년 1월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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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매년 1월 경제기획원 연두 순시에서 경제동향을 보고받는 것으

로서 회의를 갈음하였기 때문이다(박기주 외, 2014).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녹취록 존재 여부를

각각 <표 8>과 <표 9>에 정리하였다. 이때 녹취록 존재 여부는 각 회

의별로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순서별로 예정된 일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

는지 여부를 전부 표시하였다.

<표 8>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자료

연도 월
유공자

표창

상공부

장관

인사 및

보고

상공부

보고

외무부

보고

기타기관

보고

업계건의

및

정부답변

대통령

훈시

1972

10 √ √ √ √ √ √

11 √ √ √ √ √

12 √ √ √ √ √

1973

1 √ √ √ √ √ √

2 √ √ √ √ √

3 √

4 √ √

5 √ √ √

6 √ √ √ √ √ √

8 √ √ √ √ √

9 √

10 √ √ √ √ √

12 √ √ √

1974

1 √ √ √ √

2 √ √ √

3 √ √ √ √ √

4 √ √ √ √

5 √

7 √ √ √ √ √

8 √ √ √ √ √

9 √ √ √ √ √ √

10 √ √ √ √ √

(출처 : 박기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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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녹취록 자료

연도 월 월간경제동향 특별보고
새마을

성공사례
대통령 지시

1972
10 √ √ √ √

12 √ √ √

1973

2 √ √

3 √ √ √ √

4 √

6 √ √ √

7 √ √ √ √

8 √

10 √ √ √ √

11 √ √ √ √

12 √ √ √

1974

2 √ √ √

3 √ √ √ √

4 √ √ √ √

5 √ √

6 √ √ √ √

7 √ √ √ √

8 √ √ √ √

9 √ √ √

10 √ √ √

(출처 : 이영훈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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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 분석

제 1 절 행위자 분석

1. 오일쇼크 이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행위자 분석

1) 네트워크 행위자 : 누가 참여하였는가?

오일쇼크 이전에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을 분석한

결과, 1972년 10월부터 1973년 10월 초까지 총 46개의 기관이 참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 경제기

획원 등 13개의 중앙기관이 참여했고 6개의 군청 단위 지방기관이 참여

했으며 4개의 이익연합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개의 민간

기업이 참여했는데,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업체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하기 어려워 민간기업1에서부터 민간기업6으로 정리하였다. 11개

의 미확인 기관은 녹취록의 특성상 짧은 발화를 했을 때 발언자가 누구

인지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나타난 것이다.

<표 10> 오일쇼크 이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행위자

유형 총수 소속행위자

정부행위자

중앙기관 13
대통령, 경제기획원, 상공부,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내무부, 교통부, 총무처,
전매청, 수산청, 산림청

지방기관 6
영동군청, 의성군청, 용인군청, 괴산군청,
영암군청, 양양군청

기타 공공기관 5
UN 대사관, 캐나다 공관, 오스트리아 공관,
독일 공관, 한국전력

계 24

민간행위자

이익연합체 4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애로타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민간기업 7
대한항공, 민간기업1, 민간기업2, 민간기업3,
민간기업4, 민간기업5, 민간기업6

기타 민간행위자 0 (없음)

계 11

미확인 11

총 합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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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회의 중에서 수

출진흥확대회의에는 많은 수의 민간행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강광하 외, 2008), 1차 오일쇼크 이전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

도 회의에서 발언을 한 행위자는 소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

으로는 24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11개의 민간기관이 참여하고 회의에

서 발언을 하여 총 참석자 수에서는 민간행위자가 많을 수 있지만, 발언

을 한 행위자는 정부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참여한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중앙기관으로서 경제부처들은 주요 현

안에 대해 보고하고 민간행위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려는 목적으

로 참여하였다. 둘째, 군청 단위의 지방기관들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

서 새마을운동 관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로서 우수 사례를 보고

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는 1971년 6월 이래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우수 지방공공기관에서 새마을운동 성과를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박기주 외, 2014). 셋째, 기타 공공기관들은 캐나다

공관 등 해외공관으로서 해외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서 가진 애로사항을 국내 방문시 회의에 참석하여 건의하였다. 넷째, 민

간행위자로서 이익연합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기

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회의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사항을 정부기관에 건의하였다. 아래의 발언은 1973년 1월에 있었던 수

출진흥확대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김봉재 회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망 구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수출수요 파악

을 위한 별도의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공부-

해외공관을 통한 정보망이 정확한 수출수요 파악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각국 공관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은 해외산업 정

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그래서 앞으로 이 중소기

업에 대한 특히 900여 종의 다양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서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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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는 공관장 여러분께서 그 나라, 그 나라의 좋은 정보를 우리

상공부에 제공해서 저희 단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주마가편으로 꼭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이영훈 등, 2014: p.311)

다섯째, 회의에 수출을 관장하는 주요 민간기업들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질의하거나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이들은 특히 당사자로서 관련 있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회의에서 중

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발언을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1972년 12월

에 개최된 회의에서 어느 한 민간기업이 상공부의 ‘1973년 수출종합시책’

에 대한 특별보고에 이어서 발언하는 내용이다. 보고내용 중에는 기술혁

신을 위한 세부과제들로서 선진기술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972

년 9월 한일각료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공업소유권협정 체결문제가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민간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

기업은 나아가서 협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

고 있다.

“국교 정상화 이래로 일본과 사이의 모든 가지의 국제회의에 있어서

공업소유권협정의 체결이 오래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공업소유권

협정은 일본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한국에 대한 진출기반의 확립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기술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불가

피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중략)… 긴요한 항목

들을 가려서 도입,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수입의 기술도입의 중요한

하나의 선행조건으로서 그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상당 부

분이 일본시장에 수출화되는 의무화 조건을 검토하여서 비단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기술도입에 있어서도 적절히 활용

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 제시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이영훈 외, 2014: p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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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가지 회의체에서 오일쇼크 이전 1년 동안 행위자들이 발

언한 횟수를 정리한 결과 대통령, 경제기획원, 상공부 순으로 발언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1>은 두 가지 회의체에서 발언한

횟수가 많은 행위자 11명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횟수는

총 44회로 비중이 27.5%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대통령이 적극적으

로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였으며 다른 행위자들에게 질의도 하

였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다음으로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발언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수출

애로타개위원회 등 이익연합체의 발언횟수와 비중은 높지 않았다. 민간

기업들의 발언횟수는 각각 1회로서 적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수출

진흥확대회의에서 총 67건,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총 63건으로 수출

진흥확대회의에서 조금 더 발언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오일쇼크 이전 1년 동안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회의체에는 중앙기관, 지방기관, 이익연합체, 민간기업 등 다양

한 행위자가 참여하였다. 전체적인 참여자의 비중은 중앙기관 등 정부행

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이익연합체와 민간기업의 비중은 높지 않

았다.

<표 11> 오일쇼크 이전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발언횟수

행위자
발언횟수

합계(비중)
수출진흥확대회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대통령 18 26 44(27.5%)

경제기획원 1 24 25(15.6%)

상공부 20 3 23(14.4%)

외무부 12 0 12(7.5%)

내무부 0 8 8(5.0%)

농수산부 3 3 6(3.8%)

재무부 0 3 3(1.9%)

건설부 3 0 3(1.9%)

대한상공회의소 3 0 3(1.9%)

수출애로타개위원회 3 0 3(1.9%)

합계 63 6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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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성 분석 :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가?

오일쇼크 이전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만으로 이루어진 행위

자-행위자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2>는 오

일쇼크 이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성 기준으로 높은 순

서로 10개의 기관에 대한 행위자 중심성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연

결중심성은 0.94117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치인 1에 근접하는

점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매개중심성은 0.339424로서 다음으로 높은 상공부가

갖는 0.189542와 경제기획원이 갖는 0.102793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 상공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 중앙 정부기관

들의 중심성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기관의 구성이

나 발언횟수를 고려할 때 중앙기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 예측가

능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표 12>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의 행위자 중심성 분석

행위자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대통령 0.941176 0.339424

상공부 0.823529 0.189542

외무부 0.676471 0.093880

경제기획원 0.558824 0.102793

농수산부 0.411765 0.039513

중소기업중앙회 0.382353 0.013369

건설부 0.352941 0.010695

대한상공회의소 0.323529 0.008021

내무부 0.235294 0.007873

수출애로타개위원회 0.235294 0.001783

평균 0.262185 0.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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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중소기업 김봉재 회장 나오셨죠. 요즘 우리나라 중소기업 계에서 일본의 중

소기업을 요즘에 그쪽하고 많이 교섭도 하고 유치하는 뭘 하고 있는데, 대략

업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봉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수출시장을 일본이 확보해 가는 문제도 문제지만 일본인 생활 자체의 일본

인의 생활을 위해서 그 공급원을 타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것이 막대

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에 와서 저

희가 상상하지 않은 업종마저도 한국에 진출할 계속적인 상담이 저희 중앙

회에서도 일본인들이 대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의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그런 몇 가지 부면을 더 강화해서 정부에서 배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희망과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이익연합체의 연결중심성

이 평균 수준(0.262185)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소기

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발언횟수의 비중은 각각 1.9%에 불

과하였지만, 다른 회의보다 다양한 행위자가 발언을 하는 회의에서 발언

을 한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익연합체의 발언은 이익연합체에

서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논의에서 필요하여 다양한 행위자의 발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 3>은 1973년

6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 일본과의 합작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이익연

합체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보 교환과 토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

언을 하기 때문에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에 반해 매개중

심성은 평균(0.023122)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매개중심성의 개념이 그

노드의 행위자가 네트워크에서 이탈할 때 다른 노드들에게 얼마나 많은

연결을 저해하는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의체들 안에서 이러한

이익연합체의 존재여부가 적어도 해당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참여자들의

연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3> 중소기업에 있어 일본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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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병 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자기네들이 일본 안에서보다 해외에 나가서 합작투

자 내지 직접투자를 해서라도 해외로 진출하겠다, 그 업종이 이러이러한 거

다 해서 명단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 수용태세를 갖춰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투자안내소라는 것을 만들었

습니다. …(후략)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

합작투자 문제를 늘 다루는 데 있어서 고충이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 왜 이 정도의 자금과 이 정도의 상품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못하고

왜 합작을 하느냐 이렇게 내가 늘 따집니다. …(중략)… 그래서 합작이 아니

고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더 우리가 외화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방

향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까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본 업계의 특히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한국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 잘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가급적 많이 받아

들이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중략)… 이름만 합작이라고만 하지만

실제 해서 이익은 일본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합작 같은 것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다. …(후략)

(출처 : 이영훈 외, 2014: pp. 410-414)

마지막으로 민간기업들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업종과 밀접하게 관

련되는 일에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이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네트워크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는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러한 민간행위자들은 네트워크에서 주변부적인 위치에 존재하면서 필요

한 경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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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를 도해한 것이 <그림 4>

이다. 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는 대통령으로서 전

체 네트워크 그래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분석된 상공부는 G1과 G2로 구성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재

하는 기관으로서 G2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경우에는

G3가 나타내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재하는 기관으로서 G3의 가운

데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은

기관이며, 연결의 강도(edge weight)는 두 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회의에

서 같이 발언을 하였는지를 의미한다. <그림 4>를 통해 대통령과 상공

부, 대통령과 경제기획원, 대통령과 외무부, 상공부와 외무부 간의 연결

의 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4)

G1 : 수출진흥확대회의

G2 : 수출진흥확대회의G3 :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4)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정부행위자, 파란색은 이익연합체, 초록색은 민간기업

을 가리키며,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였다. 노드 간 연결

의 강도(weight)는 두 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회의에서 같이 발언하였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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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구조 분석 : 얼마나 통합적인가?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노드 수는 네트워크에 나타나지 않는

미확인 기관 11개를 제외한 35개이며, 링크 수는 총 156개인데 이는 각

노드들 간에는 156개의 링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위집단 수

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G1과

G2는 주로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G3

은 주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통합성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값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0.262이고, 연결중심성을 통

해 도출한 네트워크 집중도는 0.720이며, 매개중심성을 통해 도출한 네트

워크 집중도는 0.326이다.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의 구

조적 속성은 아래의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 13>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

노드 수 링크 수 하위집단 수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집중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35 156 3 0.262 0.720 0.326

2.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행위자 분석

1) 네트워크 행위자 : 누가 참여하였는가?

오일쇼크 이후에는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분석

한 결과, 1973년 10월말부터 1974년 10월 초까지 총 50개의 기관이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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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획원 등 12개의 중앙기관이 참여했고 12개의 군청 단위 지방기관이

참여했으며 4개의 이익연합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했는데, 오일쇼크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을 제외하

고는 구체적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민간기업7에서부터

민간기업9로 정리하였다. 10개의 미확인 기관이 나타났다.

<표 14>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행위자

유형 총수 소속행위자

정부행위자

중앙기관 12

대통령, 경제기획원, 상공부,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내무부, 교통부, 총무처,

수산청, 관세청

지방기관 12

경상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논산군청,

옹진군청, 화성군청, 고흥군청, 해남군청,

고성군청, 통영군청, 울진군청, 공주군청,

양양군청

기타 공공기관 4
한국은행,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성동공고,

금오공고

계 28

민간행위자

이익연합체 4
수출애로타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선주협회, 합천군 초계 농업협동조합

민간기업 5 외환은행, 민간기업7, 민간기업8, 민간기업9

기타 민간행위자 4
연세대, 장성군 고산마을, 월성군 옥산마을,

당진군 삼화교회

계 13

미확인 10

합계 51



- 59 -

1차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회의에

는 중앙 정부기관이 12개 참여하여 비중이 높았고 지방기관 및 기타 공

공기관을 포함한 정부행위자는 28개 기관이 참석하여 민간행위자 12개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중앙기관들은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군청 단위 지방기관은 새마

을 운동 우수사례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이익연합체와 민간기

업들은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정부기관에

건의하였다.

한편, 민간행위자를 구성하는 인원 중에 1차 오일쇼크 이후에 새롭

게 나타난 행위자로서 기타 민간행위자로서 연세대, 장성군 고산마을 등

이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1974년 2월 월간경제동향

보고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3주년을 맞이하여 연세대 소속의 한기

춘 교수가 고속도로 효과분석을 발표하면서 네트워크에 등장하였다. 장

성군 고산마을 등의 기타 민간행위자는 해당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새

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면서 네트워크에 나타났다.

<표 15>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발언횟수

행위자
발언횟수

합계(비중)
수출진흥확대회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대통령 8 71 79(28.8%)

경제기획원 0 58 58(21.2%)

농수산부 0 35 35(12.8%)

상공부 25 3 28(10.2%)

외무부 10 0 10(3.6%)

건설부 1 5 6(2.2%)

관세청 0 6 6(2.2%)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0 5 5(1.8%)

총무처 4 1 5(1.8%)

내무부 0 4 4(1.5%)

한국은행 0 4 4(1.5%)

합계 48 192 2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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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는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이 발언

한 횟수를 정리한 결과이며, 대통령,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외무

부 순으로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79건의 발언

을 하여 28.8%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오일쇼크 이후에도 대통령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에 이어 농수산부의 발언횟수가 높게 나

타난 것이 눈에 띄며, 이 기관들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많은 발언

횟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출진흥확대회의보다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더 많은 발

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나타

난 발언은 총 48건(20%)인 반면에,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총 192건(80%)으로 수출진흥확대회의보다 4배 더 많다.

정리하면, 오일쇼크 이후 1년 동안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회의체에는 중앙기관, 지방기관, 이익연합체, 민간기업 등 다양

한 행위자가 참여하고 발언하였다. 전체적인 참여자의 비중은 중앙기관

등 정부행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언횟수의 비중 역시

중앙기관 등 정부행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서 발언

횟수의 비중이 수출진흥확대회의보다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심성 분석 :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만으로 이루어진 행위

자-행위자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6>은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성 기준으로 높은 순서로 10

개의 기관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연결

중심성은 0.77500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중심성은 0.302595로

다른 기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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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의 행위자 중심성 분석

행위자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대통령 0.775000 0.302595

경제기획원 0.675000 0.206911

농수산부 0.450000 0.171819

상공부 0.350000 0.068443

외무부 0.350000 0.038505

총무처 0.350000 0.026276

내무부 0.325000 0.015897

재무부 0.300000 0.023932

건설부 0.300000 0.044874

교통부 0.275000 0.022543

평균 0.201220 0.022483

대통령 다음으로는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 경제기획원, 농

수산부, 상공부 및 외무부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

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 두 기관이 단순히 발언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었음을 보여준

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연합체의 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 중

소기업중앙회의 연결중심성(0.075000)과 매개중심성(0)으로 나타나 두 가

지 수치 모두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들의 경우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을 구

성하는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를 도출한 결과가 <그림 5>이다. 이 네

트워크 그래프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는 대통령이며 전체 네트워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분석된 경제

기획원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반영하는 G1, G2, G4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수산부는 G1에서 가운데에 위치하

고 있다. G3에서 상공부와 외무부는 하위집단의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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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G2, G4를 연결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결의 강도를 살펴보면, 대통령과 경제기획원, 대통령과 상

공부, 대통령과 외무부, 대통령과 농수산부,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 상공

부와 외무부 간의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급한 행위자들이

복수의 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발언한 경우가 많았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림 5>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5)

G4 :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G2 :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G3 : 수출진흥확대회의

G1 :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5)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정부행위자, 파란색은 이익연합체, 초록색은 민간기업

을 가리키며,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였다. 노드 간 연결

의 두께(weight)는 두 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회의에서 같이 발언하였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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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구조 분석 : 얼마나 통합적인가?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노드 수는 특정할 수 없는 미확인 기관

10개를 제외한 41개이며, 링크 수는 총 165개이다. 이는 41개의 노드들

간에 총 165개의 링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집단의 수는 총

4개이며, 위의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G1, G2, G4는 주로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G3는 주로 수출진

흥확대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통합성을 측정하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값을 도출하였다. 도출결과 네트워크 밀도는 0,201이고, 연결중

심성을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집중도는 0.603이며, 매개중심성을 통해 도

출한 네트워크 집중도는 0.287이다.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행위자 네트

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표 17>에 정리하였다.

<표 17>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

노드 수 링크 수 하위집단 수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집중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41 165 4 0.201 0.603 0.287

3. 소결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는지와 관련하여 오일쇼크를 전후로 한 고

도성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의 유형을

고려할 때, 중앙기관에서 네트워크에 참석하는 비중이 오일쇼크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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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미확인을 제외하면 오일쇼크 전에 중앙기관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는 기관은 민간기업(7개 → 4개)인데

오일쇼크 이후에는 지방기관(6개 → 11개)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쇼크 이후에 기타 민간행위자가 등장하나, 이들이 어떤 새

로운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연세대나 지방의 우수 마을 등으

로서 기존에도 회의에서 진행되던 특별보고, 새마을운동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가 발생하여 일회적으로 참여한 행위자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6> 오일쇼크 전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 유형 비교

둘째,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을 기준으로 발언횟수의 비중 변

화를 비교한 결과, 오일쇼크 전과 후 모두 중앙기관이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많은 발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회의

체에서 주로 발언을 하는 행위자는 중앙기관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익

연합체, 민간기업 등의 민간행위자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때로는 애로사

항이나 건의사항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민간행위자의 발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각 행위자 유형별 발언의 비중은 <그림 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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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일쇼크 전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 유형별 발언비중

다음으로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누구인지 분석한

결과를 오일쇼크 전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

업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아래의 <그림 8>에서

와 같이 중앙기관의 행위자들이 평균적으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다른 참여자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기관 외의 행위자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산업정책 네트워크

에서 네트워크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오일쇼크를 전후로 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두 가지 시기 공통적으로 대통령이다. 다시

말해 오일쇼크 전 1년과 오일쇼크 후 1년 두 가지 시기에서 모두 박정희

대통령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

령은 두 가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으며, 많은 수의 발언을 통하

여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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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일쇼크 전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 유형별 중심성 변화

a) 유형별 평균 연결중심성 변화 비교

b) 유형별 평균 매개중심성 변화 비교

셋째,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행위자는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차이를 보였다. 오일쇼크 전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주무기관인 상공부

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오일쇼크 후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주무기관인 경제기획원

이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서는 오일쇼크 이후에는 상공부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농

수산부보다도 낮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두 가지 회의의 운영방식 나아가서는 핵심 중앙 정부기관들 간에 관

계의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끝으로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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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들 간의 링크 수 및 하위집단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오일쇼크 이후 상대적으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영향

력이 증가하고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 참여한 행위자가 증가하면서 나

타난 것이다. 특히 하위집단의 경우 오일쇼크 전에는 전체 3개의 하위집

단 중에서 2개의 하위집단이 수출진흥확대회의와 관련되어 있었던 반면

에, 오일쇼크 이후에는 전체 4개의 하위집단 중에서 3개의 하위집단이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통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

도는 오일쇼크 이후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트워크 집

중도는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와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한

결과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네트워크에

서 행위자들 간에 오일쇼크 이전보다 느슨하게 연결되고 상대적으로 소

수에게 집중된 정도가 분산된 형태의 구조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변화는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변부적인 위치에 있는 노드

수의 증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민간기관의 증가

에 기인하여 노드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자들은 다른 행위자와

상대적으로 적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 행위자의 수의 증가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통합성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18>은 행위자-행

위자 네트워크의 오일쇼크를 전후로 한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의 변화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표 18> 오일쇼크 전후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비교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 오일쇼크 이전 오일쇼크 이후

노드 수 35 41

링크 수 156 165

하위집단 수 3 4

네트워크 밀도 0.262 0.201

네트워크

집중도

연결중심성 0.720 0.603

매개중심성 0.326 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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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특별보고 내용 보고기관

1972년 10월

•시멘트의 수출전망과 대책

•조선공업의 수출산업화

•농가공산품개발사업 추진사항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제 2 절 이슈 분석

1. 오일쇼크 이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이슈 분석

1) 네트워크 이슈 : 어떤 이슈가 다루어졌는가?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수출진흥확대회의,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 등 2가지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순서 외에 특별보고 순

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순서를 통해 산업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다루었다. 오일쇼크 이전에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상공부의

주도 하에 수출 관련 중요한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아래의 <표 19>은

오일쇼크 이전에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다루어진 특별보고의 목록이다.

특징적인 부분은 1973년 6월에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물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일본시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공부가 특별

보고를 직접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수출진흥확대회의의 특별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수출산업에 대한 분석(1972년 10월 ‘조선공업의 수

출산업화’ 등),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검토(1972년 12월 ‘73

년 수출종합시책’ 등), 수출지원제도 정비(1973년 2월 ‘수출지원 풍토 부

조리 제거계획’ 등), 해외시장에 대한 특별 분석(1973년 6월 ‘유럽시장의

진출현황과 수출전략’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별보고 내

용이 상공부 주도로 회의에서 발표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나 관련 업계

에서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19> 오일쇼크 이전 수출진흥확대회의 특별보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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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1월

•농가공산품개발사업 추진사항

•관공토산물 개발 육성

•전자계산기 이용기술 전망

•만화영화 용역수출계획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1972년 12월
•100억불 수출계획

•73년 수출진흥종합시책

상공부

상공부

1973년 1월

•73년 수출진흥종합시책

•100억불 수출계획

•수출지원 풍토 부조리 제거작업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1973년 2월

•가발제품에 대한 수출증대방안

•수출산업 시설을 위한 외자지원

•수출지원 풍토 부조리 제거작업

•국제통화조정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1973년 5월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토산품 생산업체의 지정

•대미 신발류수출 자율규제

•전자공업투자촉진단 미국 파견결과

•수출산업의 설비금융 확대공급

•대만의 수출신장 요인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1973년 6월

•정보 신속처리방안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국내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상도의 앙양

•한국·인도네시아 장관회의 결과

•KOTRA 기구개편과 업무개선

•유럽시장의 진출현황과 수출전략

•농수산물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일본시장 조사결과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농수산부

1973년 8월

•한미전자공업협력촉진단 활동보고

•대미 섬유류 쿼터 운영

•100억불 수출계획

•수출용 원자재 비축기금 조성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출처 : 이영훈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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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일쇼크 이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도 특별보고가 있었

으며, 경제기획원의 주도 하에 특별보고가 진행되었다. 아래의 <표 20>

은 오일쇼크 이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다루어진 특별보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다루어진 특별보고는 수출진

흥확대회의의 경우 상공부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발표한 것과 달리 사안

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발표하였다.

특별보고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거시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대책(1972년 10월 ‘8․3조치 후

금융동향 및 금융상 조치’ 등),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대책(1972년 12월

‘한전의 경영 합리화 대책’ 등), 국민생활필수품목 관리(1973년 7월 ‘장기

목재 수급 현황’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0> 오일쇼크 이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특별보고 내용 정리

회의일자 특별보고 내용 보고기관

1972년 10월
•한일각료회의 합의사항 추진계획

•8·3 조치 후 금융동향 및 금융상 조치

경제기획원

재무부

1972년 12월
•기업공개 촉진 방안

•한전의 경영 합리화 대책

재무부

한국전력

1973년 2월 •특수사방 사업과 수해상습부락 마을대책 내무부

1973년 3월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체 지방 이전 계획

•물가안정대책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1973년 6월
•총 인구 및 주택조사

•쌀 계약 증산 추진 상황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1973년 7월

•식량증산시책 추진 현황

•석탄공사의 경영합리화 대책

•수산업 현황

•장기 목재 수급 현황

농수산부

상공부

수산청

산림청

1973년 10월

•세계은행 경제협의단 잠정 평가내용

•보리 증산 시책

•신장기에너지대책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출처 : 박기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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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오일쇼크 이전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

향보고회의는 중앙 정부기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점이나 회의진행방식 등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두 가지 회의를 함께 논의할 때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2) 중심성 분석 : 어떤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가?

오일쇼크 이전에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행위자-이슈 네트워

크에서 중요한 이슈는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선별-토지’, ‘선별-

체계/제도’, ‘일반-체계/제도’, ‘선별-자본’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선별-생산물’, ‘선별-토지’, ‘선별-체계/제도’, ‘일반-

체계/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결과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1>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서 이슈의 중심성 분석결과

유형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선별-토지 0.711111 0.134072

선별-체계/제도 0.711111 0.126007

일반-체계/제도 0.688889 0.120220

선별-자본 0.666667 0.104623

선별-생산물 0.644444 0.138257

선별-노동/기술 0.577778 0.078009

일반-노동/기술 0.333333 0.017028

일반-자본 0.288889 0.017726

선별-과학기술 0.266667 0.013369

일반-과학기술 0.244444 0.007818

일반-토지 0.088889 0.001456

일반-생산물 0 0

평균 0.474747 0.06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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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중심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이슈로 ‘선별-토

지’와 ‘선별-체계/제도’, ‘일반-체계/제도’, ‘선별-생산물’ 등이 다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첫째,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y)로서 토지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다루어진 것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공간 기반 클러스

터 정책’,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이 해당 기간 동안 집중 논의된 것과 관

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72년 12월에 있었던 ‘73년 수출진흥종합시책’

에서는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계획이 논의되었다. 유관산업을 공간적으

로 집적시켜서 전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외에도 선별적 정책으로서 토지

와 관련된 논의들로서 관광토산물 산업 확충을 위한 시범지구 설정이나

조선공업 발전을 위한 주요 항구의 시설 확장 등이 회의에서 다루어졌

다.

“수출산업의 재편성을 위한 다음의 중요한 방안은 간접자본을 확

충하는 것입니다. …(중략)…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두 번째 시책

으로서는 수출산업공업단지를 확대하며 동시에 그 운영을 충실화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략)… 공업 구조를 더욱 고도화

하고 그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

해서도 임해공업단지의 조성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

니다.”(이영훈 외, 2014: p.271)

둘째,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y)으로서 체계/제도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 종류의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특히 전략산업을 위한

수출지원체제의 개선, 보완이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예를 들어 1972년 11

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만화영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서 검토한다.

만화영화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색깔을

입히는 직업 등 수작업이 많아 노동집약적 성격이 있다고 분석한다(이영

훈 외, 2014). 그러한 점에서 만화영화 용역수출과 관련된 절차 등을 대

폭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체제 개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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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수출용 만화제작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이

것을 수출용 원자재로 취급하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재

무부와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중략)… 셋째로 영화제작 회사를 보세 지역으로 설정해서 만화영화

용역수출과 관련된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만화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영훈 외, 2014: pp.238-239)

셋째, 일반적 정책(horizontal/functional policy)으로서 체계/제도 개

선에 대한 논의 역시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

러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수출지원제도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

가 이루어졌다. 즉, 산업정책 네트워크는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제로서 다루었다. 예를 들어 1973

년 2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논의된 ‘수출지원풍토 부조리 제거작업’에

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상공부에서 수출 관련 행정절차상 개선 조치

된 사항, 개선 조치 필요사항을 보고한다. 아래의 내용은 수출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개선내용 중 일부이다.

“다음 세 번째로 수출절차 간소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 내국세 등의 세제 부분, 상역, 외환, 금융 부분, 그리고 수출

검사, 소용량 부분 등 전 수출절차 면에 걸쳐서 73년도에는 2월 말

현재 11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현재 31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

소화된 중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간 다원화되었던 취급기관과 통일성이 없던 이행기간 등으로

인한 복잡성과 불통일성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영훈 외, 2014: p.331)

한편,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은 회의에서 발언하는 민간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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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73년 5월 수출

진흥확대회의에서는 박두병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장부지 허가신청시 문

제점에 대해 발언한다. 즉, 박두병 회장은 업계를 대표하여 공장부지 허

가신청시 법, 절차상 주무부서가 명확치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부분

에 대해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아래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농림부 장관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연처리

부분은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농지 보존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의해

서 발생된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인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조

치를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림 9> 수출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민간행위자 개선 요청 사례

(박두병 상공회의소 회장)

군수한테 알아보니까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된다,

또 도지사는 상공부의 주무관청에 맡아야 된다, 주무관청에 가 본즉, 농림부

에 가설랑 허가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 해서, 지연되는 일 혹은 안 되

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략)

(박정희 대통령)

공장부지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이나 정부의 방침을

좀 얘기해 보시오.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김보현 농림부 장관)

금년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전처럼 아무데나 공장

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그간에는 허가 단계는 실질적으

로는 지사가 다 위임이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숙전(熟田)을 피해서 이 산간이라든지 조금 경사지, 야산 이런 데를

원해서 지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일선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후략)

(출처 : 이영훈 외, 2014: pp.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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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반적 정책으로서 체계/제도 개선은 직접적인 수출지원

절차에 대한 부분 외에도 정보관리 측면에서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즉,

효율적으로 산업정책 수행을 위한 정보, 수출확대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

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개선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 6월에 있었던 상공부의 ‘정보 신속처리

방안’ 특별보고에서 논의된 사안들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입

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관에 대한 보고절차, 정보공유를 위한 기

관 간 공문발송 등의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상공부에서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장․차관에 대한 보고절차는 간

소화하여 즉시 장․차관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상역차관보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면 별도 공문 없이 해당 기관은 정보에 대한 사본을

즉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저희 상공부는 매일 평균 20건 이상 해외공관으로부터 입수되는

무역정보의 처리 방안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중략)… 차트에서

보시면 우선 외부 정보는 상역차관보실에 집중되자 곧 몇 부의 사

본을 작성해서 일부는 장․차관실, 원본은 대외창구인 통상진흥국에,

한 부는 협조국에 동시 입적됩니다. 이때 차관보는 처리지침과 주

무국 및 보고 담당국을 지정하고, 또 처리 주무국은 별도 횡적인

공문을 발송 없이 이미 사본이 입적된 관계국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장․차관실에 입적된 사본은 비서실에서 극히 간단히

요약 보고해서 장․차관이 최근 정보에 늘 접하게 하는 동시에, 또

중요사항에 대해서 처리지침을 사전에 시달하며 동시에 정책사항의

보고 누락을 방지하는 이중점검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영훈 외, 2014: pp.383-384)

이와 같은 선별적 정책 또는 일반적 정책으로서 체계/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오일쇼크 이전에 전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은 수출지원제도의 능력을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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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공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선별적 정책으로서 생산물 시장에 대한 개입이 산업정

책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위의 <표 21>에서 ‘선별-생산물’

의 연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하여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선별-생산물’이 특정한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즉, 중요하다고 분석된 다른 이슈들에 비하여 특정 회의 중심

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해당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월간경제동향보고회

의에서 선별적 정책으로 생산물 시장에 대한 개입은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진입규제를 하거나 수입 관세 부여, 수입할당 정책 등의 형태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행위자와 이슈를 연결하여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 행위자와 이슈 종합 분석 :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자’ 또는 ‘이슈’를 개별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에

서는 행위자 또는 이슈의 중심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한발

나아가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어떤 중요한 행위자와 연결되었는지에 대

해 분석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10>는 오일쇼크 이전 고도성장기 산업

정책을 논의하는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도출한 결과이다. 이 행위자-

이슈 네트워크를 하위집단(subgroup)으로 구분한 결과, G1과 G2의 가운

데에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도하는 상공부와 외무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반영하고 있는 G4와 G5에 대통령, 경제기획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3에는 수출애로타개위원회, 민

간기업5 등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참여한 행위자와 재무부, 한국전력 등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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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G4: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G5: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G3: 수출진흥 + 월간경제

G1: 수출진흥확대회의

G2: 수출진흥확대회의

행위자와 이슈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진흥확대회의에서 주로 활동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선별-토지’, ‘선별-

체계/제도’ 등의 중요한 이슈가 다루어졌다. 즉, 앞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슈로 분석되었던 선별적 정책으로서 토지에 관련된 논의와 선별적 정

책으로서 체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와 외무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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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 상공부와 외무부와 두 가지 이슈 유형이 가까이 근접해 위치하

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이슈 유형이 수

출진흥확대회의 행위자에 의해 막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며, 두

가지 이슈 유형이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모두 높은 점에서 월간경

제동향보고회의에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일

반-체계/제도’와 ‘선별-생산물’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이는 산

업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도 많이 다루어졌

지만,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도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산

업 제도, 행정절차의 개선의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선별적인 정책으

로서 생산물 시장에 대한 개입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특정 부분 생산

물 시장의 산출량이나 가격, 경영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과 관련된

다. 예를 들어 1973년 3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물가

안정대책으로서 시멘트, 전선, 통신케이블 등 일부 공산품 가격을 인하하

는 가격규제를 실시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다른 예로는 1973년 7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석탄공사의 낮은 생산성 등을 다루며 민간 석탄업

체와 비교할 때 왜 경영성과가 낮은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

과로서 경제기획원은 성주, 나전 등 일부 석탄공사 탄광의 민영화

(privatization) 조치계획을 발표한다.

“그 대책으로서는 성주, 나전을 8월 말까지 민간에게 불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위탁경영을 해서, 그 결손

폭을 감축하겠습니다. 화순은 대체로 일부 원가가 비싼 광구는 폐광

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경영 실적이 전망이 좋은 관계로 해서 계속

석공이 유지토록 하겠습니다.”(이영훈 외, 2014: p.279)

셋째, 두 가지 회의체에서 ‘일반-자본’과 ‘선별-자본’에 대한 논의가

같이 다루어졌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 두 가지 이슈 유형은 위의 <그림

10>의 G3에 위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공부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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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안

을 검토하고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상공부는 1972년 10월 수

출진흥확대회의에서 조선공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기금의 배분 문

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여기에서는 조선공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연불수

출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밝히며, 이는 다시 해외

투자 유치 및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일반적 정책으로서 자본

에 대한 이슈가 다루어졌다.

“조선과 수출지원금융제도는 현재 여러 가지의 시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연불수출기금이 부족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서의 선박수출은 상당히 큰 애로를 받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략)… 내년도 현대조선이 26만 톤

짜리를 착수한다면 1척당 지원할 소요금액이 약 100억 원이 되겠습

니다.” (이영훈 외, 2014: p.207)

그런데 선별적 정책으로 자본의 전략적 배분은 월간경제동향보고회

의에서도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석탄공사나 한

전 등 경영 위기에 처한 공기업에 대한 긴급대출 목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경제기획원은 일반적 정책으로 자본 규모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

여 한일 각료회담을 통해 산업합리화 자금 확보 등을 시행하고 이것을

월간경제도향보고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정리하면, 상공부를 중심행위자로 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선별

-토지’, ‘선별-체계/제도’ 등 중심성이 높은 이슈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일반-체계/제도’, ‘선별-생산물’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 정책과 선별적 정책으로 자본

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회의 모두에서 균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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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구조 분석 : 얼마나 통합적인가?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노드 수는 ‘행위자 노드’ 36개와 ‘이슈

노드’ 10개로 총 46개이다. 링크 수는 총 235개인데 이는 행위자 노드와

이슈 노드 간에 총 235개의 링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위집단

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의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G1과 G2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하위집단이고 G4와 G5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중

심으로 한 하위집단이며 G3는 수출진흥확대회의 또는 월간경제동향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섞여서 나타난 하위집단이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통합성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값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0.227이고, 연결중심성을 통

해 도출한 네트워크 집중도는 0.506이며, 매개중심성을 통해 도출한 네트

워크 집중도는 0.326이다.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구조

적 속성은 아래의 <표 22>에 정리하였다.

<표 22> 오일쇼크 이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

노드 수 링크 수 하위집단 수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집중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46 235 5 0.227 0.506 0.120

2.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이슈 분석

1) 네트워크 이슈 : 어떤 이슈가 다루어졌는가?

오일쇼크 이후에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특별보고를 통해 다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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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특별보고 내용 보고기관

1973년 10월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수출입은행 기금 조성 추진현황

⦁대미 구매사절단 귀국보고

⦁공장새마을운동 보고

⦁정예 세일즈맨 양성계획

⦁해외건설 현황

⦁관광사업 진흥실적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1974년 1월

⦁74년도 수출계획

⦁74년도 수출진흥종합시책 세부계획

⦁수출절차 부조리 제거 위한 제도 개혁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1974년 2월

⦁수출용 원자재 수급현황 및 계획

⦁한국해외건설진흥협회 창립

⦁지방 상역행정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내용 목록을 아래의 <표 23>에 정리하였다. 1973년 10월에 관광산업 진

흥실적에 대해 교통부가 발표한 것 외에는 오일쇼크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공부가 발표하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특별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정 수출산업에 대한 분석(1974년 7월 ‘생사 및 생사제품 수

출방안’),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검토(1974년 1월 ‘74년도 수

출진흥종합시책 세부계획’), 수출지원제도 정비(1974년 1월 ‘수출절차 부

조리 제거 위한 제도 개혁’), 해외시장에 대한 특별분석(1973년 10월 ‘대

미 구매사절단 귀국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략

산업 육성,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해외 정보 분석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을 반영하고 있다.

<표 23> 오일쇼크 이후 수출진흥확대회의 특별보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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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별 연구계획과 산학활동

재단 활동사항

⦁1/4분기 수출과 군납실적 분석

⦁신용장 내도상황 및 수출부진 품목 분석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1974년 7월

⦁대일 수출현황과 전망

⦁수출상품의 고급화 전략

⦁생사 및 생사제품 수출방안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1974년 8월
⦁중공의 오사카전람회

⦁포항종합제철의 현황

상공부

상공부

1974년 9월

⦁수출검사제도의 개선

⦁기계류 및 가발의 수출증대 방안

⦁수출촉진을 위한 당면대책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

(출처 : 이영훈 외, 2014)

다른 한편으로, 오일쇼크 이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다루어진

특별보고 내용 목록은 <표 24>에 정리하였다. 오일쇼크 이전과 마찬가

지로 특별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관련성이 높은 기관이 발표하였는데,

1974년 2월에 있었던 고속도로 효과 분석을 연세대에서 한 것과 같이 민

간행위자가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보고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거시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대책(1974년 2월 ‘1․14 긴급조

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등), 해외 투자 유치 지원(1974년 2월 ‘1973년 외

국인 투자의 현황과 유치 시책’), 에너지 문제 대책(1973년 3월 ‘에너지

문제 동향 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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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오일쇼크 이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특별보고 내용 정리

회의일자 특별보고 내용 보고기관

1973년 12월 ⦁식량증산시책 추진 현황 농수산부

1974년 2월

⦁1·14 긴급조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1973년 외국인 투자의 현황과 유치 시책
⦁식량증산시책 추진 현황
⦁고속도로 효과 분석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연세대

1974년 3월

⦁에너지 문제 동향 보고

⦁1·14 긴급조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공업교육 향상 사례 보고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성동공고/금오공고

1974년 4월

⦁1·14 긴급조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제7차 IECOK 총회 참석 보고

⦁74년 외자 도입 계획

⦁74년 식량증산시책 보고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1974년 5월

⦁1·14 긴급조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예산제도 개선효과 보고
⦁식량증산시책 추진 현황
⦁열관리 시책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1974년 6월

⦁1·14 긴급조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식량증산시책 추진 현황

⦁74년 1/4분기 국민총생산 잠정집계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1974년 7월
⦁1·14 긴급조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74년 식량증산시책 보고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1974년 8월

⦁74년 식량증산시책 보고

⦁농어촌 1조 저축 운동 추진 상황

⦁전국 비상 양곡 보관창고 추진상황

⦁새마을공장 현황

⦁부정 외래품 단속 현황

농수산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한국농가공산품개발센터

관세청

1974년 10월
⦁식량증산시책 추진 현황

⦁수출 지원 정책

농수산부

재무부

(출처 : 박기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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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이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행방식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두 가지

회의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회의를 연결한 네

트워크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표 24>에서 특징

적인 부분으로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수출 지원 시책’이 다루어진

점이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다루어질 전

형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자와 연계하여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중심성 분석 : 어떤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가?

오일쇼크 이후에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행위자-이슈 네트워

크에서 중요한 이슈는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자본’, ‘선별-

생산물’, ‘선별-자본’, ‘일반-체계/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을 기

준으로 볼 때는, ‘선별-생산물’, ‘일반-자본’, ‘일반-체계/제도’, ‘선별-자본’

의 순서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결과는 아래의 <표 25>에 정리하였다.

<표 25>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서 이슈의 중심성 분석결과

유형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일반-자본 0.755556 0.144422

선별-생산물 0.733333 0.147500

선별-자본 0.688889 0.108182

일반-체계/제도 0.688889 0.121364

선별-체계/제도 0.622222 0.098507

선별-노동/기술 0.555556 0.072422

선별-토지 0.511111 0.054954

일반-노동/기술 0.311111 0.017826

선별-과학기술 0.133333 0.004218

일반-생산물 0.066667 0.000303

일반-노동/기술 0 0

일반-과학기술 0 0

평균 0.506667 0.07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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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중심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자본’, ‘선별-자본’,

‘선별-생산물’, ‘일반-체계/제도’ 등의 이슈 유형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첫째, 오일쇼크 이후 일반적 정책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당시 정부는 오일쇼크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1974년 1월 14일에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그

에 따라 물가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오원

철, 200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편찬위원회, 2015). 이에 따라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에서는 경제기획원이 ‘1․14 긴급조치 보완과제 추진 현황’

을 특별보고 대상으로 1974년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추가조치 사항 및

조치필요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오일쇼크로

인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안정화정

책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아래의

사례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 세출예산

집행을 유보하는 내용이다.

“1월 14일 긴급조치의 보완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정부 세출예산의 500억의 집행 유보 계획에 대해서는 1월 25일

경제기획원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박기주 외, 2014: pp. 397-398)

나아가서는 자금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다

양한 노력을 하였다. 오일쇼크로 인해 전 세계적인 해외 투자 수요가 감

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등이 해외 주요 국가로 가서 투자 유

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3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IECOK 총회에

사절단으로 참석하고, 귀로에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국으로 하여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중점

유치 부문은 전자, 기계, 금속 등 중화학공업과 이리 자유지역에 입

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프랑스와는 현안 중에 있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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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협정 체결을 촉구토록 하고, 독일에 대하여는 업종별 투자조사

단의 파한을 다시 교섭하겠습니다.”(박기주 외, 2014: pp.393-394)

둘째, 오일쇼크 이후 선별적 정책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

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한 선별적 정부개

입이 오일쇼크 이전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

인 자원배분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오일쇼크 이후에는 월간경제동향

보고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대출을 통한 파산방지의 맥락에서 이

루어진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금 안정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의미의 긴급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였으며, 오일쇼크 이후 1974년 말까지 지원금액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저리 금융 지원은 지원 대상, 융자 취급 요령

을 지난 1월 22일 시달하였습니다. 1차로는 155억 원을 할당해서 1월

25일부터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박기주 외, 2014: p.389)

또한 선별적 정책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개입은 중소기업뿐만 아

니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이루

어졌다. 유통비용 절감, 유통기관의 대형화, 조직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하

고자 하면서 오일쇼크 이전에는 주로 중화학공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

해 사용되던 산업합리화 자금을 이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자

금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설 운영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 자금

으로서는 50억 8,600만 원을 공급해서 정부 지정 슈퍼체인, 중소기업

공판장, 농협 연쇄점, 일반 슈퍼체인에게 각각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산업합리화 자금에서 15억 원, 한은 자금에서 1억 5,000만 원,



- 87 -

중소기업 특별금융에서 10억 원, 단위조합 자체에서 6억 1,900만 원,

중앙회 보조로 1억 9,000만원, 중앙회 융자로 1억 2,700만 원, 금융

소비 자금으로 15억 원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박기주 외, 2014: pp. 428-429)

셋째, 선별적 정책으로 생산물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생산물에 대한 가격 규제, 진입규제 등의 방식으로 시

행되었다. 먼저 가격규제는 1․14 긴급조치의 일환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규제를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진입규제는 두 가지 맥

락에서 행해졌는데, 하나는 규모의 경제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

이고, 다른 하나는 저성과 기업에 대한 진입 통제를 통해 생산성 확보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규모의 경제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로서 대

표적인 예는 1974년 9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가 기계공업의 발

전을 위해 품목별 지정업체 제도를 공작기계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에

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저성과

기업에 대한 진입 통제를 통한 생산성 확보 목적으로 진입 규제하는 사

례는 1974년 8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새마을공장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능력을 재평가하고 부적격 업체를 식별

하여 지정 취소 및 타기업에 의한 인수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일쇼크 이후에도 일반적 정책으로서 체계/제도에 대

한 개선 논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 5월에 개

최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다루어진 ‘예산제도 개선효과 보고’이다.

경제기획원은 이 회의에서 현재 예산제도가 계획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

고, 총액 공사비 제도의 부재로 인한 방만한 사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점,

예산의 탄력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시행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정책

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고 동시에 확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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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둘째로 총액

인건비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공사

비는 총액과 공사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

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은 분에 한해서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에 편

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다음에, 이월 승인의 자동화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

이월을 경제기획원 장관이 승인하게 되기 때문에 약 1개월 내지 3

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 이월을 주무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자

동화하겠습니다.”(박기주 외, 2014: pp. 488-490)

이상에서 오일쇼크 이후에 중요하게 논의된 이슈 유형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분석은 행위자와 연계되어 분석될 때

그 의미가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 다음의 파트에서 행위자와 이슈를 연계

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3) 행위자와 이슈 종합 분석 :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중요한 이슈가 어떤 중요한 행

위자와 연결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래의 <그림 11>은 오일쇼크 이

후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을 논의하는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도출한 결

과이다. 이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월간경

제동향보고회의를 반영하고 있는 G2, G3, G4의 가운데에 경제기획원, 농

수산부 등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1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반영하며 대통령, 상공부, 외무부 등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9 -

<그림 11>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G4: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G3: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G1: 수출진흥확대회의

G2: 수출진흥확대회의

행위자와 이슈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주로 활동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일반-자본’, ‘선별-자본’, ‘선별-생산물’, ‘일반-체계/제도’ 등의 이슈가 논

의되었다. 즉, 앞서 중요한 이슈 유형이라고 검토된 네 가지 유형 모두가

월간경제동향보고 회의를 통해 논의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차 오일

쇼크라는 외부적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정책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중

심으로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일반-자본’, ‘선별-생산물’,

‘일반-체계/제도’ 등 세 가지 이슈 유형의 경우에는 G3와 G4의 행위자들

에게 둘러싸인 형태로 되어 있어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배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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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오일쇼크 이전보다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 이슈 유형인 ‘선별-체계/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1>의 G1에서 ‘선별-체계/제도’가 상공부, 외무

부 등의 행위자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다.

4) 네트워크 구조 분석 : 얼마나 통합적인가?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노드 수는 ‘행위자 노드’ 36개와 ‘이슈

노드’ 10개로 총 46개이다. 링크 수는 총 228개인데 이는 행위자 노드와

이슈 노드 간에 총 228개의 링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위집단

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그림 11>을 보

면, G1은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하위집단

이고 G2, G3, G4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중심으

로 한 하위집단이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통합성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인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값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0.220이고,

연결중심성을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집중도는 0.560이며, 매개중심성을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집중도는 0.130이다.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아래의 <표 26>에 정리하였다.

<표 26> 오일쇼크 이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

노드 수 링크 수 하위집단 수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집중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46 228 4 0.220 0.56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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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다루어진

이슈에 대해 정리해볼 수 있고, 다음으로 행위자와 이슈를 연결하여 정

리할 수 있다.

우선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다루어진 이

슈에 대해서만 놓고 볼 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오일쇼크 이전에는 산업정책 유형 중에서 특히 일반적 정책 또는 선

별적 정책으로서 체계/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였는데, 오일쇼크 이후

에는 일반적 정책 또는 선별적 정책으로서 자본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오일쇼크의 발생으로 중소기업 파산 방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관리 등을 통한 거시경제 및 금융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는 상황의 변화에 맞는 체계/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속적 체계/제도 개

선 논의는 제도적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반적 정

책 또는 선별적 정책으로서 체계/제도의 개선 논의는 두 가지 회의체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오일쇼크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로 다루어졌으며, 오일쇼크 이후에도 그 중심성의 순위는 다른 이슈의

부각으로 낮아졌으나 높은 중심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도성

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수출의 극대화나 산업발전을 위해 자원배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의 적절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제

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은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오

일쇼크와 같은 외부적 위기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적절

한 산업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institutional resilience)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적 탄력성은 정부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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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분석결과

일반적 정책과 선별적 정책이 조합되어 논의되고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고도성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의 산업정책의 적절한 결합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estphal(1990)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성과는 두 가

지 산업정책의 조정된 사용(coordinated use)의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

다. 그러나 Westphal은 두 가지 산업정책의 조정된 사용을 강조하였을

뿐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조정된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이 연구에서 다룬 행위자-이슈 네트워크 결과는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림 12> 오일쇼크 전후 중요한 이슈의 변화

오일쇼크 이전 오일쇼크 이후

선별-토지

선별-체계/제도

일반-체계/제도

선별-생산물

일반-자본

선별-자본

선별-생산물

일반-체계/제도

다음으로 행위자와 이슈를 연결하여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도성장

기 네트워크는 오일쇼크 전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

들이 논의되었는데, 오일쇼크 이후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중심으

로 주요 이슈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선별적 정책 또는 일반적 정책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개입

논의들이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균형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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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던 것에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눈에 띈

다. 이는 오일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수출진흥종합시책에 대

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안

정적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월간경제동향보

고회의의 역할이 부각된 것과 관련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

적인 개입도 오일쇼크 이전에는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일

쇼크 이후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도산가능성을 제어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오일쇼크 이전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

의는 서로 다른 산업정책 유형을 분점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오일쇼크

이후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중요한 산업정책 이슈들을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도하는 경제

기획원의 위상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기획원의 역할

이 부각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수출지원 시책’에 대한 특별보고가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아니라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중심으로 변화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일쇼크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안정적 관리 하에

서 수출지원 시책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월간경제동향보고회

의에서 발표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특별보고에서는 1974년 1월

부터 9월까지 진행된 수출 지원 시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향후 지원과

제에 대해 다룬다. 수출 지원 시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상황

을 고려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 융자 기간의 연장, 수출 부진 중소기

업에 대한 특별 대출 공급 등이 시행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보고를

진행한 기관도 상공부가 아니라 재무부였다.

끝으로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이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드

수는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변화하지 않았고 링크 수는 오일쇼크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며, 하위집단의 수는 감소하였다6). 특히 하위집단의 경

6)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서의 행위자 수와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서의 행위자 수

가 다른 이유는 링크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정 행위자가 회의에서 발언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회의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여기에서 정의하는 이슈를 다루지 않은 경우

에는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서 노드로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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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오일쇼크 전에는 전체 5개의 하위집단 중에서 주로 수출진흥확대회의

와 관련되어 있는 하위집단이 2개, 주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관련되

어 있는 하위집단이 2개, 두 가지 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하위집단이 하나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일쇼크 이후에는 전체 4개

의 하위집단이 중에 주로 수출진흥확대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하위집단이

1개, 주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하위집단이 3개로 변

화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통합성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

도를 비교한 결과, 오일쇼크 이후 네트워크 밀도는 소폭 감소한 반면에

네트워크 집중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오일쇼크 이

전보다 네트워크가 소수의 행위자와 소수의 이슈로 집중되는 구조로 변

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중심적인 행위자의 영향력

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생

각하는 이슈에 대한 논의의 집중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오일쇼크를

전후로 한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의 변화는 아래의 <표

27>에 정리하였다.

<표 27> 오일쇼크 전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비교

네트워크 구조적 속성 오일쇼크 이전 오일쇼크 이후

노드 수 46 46

링크 수 235 228

하위집단 수 5 4

네트워크 밀도 0.227 0.220

네트워크

집중도

연결중심성 0.506 0.560

매개중심성 0.1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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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합적 검토

1. 요약

지금까지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대통령이지만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행위자는 상공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

한 변화는 오일쇼크 이후 거시경제 및 금융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산

업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변화한 것을 반

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민간 행위자들은 산업정책 네트워크

에 참여하였으나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는 아니

었다. 아래의 <그림 13>은 오일쇼크를 전후로 한 두 시기에 대한 행위

자-행위자 네트워크를 단순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둘째, 이슈 측면에서 볼 때 오일쇼크 전에는 일반적 정책 또는 선

별적 정책으로서 체계/제도에 대한 개선이 산업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졌으나 오일쇼크 후에는 일반적 정책 또는 선별적 정책으로서 자본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차 오일쇼크 이후에

산업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수출산업 육성에서 중소기업의 파산 방지, 물

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등으로 정책 초점이 변경한 것과 관련

이 있다. 즉, 자본규모의 확보, 금융자원의 배분 등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서 중소기업의 파산 방지 및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

한 변화는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다루어지는 이슈가 오일쇼

크와 같은 외부적 위기의 발생에 따라 매우 민첩하고 신축성 있게 변화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이슈와 행위자를 같이 고려해서 볼 때, 오일쇼크 이전에는 수

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균형 있게

다루었으나, 오일쇼크 이후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주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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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을 다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

추어 수출진흥을 위한 개입 전략이 민첩하게 조응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행위자로서 경제기획원의 역

할이 강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변

화를 아래의 <그림 14>에 단순화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보면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통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가 낮아진

반면에,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밀도는 낮아졌으나

네트워크 집중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부적인 행위자의 참

여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행위자와 이슈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소수의

중심적인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오일쇼크 이후에 소수의 중요한

이슈들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13> 오일쇼크를 전후로 한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 변화 비교

대통령

상공부

외무부
농수산부

경제
기획원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

수출진흥

확대회의

오일쇼크

대통령

상공부

외무부

농수산부

경제
기획원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
수출진흥

확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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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오일쇼크 전후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변화7)

경제기획원 대통령

농수산부

상공부

외무부

선별
체계/제도

선별-토지

일반
체계/제도선별

생산물

일반-자본

선별-자본

G4, 5: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G1, 2: 수출진흥확대회의

G3: 수출진흥+월간경제

오일쇼크

선별
생산물

일반
체계/제도

일반-자본

선별-자본
선별

체계/제도

상공부

외무부

대통령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G1: 수출진흥확대회의

G2, 3, 4 :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7)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 같은 회의체로 묶을 수 있는

하위그룹들을 통합한 형태로 단순화하였다.

선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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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 및 해석

1)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정책 네트워크 특성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의 정책 네트워크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부

행위자와 민간행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행위자가 실제로 네트워크에 참

여하였다. 정부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중심성은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변동하였는데, 이는 행위자들이 갖는 권력관계(power relations)의 변화

를 반영한다.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은 조직적 기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상공부는 섬유공업국, 공업 제1, 2국 등 수출산업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담기구를 가진 반면에(오원철,

2006), 경제기획원은 물가정책국, 국민생활국, 통계국 등 거시경제의 안

정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구를 가졌다(박기주 외,

2014; 강광하 외, 2008). 또한 이러한 조직적 기반의 차이는 정책 수정

(policy amendments)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차이를 유발하며 그러한 점

에서 양자 간의 권력관계는 오일쇼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다. 한편으로, 기존의 발전국가론에서는 중심기구(pilot agency)로서 경

제기획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논의결과는 산업정책 네트워

크에서 정부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민간행위자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네

트워크 중심성이 낮았으며, 실질적인 발언비중 등에서도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행위자는 교환가능한

자원으로서 산업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산업정

책을 통해 산출을 시행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 행위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민간 행위자들이 정부 행위

자들과 비교할 때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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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에 상

호의존이 존재하였다. 1차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중심적인 행위자가 상공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변화하였지만

경제기획원이 상공부와 무관하게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앞서 1974년 9월에 경제기획원이 주도하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수출지원 시책’에 대한 특별보고가 재무부의 발표

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수출검사제도의 개

선’과 ‘수출촉진을 위한 당면대책’이 1974년 9월에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재무부의 발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파산

위험에 따른 수출산업 육성 기조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 및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면, 상공부의 발표는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정책의 지속 시행을 위한 기존 과제들의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따라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 등 주요 경제부처들 간에는 서로 가진

조직적 기반의 차이에서 오는 조직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이 권력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상호의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민간 행위자와 정부 행위자 간에도 상호의존이 존재하였다.

오일쇼크 발생 2달 후에 열린 1973년 12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중소

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가동률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발

언한다. 이는 대통령, 재무부 등의 호응을 얻었으며 1974년에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파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기를 제공하

였다. 이로부터 민간 행위자의 권력관계의 비중이 낮지만 그들이 갖는

구체적인 산업정보들을 매개로 하여 정부 행위자들과 상호의존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에 행

동규칙이 존재하였다. 분석한 결과 회의 진행방식은 간단하게 보면 주무

부서의 일반보고, 특별보고 후에 업계 건의시간을 두는 방식이었으며 이

는 네트워크에서의 행동규칙이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박기주

외, 2014; 이영훈 외, 2014; 강광하 외, 2008). 이러한 진행방식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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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의 행동규칙이 정부 행위자의 보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정

부 행위자가 상호작용의 관계패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고정된 행동규칙의 방식을 활용

함으로써 행위자들이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형성하게 하

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네트워크로서의 특성을 가졌다. 나아가서는 본 연구

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가 산업정책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오일쇼크라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은 행

위자-행위자 네트워크를 변화시켰으며 그러한 네트워크의 변화 속에서

행위자-이슈 네트워크를 검토해본 결과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슈 또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이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정책 네트워크의 전제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단 및 구성(policy instruments and

settings)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Compston, 2009).

2)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행위자의 역할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개

념 중의 하나가 중개자(mediator 또는 broker)이다. 가장 대표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Burt(2007)이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논의이다. 구조

적 공백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중복적이지 않은 접촉

(non-redundant contacts)이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구조적

공백의 결과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중복적이지 않은 접촉은 정보

전달(information delivery)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편익(network

benefits)을 가져다준다(Eom et al, 2016; Burt, 2007; Song et al, 2004).

예를 들어 <그림 15>에서는 3가지의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첫째, C

또는 D와 A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이다. 둘째, C 또는 D와 B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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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이다. 셋째, A와 B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이

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들은 A, B, C 또는 D가 각각 네트워크 내에 있

는 다른 그룹에 속해 있으며 YOU와 A의 연결 및 YOU와 B의 연결 등

두 개의 중복적이지 않은 연결로 인해 3개의 그룹을 연결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YOU는 <그림 15>의 네트워크에 나타나

는 3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정보 교환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점

에서 중개자 역할(brokerage role)을 수행한다.

<그림 15>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과 약한 연결(weak ties)

(출처 : Burt, 2007)

구조적 공백 개념은 중개자 역할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 점에

서 이론적 공헌이 있으나, 중개자의 역할을 집단과 집단 간의 정보 교환

이라는 측면에서만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Gould &

Fernandez(1989)는 중개자 역할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중

개자 역할을 제시한다. Gould & Fernandez의 중개자 역할은 아래 <표

28>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정자(coordinator 또는 local broker) 역할이다. 조정자는 자

신과 같은 하위집단에 속한 다른 행위자들을 조정한다. 앞서 같은 하위

집단은 유사성이 높다고 했으나 유사성이 높다고 해서 조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6>의 a)에서 중

개자 A는 동일한 하위집단에 있는 B와 C를 중개하며 이 경우를 조정자

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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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4가지 유형의 중개자 역할8)

유형 설명

조정자(coordinator)
⦁노드 A가 같은 집단에 속한 노드 B, C를 조정

하는 경우

상담자(consultant)
⦁노드 A가 다른 집단의 노드 B, C의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

대리인(representative)

⦁노드 A와 B는 같은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노드

A가 다른 집단에 있는 노드 C와 접촉을 담당하

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

문지기(gatekeeper)
⦁노드 A가 노드 C와 같은 집단에 속하면서 노드

C에게 노드 B로부터 연결하는 문지기 역할 수행

연락자(liaison)

⦁노드 A는 별개의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각각 다

른 집단에 있는 노드 B와 노드 C 간의 연락을 담

당하는 경우

(출처 : Gould & Fernandez, 1989)

둘째, 상담자(consultant 또는 itinerant broker) 역할이다. 앞서 조

정자는 같은 하위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을 조정하면서 본인도 같은 하위

집단에 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담자는 동일한 하위집단에 속한 행위

자들을 조정하는데 본인은 다른 하위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는 위의 <그림 16>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그룹에 있는 중개자 A

가 동일한 하위집단에 속하는 B와 C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셋째, 대리인(representative) 역할이다. 이는 <그림 16>의 c)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A가 자신과 같은 하위집단에 속한 B

와 다른 집단에 있는 C를 중개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역할이다. 이 경우

에 중개자 A는 한편으로는 하위집단의 대표로서 다른 집단과 협상을 하

는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하위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들어가는 정보

를 통제하는 문지기로서의 지위를 복합적으로 갖게 된다.

8) Gould & Fernandez(1989)는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directed network)를 기준으로

대리인과 문지기 역할을 구분하여 5가지 중개자 역할을 제시하였으나, 방향성이 없는 네

트워크(undirected network)에서는 대리인과 문지기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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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4가지 유형의 중개자 역할

a) 조정자 역할 b) 상담자 역할

c) 대리인 역할 d) 문지기 역할

e) 연락자 역할

(출처 : Gould & Fernandez,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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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문지기(gatekeeper) 역할이다. 이는 <그림 16>의 d)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 A가 노드 C와 같은 집단에 속하면서 노드 C에게 들어

가는 다른 집단의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다만, 방향

성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문지기 역할과 대리인 역할은 구분되지 않는다

(Gould & Fernandezn, 1989).

다섯째, 연락자(liaison) 역할이다. 이는 <그림 16>의 e)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A와 중개대상인 B, C 모두 서로 다른 하위

집단에 속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A, B, C는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하위

집단의 갖는 동질성(homogeneity)의 원리를 고려할 때, 각각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락자 A의 존재로 인해 네트워

크에서 정보의 풍부함이 높아질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개자 역할을 4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중요한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

으로써 네트워크에서 갖는 그 행위자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개자 역할은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

체적으로 수치로서 계산이 가능한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

이러한 Gould & Fernandez의 중개자 역할을 고려하여 앞서 도출

한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 대해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각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

크에서 대통령은 오일쇼크 전후에 걸쳐서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중개자(mediator)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Gould &

Fernandez의 중개자 역할의 관점에서 볼 때 <표 29>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행위자에 대해 상담자(consultant), 대리인

(representative)/문지기(gatekeeper), 연락자(liaison)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이 다양한

형태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

의 지위가 비단 자신이 속한 하위집단이나 어느 특정 회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과 회의에 걸쳐서 나

타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오일쇼크를 전후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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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것처럼 행위자, 이슈 두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화가 대통령의 중개자 역할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오일쇼크 전후 주요 행위자의 중개자 역할 비교

유형

조정자 상담자 대리인/문지기 연락자

오일

쇼크

이전

오일

쇼크

이후

오일

쇼크

이전

오일

쇼크

이후

오일

쇼크

이전

오일

쇼크

이후

오일

쇼크

이전

오일

쇼크

이후

대통령 62 74 46 58 215 206 218 192

경제기획원 102 74 0 42 61 162 0 116

상공부 46 58 14 0 150 54 178 8

외무부 46 78 0 0 100 28 78 2

농수산부 26 36 0 38 31 132 0 152

평균 9.3 9.3 1.7 3.5 17.6 16.8 13.5 11.9

다음으로 상공부/외무부 및 경제기획원의 경우에는 <표 29>의 결

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대통령과 비교하여 Gould & Fernandez의 4가지

중개자 역할 중에서 조정자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는 상공부의 경우 조정자 수치가 오일쇼크 이전에는 46으로서 경

제기획원, 대통령에 이어 높은 행위자로 나타났고, 오일쇼크 이후에는 그

수치가 58로서 외무부, 경제기획원, 대통령에 이어 높은 행위자로 나타났

다. 외무부의 경우에는 오일쇼크 이전에는 상공부와 같이 조정자 수치가

46으로 나타났고, 오일쇼크 이후에는 그 수치가 78로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오일쇼크 이전에는 상공부/

외무부가 회의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고, 오일쇼크 이후에는 외무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기획원의 경우에는 오일쇼크 이전에는 조정자 수치가

10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일쇼크 이후에는 외무부 다음으로 높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기획원이 오일쇼크 전후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

의의 조정자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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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상공부/외무부 및 경제기획원이 각각 수출진흥확대

회의 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자를 조정하

는 역할을 맡았음을 시사한다. 즉, 상공부/외무부 및 경제기획원은 같은

하위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에 대해서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다. 결국 상공부 및 경제기획원은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각각 산업정

책 네트워크에서 회의 내 조정자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의 영향력은 적어도 네트워

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회의 내 조정자 역할은 수행하되 다른 하위집단

에 대한 중개 역할은 제한적으로만 수행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도성장기에 산업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박정

희 대통령이 가졌던 영향력 또는 리더십(leadership)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을 가능하게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력 또는 리더십의 원천을 네트

워크 시각에서 보면 수출진흥확대회의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같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의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자신이

네트워크 상에서 특수한 지위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두 가지 회의 모두에 참석하면서 산업정책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면담이나 다른 회의체에 정기적 또

는 비정기적 참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

었다(Eom & Whitford, 2017;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편찬위원회, 2015;

강광하 외, 2008; 오원철, 2006).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이렇게 얻은 정보

를 통해 수출진흥확대회의 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주요 경제부

처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오일쇼크와 같은 중대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산업정

책 네트워크의 행위자, 이슈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대통령이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오일쇼크의 전후 계속해서 가장 높

은 행위자로 나타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정자

를 제외한 나머지 중개자 역할의 수치에서 오일쇼크 전후 계속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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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1. 요약

지금까지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대통령이지만 오일쇼크를 전후로 하여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행위자는 상공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변화하였다. 이러

한 변화는 오일쇼크 이후 거시경제 및 금융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산

업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변화한 것을 반

영한 것이다.

둘째, 이슈 측면에서 볼 때 오일쇼크 전에는 일반적 정책 또는 선

별적 정책으로서 체계/제도에 대한 개선이 산업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졌으나 오일쇼크 후에는 일반적 정책 또는 선별적 정책으로서 자본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다루어지는 이슈가 오일쇼크와 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우 민첩하고 신축성 있게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이슈와 행위자를 같이 고려해서 볼 때, 오일쇼크 이전에는 수

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균형 있게

다루었으나, 오일쇼크 이후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주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

추어 수출진흥을 위한 개입 전략이 민첩하게 조응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행위자로서 경제기획원의 역

할이 강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보면 행위자-행위자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통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가 낮아진

반면에,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밀도는 낮아졌으나

네트워크 집중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부적인 행위자의 참

여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행위자와 이슈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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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오일쇼크 이후에 소수의 중요한

이슈들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역할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

개자로서 네트워크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상공부/외무부 및 경제기

획원은 회의 내 조정자로서 제한된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네트워크에서 중개자로서 갖는 특수한 지위는 고도성장

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정책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접근하였다. 그 결과 정책 네트워크 이론가들이 전제조건으로

말하는 ‘다양한 행위자’, ‘상호의존’, ‘행동규칙’ 등 세 가지 정책 네트워크

의 특성이 모두 존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Compston, 2009; Rhodes,

2006; Klijn & Koppenjan, 2000). 그리고 분석결과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

한 행위자는 오일쇼크를 전후로 상공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정부 행위자들이 갖는 조직적 기반, 외부적 요인(exogenous

factors)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power relations)

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서는 정부 행위자와 민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정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정부 행위자와 민간 행위자

간에도 자원의 원천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의존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자

원의 크기 및 유형의 불균형과 행동규칙의 특성 때문에 정부 행위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오일쇼크라는 외부적 위기의 발생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

위자의 관계구조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는 정책수단 및

구성(political instruments and settings)이라는 이슈의 변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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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변화, 정책결과의 변화가 동시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Marsh & Smith(2000)는 정책결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구조 등 외부적 요인의 변화, 행위자들의 자

원·기술과 같은 내생적 변화 등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편

으로, 그러한 정책결과가 다시 외부적·내생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

증법적 모형(dialectical approach)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

어도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정책 네트워크 구조와 정책결과의 변화의 관

계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고도성장기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설

명하는 기존의 주류적인 입장인 발전국가론과 대안적인 논의로 나타난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론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정부기관들

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다룰 수 있다. 발전국가론은 단일한 행위자로서

정부를 가정하고 있으며 단일하고 유능한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형

성하고 시행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다른 역

할, 영향력을 가진 정부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관들은 외부

적 환경의 변화와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하위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유

연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이슈에 따라 다

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이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내재되

어 있었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발전국가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발전국가론이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은 경제기획

원을 중심으로 한 베버리안적 관료제의 역할에 논의 초점을 맞추면서 한

국의 민관 파트너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본 연

구에서는 고도성장기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다양한 민간행위자가 참여하

고 발언하였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민간행위자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때로 민간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 정부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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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을 얻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민간행위자의 경우 네트워크에서 주변적인 행위자였다는 점이

다. 이들 민간행위자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은 오일쇼크와 무관하게

매우 낮았다.

한편, 본 연구는 국가-사회의 관계의 측면에서 발전국가론의 대안

적 논의인 국가 코포라티즘 논의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행위자가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국가 코포라티즘

은 장기적으로 형성된 구조에 집중하며 개별적 행위자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영향 미치는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에 비해 이 연구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하

여 다양한 민간-정부 행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외부적 위기에 대한 역

동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에 따른 정책 합리성 제고가 한국의 고도성장기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론에서 다루지 않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은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때 관료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Eom & Whitford,

2017; Evans, 1995). 이는 발전국가론에서 내적 결속력을 가진 관료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Eom & Whitford, 20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도

성장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기관들 및 주요 민간행위자들을 효율적으

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발전국가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산업정책에서 제도의 역

할을 강조하는데(Schneider, 2015; Schneider, 2010; Wade, 1990;

Amsden, 1989; Johnson, 1982), 제도의 역할에 대한 발전국가 논의를 보

완할 수 있다. 행위자-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과, 체계/제도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인 정책(selective policy) 또는 일반적 정책(horizontal

policy)으로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네트워크에서 이슈로 검토되었다. 이

는 수출지원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들의 지속적인 개선이 제도의 효과를

높였을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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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여러 가지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문제로서 오일쇼크 전후

1년만으로 고도성장기의 산업정책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약 2년간에 대해 산업정책 네트워크를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구조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추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는 시간적 범위를 확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네트워크의 개념과 분석틀로 연구를 진행하여 대통령과 정부

기관 등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나, 이러한 논의에는 정치적

맥락 등이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1972년 후반에

서 1974년 후반까지는 유신체제가 공고화되는 시기로서 대통령이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정치

적 맥락을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권위주의(authoritative

state)라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정책 네트워크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책 네트워크는 대개 수

평적 관계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의존적 관계구조를 의미하며 특

히 민간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김순양, 2010; Klijin

& Koppenhan, 2000), 여기에서 다루는 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행위자는 정부행위자라는 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네트워크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

구에서 취하는 입장이다. 첫째, 앞서 검토한 것처럼 정책 네트워크 이론

의 주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둘째,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보기에 정책 네트워크 이론이 더 나은 이론적 도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전국가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가 코포라티즘은 장기적 관점에서 형성된 국가-사회의 정상연합이라

는 정치경제의 구조에 주목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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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한국

에서의 산업정책을 다루는 네트워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최

장집(2017)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liberal pluralism)와 대비하여 국가 다

원주의(state pluralism)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이 개념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다원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결사체(association)가 국가 주요 정책에 참여하나, 국가에서 이러

한 결사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Linz(1990)의 제한된 다원주의(limited pluralism)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이다. Linz에 따르면, 권위주의는 국가의 완전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전체주의와 구분되며, 권위주의는 그러한 점에서 일원주의

(monism)가 아닌 제한된 다원주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국가 다원

주의 또는 제한된 다원주의의 맥락에서 국가는 제한적으로 동원된 사회

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러한 통제 패러다임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

다는 것이다(최장집 외, 2017; Linz, 1990).

본 연구에 따르면 고도성장기에 다양한 민간행위자들이 산업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통제 하에 이슈별로 그리고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정책을 만들

어나가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유연성은 대통령의 확고

한 지위 아래에서 중요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면서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확보

하려고 한 당시 권위주의 체제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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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dustrial policy network in South

Korea in the era of economic growth that was to contribute to

making the flexible and agile adjustments to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Earlier studies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tended to consider a bureaucracy as the single actor of the public

sector in the industrial policy making; hardly deal with public-private

relations; not capture the dynamic policy making.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in the industrial policy making, based on how

'actors' and 'issues' in the network were changed by the first oil

shock. This study employed social network analysis(SNA) through

which the industrial policy network was imported by the meeting

minutes of two big meetings: 'Monthly Enlarged Meeting fo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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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MEMEP)' and 'Monthly Economic Issues Briefing

Meeting(MEIBM)'.

The study used two networks, 'actor-actor network' and

'actor-issue network', to draw the change in terms of both actors

and issu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erspective of

actors, the most central actor was the president Park Chung-hee, but

the second central actor was changed from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MCI) to Economic Planning Board(EPB) after the first

oil shock. This change represented that the management of macro

economy and finance was magnified in the network to fight against

the oil shock.

Second, in the terms of issues, the previous policy focus was to

improve institutions and systems of the industrial policy as both

selective and functional policies, but the ensuing focus after the oil

shock was to engage in capital market selectively and functionally.

This change showed that the industrial network could solve the

policy problems very agilely in accordance with changing exogenous

factors.

Third, if taking both actors and issues together, the important

policy issues were settled in two big meetings equivalently, but

afterwards EPB took the initiative of the issues in MEIBM. It meant

that even the strategy of export promotion, regarded as the core

policy domain of MCI, could be discussed in MEIBM by EPB.

Fourth, in the perspective of network structure, both network

density and centralization diminished in the case of actor-issue

networks, but network density decreased but centralization increased

in the case of actor-issue networks. The former resulted from the

increasing number of nodes, but the latter showed that the few

centralized actors became more influential and also the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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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zed issues were handled more intensively after the first oil

shock.

Fifth, in the perspective of the actor's role, president Park

Chung-hee exercised the special privilege in the network regardless

of the external crisis, playing a role of various kinds of mediators.

MCI, Ministry of Foreign Affairs(MFA), and EPB performed the

restricted mediation role only in the meeting where they were in

charge. Finally, the privilege was the main source for president Park

to control other actors.

The study can supplement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and

the state corporatism theory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s

interactions and interdependence among the diverse government

agencies. It deals with the dynamics of interactions and competition

made by the public agencies in that bureaucracy consists of diverse

kinds of public agencies that hav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 The dynamics which stem from interactions and

interdependence among the agencies could lead to effective responses,

sharing relev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with each other.

Second, the study could consider and specify the private-public

relation that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underestimates. This

study tried to shed light on the fact that the diverse kinds of private

actors could participate in the network and give some argumentations.

Even though the private actors were in the peripheral position in the

network, they could provide information in practice and get credible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explains the mechanism of how

the various actors could influence the industrial policy in the

short-term unlike the state corporatism theory. The flexibility of the

network could be one of the key factors to enhance policy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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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this study could shed light on the role of institutions in

terms of the dynamic policy making process. The result for the

actor-issue network showed that the policy issue of

institutions/systems was consistently discussed in the network as the

important meeting agenda. This result formulates a new hypothesis

that continuous improvements and adjustments in the industrial policy

institutions could lea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s.

keywords : policy network, industrial policy, social network analysis,

interaction, interdependence, public-private relations,

dynamic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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