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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

대한민국에 대통령제가 자리를 잡은 지 벌써 60년을 지나 70년을 바라보고 있다. 사

람으로 치면 오래된 세월이나 제도는 아직 젊다면 젊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동안 나라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 

그리고 관료주의를 축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이 경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발전했다. 단적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62년 당시 1인당 소

득이 82달러에 불과했던 경제규모는 2017년 현재 3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절대규모에서 200배 이상 300배 가까이 커진 나라의 힘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

단 경제뿐만이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민족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가 향유하는 삶의 질은 췌언이 필요 없다.

물론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배반과 좌

절, 그리고 왜곡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세 축은 끊임없이 발전했고 전

진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공한 역사였다. 긍정과 성공의 역사 속

에 축적한 힘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가까운 예로 미증유의 경제신탁통치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힘의 원

천은 성공한 역사 속에 축적한 나라의 저력에서 찾아야 한다.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힘은 국민이다. 위대한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은 창

출됐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산업화의 기적, 공고하게 뿌리내린 민주화의 기적,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축제의 중심으로 우뚝 선 스포츠의 기적, 최근 세계 

문화계에 몰아치는 한류의 기적까지 나라의 힘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전기전자와 자

동차 업종 등에서는 세계적 기업도 여러 개 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출해낸 

국민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어 왔다. 건국세력, 산업화 세력,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넘

어 선진화 내지 통일 세력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은 나라발전에 공을 세웠다(김충남 

2006; 이장규, 2014; 함성득, 2002; 2017). 물론 역대 대통령의 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

다. 역대 대통령을 바르게 인식하려면 여기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

로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과는 극복해야 하고 공은 계승발전 시키면서 

기려야 한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 이 글은 격동과 혼란이 지배했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구조아래서 고인이 

된 지 어느 덧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진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한적이지만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행정 리더십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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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안타깝게도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관한 한 시간의 한계와 구조의 한계를 

동시에 지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먼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실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에 치중했던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한 시간의 한계보다 더 큰 한계는 당시 전두환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영향력아래서 정치

적 구조의 한계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시간과 구조의 한계 때문에 ‘제

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한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

십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지닌 의미는 적지 않다.

Ⅱ. 이론적 분석 틀: 자질과 시대적 상황 및 정치적 구조

일반적으로 대통령 연구자들은 특정 대통령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틀에서 인식하고 

있다. 첫째, 특정 대통령을 자질 또는 리더십 측면에서 이해한다(Barber, 1992; Burns, 

1998; 함성득, 2016: 36-38). 이론적으로‘대통령 리더십’(presidential leadership)은 대

통령의 개성 및 성격 등에 관계된 개인 리더십(personal leadership), 정책의 국회를 통

한 법률로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입법적 성공에 대한 입법 리더십(legislative leadership),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계에서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 일반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한 대중 리더십(public leadership), 그

리고 정책개발을 강조하는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 등의 측면이 있다.

둘째, 특정 대통령을 자질 또는 리더십과 시대적 상황 간의 관계에서 인식한다(Simonton, 

1987; 함성득, 2016: 326-327).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역대 대통령 연구에서 특정 대통령

의‘자질 또는 리더십(the man)’에 따른 업적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가 처한‘시대적 상황(the 

era)’이 허락해야만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아무리 뛰어난 자

질을 갖춘 대통령도 시대적 상황이 안 따라주면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시대적 상황

에는 ‘시대정신(zeitgeist)’과 ‘운(luck)’도 포함된다. 지도자와 시대가 맞아 떨어져야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The men and the moment have met)하는 것이다(Lonnstrom and Kelly, 

1997; Mukunda, 2012). 위대한 대통령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운(?) 좋게 국가가 

운명이 걸린 아주 심각한 위기 또는 도전, 즉 불행에 직면해 있었다. 위기와 불행 속에서 

그 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이 발현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와 관련 미래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의 역사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도 첨언해본다.

셋째,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자질과의 관계아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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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과 시간적 차원(time dimension) 등의 제약을 고려하

면서 이해한다(자세한 것은 함성득, 2016: 86-87 참조). 특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구조적 차원, 즉 청와대 비서실, 행정

부, 국회, 정당, 언론 등의 제도적 기관과 정치 환경의 관계 속에서 특정 대통령을 이해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등 제왕적 대통령들이 이룩해낸 성과를 생각해보자. 

제왕적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국회, 정당, 언론 등을 비롯한 정치적 및 제도적 기

관들의 정치적 자율성이 미약했다. 당시에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명령과 통제에 기초한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이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이었다. 

반면 민주화 이후 정치적 및 제도적 기관들의 자율성은 급격하게 커졌고 정치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이전의 박정희 대통령만큼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국회, 정당, 언론 등을 비롯한 정치적 및 제도

적 기관들의 정치적 자율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정치 환경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 지닌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이다. ‘정책의 법제화’를 높이기 위해 원만한 여야관

계를 이룩해낼 수 있는 대통령의 입법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졌다(함성득, 2002). 

또한 특정 대통령의 리더십을 생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 중기, 후반기 

등의 시간적 제약과 관련된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

어,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 18년 동안 이룩한 업적을 상대적으로 5년 또는 7년이란 짧은 

임기를 지닌 후대의 대통령들이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 연구의 일반론적 분석에 기초해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

가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관한 한 시간의 한계와 구

조의 한계를 동시에 지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먼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실

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에 치중했던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 안타깝게도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행정 리더십을 제외한 다른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이 글은 먼저 최규하 대통령의 자질을 그가 직면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구조와 

시간, 그리고 제도와 개인 자질의 관계와 제약아래서 최규하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중심

으로 그의 행정 리더십을 살펴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연구는 최소한의 접근 

가능한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특별한 자료를 남기지 않은 

최규하 대통령 리더십의 편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적이지만 객관적인 접근

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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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론적 논의

Ⅲ. 인간 최규하 대통령

시대와 유리된 개인과 제도는 허상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을 개인

과 제도의 두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 이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개

인)과 ‘제왕적 대통령제’(제도)라는 두 축이 우리 대통령 역사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하다. 

우리의 대통령 역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통령의 두 축을 존재로 네 개의 차원

이 혼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점에는 제4공화국 헌법, 소위 ‘유신

헌법’이 있다.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반면에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 조차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대통령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함성득, 2017: 46-47). 

다만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라는‘제왕

적 대통령’은 존재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

통령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탈제왕적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 이 

두 범주에서 빠진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역사의 특이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윤보선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를 지향한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다.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적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였는데 개

인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 특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1)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통령학연구소(2002)와 함성득(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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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의 전임인 박정희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모두‘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했던‘제왕적 대통령’이었다.2) 제도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였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 이 

의문을 푸는 단초는 시간과 구조의 한계 속에서 잉태된‘개인 최규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장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통해 그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부록> 참조). 부록의 기록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규하 대통령

의 삶의 흔적이다. 

기록을 남기지 않은 최규하 대통령의 삶을 그나마 이해하려면 시대를 알아야 한다. 

삶의 흔적에 시대를 대입시키면 시간과 구조의 한계 속에서 고뇌한 최규하 대통령의 정

신의 편린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최규하 대통령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의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격랑의 시절이었다. 일제 식민지, 8.15, 6.25, 4.19, 5.16, 10.26, 

5.17, 5.18 등등 우리의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날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 격랑의 

시절에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면서 범법과는 180도 무관한 성정을 지닌 그의 선택지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먼저 최규하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짚어보고 있다. 

1. 우메하라 겐타: 고뇌한 지성

인간 최규하 대통령을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헌이 있다.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로

서, 또 평생 동안 한국을 자신의 문학적 과제로 삼은 일본의 소설가 고바야시 마사루(小

林勝, 1927~1971)의 희귀한 소설이 바로 그것이다.3) 그의 소설 일본인 중학교(日本人中

学校)(1957년)는 “체험 그 자체에 밀착한 형태로”썼다고 그가 언명하고 있는 예외적인 

작품으로서 무대는 대구 중학교이다. 

소설은 차가운 비가 내리는 5월의 어느 날, 젊은 신임 영어교사가 나타나는 것에서 

2)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인 모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점을 지적하는 보충의견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결정은 제왕적 대통령이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말라는 언명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담한 몰락은 제도는 물론 개인조

차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시대와 환경을 철저히 부정한 결과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성득(2017)을 참조. 

3) 고바야시 마사루는 인생의 전반기를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지의 아들로서, 후반기를 전후 일본에서 

공산주의 작가로서 살았다. 식민자 2세와 공산주의자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자기인식이 만들어

내는 격렬한 갈등과 분열, 긴장감이 그의 문학이 가지는 최대의 매력이다.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에 

관한 이하의 논의는 하라 유스케(2012: 137-167)의 글을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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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강당에서 그 교사의 자기소개를 들은 주인공인 중학교 3학년 소년 고로(五郞)

는, “순식간에 흩어진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조각의 창공을 엿본 듯 한 인상”을 받는다(하

라 유스케, 2012 : 144-145). 

“남자는 선명한 색의 푸른 양복을 입고 새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키는 아마 5척 

8촌 정도였다. 그는 로이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테는 검은 색이 아닌 연지색이었다. 

머리카락은 젊음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듯 새카맣고 윤이 났다.”

“나는, 올 봄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우메하라 겐타입니다……”

고로는 우메하라 겐타의 세련된 모습과 마키지타4)로 말미암아 그가 도쿄 출생일뿐만 

아니라, 죽 도쿄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믿어 버린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그는 금세 교사임을 그만두고 그저 보통의 친구가 되었다.....(중

략).. 한번 더, 그래, 한번 더. 배구 경기장에 내리쬐는 초여름 햇빛과 아카시아 꽃의 

향기 속에 퍼지는 우메하라 겐타의 목소리에는 즐거운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땀을 

흘리고 무릎이 까지어 기진맥진하면서도, 고로는 새로운 피가 공기 속에서 자신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옴을 느꼈다.”

“우메하라 선생님은……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이 말을 들었을 때, 고로

는 차가운 쇳주먹이 그의 여린 심장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가까스로 되물었다. －－누가 말했어, 그런 잔인한 말……(잔인한 말, 고로에게는 진실

로 그랬다)”

소설의 결말을 보도록 하자. 어떤 일본인보다도 일본인답게 보였던 우메하라 겐타가 실

은 조선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실망이나 분노, 혹은 

광희(狂喜)라고도 하기 힘든 이상한 흥분이 폭발한다. 한때는 그에게 동경을 품고 있었으

나, 소문이 퍼지자마자 삽시간에 식민자로 변모해 버리는 주인공 고로 역시 그러한 흥분 

속에 있었다. 우메하라 겐타의‘정체’를 알게 된 일본인 학생들의 지배자 의식은 단숨에 분

출됐다. 다음날 영어 시간이 시작되기 전, 교실은 이상한 활기에 둘러싸인다. 누군가가 힘

껏 창문의 커텐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밖에서 깨진 오지그릇과 밥공기를 

4) 마키지타는 혀끝을 말듯이 하여 강하게, 또는 빠르게 말하는 일본 특유의 어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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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는데 이것들로 교탁이 장식되었다. 잔인한 열기로 가득 차 있는 조용함이 흐르는 

교실에 경쾌한 발걸음으로 우메하라 겐타가 들어오지만 곧바로 교실의 이변을 알아차린 

그의 안색은 변했다. 그의 얼굴은 파랬다. 입술에도 혈기가 없었다. 눈은 정신 나간 것처럼 

크게 떠져 있었고, 양손은 축 늘어뜨린 그대로였다(하라 유스케, 2012: 152-153). 가까스

로 그는 낮고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니……”

이미 짐작했겠지만 소설 일본인 중학교에 나오는 우메하라 겐타(梅原健太)의 모델

이 바로 최규하 대통령이다. 해방 후 외교가를 올곧게 걸어온 직업공무원으로서 권력지

향과는 무관했던 인간 최규하 대통령의 정신의 편린을 소설 속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니...”라는 말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난세의 간웅이 되지 못한 전형적인 치

세의 능신의 흔적 또한 엿볼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서 우메하라 겐타는 흡사 조그만 동물을 조금씩 몰아붙이는 듯한 일본

인 학생들의 멸시와 흥미 위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때 그는‘내선일체(内鮮一体)’

라는 대호령의 공허함과 조국에 몰려온 식민자 아들들의 지배자 의식의 무서움에 전율

했을 것이다. 조국 조선에서조차 피할 수 없는 고립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던지는 

절규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니……”라는 한 마디이다. 그 한 마디

에는 종주국의 위계질서에 순종해온 자신의 삶의 토대가 붕괴되어 가는 절망감이 응축

되어 있다(하라 유스케, 2012: 159). 

격동의 현대사에서 운명에 희롱되지 않았던 인간은 없을지도 모른다. 식민지 지배 당

시 최규하 대통령이 대구 중학교에서 받은 정도의 모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선인이 

일상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다만 최규하 대통령이 대구 중학교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받았던 모욕은 식민지 지배의 상처를 한 인간의 마음에 확실하게 남겼고, 운명을 바꾸었

다. 이 상처와 모욕을 통해 훗날 제왕적 대통령제아래서도 일국의 대통령이 된 후 전두

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등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저항하지 못한 연유도 짐작할 수 있

다. 또한 서울의 봄5) 당시의 시대정신을 끌고 나가지 못한 개인의 성정 또한 알 수 있다. 

2. 꼼꼼하고 신중한 온후한 능리(能吏)

최규하 대통령의 일본 이름은‘우메하라 게이이치(梅原圭一)’였다. 조부는 대한제국 말

기 최고학부인 성균관의 고명한 박사였다고 한다. 원주보통학교 시절의 동창생은“休息時

間에 거의 教室 밖에 나가 놀지 않고 当時 学校에 많이 備置되어 있던 図書를 빌려 熱心

5)‘서울의 봄’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1979년 10월 26일) 이후부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1980년 5월 17일) 전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뜻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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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읽은 工夫벌레의 別名을 듣기도 하였다”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

다(원형상, 1987 : 162-163).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언제나 급장인 모범생이었다. 친구

들과 떠들썩하게 잘 어울려 놀지도 않았고, 싸움이나 남을 욕하는 법 없이 언제나 손엔 

역사책이나 철학 서적이 들려 있었다”는 회고도 있다(김명규, 1998 : 376). 

특히 영어에 유별난 재능을 발휘하여 이승만 대통령 이후 영어에 가장 능통한 대통령

이었다. 당시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자는 식민지 조선의 중학교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는데 최규하 대통령도 학벌의 은혜를 입어 즉시 대구 중학교에 부임하게 된

다(稲葉継雄, 2001: 191). 고학 끝에 겨우 손에 넣은 교직인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만

주로 떠난 것이 앞에서 살펴 본 고바야시 마사루가 묘사한 사건 탓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규하 대통령이 대구를 떠나고 또 

교직을 버리는데 있어서 그 사건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청년시절부터 외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검소한 생활방식은 언제나 한

결같았다. 김명규(1998: 378-379)는“해방 직후 서울師大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엔 전

차비를 아낀다며 回基洞 자택에서 乙支路 5街 學校까지 매일 자전거로 오갔다. 외무장관

에서 總理를 거쳐 오는 동안에도 가정부 1명을 고용해 본 적이 없으며, 朝夕 식탁은 시래

기토장국에 김치와 山菜 몇 가지가 전부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

하면서도 골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옥스퍼드 대학 전액 장학생 입학을 앞둔 장남을 

병역에 보내기 위하여 귀국시켜 군에 입대시켰으며, 총리로 근무할 때에도 외동딸을 버

스로 통학시킬 정도였다. 

또한 친누나가 국무총리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그런 규정은 

없다’며 이를 사양한 일 또한 인구에 회자되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비서관이 놀랄 만큼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저도 특별한 

장식조차 없는 평범하고 조그만 집이었다(권영민, 2008: 29-30). 미증유의 비상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으나,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총을 겨누겠는가”라며 경호를 귀찮아했다고 

한다(권영민, 20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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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구조:

격동과 혼란이 지배한 잔인한 시절6)

1. 최규하 정부의 출범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경제는 1970년대 말부터 심각하게 어려워졌다. 이 어려움

은 사회･경제적 위기로 발전되었고 끝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

로 폭발된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함께 강력한 통치기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라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통합은커녕 분

열을 거듭했고 강한 응집력을 지닌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만약 정치권 전체의 

통합은 차치하고라도 여야 각 진영이 내부 통합이라도 이루었으면 역사는 다르게 전개

되었을 지도 모른다. 

당시 여권은 공화당과 유정회로 양분되어 있었다. 공화당마저 내분에 휩싸여 원내 제

1당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 총재로 선출된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당의 결속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통합을 이루지 못하기는 야권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제각

기 갈라서는 바람에 신민당은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재야세력마저 둘로 

나뉘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진용을 갖추지 못했다.

기성 정치권과는 반대로 신군부 집단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굳게 결집되어 있었다. 군

부 내의 반대파들을 제거한 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집단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속해 놓았다. 신군부가 정국을 주도하면서 1979년 12월 6일 소집된 통일

주체국민회의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최규하 정부는 

성립 자체가 과도적인 것이었다. 정당의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행정관료 출신인 

최규하 대통령은 당연히 정당 개편을 주도할 수 없었다.

당시 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후 최규하 대통령은 

공화당과 유정회 등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 시국수습책을 협의했다. 1979년 11월 10일에

는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개헌문제를 포함한 정치발전 문제는 

신중하고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합헌적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다루어야 한다

고 전제했다. 헌법에 규정된 시일 내에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

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확정했다고 언명했

다. 1979년 12월 6일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에 단독으로 

6) 이하의 논의는 김충남(2006), 심지연(2003), 함성득(2017) 등을 근거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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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최규하 대통령 후보는 찬성 2,465표, 무효 84표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

아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 12･12 사태 발생

당시 사회 각 분야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정치 환경의 급변 대신

에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도모했다. 이것이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사태의 본질

이었다. 12･12 사태 후 신군부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중권력구조가 형성됐다. 

구체적으로 신군부는 권위주의적인 제반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을 사회혼란으로 규정했다. 사회혼란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1980년 5･17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를 통해 신군부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신군부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 씨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정의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신군부는‘5･18 광주 민주화 항쟁’ 소위 ‘광주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일명 국보위를 설치하여 

당시 비극적인 광주 사태를 자신들의 권력탈취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활용했다. 정치･사

회･경제적인 혼란의 사전 방지와 계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월 31일 관계법에 따

라 국보위를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행

정부와 계엄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했고 계엄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당시 국보위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그 운영은 대통령이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주

재하도록 되어 있었다.7) 외견상으로는 대통령이 국보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

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보위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보위 산하에 상임위

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1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소관사항에 관한 기획･조

정･통제업무를 관장했다. 국보위의 제반 업무 자체를 상임위원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결국 국보위 설치는 신군부의 권력탈취를 합법화한 장치였다. 아울러 

국보위가 정부 밖에서 또 하나의 정부로 기능하는 대통령과 상임위원장이라는 이중권력

구조가 형성됐다.

7) 국보위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내무･법무･국방･문교･문공부 장

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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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규하 대통령 하야

출범 이후 국보위는 안보태세의 강화･경제난국의 타개･정치발전의 도모･사회악의 일

소 등 4대 기본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적 비상시국을 초래한 가장 무거운 책임이 기성 

정치인에게 있기 때문에 부패･비리 정치인의 척결을 사회정화의 일차적인 작업으로 착

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의 구속과 더불어 김종필과 김영삼 두 사람의 정계

은퇴가 발표됐다. 기존 정당구도에 대한 해체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권의 교체와 궤를 같이하여 1980년 8월 16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직 사

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국보위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여 

정치･사회풍토의 정화와 서정의 개혁과 쇄신 등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있고 정부와 계엄

당국도 제반 임무와 시책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질서와 

안정을 되찾은 시점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재도약을 설계해야 할 전환기라고 말했다.8) 

이로써 국보위 설립과 동시에 형성되었던 이원적 권력구조는 해체됐고 전두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적인 권력구조가 형성되었다.

Ⅴ. 최규하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1. 최규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의 특징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9)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의 관계이다. 대통령

이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국

정운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방식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중반

기 이후부터 시작된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은 그간 약간의 변화는 있어 

왔지만 최규하 대통령 때도 지속되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함성득, 2016: 

254-255).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방식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꼼

8) 대통령직 사임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은 역사적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 전이라도 대국적 견지

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현석 최규하 팔순기념 문헌집, 

(1998: 226). 

9)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성득(2016: 3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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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하고 신중한 행정관리형의 최규하 대통령아래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 기구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제4공

화국 때 경제1(상공･교통, 체신, 농림･건설, 재경), 경제2(과학기술, 중화학기술), 경제3

(조경, 관광진흥) 등으로 나뉘어졌던 경제수석실의 일원화였다. 이러한 기구개편은 대통

령의 교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박정희 스타일의 비서실은 필요

치 않았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강화시켜 주요 경제정책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박정

희 대통령에게 경제수석실의 분리와 통합은 필요에 따라 바뀌는 선택지에 불과했다. 통

치기간이 길어지면서 축적된 대통령의 경제지식과 경험 덕분에 경제수석비서실 기구의 

분리에 따른 정책기능의 중복이나 혼선 따위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전문화와 

분업화의 이점이 더 컸고 대통령 자신의 기호에 따른 맞춤형 비서실 기구를 조직화했다. 

반면 경제와 관련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능력을 갖추지 못한 최규하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단일화시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규하 대통령은 

1970년에 대통령 특별보좌관(외교담당)을 역임한 경력이 있고 비서실 조직에 대해 나름

의 견해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당시의 비서실 개편이 최규하 대통령의 

비서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

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할 때 신군부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면 이러한 해석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다(함성득, 2016: 137-140).

2. 최규하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이 절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을 제한적이지만 기초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다.10) 다만 경제정책을 중심

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을 살펴보는 과정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최규하 

대통령 집권 시기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 또는 전두환 대통

령의 집권 초기와 겹쳐 있다. 결과적으로 최규하 정부의 경제정책의 분석을 통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최규하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을 도출할 수 있는지는 다소 명료하지 

않다. 

실제로 1979년은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의 3차 년도로서 10월 

10) 대통령을 자질과 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한국대통령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업

적을 정치･행정, 외교･안보･통일, 경제, 사회･문화, 교육･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서는 당시 신군부의 영향력이라는 정치적 한계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의 업적을 경

제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평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통령학연구

소(2002)와 함성득･임동욱･곽승준(200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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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취임, 12․12 사태에 따른 

군부의 리더십 변동 등으로 마감되었다. 경제･사회개발 4차 년도인 1980년의 경우 4월 

강원도 사북읍의 광부 유혈 폭동사건은 당시 불안한 사회상의 일변을 반영한 것이며, 

5월 16일 발생한 광주 민주화 운동, 5월 31일의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국보위) 설

치, 8월 16일의 최규하 대통령 하야 등이 주요 정치적 사건들이었다. 이때 발생한 일련

의 사건들은 사회･정치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가 통치권의 일대변혁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대변혁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

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의 추진 역시 대체로 

1978년부터 실시되었던 것이고, 어떤 것은 전두환 정권 초기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최규하 대통령 재임 시에 전두환 대통령 중심의‘국보위’가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좌지우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래의 경제 정책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실질적인 행

정 리더십을 정확하게 추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개관해보면 짧은 재임기간 동안 누란의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안정화시키

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견지한 최규하 대통령 행정 리더십의 특성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 

최규하 대통령아래서 주요 경제정책1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화학공업 구조

조정 정책의 지속이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중화학공업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

화학공업 분야에서 여러 핵심 프로젝트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무리한 중복 및 과잉투자로 인해 비효율성이 증대되면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12) 

11) 이와 관련 박진근(2009)은 박정희, 최규하 및 전두환 정부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77-1981) 중 주요 경제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박진근(2009: 202-235)의 분석 틀과 자

료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2) 구체적으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했다. 즉 구미 

제3차 전자공단 조성 계획(1979. 1, 200만 평 규모에 소요예산 400억 원), 기계공업의 수출산업 전

략화(1979. 6, 발전설비와 석유화학 등 36개 업종 선정 후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농업기계 장기공

급 계획(1979. 7, 7년간 2조4천억 원 투입 총 216만 대 농기계 공급), 석유공업 근대화촉진법(1979. 

12, 섬유공업 근대화 계획수립 및 추진), 조선공업 육성 방안(1980. 11, 총 270억 달러 투입, 건조능

력 1979, 280만 톤 → 1986, 650만 톤), 전자공업진흥 기본계획(1981. 1, 24개 전략 개발품목 선정

중점 육성, 전자제품 수출액 1979, 18억 달러 → 1986, 64억 달러), 기계공업진흥 기본계획 확정

(1981. 7, 중소기계공업 육성과 중소부품공장의 전문 계열화),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

(1981. 10,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설비능력 확충, 원료 다변화, 기술도입 등) 및 비료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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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입자유화 정책의 지속이다.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이루

어진 수입자유화 정책13)의 기본방향은 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 단계적 자유화, 기별 

공고제도의 개편, 직접적 수입제한을 관세제도를 포함한 간접적 수입제한으로 전환, 지

역적 편중의 지양 등 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이 전혀 없거나 국산품과 경합이 없는 

업종, 수입 감시대상-준 자유화 품목 등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추진했다. 

셋째, 외자도입 정책의 지속이다. 1977년 국제수지 상황이 호전되면서 외자도입 인가

방침과 이와 관련한 행정의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 등 외자도입 요건의 강화가 

필요해졌다.14) 

넷째, 최규하 정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정책이 경제안정화 정책의 추진이다. 최

규하 정부는 2차 국제석유파동에 따라 국제 고유가-고금리-고달러라는 3고의 악재 속에 

둘러 쌓여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78년 8월 

8일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소위 8․8조치), 투기 규제지역 내 토

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도입, 전국 36개 시의 토지계획구역 전역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 

거래질서 확립, 기존 규제세제의 보완, 토지개발공사 설립, 생필품 수급 원활화와 가격

안정, 재정긴축의 견지, 금융운용의 개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정비, 생필품

안정 특별대책,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 등은 경제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다.15) 

합리화 방안(1981. 11, 과잉설비에 따른 비료계정 적자 누증 해소, 잉여시설 조정 및 경영합리화)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13) 수입자유화 정책은 당초에는 1978년 5월부터 1979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

획했다. 이후 1979년 중에 두 차례 더 추가되었다. 즉, 1979년 2월 양고기, 합성고무, 버터 등 21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했고, 같은 해 12월 고철 등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14) 외자도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외자도입 인가방침의 확정

이다. 이는 자본재차관 인가방침, 현금차관 인가방침, 물자차관(원자재) 인가방침 등으로 구체화되

었다. 둘째는 외자도입 행정의 개선이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위한 소요 외자확보 및 외자도

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도입절차의 개선, 효율적이고 체질적인 경제 협력활동의 전개, 국제화에 부

응한 경제협력 제도로 개편 등의 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술도입 자유화가 촉

진되었고 상업차관 도입에 대한 인가방침이 변경되었다. 셋째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이다. 1980

년에 들어서면서 2차 국제석유파동, 국제적 불경기 심화, 국제 고금리에 따른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 외채의 급격한 증대,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이 국민경제를 크게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면서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증대시키고 선진 기술의 도입에 따라 수출증대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많은 논의 끝에 1980

년 9월에 확정된‘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15) 1980~1981년 중에 최규하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취해진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경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1980년 6월 5일에 취해진 소위‘6․5조치’

는 1980년 4월과 5월 중에 나타난 사회 전반의 불안정(특히 학원소요와 광주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 경제안정화 대책과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의 강화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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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에너지 안정화 대책의 수립이다.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중 최대의 

사건은 제2차 국제석유파동이었다. 이는 1979년 6월 이란의 은행 국유화조치에 이은 

OPEC의 2차에 걸친 기준유가 인상이 단행됨으로써 초래된 전혀 예기치 못한 에너지 충

격이었다. 국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실질적인 외환위

기 등에 직면했다(<표 1> 참조). 정부는 2차 국제석유파동이 현실화되자 소위 석유사업

기금을 설치하여 이에 대처했다. 특히 국제 원유가격이 다양하므로 고가 원유 도입 시 

도입가격의 일부를 이 안정기금으로부터 보전하여 정유사 간 손익불균형 조정과 국내 

유가안정을 도모했다.

<표 1> 2차 국제석유파동과 한국경제
(단위: 억 달러, %)

구분 1978 1979 1980 1981 1982

GDP증가율
(소비)
(투자)

11.6
(8.6)
(35.9)

6.4
(6.7)
(11.5)

-6.2
(0.9)

(-24.4)

6.4
(4.8)
(5.0)

7.6
(5.2)
(-0.6)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입물가)

14.4
(4.2)

18.2
(26.6)

28.8
(58.8)

21.5
(17.2)

7.1
(1.8)

경상수지
(무역수지)

(-)10.9
(-17.8)

(-)41.5
(-44.0)

(-)53.2
(-43.8)

(-)46.5
(-36.3)

(-)26.5
(-25.9)

원/달러환율 484.0 484.0 659.9 700.5 748.8

국제유가
(달러/배럴)

12.70 16.97 28.67 32.50 33.47

 주: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산 기준 
 출처: 박진근(2009:214); 이장규(2014:151) 등에서 재인용. 

여섯째, 공정거래 촉진 및 유통근대화 정책 추진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시장에

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문제와 경제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제4

차 5개년 계획 후반부에서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동원되었다. 유통산업 

둠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대책으로서 의미가 크게 부각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서민생활 안정대책비 지원, 고용확대 위한 유보예산 사업추진, 중소기업 자금지

원, 서민 주택자금 확대, 영농자금의 조기 공급 등 ◦국제수지 방어대책: 수출 금융금리 인상 유예, 

수출금융 융자액 인상,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징수 유예제도 연장, 사치성 품목에 대한 긴급관세 

발동 및 연지급 수입품목 축소 등 ◦기업지원 및 성장잠재력 육성: 금리의 신축적 조정, 통화공급 

확대, 상업어음 할인제도 개선, 원리금 상환용 특별회화 대출실시, 불황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설비

자금의 선별적 지원◦기업의 경영 합리화: 기업경영의 정부 의존 지양, 무분별한 기업 확장과 방만

한 기업풍토 개선, 노사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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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촉진법(1980. 1), 유통 근대화 5개년 계획(1980. 2), 소비자보호법 제정(198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정(1980. 12) 등이 주요 관련 정책들이었다. 

3. 행정 리더십 분석의 시사점

최규하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행정 리더십은 주요 경제정책을 통해 역으로 추

론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개관한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정책, 수입자유화 정책, 외자도

입 정책, 경제안정화 정책, 에너지 안정화 정책, 공정거래 촉진 및 유통 근대화 정책 등

의 지속과 추진은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고 익숙한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이 지닌 특성으

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격동과 혼란의 국가적 위기아래서도 대한민국이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토양,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정책들이었다. 둘째, 지난 박정희 정부 때 구상

했거나 강조했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온 정책들이었다. 셋째,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안정화 정책은 누란의 국가위기 속에서 광풍에 휘말려 있는 경제를 지키

려는 정책이었다. 

요약컨대, 주요 경제정책을 통해 본 최규하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은 혼란의 격동기아

래서 전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면서도 조금은 자신의 자

질을 기초로 시대환경과 정치적 구조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었다. 즉 최규하 대통령은‘행

정 관리’로서 꼼꼼하고 신중하며‘온후한 능리(能吏)’였다. 비록 시장주의에 대한 배반, 왜

곡, 좌절의 시간은 있었더라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좌초되지 않도

록 전임과 후임자 사이에서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행정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투영해 보여주는 것이 최규하 정부의 경제정책들이다. 

Ⅵ.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대통령 연구의 일반적인 분석 기준에 기초해서 신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아래 있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만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리더십과 관련 행정 리더십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최소한의 제한적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았다. 반면 대통령의 정

책, 입법, 개인, 대중 리더십 등 나머지 다른 리더십의 측면은 분석의 준거도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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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관한 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격동과 혼란의 시대

적 상황아래서 시간의 한계와 구조의 한계를 동시에 지닌 대통령이었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실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에 치중했던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영향력이라는 정치적 구

조가 잉태한 변수는 시간의 한계보다 더 큰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최규하 대

통령은 학문세계에서 잊혀진 담론이었다. 이와 관련“제도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말

을 하고 싶다. 최규하 대통령은 시스템과 제도에 저항하고 개혁하여 세상을 뒤흔드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 당시의 통치세력을 움직일 힘과 세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다. 시간과 구조의 한계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아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최규하 대통령의 업적을 굳이 긍정적으로 

꼽으라면‘누란의 위기에 빠진 비상시국에서 국가의 헌정중단을 막은 대통령’정도 일 것

이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도 다른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

하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특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하면)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1961년 5･16 군사쿠데타 과정에서 윤보선 대통령의 역할처럼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을 대표로 하는 신군부가 감행한 헌정파탄을 묵인하고 외관상 헌정체제

의 지속을 꾸미는 허수아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정치적 하수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잊혀졌거나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잊어버리거나 

간과한 역사의 소중함이 있다. 그 소중함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우

리 대통령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통령의 성공과 대통령제의 발전에 작지만 중요

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격동과 혼란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구조아

래서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한적이지만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행정 리더십에 국한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한 사실은‘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정치 제도 그리고 자질이 갖추어져

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당위론일 것이다. 우리는 가끔“최규하 대통령은 평가하되 평

가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 가혹한 비판

을 접할 때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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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최규하 대통령의 학력과 경력

 ∙1919.7.16.~2006.10.22.
 ∙출생지: 강원도 원주
 ∙학력
    - 1937. 경성제일고보(현 경기고교) 졸업
    - 1941. 일본 도쿄고등사범학교(현 쓰꾸바 대학) 영어영문학 학사
    - 1943. 중국 만주 국립 대동학원 정치행정학 학사
 ∙주요 경력
    - 1945~1946. 서울대 사대 교수
    -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
    - 1967~1971. 제14대 외무부 장관
    - 1971~1975.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

    - 1975~1976. 국무총리 서리
    - 1976~1979. 제12대 국무총리
    - 1979. 대통령 권한대행
    - 1979~1980.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 1979.~1980. 제10대 대통령(1980. 8. 16. 대통령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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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President Choi Kyu-hah’s Administrative
Leadership Qualities

Dong Wook Yim & Sung Deuk Hahm

Prime Minister Choi Kyu-hah became acting president after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1961-1979) in October 1979. He won an election in December of that year 

to become South Korea's 10th president. However, Major General Chun Doo-hwan and close 

allies within the military staged a coup d'état against his government in December 1979. 

They virtually controlled the government by early 1980. Chun-Doo-hwan declared martial 

law in May 1980 and became South Korea’s de facto ruler. President Choi Kyu-hah was 

forced to resign in July 1980.

This study analyzed what led to hi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Hi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are argued as the products of his unique personal 

background and South Korea’s immature democratic institutions.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context needs to be investigated to understand hi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The analysis of these factors will help better understand Choi Kyu-hah’s 

administrative leadership styles/qualities as well as South Korean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

【Keywords: President Choi Kyu-hah, Administrative Leadership, Limits of time and 

structure, Economic policy, Trail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