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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의 시장개입은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를 낳는

가? 만약 국가의 시장개입이 부패를 일으키고 부패가 저성장의 원

인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게 된다. 이렇듯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위시한 발전이론들

간의 경쟁의 한복판에는 부패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경험은 위의 질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당시 국가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와 기업 사이의 밀착과

정에서 정경유착의 부패 역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떻게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어떤 문제의식 하에서 박정희 시기 ‘부패와 경제성

장의 공존’이라는 퍼즐을 제시하게 되었는지를 국가개입주의에 대

한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의 이념대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이 각각 현실설명력에 있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패를 어떻게 경제성장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정합성을 공

고히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최소국가주의자들은 발전국가전략

의 약점으로서 관치금융, 정실자본주의 등 부패의 문제를 주장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경제 제

도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당시 시행된 소비, 자본, 투자 관련

정책들의 독특한 조합이 높은 부패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

자유주의가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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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고 어떤 정책과 제도의 맥락 속에서 박정희 발전모델이 성공

적일 수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즉, 국가의 시장개입은 높은 부패발

생의 위험을 낳지만 동시에 높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

음을 박정희 시대 한국의 성장경험을 통해 확인한다.

주요어 : 박정희 발전모델, 발전국가론, 부패, 경제성장, 신자유주의,

지대추구, 공공선택론

학 번 : 2016-2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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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There are no necessary evils in government. Its evils exist only in

its abuses. If it would confine itself to equal protection, and, as

Heaven does its rains, shower its favors alike on the high and the

low, the rich and the poor, it would be an unqualified blessing.”

-1832.7.10 <Bank Veto> Andrew Jackson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이다.”

-2015.3.17.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국가의 시장개입은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를 낳는가? 만약

국가의 시장개입이 부패를 일으키고 부패가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면 이

를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게 된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경험은 위의 질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당시 국가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와 기업 사이의 밀착과정에서 정경

유착의 부패 역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떻게 부패했음에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시기 높은 수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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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와 경제성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를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신

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의 이념대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

의될 수 있는 부패(corruption)는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

의 합성어에서 왔다. 부패의 한자어는 腐(썩을 부) 敗(무너질 패)로 국가

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썩으면 공멸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부패의 심각성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윤리적,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핵심적인 경제발전에 심대한 해를 끼친다는데 있

다. 사실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일 뿐 아니라 이

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Murphy et al. 199l; Shleifer & Vishny

1993; Mauro 1995)들이 제시되면서 각 국 정부는 물론 IMF 및 세계은

행(World Bank)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1) 등 국

제기구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며 다양한 부패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패문제에 대한 접근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이 주제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발전이론들 간의 경쟁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과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

는지 또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

지 등에 대한 이론적, 이념적 논쟁의 중심에는 부패 문제가 있었다. 자유

방임주의(laissez-faire)와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인 발전전략인지에 관한 고전적 논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의 시장개입이 부패를 일으키고 부패가 저성장의 원

인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정당화되지 못하

1)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76개
의 국가 중 51위를 차지했으며 35개 OECD 회원국 중 29위로 부패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3 -

기 때문이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해친다는 단일(unilinear)의 인과관계를 상정하는

일단의 학자들은 부패근절의 대책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이나 정부의 재량

권 남용을 지양할 것을 주문한다. 부패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 Robert

Klitgaard(1998)은 공적, 사적인 부문을 막론하고 또 아프리카의 와가두

구(부르키나파소의 수도)든 미국의 뉴욕이든 어느 누군가 독점력과 재량

권을 갖게 되면 부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부패문제라는 것은

‘계산적인 범죄’이지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 부패문제는 부패

가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독점력과 재량권과 같은 유인 구조나

제도에 달려있어 아무리 한 개인이 도덕과 열정으로 무장해 부패에 대항

하려 해도 부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따르면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

입과 재량권 남용은 부패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유인구조이다. 즉, 국가

의 시장개입을 통한 지대의 공급은 사적행위자들의 지대추구

(rent-seeking)를 조장하며 국가 관료에 의한 약탈과 같은 정부실패의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부패발생의 원인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

가의 지대(rent) 형성에서 찾고 있으므로 그 해결책은 국가의 시장 개입

을 최소화하는 것이 된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전국가에 내재된 정경유착, 관치금융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작은 정부

와 경쟁 시스템 도입(IMF 1998; Krugman 1998; Woo-Cumings 1999;

문돈, 정진영 2014: 136) 등을 요구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부패 근절을 위해서 자유주의적 최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들이 상정하는 부패와 경

제성장의 역(inverse)의 상관관계가 과연 유일한 것인지 여부이다. 사실

1960년대 이래 후발산업국가인 한국이 경험한 경제성장은 기존의 시장주

의자들의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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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이른바 ‘Korea INC’는 국가가 어떤 산업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

할 것인지에 관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개입해 자원을 배분하는

식의 효율적인 정부주도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보여

준 높은 부패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점은 신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2)

더 나아가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 역

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Leff 1964; Nye 1967; Acemoglu & Verdier

2000; Meon & Weill 2010). 부패가 가져다주는 비도덕적인 어감 때문에

라도 부패의 ‘윤활유 역할론’이 납득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많은 학

자들이 국가별 케이스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레프

(Leff 1964: 10-12)는 부패를 관료집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하는 법 이외의 제도(extra-legal institutions)로 정의하

고 부패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현상 유지에 주된 관심을 갖는 관료

들로 하여금 기업인을 대신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선택

하도록 유인하며 경제행위자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3)

두 번째 문제는 부패근절의 대안으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유일의 대안으로 주장 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4)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2) 웨드만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996년 지표를 인용
해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에 부(negative)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
은 아님을 보여준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연평균 성장률은 8.04%였고 투명성
지수는 1.20점으로 높은데 반해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8.14%, 8.16%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투명성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인 7.78점, 6.67점을 각각 획
득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부패가 경제성장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등분산성(homoscedastic)한지 아니면 이분산성
(heteroscedastic)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는 점은 부패와 경제 성장
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co-occur) 시사한다(Wedeman 1997: 457-458).

3) 이외에도 그에 따르면 희소한 자원을 관료집단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기업
들이 뇌물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데, 뇌물의 규모는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행동해 이윤을 많이 남길수록 커지므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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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장개입이 반드시 부패를 일으키는지이다. 피스먼(Fisman &

Golden 2017: 17)은 국가의 시장개입이 부패의 원인은 아닐뿐더러 북유

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다양한 규제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함에도 불

구하고 부패수준은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 또한 Kajsiu(2014)는 알바니아

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표면적으로는 반부패 운동의 이념으

로서 제시되었지만 사실은 부패근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경

제 시스템의 확산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음을 역설한 바 있다

(Kajsiu 2014: 5).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역사의 종언’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의 승리는 체제전환 국가들로 하여금 최소국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념을 수용하도록 종용했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경제발전

을 위한 유일의 대안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결국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단일한 부(negative)의 상관관계로

완전히 판명 난 것도 아니며 이들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국가

대안 역시도 유일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글은 박정희 시기의 경제성장

을 부패의 윤활유 역할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닐뿐더러 부

패의 효율성은 특정 국가의 특정 시기에만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반화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다.

그러나 현실에는 자유주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

하며 이러한 경우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

입주의의 비효율성을 역설하며 국가의 후퇴를 요구하는 이들 이론의 맹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한편, 암스덴(Amsden 1989)과 에반스(Evans 1995) 등으로 대표되는

4) 이 글이 주목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도식화 하면 이렇다.
<정부의 시장개입↑ → 부패↑ → 정부효율성↓ → 경제성장↓>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시
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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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은 자유주의의 국가-시장의 이분법을 넘어 국가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발전 지향적 관계를 포착한다. 이 시기 한국은 국

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bringing the state back in)으로 인해 지대추구

와 같은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과 국가능력(state capacity)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국가론은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라는 고유한 영

역에 있어 박정희 시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양적(quantitative), 질적

(qualitative) 차원 모두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가 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발전국가론은 지대추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와 재벌기업 간에 존재했던 상

당한 수준의 부패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국가론은 박정희 시대는

‘약탈국가(predatory state)나 포획국가(captured state)로 전락하지 않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질적인 차원에서 발전국가론은 국가와 시장의 밀접한 공생관계

(symbiotic relationship)를 상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의 위

험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 않다. 즉, 박정희 정권의 정치, 경제적

맥락 하에서 국가와 기업이 결탁해 일으킨 부패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

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으로 인해 발

생한 부패를 경제성장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였는지를 설명

하는 것은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정합성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

다. 최소국가주의자들은 발전국가전략의 약점으로서 관치금융, 정실자본

주의 등 부패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 모두 박정희 정권에서 부패와 경제성

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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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 있고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해 있다. 개입주의냐 비

개입주의냐의 전통적인 1라운드 논쟁의 큰 틀에서 국가개입으로 인한 높

은 부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박정희 발전모델의 효율

성이 무엇으로부터 연유되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과정에서 발생

한 국가-기업 사이의 정경유착과 금권정치(money politics)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높은 부패 속에서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

엇인가?

그 동안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경

제학적 모형을 통해 설명되었다면 본 논문은 정치학의 분야에서 부패와

경제성장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공존할 수 있었는지를 당시의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고르비치(Gourevitch 1986: 17)에

따르면 정책은 정치를 요구한다(“policy needs politics”). 여러 다른 대안

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들을 제치고 특정한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고 수

행하려면 정치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관련 행위자들이 어떤 이해(interest)를 가지고 경쟁하는지 또 국내

외의 어떤 위험요소가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정치적 맥

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유시장의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은 국가들이 처한 제도적

맥락들에 따라 상이하므로(권형기 2014: 48) 경제위기의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주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발전이론이 유

일한 대안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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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박정희 정권 하의 한국은 왜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

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

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IMF의 2016년도 ‘부패: 비용과 경감 전략’ 보고

서(Corruption: Costs and Mitigating Strategies)에 따르면 부패는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된다. 부패는 사적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도 일어

날 수 있지만 이 정의는 특별히 공적 부문(국가)과 사적 부문(기업) 사

이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포착한다.5) 예컨대 세계은행은 공공재, 정부계

약, 보조금, 금융지원 등의 공적자원에 대한 특혜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

게 제공하는 뇌물(bribery)을 부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김진

영 2013: 34). 본 논문의 주된 관심대상은 국가와 사적 행위 주체인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패이므로 IMF 보고서의 개념정의를 수용한다.

부패의 경제적 결과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경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을 알아야 한

다. 그리고 해당 경로가 박정희 시기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를 검증해봐야 한다.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당시 시행된 소비, 자본, 투자 관련 정책들의 독특한

조합이 높은 부패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인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부패의 정도는 부패 발생 건수나 뇌물 수수액 등의 대용 변수로 파악

할 수 있지만 그 절대적인 양(scale)을 알 수는 없다(차문중, 김병연

5) 정성진(2000: 39)은 부패의 정의와 관련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부
패문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 존재한다.”(World Bank 1997: 102),
“사적 편익을 위한 공적 역할 혹은 공공자원의 남용”(Johnston 1998: 89),
“공무원이 사적 이득을 위해 정부 재산을 판매하는 것”(shleifer & Vishny
199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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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1). 더욱이 부패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

식지수(CPI) 역시 1995년 이후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 박정희시기에 대

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있지 못하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패의 정

확한 크기가 얼마인지를 밝히는 정량화 노력보다는 해당 시기 존재했던

부패스캔들 사례와 정치 및 재계의 인사들의 발언 등을 통해 부패 수준

을 파악하고 국가-기업 관계에서 발생한 부패의 정치, 경제적 맥락을 알

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학자들의 연구물과 신문기

사 그리고 각 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 장에서는 ‘박정희 시기 부패와

경제성장의 공존’이라는 퍼즐을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와 발전

국가론의 이념대립 속에서 살펴본다. 제 2 장에서는 기존문헌의 검토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역(inverse)의 상관관계 내지

인과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부패가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박정희 정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기의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

는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 제 3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박정희 시기 한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부

패가 존재했는지를 검토하고 신자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국가의 높은 시

장개입 속에서 부패발생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

던 독특한 정책 환경을 알아본다. 제 4 장 결론부분에서는 앞선 논의들

6)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이외에도 TI의 뇌물공여지
수, 세계부패바로미터 등이 있으며 PricewatherhouseCoopers(Pwc), WEB,
S&P 에서도 부패지수를 발표하지만 이들 국가별 데이터 역시 1997년 이후
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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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시장화 논리가 경제발전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시장에서의 국가능력의 긍정적 발휘의 조건을 역설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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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가개입주의의 경제적 효율성 논쟁

이 장에서는 국가의 시장개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공공선택론과

발전국가론의 입장 차이를 기존문헌검토를 통해 알아보고 부패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

는지를 살펴본다.

제 1 절 지대추구 일반론

1.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효율성

1960년대 전후 발전이론(postwar developmental theory)을 이끌었던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자유시장(free market)원리에 근거한 발전전략

이 가져오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선의의 국가

(benevolent state)를 불러들였고 이에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요구

되기에 이른다(Onis 1995).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1970년대에 이르러 공

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시장실패만큼 비생산적이고 가혹한 결

과를 가져오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를 제기한다

(Krueger 1990). 즉, 국가는 선한(benevolent)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

며 사적 경제주체와 다름없이 자기이해(self interest)를 추구하는 과정에

서 지대추구(rent-seeking)나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와 같은 부

패를 낳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후

생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연쇄적인 효과를 낳기에 국가의 시장

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최소국가주의(minimalist state)가 효율적 발

전전략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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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론을 개발하는 학문이

다(소병희 2007: 6).7) 소병희(2007)는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이

제시한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전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시장에서의 교환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행위도 경제행위와 같이 교환

행위(politics-as-exchange)이다. 둘째, 경제행위 주체와 정치행위 주체를

개인으로 보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를 채택

한다. 따라서 정당이나 정부부처와 같은 정치조직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

인 정치가나 관료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의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명예나 승진, 금전적 보수와 같은 사익(self

interest)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다.

공공선택론에서 말하는 지대(rents)란 “자원소유자에게 돌아가며 자신

의 기회비용을 넘는 수익”이다(김행범 2013: 71). 기업은 신기술이나 신

제품 등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 역시 이윤을 얻고자 해당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게

되고 효율적인 기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버틸 수 없는 진

입과 퇴출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증대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급량 증가로 인해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초과이윤을 누리던 기업의 지대는 소비자잉여로 돌아가

고 기업은 정상이윤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추구하

는 지대는 곧 소비자에게 전환되는 ‘일시적 지대’ 또는 ‘시장적 지대’이다

(김행범 2013: 72).

문제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기업의 이윤추구(profit seeking)와 구별

되는 지대추구행위다. 지대추구행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경

제적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중재를 얻어 그 사회의

7) 이하에서 제시되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은 소병희(2007)의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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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부(富)의 이전(transfer)을 도모하는 것을 의

미한다(소병희 2007: 27).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로부터 규제정책

이나 특혜 등의 특권을 얻어 신규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의 독점가격의 설정은 재화의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잉

여의 일부를 초과이윤의 형태로 독점기업이 가져가게 만든다.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은 지대추구행위가 초래하는 사회 후생 손

실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툴럭(Tullock 1993)은 손실의 크기가 하버거의

삼각형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한다. 툴럭의 직사각형의 크기 즉, 독점

기업에 이전된 소비자잉여의 크기만큼을 지대추구행위에 추가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독점권을 얻기 위해 시간, 돈 등의 자원을

투입하는데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노력을 생산성 증대에 썼더

라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생산의 증대 없이 지대를

얻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경쟁한다면 거래비용만 높여 후생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때문에 지대추구 행위

는 제한되어야 한다.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역시 사적행위자처럼 자기 이해

를 추구하는(self-interested) 존재로서 국가가 다른 주체보다 특별히 공

익을 실현하는 주체라든가 헌신적이라는 가정에 동의하기 어렵게 된다.

국가는 정치인과 관료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집단이 되고 수입

허가제도, 보호무역정책, 보조금 지급, 통화정책, 이자율 정책 등 각종 제

도를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매력적인 지대를 창출한다. 사적 경제주체

는 희소한 자원을 선점하고자 지대추구행위를 하고 이에 부응해 정치인

과 관료는 국가의 자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지지자에게는 보상을, 반대자

에게는 처벌을 내려 사익을 극대화한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자원배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 속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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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부패(corruption)란 규제자와 지대추구자 간의 교

환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다.

공공선택론자들이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국가의 시장개입을 제한하려

는 이유는 지대추구로 인한 부패의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적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양차 대전의 화마와 세계대공

황의 좌절 속에서 서구 선진산업국가들은 실업, 장기불황, 복지부족, 공

공재부족, 독과점의 폐해 등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

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1960년 대 말까지 자본주의와 국가의

시장개입은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

어 서구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국가가 나서서 시장

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대두

된 공공선택론적 시각은 국가와 시장(기업)의 사익(self interest) 극대화

행위가 유발한 사회적 손실에 주목했다. 즉, 시장실패만큼 정부실패는 두

려운 것이었다.

지대추구로 인한 부패의 문제는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 부(negative)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연구들이(Murphy et al. 1991; Shleifer &

Vishny 1993; Mauro 1995) 제시되면서 그 심각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지나치게 경직

적인 제도, 과도한 관료제 등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국가의 시장개입보다 차라리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Nye 1967; Acemoglu

& Verdier 2000; Meon & Weill 2010) 예컨대, Acemoglu &

Verdier(2000)는 제도의 비효율성이 높은 나라일 경우 부패가 경제활동

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grease the wheel)고 설명한다.8)

8)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 possibl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might be that countries plagued with a very inefficient
institutional framework may benefit from letting corruption



- 15 -

공공선택론의 비관과 달리 박정희 정권시기 한국에는 부패와 경제성

장이 공존했다. 정경유착과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오명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권이었지만 한국 경제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놀랄만한 경제성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공공선

택론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부패와 성장의 공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부패는 어떤 조건 하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가?

2. 정부실패론에 대한 반론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발전전략이 개입주의에서 비개입주

의로 급격하게 전환(swing)하게 만든 논리적 연결고리에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부패를 일으키고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존재

한다. 즉,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역(negative)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이다(Murphy et al. 199l; Shleifer & Vishny 1993; Mauro 1995).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박정

희 시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주는 의문은 의미심장하다.

이 시기 한국은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bringing the state back

in)과 가격 왜곡(getting the prices wrong)정책을 통해 경이로운 경제성

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시기

한국은 지대추구와 정실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로 인해 경제적

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박정희 시대 한국은 부

패했지만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부패와 경제성장이 공존

(coexist)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부패로 인한 저성장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시장에 최대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grow”(Acemoglu & Verdier 200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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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경제발전모델에 있어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으로

파악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며 등장한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론

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자 시장에 개입한 국가가 어떤 경우에 정부실패

를 일으키지 않고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condition)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후발산업국가의 국

가주도 성장을 강조한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와 알렉산더 거

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의 계보를 잇는 발전국가론자들은

(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Haggard 1990; Evans 1995)

국가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합행동의 문제나 거래비용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양재진 2005: 2)라고 주장하며 시장

개입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적인(autonomous) 강한국가(strong state)9) 개념을 통해 사부문의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후생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일단의 발전국가론자들은 사회세력의 분파적 이해추구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경쟁력 있고 부패하지 않은 관료체제에서 한국의 경제성

장의 원인을 찾는다(Johnson 1982; Amsden 1989; Evans 1995; You

2008). 유능한 관료제를 바탕으로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s

problems)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이라는 집단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

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을 약탈적 국가로 보는 것에 반해

박정희 정권은 기업의 지대추구를 제한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들이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수단을 갖춘 강한 국가

였다고 설명한다(Johnson 1982; Haggard 1990).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반스(Evans 1995)는 ‘내재된 자율성

(embedded autonomy)’ 개념을 통해 국가-기업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

9) 강한 국가는 사회세력의 분파적 이해로부터 절연(insulate)되어 국가의 목표
를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Skocpol 1985; Weiss & Hob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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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의 관계를 포착한다. 즉, 사회세력과의 분리를 강조한 베버식 관

료제(Weberian bureaucracy)와는 달리 국가 자율성과 국가-기업 간 긴

밀한 네트워크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에반스는 공공선택론이 ‘공

공 정신(public spirit)’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본다(Evans 1995: 25). 방

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한 공공선택론은 국가를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

행위자들의 집합(aggregation of individuals)으로 바라본다. 국가-기업

관계에 있어 관료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포획되는 현상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공선택론은 현실 분석에 있어 이론적 기여를 했지만 국가를 사

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단순 모음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집단으로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working together as a collectivity)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국가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베버의 관료제적 국가는 구성원들의 사익의 합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

니라 국가기관이 그 집단 자체(a corporately coherent entity)로서의 고

유의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

익을 떠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형식이다. 그러나 사회의

분파적 이해로부터 절연되어(insulated) 예상가능하고 비인격적

(impersonal)인 제도를 설립하는 베버의 관료제적 국가만으로는 후발산

업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 에반스는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공동프로젝트(joint project)를 강조했다. 즉, 단순히 국가가 기업

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에 침투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세력과 협상할 수 있는 제

도적인 기반(institutional channel)을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국가가

사회로부터 분리된 분권화된 체제에서는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의 습득과 정책추진(policy implementation)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Evans 1995: 12).

한편, 암스덴(Amsden 1989)은 국가가 정책금융을 통해 일부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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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선택적으로 특혜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과(performance)에 따라

지원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강한국가의 규율 능력

(disciplinary capacity)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의 규율은 ‘나쁜 성과를

보이면 벌을 주고 오직 훌륭한 성과를 낸 경우에만 보상(penalizing poor

performers and rewarding only good ones)’하는 원칙이다. 예컨대 중화

학 공업, 건설, 조선업 분야에서 기업의 과도한 비대화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 경우 산업합리화조치를 단행했으며 기업이 파산의 위기에 쳐했을

지라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의 긴급구조(bail out)는 수출성과라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해 자원의 낭비를 막았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따라서 기업들로 하여금

낭비적인 지대추구행위를 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수출성

과를 올리는 등 경쟁력을 키우는 이윤추구(profit-seeking)를 하도록 유

인했다.10)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부패에 대

한 발전국가론의 입장은 어떠할까? 박정희 정권은 부패했는가? 사실 이

들의 저작으로부터 부패문제를 언급한 대목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암스덴

은『아시아의 거인들(Asia’s Next Giant)』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기업들이 보여준 월등한 성과에 주목한 나머지 한국 사회에 존재한 부패

10) 암스덴의 강한 국가는 단순히 기업에게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
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점을 강조한다. “It means that in direct
exchange for subsidies, the state exacts certain performance standards
from firms. The more reciprocity that characterizes state-firm relations in
these countries, the higher the speed of economic growth”(Amsden 1989:
146). 그러나 암스덴의 규율 능력은 국가-기업 관계의 상호성 원리를 지나치
게 확대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오재록, 공동성 2011: 32). 예컨대 재벌기업의
빚을 탕감해준 8.3조치는 성과에 기반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규율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례이다. 오히려 국가와 기업 사이에 정경유
착과 부패의 문제가 착종되어 있었다. 또한 기업가로서의 정부와 규율정책을
강조한 이러한 접근은 국가의 자율성만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기업은 수동적
이고 순응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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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매우 사소한 것으로 축소시킨 듯하다.

“Reciprocity in Korea was in no way free of corruption. No

business in Korea could survive for the past forty years if it

challenged the government politically. None could make it big if it

did not support the government financially. Yet for all the venality ...

the government’s favorite pets-the big business groups that came to

account for so large a share of GNP-were outstanding performers

from the production and operations perspective”(Amsden 1989: 146).

한편 장하준(1991)은 당시 지대추구 행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동원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지대추구자들 사이에서의 지대경쟁이 소수의 재벌집단으

로 제한되어 지대추구 과정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다. 일부의 기업들만이 지대 시장(rent market)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들

사이에 반복되는(recurrent) 지대경쟁은 절차비용(set-up cost)을 줄여주

는 효과가 있다.11) 두 번째로 발전국가는 ‘발전’이라는 집단재의 공급을

위해 집단행동의 문제를 야기하는 지대추구집단(rent-seekers) 혹은 분

배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을 통제하면서 ‘보상과 규율’ 통해 투자자

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Chang 1993: 152; 박은홍 2002: 121). 즉, 한

번 기업에게 주어진 지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지대제공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더 매력적인 지대를 얻기 위해서라

도 기업들은 우수한 성과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12)

11) 절차비용에는 경쟁자에 대한 정보비용이 포함되며, 또한 반복되는 지대경쟁
은 일회적(one-shot situation) 경쟁과 달리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고 설명한다.

12) 장하준 역시 한국의 부패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Japan
and Korea often have very large scale ‘corruptions’ or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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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관계를 강조

하는 이들 발전국가론자들로부터 부패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반대편에 서서

국가-기업 사이에 존재했던 정경유착과 비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는

결코 쉽게 예단할 만큼 사소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박정희 정권 하

에서 발생한 4대 의혹 사건(증권파동, 워커힐사건, 새나라자동차, 빠찡꼬

사건), 사카린 밀수사건, 삼분폭리사건, 박정희 정권이 기업으로부터 리

베이트 형식으로 얻어낸 불법 커미션과 뇌물 등은 ‘사익을 위해 공적지

위를 남용’하는 부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발전국가론자들이 이렇듯 부

패 발생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지대추구의 비효

율성을 근거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공공선택론 주장에 반박하고

자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결과에 주된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13)

대부분의 발전국가론 연구들이 앞서 살펴보았듯 박정희 시대 한국은

효율적인 관료제를 통해 기업에 의한 포획이나 지대추구로 인한 부패로

부터 자유로웠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강(Kang 2002a)은 발전국

가론의 주장과 달리 박정희 정권의 한국은 필리핀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국가자율성을 갖추거나 덜 부패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다. 그는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부패행위의 크기(scale)를 정확하게 측정

해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부패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방식

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형화(typify)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scandals’”(Chang 1993: 103).
13) 장상환(2000: 64)은 발전국가론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체제미화적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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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부패의 네 가지 유형

국가
집중(coherent) 분산(fractured)

기업

small-N

(소수 집중)

Ⅰ: 상호인질

(Mutual hostages)

유형: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양: 중간

Ⅱ: 지대추구

(rent seeking)

유형: 상향식

(bottom-up)

양: 많음

large-N

(분산)

Ⅲ: 약탈적 국가

(Predatory state)

유형: 하향식

양: 많음

Ⅳ: 자유방임

(laissez–faire)

유형: 잔여적

양: 적음

자료: Kang(2002a)에서 인용.

강은 국가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으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국가와 기업의 응집의 정도에 따라 [그림 2-1]과 같이 4

가지로 유형화 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권 이전에는 소수 과두적 엘

리트 기업에 의한 상향식 지대추구로 인해 국가자원이 낭비되었고 마르

코스가 집권한 이후에는 이제 국가의 약탈적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경우 타입Ⅰ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응집도(중앙집권화

정도)는 매우 높고 동시에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소수의 기업이 전국경제

인연합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강하게 결집해 있는 형태를 보인다.

타입Ⅰ의 부패는 국가가 기업에 대해 우월적인 힘을 갖지 않고 서로

를 견제하고 대항할 수 있는 ‘상호 인질(mutual hostages)’이라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즉, 당시 한국의 국가와 재벌체제 사이에는 일방

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존재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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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필리핀과 같이 약탈 국가(predatory state)나 포획국가(captured

state)가 되지 않았으며 국가와 기업이 기회주의(opportunism)와 착취

(exploitation)에서 벗어나 각자의 이해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높

은 관료응집도와 소수 재벌기업이라는 환경적 조건 속에서 서로를 감시

하는데 들어가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는 이점이 있었다.

강은 분명 한국이 필리핀보다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필리핀

이 한국보다 ‘더 많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관점을 오류

(fallacy)라고 비판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그는 여전

히 부패의 양(amount)을 구분하며 필리핀을 더 많은 부패가 있었고 따

라서 덜 성장한 나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인질을 통한 힘의 균형이 존재했다는 설명은 현실에 부합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

지 당시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라는 권력적 속성을 제대로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14) 결국 ‘덜 부패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또

는 ‘더 부패했기 때문에 덜 성장했다’는 그의 주장으로는 근본적으로 국

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패가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

제 2 절 부패의 경제적 효과

신자유주의의 설명틀에 비추어볼 때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

권이 보여준 높은 부패 수준과 경제성장의 공존은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

14) 상호인질의 개념을 기업이 국가에게 부담이나 위험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기업에 의해 인질로 잡힌다는
표현은 폭력을 독점하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권력의
속성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대신 발전국가론은 국가-기업 관계를 공생관
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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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례적인 사례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통념을 반

박하는 케이스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정성진

(2000: 42-43)은 Campos et al.(1999: 1060)의 자료를 인용해 부패가 경

제성장을 저지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아래의 [표 2-1]에 따르면 1996

년에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부패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

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태국은 민간투자의 수준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부패로 인해 저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배치되는

사례들이다. 부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을 저해할까?

국가의 시장개입은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를 낳는가? 부패는

항상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

은 타당한가?

[표 2-1]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

자료: Campos et al.(1999: 1060), 정성진(2000: 43)에서 재인용.

*숫자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1996년

부패지수(TI)

1980〜1995년

연평균

GDP성장률(%)

1981〜1993년

민간투자/GDP(

%)
중국 2.43 11.05 n.a.
베트남 n.a. 8.30 n.a.
태국 3.33 7.86 24.85

인도네시아 2.65 6.60 16.35
인도 2.63 5.41 11.11
이집트 2.84 3.78 8.03
케냐 2.21 3.27 11.01
브라질 2.96 2.70 15.74
멕시코 3.30 1.07 13.68
뉴질랜드 9.43 2.4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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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2016년도에 발표한 ‘부패: 비용과 경감 전략’(Corruption:

Costs and Mitigating Strategies)보고서는 부패를 ‘사익 추구를 위해 공

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한다. 이 보고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로 악영향을 끼치는

지를 아래의 [그림 2-2]와 같이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패는 다양한

경로로 경제의 내생적 성장(inclusive economic growth)을 저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2-2] 부패와 성장의 연쇄효과(Nexus)15)

김병연(2017)은 IMF의 자료를 인용하며 ⓵부패와 정부수입의 관계 ⓶
부패와 물가 ⓷부패와 정부효율성 ⓸부패와 기업생산성의 관계 등의 차

원에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표 2-2]는 김병

연(2017)의 논문을 통해 각 경로가 어떤 경제적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정

15) 김병연(2017: 20)의 <그림2-5>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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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이다.

[표 2-2] 부패경로와 경제적 악영향16)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조명한 많은 연구들은 부패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우로(Mauro)의 1995년 연구는 약 70

개국에 대한 1980년에서 1983년 사이의 Business International(BI)의 자

료를 활용해 부패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

고자 했다. 마우로는 이 분석을 통해 정부 관료의 비효율적 규제가 민간

16) 김병연(2017)의 pp.20-23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부패 경로 부패의 영향

부패와 정부수입

●납세 인센티브 저해 및 탈세 확대

●낮은 정부수입

-> 세금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의 어려움

●국고 횡령, 비용 부풀리기, 예산 외 지출 등

-> 정부지출의 효율성 감소 -> 재정적자를 심화,

재정위기 초래 가능

부패와 물가

●부패는 시뇨리지(Seigniorage)를 촉진-> 화폐정

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 물가 상승

●대부과정에서의 부패와 은행에 대한 적절한 관

리감독의 부재 -> 금융발전을 저해

부패와

정부효율성

●공적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

-> 국가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준을 낮춤

●민간에게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민간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며, 신용비용

증가

부패와 기업

생산성

●자원배분의 왜곡, 낮은 생산성, 과도한 규제와

기존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특혜 -> 신규기업의

시장진입과 기업 활동을 방해,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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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예컨대

방글라데시의 관료제가 우루과이 수준으로 효율성과 통합성을 얻게 된다

면 투자율은 5% 상승하며, GDP는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본다. 머

피 외(1993)는 공적 영역에서의 지대추구행위(public rent-seeking)가 기

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허가, 라이센스, 수입쿼터 등의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유혹에 빠져들거나

기존 기업의 지대추구로 인해 아예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강동관(2010)은 부패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가들로 하여금 해외직접

투자의 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부패의 정도가 높을수

록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낮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패는 다양한 경

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 IMF가 제시한 [그림 2-1]의

모든 메커니즘을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박정희 시기 부패와 경제성장이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라는 2 가지 경로로 압축

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3] 단순화 모델: 부패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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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은 위의

[그림 2-3]의 경로로 단순화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공정한 시장경쟁이 저해되고 신규기업의 진입저해, 정보비대칭,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이 되는 민간투자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경쟁을 통한 혁신보다는 지대추구를 선택하

게 된다. 공공선택론의 지대추구 이론이 이 경로를 설명해준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두 번째 경로는 부패가 공적 투자

의 효율성을 저해해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입안이나 실행과정에서 뇌물이나

횡령 등의 부패가 존재할 때 공공부문에서 분배하는 자원은 생산성이 낮

은 주체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공공조달 계약에 있어

뇌물이 오간다면 담당 공무원은 기업 선택에 있어 기업의 능력보다는 뇌

물의 지급 능력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게 된다(김병연 2017: 11).

부패와 경제성장의 부의 상관관계를 상정하는 Robert

Klitgaard(1998)는 C(Corruption)= M(Monopoly) + D(Discretion) –

A(Accountability)의 공식을 주장한바 있다. 즉, 부패의 정도는 정부부문

이든 민간부문이든 독점력(M)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량권(D)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심각해진다. 반면, 책임성(A)이 높아질수록 부패수준은 낮아

진다. 공공선택론과 World Bank(1997), 그리고 Klitgaard 등은 결국 정

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치권력을 통제하면 할수록 부패는 덜 일

어난다고 주장한다. Ackerman(1999)이 민주주의 제도개혁을 통한 권력

분립을 반부패 전략으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체제보다 부패의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패행위

자의 편익은 그만큼 감소하고 부패의 유인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견 타당해 보이는 자유주의자들의 부패와 경제성장의 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하는 사례 역시 꾸준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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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레프(Leff 1964)와 헌팅턴

(Huntington 1968) 그리고 Acemoglu & Verdier(2000)17) 등은 부패의 윤

활류 기능론(grease the wheel)을 주장한다. 저개발국가에서 제도의 결함

으로 경제활동에 장애가 생기고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에 뇌물(speed

money or grease money)이 오히려 투자, 혁신 등을 촉진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자유주의

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최소국가 대안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제 3 절 대안이론의 모색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은 부패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다. 그러나 한국은 동시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대한 이러한 현실인식은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공백을 겨냥

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으로 인

해 지대추구, 정경유착, 금권정치 등의 부패가 발생하고 부패는 민간분야

와 정부분야의 투자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설명한

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를 감소시켜야

하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대한 지양하는 최소국가

를 주장한다.

이런 견지에서 World Bank와 Klitgaard의 C=M+D-A 공식은 부패의

원인이 되는 민간부분이나 정부부문의 독점을 최소하고 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같은 민주적 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17)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 possibl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might be that countries plagued with a very inefficient
institutional framework may benefit from letting corruption
grow”(Acemoglu & Verdier 200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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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은 신자유주의자의 논리

와는 다른 방향으로 펼쳐졌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소수의

재벌 기업에 유리한 가격 왜곡 정책(getting the price wrong), 금융특혜

등을 통해 각 종 희소한 지대를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패

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발전국가론은 국가와 시장을 대척점에 두고 제로섬적 경쟁을

하는 주체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공동의 프로젝트(shared project)를 수행

할 수 있는 파트너쉽을 강조한다. 물론 공공정신(public spirit)을 함양한

‘발전’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관료제의 내재된 자율성이 제

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국가의 효율적인 관료제는 신자

유주의자들이 우려하는 지대추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설명일 수

있지만 여전히 박정희 시기 한국의 부패수준을 사소하게 보았다는데 문

제가 있다.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과 부패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신자

유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후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약탈국가나

포획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연쇄적 논리

구조(국가개입->부패 발생->저발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었던 조건을

찾아내야 한다. 요컨대,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발전국가론과 공공선택론은 국가 자율성의 측면에서 동일한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자율성이 어떻게 현실에서 발현되는지에

관해서는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자율적인 행위는 곧 국가의 자원

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전용할 뿐 공공재를 거의 공급하지 못하는 악

한(malevolent)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제도주의자들은 국가의 행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의 행동이 어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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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낳을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가 처한 역사적이

고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 국가개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

문이다. 더욱이 국가 자율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마다 또

시대마다 정도(degree)를 달리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자율성 그 자체

가 약탈적 국가 또는 포획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자율성이 어떤 조건 하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제도적 맥

락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Onis 1991: 124-5).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을 수용하면서 행위자

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제약하거나 이끄는 제도적 맥락을 중요시한

다(Levi 1997: 25). 이때 제도는 게임의 규칙(the rule of the game)으로

서 행위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제약을 가한다(North 1990: 3). 국가중

심적 접근(state centric approach)은 국가를 공익의 담지자이자 단일체

(unitary actor)로 묘사하지만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에서 국가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 행위자들의 집합이다(Lim 1998: 18). 따라서 국가

와 기업 관계는 특정 제도가 부여하는 제약 속에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의 결과이

다. 신고전주의자들이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개념적 동질성을 강조한 반면

제도주의는 국가마다 시기마다 존재하는 제도의 차이가 행위자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국가정책과 경제성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다고 설명한다.

박정희는 권력 유지라는 이해(interest)를 추구하는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재벌기업을 산업적 파트너로 선정한다. 경제성장이 군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기 국가

는 군부독재의 체제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재벌기

업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재벌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효

과적인 수단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기업의 지대추구행위를 용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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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기업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축적하고자 지대추

구 과정에서 정당 후원금이나 기부금의 형식으로 비자금을 상납한다.

부패와 경제발전 사이에 부(negative)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한국만이 경험한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다.18) 그렇다면

부패의 정량적인 크기(scale)에 대한 논의에서 초점을 옮겨 어떤 특수한

조건 하에서 부패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

가와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을 파악한다면 발전국가론자들

이 강조하려는 국가의 효율적인 시장개입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부패의

실존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의 영향력을 상대

적으로 경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최소국가가 아닌 상황에서도 경

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Wedeman(1997)은 박정희 정권 시기 부패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배당금 수집(devidend-collecting)

이라는 독특한 부패유형에서 찾는다. 즉, 국가는 기업들에게 저리의 융자

와 각 종 건설공사 등의 경제적 기회를 팔고 그 대가로 배당금 형식의

뇌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이레(Zaire)의 독재자 모부투(Mobutu)

와 같이 국부를 사유화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을 빼돌려 스위스 비

밀계좌에 예치하는 등의 도둑질(looting)이 아니었으며 필리핀과 같이 국

가가 거시경제지표를 조작해 지대를 만들어내고 기업을 약탈하는 지대

긁어내기(rent-scraping)와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배당금 수집’ 방식의 부패는 Khan(1998)의 저작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국가와 기업은 주인-대리인(patron-client) 네트워크 속에서 정치인들

에 의한 지대배분과 이를 얻기 위해 재벌기업이 뇌물을 주는 부패가 발

생한다. 당시 박정희의 장기집권 속에 국가와 기업 모두 장기적인 안목

18) 앞서 Wedeman(1997)이 제시했듯 태국, 베트남 역시 부패와 성장이 공존하
고 있다. 중국 역시 부패했지만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대표적인 나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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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지대의 규모를 키웠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성장할수록 배

분할 수 있는 지대의 규모가 커지므로 더 큰 지대를 얻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

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설명이다.

사실 웨드만의 연구는 다른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부패가 발

생했지만 그 부패한 돈(corrupted money)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국

내에 머물러 재투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살

펴보았듯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

생한 부패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진입장벽을 높여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를

감소시킨다. 지대추구행위가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는 이유는 신제품 개

발이나 생산설비투자에 쓰여질 돈이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뇌물로 낭비되

었고 기업들은 혁신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

는데 힘쓰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부패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다

면 투자는 더욱 정체되고 만다.

박정희 정권 하의 한국은 왜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

었을까?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발전전략이 [그림 2-4]의 방식으로 이

루어졌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앞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제기한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민간투자경로와 정부투자경로가 박정희정권의 통제

속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이다. 설령

부패가 발생했을지라도 소비부문과 자본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억압

은 외환유출과 같은 국부유출을 막았고 이 자금을 투자를 위해 전용할

수 있었다. 발전전략의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 당시의 소비, 자본, 투자통

제의 독특한 정책 조합과 배열 속에서 부패와 경제성장이 공존할 수 있

었음을 밝힌다. 즉, 부패의 수준을 양(scale)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

니라 부패가 왜 일어나고, 실제 거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부패

한 돈(corrupted money)이 어떻게 낭비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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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4]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로가 차단된 경우

본 분석은 국가와 재벌기업 엘리트 사이에 부패가 발생했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고가의 외제차나 술과 같은 사치품에 부패한 자금을 낭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또는 이윤추구)을 위해 합리적으로 투자했음

을 밝힌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단

순히 부패의 양(scale)이 아니라 부패한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의미

하는 부패의 질(quality)이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Kim and Harrison

2006: 5). 이는 부패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사치품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

내경제에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논문의 핵심은 발전국가론이 설명한 발전전략을 단순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있다. 요컨

대, 국가의 시장개입은 높은 수준의 부패를 일으킬 수 있지만(high risk)

동시에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high return)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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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2가지 경로에 해당되지 않고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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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패와 경제성장의 공존

이 장은 박정희 정권의 부패에 대한 질적 성격규정과 함께 높은 수준

의 국가개입 속에서 발생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을 소비, 자본, 투자 정책의 독특한 배열에서 찾고

이러한 국가의 통합된 정책능력이 부패와 경제성장을 공존시킬 수 있었

던 이유였음을 확인한다.

제 1 절 박정희 정권의 부패: 정경유착의 부패

“국민대중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대개 비민주적인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서구에서 말하는 민중의 정부가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박정희 1962: 226).

세계은행은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 경제성장과 공공정책(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보고서를 통해 한

국을 비롯한 8개 동아시아 국가의 1965년에서 1990년까지 이어진 지속

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경험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과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Es;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아시아 고성장국(HPAEs)’로 분류되었

다. 이들 나라의 1960년 이후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2∼4배 이상 증가했

고 경제성장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남미

및 남부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3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는 5배 정도 앞섰다. HPAEs 국가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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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니계수도 상대적으로 높아 분배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

다.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 중반 아시아에서 일본 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를 보이며 1946년에서 195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5%를 달성한 필리

핀은 더 이상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신흥공업국의 원조 격인 필리핀은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4달러로

같은 해 79달러인 한국의 3배를 능가했다.19) 하지만 오늘날 필리핀의 경

제는 과거의 기대와 아성을 뒤로하고 여전히 농업국가의 면모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

득은 2,951달러인 반면 한국은 거의 10배에 달하는 27,538달러로 집계되

었다. 한국과 필리핀은 왜 이토록 다른 길을 갔던 것일까?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 “잘못된 지도자는 첫 번째 임기에 정권을

망치고, 두 번째 임기에 나라를 망친다.”며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

스(Ferdinand Marcos)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1965년에 집권한 이후

1986년까지 약 21년 동안의 마르코스의 장기 집권 속에서 필리핀 경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의 부패로 인해 희생되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

의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약 18년 동안의 독재를 해왔

지만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두 지

도자는 종종 비교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허치크로프트(Hutchcroft

2011: 553)에 따르면 박정희는 부국강병이라는 뚜렷한 국가적 목표를 가

졌으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부를 착복하는 식으로 국가의 자원을 희생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일가(一

家)의 안위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경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

19) “현재 문화관광부와 미국대사관 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광화문 앞 옛 경제
기획원과 재무부의 쌍둥이 건물과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건설회사의 설계·감
리로 1961년과 1962년에 각각 준공될 정도였으니 말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01/2006120160386.html
(검색일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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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고 설명한다.

물론 한국과 필리핀의 상이한 경제적 성과는 단순히 국가 지도자의

탐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허치크로프트는 국가권력의 중앙집권화 여

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존재여부, 국가-기업 관계, 정치엘리트와 경

제엘리트의 분화 정도, 외부위협의 존재 여부 및 관료제 확립 여부 등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필리핀의

구조적 상황과 제도를 가지고 박정희가 집권했을 경우와 마르코스가 한

국의 구조적 조건과 제도를 운용했더라면 분명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으

로 본다. 요컨대, 필리핀의 박정희는 실패한 국가 제도로 인해 빠른 산업

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반면 마르코스는 중앙집권화 된 권력구조를 이

용해 지방 세력과의 마찰 없이 더 많은 부패를 일삼았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부패 문제는 축소되거나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마르코스의 약탈적인 행위들은 필리핀을 ‘뇌물 없이는 일

을 할 수 없는 부패한 국가’로 만들었고 박정희의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

의 통제와 합리적인 관료집단을 통해 부패와 같은 일탈 없이 경제적 발

전을 이루어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상황은 결코

부패의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경제성장의 파트너로서 국

가와 재벌의 결탁은 정경유착의 부패를 발생시켰다. 삼분 폭리 사건, 각

종 리베이트, 재벌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등 박정희 정권 시기의 한국

역시 부패가 만연했다.

부패의 양(amount)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표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부패지수(CPI)를 발표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인식에 기반해 추출해 낸 지수이지 실제 부패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부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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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단순한 크기(scale) 비교보다는 특정 국가의 정치, 경제적 맥락

(context)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요컨대, 경제규모가

대단히 큰 나라에서 한 두건의 대규모 부패가 있는 경우와 부패규모가

작지만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양

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 문제는 그 나라의 정치

제도, 권력관계, 경제제도 등을 배제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왜 박정희 시대 한국은 부

패했지만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느냐이다. 결국 국가가 어떻게

자신들의 권위(authority)를 이용해 사익을 충족시키려 했는지 그 메커니

즘을 알아야 한다. 이하에서 먼저 박정희 정권과 재벌 기업이 어떻게 부

패의 고리를 형성했는지를 살펴보겠다.

1. 발전국가의 형성과 재벌의 성장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전쟁복구와 생산능력의 회복을 통해 자립적

경제구조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가졌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원조물자

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 구조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주된 경제성장 전략은 원조물자를 바탕으로 한 소비재 위주 수입

대체산업화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영역은 환율, 수출입, 원조, 정

부재산 불하 등 이었다(김일영 2001). 그러나 1957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원조가 급속히 감소했고 1958년에 미국이 원조정책을 달러방위를 목

표로 전환하면서 환율 인상과 긴축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

기화되었다(이명휘 2009: 95).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쿠데타의 목

적을 ‘혁명 공약’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①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

一 義 )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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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다. ②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

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④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

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⑤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

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그는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비합법적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승인을 얻고자 당시의 시급한 현안이었던 빈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했다. 또한 경제개발 공약은 반공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해 비민주적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를 잠

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불법적 수단이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용인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었다.

국가는 경제 성장의 대행자 내지는 주체로서의 기업을 요구하고 기업

역시 경제행위에 기본이 되는 각 종 인프라와 법률제도와 같은 공공재를

필요로 한다. 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조치는 양

가적인 효과를 냈다. 즉,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우월한 힘

(power)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군부정권이 기업을 경제성장의 주된 주체

로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부정축재자 처리 문제는 군부 쿠데

타의 체제이념과 형태, 전략, 그 선명성을 가름하는 예민한 체제적 사안

이었다(이병천 1999: 145).20) 장면 정부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 하에서 정

20) “한국 자본주의는 일제 이래 외래 식민주의자들의 이익추구를 보장했고, 해
방 후에는 관권과 결탁한 부정 축재자들을 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여 부패,
부정의 온상이 되었다”(박정희 1962: 130-131). 박정희 본인의 말이 무색하게
그 자신이 부정 축재자들을 미온적으로 처벌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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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해온 기업가들을 단죄하고자 했다. 삼

성(이병철), 삼호(정재호), 개풍(이정림), 대한(설경동), 금성(구인회), 동

양(이양구), 극동(남궁련) 등 195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재벌기업의

총수들이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1961년 4월 10일에 ‘부정축재

자처리법’을 제정하고 5월 17일까지 자수기간을 주는 등의 처벌 작업을

진행해가고 있었다. 이 와중에 5.16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박정희 군부에게 이양되었다.21) 불법적인 정권 창출과

정에서 과거청산의 문제는 체제정당성과 직결된 문제로 박정희 군부는

기업인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다. 12명의 기업인들이 부

정축재자로 지목되었고 구속수감 되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부정축재자 처리위원회 이주일 위원장은 “부

정축재 기업인들에게 산업재건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며 석

방을 발표했다.22) 800억 환을 목표로 했던 최초의 환수액이 무색하게도

추징고지액은 부정축재위원회에서 부정축재액으로 발표한 726억 환의

5.8%인 83억 환에 불과했다. [표 3-1]은 부정축재환수액의 정정과정을

보여준다. 부정축재자 처리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박정희 정부가 이토

록 급격하게 입장을 선회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1961년 7월에 발

족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전신인 경제재건촉진회는 부정축

재 대자본가들은 외자교섭 능력과 자본 동원 능력을 갖추었기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되살아나야 함을

주장했다. 즉,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

경련 지도부는 ①벌과금 납부 대신에 그에 상당한 금액을 자신들이 제안

하는 공장(비료, 시멘트, 철강, 합성섬유, 혹은 정유공장)에 투자하겠으며,

21) “[이한구의 한국재벌사·34]대한유화-3 부정축재자로 몰리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113010003938
(검색일 2017.11.18.)

22) 21번 각주와 출처 동일.
(검색일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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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신들은 해외 차관교섭에 나서겠다는 것, ③그 대신 정부는 금융지원

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④지어진 공장은 정부가 해당 기업가에게 원금

에 6%를 더한 가격으로 다시 팔 것23)을 군사정부에 제안했다.

[표 3-1] 부정축재 환수액 정정과정(단위: 백만 환)

출처: 김진현, “부정축재처리 전말서,” 『신동아』 (1964. 12),

pp.158-177, 유호열(1996), p.94 에서 재인용.

군부정권과 전경련의 교섭결과 벌과금의 직접 납부 대신 공장을 건설

해 주식으로 대납하는 것을 골자로 부정축재처리법이 개정되었고 정부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옹호 발언들이 쏟아냈다. 이후 부정축재자들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24)의 주요 공장건설을 나눠 맡았고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받았다. 공장 건설에 대한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는데 높은 인플레

23) “지배연합을 지배한 재벌”.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2405.html
(검색일 2017.11.18.)

24)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을 발족시키고 이듬해 1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 주요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을 위한
전력과 석탄 등의 주요 에너지원을 확보한다. 둘째, 시멘트, 비료, 정유를 만
드는 공장 등의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족시킨다. 셋째, 농업
생산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올려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넷째, 수출 진흥을 주축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다섯째, 과학기술을 진흥
하는 등 자립경제를 확립한다”(조희연 2007).

1차 결정 2차 결정 3차 결정
이병철 2,400 1,030 800
정재호 1,000 490 361
이정림 550 288 387
설경동 330 148 481
백남일 380 352 356
남궁련 250 40 128
이양구 170 83 316
김성곤 240 19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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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벌금액을 몇 년 후 현금이나 현물로 납부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성공적인 공장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로 전환

시킬 수 있었으며 실패한 경우에는 또 다른 차관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

이었다.25) 결국 이들 부정축재자들은 허정, 장면, 박정희 3대 정권 하에

서의 전 재산 몰수의 위기에서 벗어나 군부의 동반자로서 ‘근대화의 주

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보증과 후취 담보 제공 형

태로 외자를 도입할 수 있는 특권을 군부에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이

병천 2002). 혁명군 특별수사대가 기업인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과정은

국가의 대자본에 대한 우월성과 강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제스처와 같았

지만 그 실상은 대자본의 회유와 흥정 속에서 국가-기업 간 타협이 이

루어진 것이었다.

부정축재자처리를 통해 내자를 동원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박정희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예금동결

조치를 통해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음성자금을 동결해 경제개발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시행된 통화개혁

은 기존의 화폐 단위인 ‘환’을 ‘원’으로 바꾸고 10환을 1원으로 교환했다.

화폐 단위를 바꾸어 버리면 새 화폐를 얻기 위해서 장롱 속에 묻혀 사용

되지 않고 있는 돈이 억지로라도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 돈을 바꿔주면

서 산업개발공사라는 장기투자재원관리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해 경제개발

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26) 1962년 6월 9일 밤 0시에 전격적으로 단행

된 화폐개혁은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기획원27) 장관조차 모르게 극비리

25) “지배연합을 지배한 재벌”.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2405.html
(검색일 2017.11.18.)

26)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http://nlcollection.nl.go.kr/front/detail/detail.do?rec_key=CO0000076788&categor
y_id=CA0000000035 (검색일 2018.5.15.)

27) 1961년 설치된 경제기획원은 이름 그대로 경제개발계획을 기획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정책집행 능력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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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조국가인 미국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화폐개혁

을 단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인 예금의

일부마저 동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매점매

석, 물가폭등, 기업 자금난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김일영

2001: 105). 이 조치는 화폐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는 효과만을 가져왔

을 뿐 계획한 내자동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7월 13일에는 봉쇄시켰

던 98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전면 해제하고 1962년 12월 17일 공식기자

회견을 통해 박정희는 화폐개혁이 확실히 실패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

었다(조희연 2007: 40-41).

내자동원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이 직면한 다른 문제는 시중은행에 대

한 소수 재벌의 과도한 지배 문제였다. 본래 시중은행은 미군정으로부터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정부가 그 주식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4-57년에 이루어진 수차례에 걸친 주식공매를 통해 1957년이

되면 시중은행이 소수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김일영 2001: 105-6).

자금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권의 생존 차원에서 중심적인 문제로 대

두되자 민간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국가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1년 6월에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시중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민간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은행감독원

장의 금융기관 선임권을 규정했으며 대주주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사용을

금지한 조치였다. 대주주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민

간 시중은행의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배영목 2012: 8-9). 은행

법을 개정해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을 실

질적으로 국유화시키는 조치 역시 이루어졌다.

자금조달과 관련해 196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이 성장하게 된 여러 요

인 중 하나는 한마디로 말해 ‘금융특혜’이다. 정부가 금융자원을 배분할

데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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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독점적 능력을 소유한 가운데 대규모의 금융 지대가 소수의 대

기업에 배분되었다. 발전이란 활용되지 못한 재원과 능력들을 최대한 동

원하는 데 달려 있다(Hirshman 1985: 5). 이 당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몰아주기’였다. 사공영호(2010)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3년까지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공고, 고시, 훈령, 총리령

등의 형태로 관보(官報)에 발표된 산업정책 중 산업육성 목적의 정책건

수 비율이 전체의 88.3%에 이른다. 이 중 전체의 40%는 각종 금융지원

에 관련된 것이다.

개발자금의 동원을 위해서 1961년에 산업은행법을 개정했고 농협협동

조합(1961), 중소기업은행(1961), 수산업협동조합(1962), 국민은행(1963),

한국외환은행(1967), 한국신탁은행(1968), 한국주택은행(1969) 등의 특수

은행을 설립하였고, 이들에 대한 감독권은 재경부가 보유함으로써 은행

감독체계가 특수은행의 재무부와 일반은행의 감독권이 있는 금융통화위

원회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정부예속으로 실질적인 규제감

독권은 정부에 있었다. 1962년에는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1968년에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자본 동원체제의 기반을 조성했

다(이동걸, 김대식 2001). 1962년에는 융자우선순위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금융부분 자금운영규정을 통해 국가가 금융기관 자금 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선별금융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기업의 존립은 자본의 조달과 투자에 달려있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

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

다. 일단 투자금이 회수되면 재투자하는 식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초 단행된 일단의 은행 국유화 조치는 기업들의 혈맥 틀어

쥐고 있는 것과 같았다. 국가의 금융지원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

는 상황에서 금융지대 배분은 기업을 당근과 채찍으로 훈육(discipline)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표 3-2]는 1965년에서 197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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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30% 중반 수준으로 정책금융이 할당되었음을 보여주고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이 본격화된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정책금

융 비율이 60년대에 비해 10%p 상승한다. [표 3-3]를 통해 기업들이 주

식발행과 같은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화자금에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

50% 수준이었던 외부자금을 통한 자금조달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에 들어서는 70%를 초과하고 있다. 수출주도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건설

이라는 경제개발 전략에 따라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모든 금융기관을 개

발금융기관화한 정부개입의 결과다(김상조 2003: 8). 외자도입은 정권이

들어선 1961년부터 경제기획원이 외자도입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고

‘외자도입운영방침’을 수립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차관에 대해 지불을 보

증하기로 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표 3-2] 예금은행의 정책금융비중 추이

연도 정책금융비율(%) 연도 정책금융비율(%)
1965 39.6 1973 43.2
1966 31.8 1974 38.8
1967 32.6 1975 35.9
1968 27.5 1976 40.6
1969 26.7 1977 39.3
1970 29.3 1978 41.2
1971 29.3 1979 39.1
1972 48.2 1980 39.8

주: 정책금융비율= 정책대출/총대출액

정책금융 구성: 무역금융(수출지원금융), 수출설비금융, 에너지절약시설금융,

주택자금, 농수산축산업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 중소기업자금, 재정자금,

국민투자 기금, 기타 특별자금 등 포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 DB, 이동걸, 김대식(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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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형태

(1985년 불변가격 기준)(단위: %)

연도

설비투

자총액

(억원)

외부자금

내부

자금

합계
합계

직접

금융

원화

차입

외화자금

기타
소계

합작

투자

상

업

차

관

간접

차입

64 593 54.8 3.2 17.0 29.3 5.3 45.2
65 655 35.4 9.4 9.9 13.3 2.9 64.6
66 1,414 55.6 1.4 20.5 24.1 9.6 44.4
67 2,499 56.3 6.1 17.8 29.5 2.9 43.7
68 3,167 72.2 10.8 26.0 17.9 17.4 27.8
69 1,940 80.6 1.8 23.8 45.6 9.4 19.4
70 1,423 74.1 0.5 35.6 36.1 1.0 25.9
71 998 71.4 0.3 29.9 38.0 3.3 28.6
64

-71

소계

12,686 65.9 5.0 23.6 29.0 8.3 34.1

73 14,665 74.4 6.9 30.6 35.2 2.3 26.8 6.1 1.6 25.6
74 14,825 72.8 5.8 22.6 42.8 6.0 31.4 5.4 1.5 27.2
75 17,375 73.1 6.5 19.6 44.5 0.7 22.5 21.3 2.3 26.9
76 21,636 74.4 7.9 23.0 42.4 1.3 33.3 7.8 1.1 25.5
77 32,334 74.4 10.3 19.8 42.8 1.4 30.9 10.4 1.3 25.6
78 43,973 78.3 13.9 18.5 43.3 1.0 27.1 15.2 2.5 21.7
79 41,573 76.5 15.0 22.0 33.7 0.3 13.6 19.8 5.7 23.5
73

-79

소계

18,6380 75.5 11.0 21.4 40.4 1.4 25.4 13.6 2.7 24.4

주: 1) 1972년 자료는 누락

2) 1964~71년간의 ‘외화자금’은 차관만 포함

3) ‘원화차입’은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으로부터의 원화차입금

4) 외화자금의 ‘간접차입’은 bank loan 및 정부보유 외환을 재원으로 한 국

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표시 차입금,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대차

관,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종합금융회사로부터의 외화표시 차입

금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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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자금의 ‘기타’는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단자회사, 리스회사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사채 등을 포함

자료: 김상조(201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차관을 통해 배분된 금융지대의 핵심은

사실 금리차이에 있다. 1960년대의 저축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에서 금융자원이라는 희소한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일

부 기업들에게 요구된 차입비용은 매우 저렴했다. [표 3-4]은 정책 금융

금리와 사채 시장 금리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수의 재벌기업

이 얻은 금융특혜로서 금리차지대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정책 금

융의 혜택을 얻지 못한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50%에 달하는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가며 사채시장을 이용해야 했다. 재벌기업의 재무구조

가 타인자본 의존적이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를 이렇듯 저리로 금

융지대가 공급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특혜를 바탕으로

소수의 대기업은 재벌기업으로 성장했다. 1974년 상위 10대 재벌의 총매

출액은 GNP에 15.1%에 달했으며 1979년에는 32.8%로 두 배 이상 증가

한다.28)

막대한 특혜금융을 통한 기업의 몸집 불리기는 국가와 기업 사이의

운명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국가는 경제성장

의 이득을 공유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기업에 대해 채찍을 휘두를 수 있

는 능력은 감소되었다. Kang(2002a: 17)이 언급했듯 “은행에 적은 돈을

빌리면 은행이 나를 소유하지만, 거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 내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If you owe the bank a little money, the bank owns

you. If you owe the bank a lot of money, you owe the bank.) 상황에

28) 1984년에는 GNP대비 10대 재벌 기업의 매출액 비율이 67.4%에 달한다. ‘재
벌공화국’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Amsden 198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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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것이다. 특혜금융 시비가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와중에 기업이 제대

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정부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972년 단행된 8.3 조치는 비대해진 기업의

힘으로 인해 국가의 규율 능력이 감퇴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

다.

1971년 5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특혜금융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업

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70년대 기업의 부채비율은

365.9%에 달했다. 이에 박정희는 취약한 재무 상태로부터 기업들을 구제

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사채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를 취한다. 8.3 조치는

모든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었다(박태균 2013: 105). 1960년대 급속한 경제발

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만성적인 자금난은 제도권 금융의 한계와 정책

금융의 높은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사채시장을 키웠다. 사

채 이용의 간편성, 무담보거래, 적기융통 등의 이점으로 사채시장의 규모

가 확대일로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대

기업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사채’를 증가시켰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

용받기 위해 소득을 사채로 가장하는 경우가 존재한 것이다(이정은

2014: 478-9).

8.3조치는 사채 동결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계한다는 취

지였지만 엄연히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

민당은 “공화당은 경제파탄을 미봉 궁여지책으로 호도하려는 것이며 헌

법에 보장된 국민 사유재산권을 중대침해 하여 경제유통과 국민사생활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서민대중의 희생 위에 정부권력과 결탁

된 소수부실 특혜업체에 새로운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

했다(박태균 2013: 129).

하지만 기업에 대한 구제조치는 부실기업의 경영합리화조치나 위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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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제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동반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부동산과 같은

비사업적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재무구조 부실 문제에 책임을 져야 했지

만 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계속적으로 제공되었다. 전경련은 기업중심의

금융지원 및 자금공급의 확대, 금리 인하, 기업 조세부담 완화 등을 요구

했으며 김용완 전경련 회장은 박정희에게 지속적으로 기업사채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주장했으며 사채동결 자체를 건의했다(박태균

2013: 130-1). 결국 8.3 조치는 부실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하에 이들에

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다.

[표 3-4] 정책금융금리와 사채금리의 비교

연도
명목

대출금리

사채

금리

정책금융금리
인플레이션율

실질

대출금리
수출

금융

국민투자

기금
1960 17.5 11.7 5.8
1961 17.5 14.0 3.5
1962 16.6 18.4 -1.8
1963 15.7 52.6 29.3 -13.6
1964 16.0 61.8 30.0 -14.0
1965 18.5 58.7 6.2 -12.3
1966 26.0 58.7 14.5 -11.5
1967 26.0 56.5 15.6 -10.4
1968 25.8 56.0 16.1 9.7
1969 24.5 51.4 14.8 9.7
1970 24.0 49.8 15.6 8.4
1971 23.0 46.4 6.0 12.9 10.1
1972 17.8 39.0 6.0 16.3 1.5
1973 15.5 33.4 7.0 12.1 3.4
1974 15.5 40.6 9.0 12.0 30.4 -14.9
1975 15.5 41.3 7.0 12.0 24.6 -9.1
1976 16.5 40.5 8.0 14.0 21.2 -4.7
1977 17.3 38.1 8.0 14.0 16.6 0.7
1978 17.7 39.3 9.0 16.0 22.8 -5.1
1979 19.0 42.4 9.0 16.0 19.6 -0.6
1980 22.0 44.9 15.0 22.0 24.0 -2.0

주: 명목대출금리 – 상어어음(1년만기)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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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율 – GNP디플레이터. 자료: 김상조(2011).

2. 정경유착과 부패스캔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

인식지수(CPI)를 발표한다.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대부분을 40위에

서 50위의 중하위권에 머물러왔다. 약 30여개의 OECD 국가 중에서는

20-29위 사이에 있다. 부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난 20여년의 기간 동

안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며 영국의 BBC는 한국의 부패문제의 근원이 박정희 정권에 있다

고 논평한바 있다.29) 재벌기업과 정치권력의 결탁 속에서 주고받은 이권

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박정희에게 경제성장은 민족의 부흥과 부국

강병이라는 목표 이전에 자신의 정권의 유지 및 존속에 사활적인 이익이

었다. 아래의 [그림 3-1]는 박정희 정권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1961년 이

래 야당의 중진의원이자 1971년 대선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김대중 후보

와 경쟁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김일성과 체제 수호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였음을 보여준다.

1971년 4월 27일에 있었던 제 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53.2%, 신민당의 김대중이 45.3%를 득표했으

며 실질적인 득표수 차이는 94만여 표에 그쳤다. 금권 및 관권에 의한

선거부정이 자행된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94만여 표 차이는 매우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선거 이후 박정희는 ‘선거에는 승리했

으나 정치적으로는 패배했고’, 김대중은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정치적

으로는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성국 1992: 178).

29) “Why South Korea's corruption scandal is nothing new”.
https://www.bbc.com/news/world-asia-38078039 (검색일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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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는 박정희 정권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못한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1968년 금태환정지 조치와 1969년

의 닉슨 독트린은 한국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미국경제의 위험신호를 보

여주는 사건이었고, 1970년대 초의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는 박정희로

하여금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국

으로부터의 지원을 더 이상 받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게 했다. 이에 박

정희는 더욱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

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총화단결’을 주장하는 한편 국가비상사

태를 선포하는 등의 국내적 통제를 강화했다(마상윤 2010).

[그림 3-1] 박정희 정권이 처한 대내외적 경쟁구도

① 5월 증권파동

1961년의 증권파동은 정부기관인 중앙정보부가 민주공화당의 창당 과

정에 필요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증권시장을 교란시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약 5300여명에 이르는 일반투자자들이 138억여환(현재가치 690

억여원)의 재산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으며 장기간 증권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문제

를 발생시켰고 증권거래소의 자생적 발전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

다.30)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한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면책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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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 증권파동과 함께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

동차 사건, 일명 ‘빠찡꼬’ 사건 등의 4대 의혹 사건은 군부세력이 중앙정

보부를 앞세워 공화당 창당 자금과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삼분폭리사건

1963년은 수해, 태풍 등으로 대흉년이 들어 쌀, 보리 등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던 어려운 시기였다. 북한의 김일성이 대남 식량 원조를

하겠다고 제안할 정도였다. 3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당초의 민정이양의 약속을 뒤집고 군정을 4년 늘릴 것을 국민투표를 통

해 승인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식량 원조와 차관 원조 등의 일

체의 원조지원을 중단하기에 이르고(주익종 2017: 106)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박정희는 7월에 민정이양 절차를 발표하고 10월 대선에서 윤보선

후보에 승리하며 3공화국이 수립된다. 이 무렵 경향신문은 ‘삼분(밀가루,

설탕, 시멘트) 폭리 사건’을 보도했고 1964년 1월 15일 제 6대 국회의 임

시국회에서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이 “군사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정치

자금의 조달을 위해 몇 사람의 삼분, 삼백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치부케

했다고”고 폭로했다.31) 정부 지원을 받은 미원조 달러로 설탕, 밀가루 같

은 소비재를 수입해 시장을 장악한32) 당시 효성물산 등의 제분업자와

제일제당, 동양시멘트와 대한양회 등이 밀가루, 설탕, 시멘트의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1964년 정부의

국정감사보고서는 “1963년 상반기에 삼분제조업자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

30)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41
국가기록원. (검색일 2018.5.15.)

3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34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18.5.15.)

32) “어제의오늘 1964년 ‘삼분폭리사건’ 정치문제로비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71719085
(검색일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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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 제일제당 외 17개사에 대해 추징세액 3880만원, 벌과금 390만

을 부과했다”고 기술하고 있다.33)

③사카린 밀수 사건

대선 자금 모집과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또 다른 부패 스캔들은 1966

년 김두환 의원이 국회에 “이것은 재벌이 도둑질해먹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이올시다.”라고 외치며 오물을 뿌린

‘국회오물투척사건’의 발단이 된 사카린 밀수 사건이다(강준만 2004). 이

맹희의 회고에 따르면, 1967년 대선준비가 한창이던 때에 삼성그룹 계열

사인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의 이병철은 일본의 미쯔이 물산으로부터 차

관을 받아 비료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정권과 합의했다. 농촌인구가 대다

수였던 당시 상황에서 비료공장 건설은 민심을 얻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

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비료는 미쯔이로부터 100만 달러를 리

베이트로 받아 정부의 묵인 하에 사카린 원료(OTSA)와 당시 금수품이

었던 양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등을 건설자재로 속여 대량으로 밀

수하고 암시장에 되팔아 이익을 보게 된다.

④걸프사(gulf oil) 리베이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Ⅱ>을 통해 밥 도

시(Bob Dorsey) 걸프석유 회장이 1967년과 1971년의 한국 대통령 선거

에서 박대통령을 도와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걸프

사는 한국 연안 대륙붕 내에 부존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하

기 위해 한국과 협약을 맺은 미국 기업이다. 걸프사의 도시 회장은 1975

년 미 다국적기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1967년에 100만 달러,

1971년에 300만 달러로 총 400만 달러34)를 한국의 공화당에 정치자금으

3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34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18.5.15.)



- 54 -

로 제공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1960년대 초부터 대한석유공사와 합작으

로 정유공장을 운영했고 정유공장 확장과 관련한 경제적 이해가 맞물리

자 정치자금을 건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명예회장은 1992년 정계에 진출하며 “3공 때는 연

10억-40억 원, 5공엔 50-60억 원 씩, 6공에는 50억-100억 원 씩 통지자

에게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 정

치자금 공여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지만 실제 재계에 몸담았던 정주영씨

가 이렇게 고백하자 소위 ‘검은돈’의 실체는 명확해졌다. 국가는 기업의

이권을 보호하고 기업은 정권에 ‘떡고물’, ‘비자금’, ‘정치자금’ 등을 상납

하는 식의 거래가 있어왔던 것이다.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한 국가와 재

벌기업은 일방의 수직적인 지배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의 관계망’ 속에 존

재 왔다. 정부와 재벌의 유착은 부패의 고리를 형성했고 이 당시 기업의

정치 자금 헌납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업에 대한 특권 제공은 일상

적이었다. 예컨대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이 직접 정치자금을 거두어

들이고 그 과정을 중앙정보부가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존재했고

박정희 정권의 실세들 사이에서 ‘정치자금 징수 경쟁’도 있었다고 한다

(조희연 2007: 137). 아래의 [표 3-5]은 재벌 기업의 정치자금 규모를 보

여준다.

34) 통계청 홈페이지의 화폐가치환산 프로그램은 1971년의 4백만 달러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는 약 740억 원으로 계산한다.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
(검색일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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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재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매출

순위
재벌

새마을

운동

새세대

육영회

새세대

심장

재단

일해

재단

DJP

펀드
총

공여

순위

1 현대 7.4 2.5 3.0 5.15 0.52 18.57 1
2 삼성 7.8 2.0 1.0 4.5 0.9 16.2 2
3 LG 6.7 0.5 0.3 3.0 1.3 11.8 3
4 대우 4.85 0.3 0.8 4.0 0.7 10.65 4
5 SK 5.8 1.0 - 2.8 1.0 10.6 5
6 쌍용 2.7 - - 1.5 0.8 5.0 12
7 한진 4.5 0.7 1.0 2.2 0.6 9.0 7

8
코리아-익

스플로시브
1.1 0.4 0.8 1.5 0.4 4.2 13

9 효성 0.8 0.2 0.2 0.9 0.2 2.3 20
10 동국 2.1 - 2.2 1.45 0.6 6.35 10
11 기아 3.6 - - 0.7 1.0 5.3 11
12 두산 1.1 - - 0.9 - 2.0 21
13 롯데 3.9 0.02 0.87 2.0 0.2 6.99 8
14 코롱 0.75 - - 0.7 0.4 1.85 22
15 동아 1.0 1.0 - 1.3 - 3.3 17
16 한일 5.7 0.6 1.8 0.9 1.3 10.3 6
17 대림 3.3 0.5 - 1.3 1.5 6.6 9
18 금호 1.9 0.05 - 1.0 1.2 4.15 14
19 동부 2.6 0.1 - 0.3 0.4 3.4 16
20 삼미 1.7 0.3 - - 0.6 2.6 19
21 풍산 2.5 - - 0.8 0.4 3.7 15
22 한보 2.2 0.03 - - 0.7 2.93 18
총 74.0 10.2 11.97 36.9 14.72 147.79

단위: 10억 원

자료: David Kang(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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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패, 발전정책의 조합 그리고 경제성장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박: 이론과 현실

자유화, 민영화, 작은 정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모델을 적극 수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

제실적은 발전국가모델을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1997년 한국을 위기에 빠뜨린 IMF 사태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도덕적

해이 등 발전국가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영,미식 자본

주의 모델에 대한 의존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득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원인은 국가의 시장 개입 그 자체에 있기보

다 오히려 금융 자유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보이는 손’으로서의 관리, 감

독 체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더욱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영,미식 모델이 가진 약점들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었다.

앞서 2장에서는 공공선택론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의 연쇄논리인 ‘국가

의 시장 개입이 부패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경제가 성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론은 한국의 경우 효율적 관료제와 규율 능력을 갖춘 강한 국가

였으므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지대추구로 인한 비효율성은 상당

히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것은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효과적

인 반박이 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부패 스캔들의 발생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을 만큼 이례

적이거나 드물지 않았다.35) 국가-기업의 연합 속에서 뇌물, 정치자금 등

35) 박정희 정부는 당시 만연한 공직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부패 특별
조사반 설치’, 감사원 확대, ‘서정쇄신운동 및 계열연대책임제’, 서정쇄신 상벌
기록부 작성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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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융혜택과 같은 이권들이 교환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경유착

의 관계는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포스코(POSCO) 역사박물관에는 당시 포항제철 건설을 도맡은 박태

준에게 박정희가 준 ‘종이 마패’36)가 있다. [그림 3-2]의 ‘종이 마패’를 방

패삼아 당시 설비구매 과정에서 공급업체에 상납과 리베이트를 받아내려

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항했다는 일화가 있다. 1964년 ‘철강공업종

합육성계획’에 따라 당시 대한중석의 사장이었던 박태준은 포항제철 건

설을 도맡았다. 1966년 대한국제제철차관단(Korean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 KISA)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되고 이들로부터 자금을 조

달받으려 했지만 차관자금은 부족했을뿐더러 미국과 세계은행(IBRD)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한 것

이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 박태준에게 밀어

닥친 정치인과 관료들의 외압으로부터 박정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종이

마패는 그에 대한 박정희의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일화인 것이다. 문

제는 역설적이게도 이 종이마패의 존재가 그 당시의 부패실태를 고백하

고 있다는 점이다.

36) 박 사장은 만년필을 들어 ‘전문-목표-실천방법’ 순으로 자세하게 메모했다.
핵심은 “포철이 일본기술협력단과 협의하여 공급업체를 결정한다”는 것.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 계약(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증해준
다”는 조항도 넣었다. 대통령은 메모를 읽고는 왼쪽 위 모서리에 친필서명을
했다. “이제 어려울 때마다 번거롭게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걸 보여 주면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게.”
“[포스코 50년] 9.부실공사, 외압 원천봉쇄를 위해 ‘종이마패’까지 등장”.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4851
(검색일 2018.5.14.), [그림 3-2]도 동일 기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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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박태준에게 건네진 종이마패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신자유주의의 최소국가주의 주장을

반박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우선, 국가의

시장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수준이 낮은 사례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설령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부패가 있을지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시장개입이 저성장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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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Fisman and Golden(2017)은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국가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지만 부

패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설명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에 ‘제대로 간섭하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

는 사례였다. 국가의 시장개입은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

증 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박정희 시대 한국의 사례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

한다. 2장에서 밝혔듯 자본, 투자, 소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국가의 능력

이 부패와 성장을 양립가능하게 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은 2장의

[그림 2-3]가 보여주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 경로에서 모두 자유주의자

들의 주장과 달리 활발한 투자가 일어났다.

김상조(2003: 95-102)는 한국산업은행의『설비투자계획조사』의 자료

를 통해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중반 경공업의 수출산업화 시기와 1970년

대 중화학공업 건설시기를 거치며 제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양적, 질적

으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1964년에서 1971년까지 12,686

억 원이었던 설비투자총액이 1973년에서 1979년 사이에는 총 186,380억

원 수준으로 10배 넘게 증가한다. 또한 1970년대에는 기존 설비의 확장

을 위한 투자가 생산력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신제품 생산을 위

한 투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한다. 10대 재벌 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생산 비율은 1973년에 5.1%였던 것이 1978년에는 10.9%로 상승했으며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1970년 126개 사에서 1979년 429개 사로 3배 이

상 급증한다. 1973-78년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9.9% 상승한데 비해 46

대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2.8%나 성장할 수 있었다. 신생 기업

인 대우의 경우 연 53.7%씩 성장하기도 한다. 연구개발비 투자(정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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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모두 포함) 역시 1963년에 12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1977년에는

1,083억 원으로 급증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당시 기업들의 투자자금의

70% 가량이 외부에서 조달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산업정책과 적극적

시장개입을 통한 금융지원이 있었기에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공공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im & Leipziger(1993)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의 한국은 터키, 콜롬비아, 대만에 비해 사회간접자

본이 덜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1960년대의 국내총투자(GDI)의 3

분의 1 이상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되었다고 한다. 이는 1970년대

까지 지속되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은 말레이시아보다는 거의 2배 수

준에 달하고, 태국에 비해서는 50%나 높았음을 보여주며 전기, 도로, 철

도, 통신 시설 등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종화

외 2011: 88)의 2011년 연구보서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정부지출의 경

제성장기여율이 정도가 2-3% 수준인 것에 반해 한국은 28.6%에 달한

다.37) 일본과 대만 역시 20%가 넘는데 이러한 특성은 정부주도 성장의

동아시아모델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즉, 경제

성장과정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정부 관료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

탕으로 중앙집권적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은 이 결정을 충실

히 이행하는 방식의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의 운용에 따른 결과인 것

이다.

1960년대에서 1984년까지 한국은 항상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높았다.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야 할 만큼 투자는 정체되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에 비해 한국은 약 6배 높은 수준으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조종화 외 2011).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91.6 달러에서 1979년

1,746.7 달러로 증가했으며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8.3%로 약

37) 실증분석은 1970년에서 2007년 동안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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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달한 대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 산업

화의 대표 모델인 한국은 국가가 개입했기 때문에 민간 및 정부 투자가

부족했고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없는 사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정책조합으로서의 소비, 자본, 투자 통제의 트리니티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뒷받

침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낮은 저축률로 인해 산업화를 위

한 자본 축적이 결여되어 있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 속에 정경유착을 통해 만들어진 부패한 돈

마저 국내경제에 활용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유출된다면 경제발전은 이루

어질 수 없다. Wedeman(1997)은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이유는 단

순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가 아니라 부패한 돈이 국내에서 쓰이지 못

하고 해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이유는 부패로 인해 공

정한 시장경쟁이 저해되어 민간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공공자원이 생산성

이 낮은 주체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높여 공적투자의 효율성 역시 감

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정경유착의 부패 속에서도 민간

및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점권, 보조금, 조세감면, 정책

금융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었으며 자원을 몰

아주는 방식의 대규모 동원을 통해 토착 기업의 거대성장을 도왔다.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 하의 한국은 산업화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사치

성 소비를 억압하고 은행국유화 조치와 외국환관리법을 통해 국외로 자

금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했으며 실적에 기반한 자원 배분과 기업들의 과

잉중복투자에 대응해 산업합리화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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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낼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하나의 정책조합으로서 소비, 자본, 투자

정책이 어떻게 국가의 자원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며 안으로는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살펴본다.

1) 소비의 통제

1960년대 경공업의 수출산업화, 그리고 1970년대 수출중심의 중화학

공업 건설을 통해 압축,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을 고안하면서 후진국이 겪는 고질적인 내자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산업고도화를 위한 생산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술

도입 등에는 어김없이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

대에는 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밑돌았으며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 되

고 심화되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는 국내총투자와 저축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물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산업화는 요소투입과 투자

팽창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우선시하고 소비의 미덕을 희생시키는 형

태를 보였다. 투자->생산->소비->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자원은 제조업 확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집결

되어야 했다. 이종현(2012)은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의 동원과 통제 속에

서 소비의 측면이 억압되었고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심화단계에서는

소비재 제조업은 수출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1970년대를 ‘소비 억압의 시대’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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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소득대별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소비성향

자료: 이종현(2012)에서 인용.

평균소비성향은 1인당 국민총생산(GDP)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을 의미한다. [그림 3-3]은 1970년대 한국은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소

득 수준이 비슷했던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의 남미 국가들

과 비교했을 때 민간의 전체적인 소비(평균소비성향)수준이 뚜렷이 낮았

음을 보여준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의 차이는 우루과이를

제하고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경우 점차 커지는데 동일 소득수준의 남미

국가보다 한국이 소비를 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은 시기별 한

국의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1960년 초반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소비가 1979년에는 80% 수준에서 65% 미만으로 15%p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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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기별 한국의 평균소비성향

자료: 이종현(2012)에서 인용.

정부는 당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제조업 발전에 모든 자원을 쏟

아 붓고자 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규모 축소와 화폐 개혁 실패 등

자금동원에 어려움을 겪자 국민의 소비를 억압하고 저축을 늘리는 방안

이 제시된다. 1961년 5월 10일에 제정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1982

년에 폐지되기까지 과자, 음료수, 사무용품, 축음기, 귀금속, 화장품, 금속

류 등 국민들의 소비생활 전반을 통제한 대표적인 금지법이다. 특정외래

품판매금지법 제 1조에는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외

래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치성 소비를 막고 외화를

절약하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간소화해 낭비적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 소비

를 진작하려는 목적에서 공포된 1963년 3월 ‘가정의례준칙’은 처벌수위를

점차 강화해 가며 개정되었고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돌리지 말 것과 술이

나 음식물을 대접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보리쌀을 10% 이상 섞은 밥을 제공해야 하며 반찬의 가지 수를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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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명시한 ‘표준식단제’가 시행된 바 있다. 1961년 상품권법이 제정된

이래 상품권 활용을 통한 중산층의 사치성 소비가 증가하였고 1973년 10

월 제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자 1975년에는 ‘백화점 상품

권 전면 금지제’ 등이 시행된다.

1976년 10월 4일 동아일보 석간 3면에는 조세제도와 관련한 고려대학

교 김완순 교수와 서강대학교 김종인 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김완순 교

수는 1977년의 2조 6750억 원의 예산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

별로 세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종인 교수는 국방비 조달과

사회개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옳은 방향이

라고 설명한다. 이런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의 공통된 의견은

1976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경제개발계획과 앞으로 있을 경제개발계

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투자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

억제를 통한 저축률 증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설비투

자의 외화자금 차입 비율이 40%가 넘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재원 조달은 국내소비 억제를 통해 가능하다

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종합소득세와 1977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

세를 도입해 소득세 세수가 2천억 원에서 60% 이상 증가한 3천 3백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소비세도 7천 7백억에서 1조원으로 증가한다. 1971년

에 시작된 국민 개조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새마을운동의 구호는 ‘근

면, 자조, 협동’이다. 근검절약 정신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도시, 학

교, 공장 등으로 퍼져 나갔고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설립이라는 결

실을 맺게 된다.

소비 통제의 또 다른 주요 수단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입제안

은 주로 관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1970년대에 들어 관세는 지속적으

로 인하하는 반면 수입승인제도, 수입예시제도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보



- 66 -

호했다. 이 당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었지만 1976년에 들어서는 사전

승인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품목을 정하는

방식(positive listing)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 일부품목을

예시해두는 방식(negative listing)으로 점차 규제를 완화해 간다. 1967년

에 58.8%였던 수입승인 면제비율은 1979년에는 69.1%로 상승한다. 한편

수입자유화의 품목 수는 늘어났을지라도 오히려 해당 수입규모는 줄어드

는 점 역시 목격되는데 이를 통해 수입품목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

입은 외환부족문제를 타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

였다고 평가 가능하다.

2) 자본 통제

1950년대까지 필리핀은 우수한 노동력, 높은 교육 수준, 뛰어난 기업

운용능력, 풍부한 자원 등 한국과 비교할 때 경제 발전에 필요한 부존요

소들이 월등히 앞선 나라였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제적 성과는 ‘부분요소

들의 단순 합(su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Hutchcroft(1998)는

필리핀의 경제발전이 뒤쳐진 이유를 낙후된 정치발전에 찾는다. 즉, 몇몇

소수의 과두적 기업집단(oligarchic entrepreneurs)의 약탈적인 행위를 정

치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리핀 은행 시스템의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은 첫째, 중앙은행이

거대기업들이 소유한 상업은행들에 대해 각종 특혜를 베풀었다는 점이

다. 요컨대, 은행의 설립, 정부예금, 긴급 구조(emergency bailouts), 대출

등의 자원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신뢰할 만한 상업은행에 준

것이 아니라 가산제(patrimonial)적 국가시스템 속에 강력한 사회세력을

형성한 소수의 기업집단들에게 배분한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의 규율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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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규제나 규율을 어긴 하위 은

행들에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부족했고 중앙은행의 권한을

뒷받침 할 국가의 통제능력 역시 부족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사법권력 역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기업집단에 매수된 사법부는 은행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없었다.

허치크로프트가 필리핀의 은행 시스템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중

앙은행의 규율 및 규제 능력이 결국 한 나라 경제정책의 수행능력을 보

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Hutchcroft 1998: 6). 한국과 필리핀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은행에 대한 통제능력의 획득

여부에 달려있다. 발전국가론이 강조하는 국가의 규율능력(disciplinary

capacity)은 필리핀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보았을 때 극명한 차이를 가

져오는 요소이다. 집권 직후 박정희는 국가 통치력에 강력한 반대세력으

로 규합할 수 있는 사회세력인 기업인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부

정축재자처리와 은행국유화 조치를 취한다. 범법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

와 자금줄의 차단을 통해 기업집단이 일탈 할 수 있는 행동범위를 대단

히 좁힐 수 있었다.

안태환(2016)은 2015년 3분기 기준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가 매우

낮으며 식품, 의약품 등의 기본 생필품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볼리바르

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공식 환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의약품

수입에서 2013년과 2014년 의약품의 수입물량이 2003년에 비해 87%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입금액(FOB 기준)은 10배나 높아졌다.

즉, 2003년에 1kg에 2달러였던 것이 2014년에 86달러로 급등하면서 수입

대금의 명목으로 대규모의 외환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Denis(2015)의 “2014년 이후 독점적인 다국적 기업에 금융부문, 부패한

관료의 협력 하에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로챘다”는 지적을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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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평가된 공식환율이 지속되는 이유는 의약품 다국적기업과 관계된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안태환(2016)은 지적한다. 베네

수엘라뿐 아니라 1980년대 외채위기를 겪은 남미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저발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자본

및 금융 자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부의 해외유출이 더욱 용이해졌다.

설령 부패를 통해 벌어들인 돈(corrupted money)일지라도 국내에 머물

며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

원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Wedeman 1997: 460).

박정희 정권이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미국원조에

의지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산업화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처리, 화폐개혁을 단행

해 내자조달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김입삼 전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경

제신문에 게재한 자신의 회고록38)에서 5.16 쿠데타에 참여한 유원식 대

령의 말을 인용하며 5.16 직후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가 2억 7천만 달러

가 넘는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가 1962년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은 1963년 9월에는 외

환보유액이 1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이처럼 박

정희 정권 초기부터 산업화의 재원 마련은 사활적인 목표였다. 요컨대,

건전한 금융자본의 조달과 효율적 배분, 그리고 외화유출이 일어나지 않

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다. 외환의 초과수요가 만성적이었던 당시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환통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외환통제의 구체적인 형태는 외환관리집중제도와 외자도입 심의 및

허가제도의 운영으로 나타났다(이병천 2003: 86). 요컨대, 민간의 외환보

유 및 자유로운 사용을 일체 금지했으며 모든 외환을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두고 계획당국이 배분을 직접 담당하는 식이었다. 외자도입과 관련

38) 한국경제신문 1999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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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1960년『외자도입촉진법』이 도입됐으며 1962년에는 상업차관

도입 인가, 미국 AID 원조도입 합의,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과 『장기결

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었다. 민간이 해외

차입을 할 경우 정부 및 중앙은행은 상환보증제를 통해 외자도입을 도왔

다. 1950년에서 1960년대의 해외차입 총액에서 은행보증을 포함한 실질

적인 정부보증은 88%에 달했다(이병천 2003: 87). 해외차입에 있어 정부

보증은 외국 대부자들에게 높은 신임도를 주어 민간의 외자도입을 원활

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민간 차입자에 대해서는 외화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었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출 증진노력에 따라 수출업자의 외화획득이

늘어났고 이에 외환지급 중심이 아니라 외환의 획득과 사용에 대해 관리

하는 체제로 외환제도의 기조가 변경되었다. 외환제도를 규율하던 기존

의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재무부령』, 『재무부

고시』 및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등이 1961년에 『외국환관리법』39)

으로 통합되어 일원적 체계를 갖추었다.『외국환관리법』에 의거해 설치

된 외국환심의위원회는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사실상 최고외환관리기구

로서 외국환수급계획의 심의, 정부외화사용계획의 집행과 그 결과의 심

사 분석, 재무부장관이 작성 제출하는 의안 및 자문사항의 조사 심의를

담당했다.

1970년대 초 제 1차 석유파동과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무역적자

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외화자금을 확보하고자 수입담보금 제도를 강

39) 『외국환관리법』이 만성적인 외화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환지급에 있

어 ‘원칙금지, 예외허용방식’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외환거래를 규제 및 관

리하는 체제였다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

장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관리법』이 폐지된 1999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한국은행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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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장려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40) 1976년에 들어 다

행스럽게도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건설경기 특수를 누렸고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실적도 상당부분 호전되어 국제수지가 개선되었다.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1977년에는『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

을 통해 외환자유화가 추진되었고 1978년에는 나아진 경제사정을 반영해

외국환은행업무의 확대 및 자율화, 외환거래담보금제도의 개편, 외국환집

중관리의 완화, 선물환제도의 개선 등 외환자유화가 점차 확대되었다.

3) 투자 통제

1970년 3월 닉슨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 1개 사단 철수할 것을 결정

했다.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박정희에게 6만 명의 주한미군 중 3분의 1

만큼을 감축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주한미군

감축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는 자주국방의 기본이 될 중공업을 육성하

고자 1973년 1월 12일에 중화학 공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중화학공업의

추진 방식으로는 중화학공업 분야 전체가 아닌 파급 효과가 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기계, 비철금속의 6개 업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요소공격방식(impact Policy)’을 채

택한다는 것이었다.41) 상기 6개 업종의 1980년 목표 생산액을 미리 책정

하고 그것에 필요한 공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건설하면서 재벌의 참여를

유도하고자했다(박길성, 김경필 2010: 142). 중화학육성책은 수출을 주도

40) 이상 <국가기록원의 자료> 참고.
41)공개재분류 중요기록 해설 Ⅲ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p.53.
http://www.archives.go.kr/next/common/archivedata/render.do?filePath=2F7570
46696c652F70616c67616e2F313239353933363834373430362e706466
(검색일.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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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대 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

다.

하지만 재벌기업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 정책금융 공급 및 투

자공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유인을 제공하였고, 중화학공업이

요구하는 신규 기술인력을 조달하기 위한 각종 전문학교 및 직업교육기

관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담당 정부출연연구소 역시 신

설된다(김경미 2017: 115). 가장 두드러진 투자 지원책은 수출산업, 중화

학공업, 대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 배분하는 것이었다. 정책금융은 특정

기업에게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1973-1981년 간 일반 대출 금리는 평균 17.3%였으나 무역금융금리

는 9.7%에 불과했다(이명휘 2009: 106). [표 3-6]은 각 산업별로 중화학

공업 개발계획에 참여한 주요 대기업을 보여준다.

중화학공업육성책은 허가권 및 독점권을 통해 시장에 진입장벽을 세

우고 일부기업에 보조금 등의 ‘자원을 몰아주어’ 관련 산업을 수평적, 수

직적으로 통합해 산업연계 효과를 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이루어내는

전략을 취한다. 예컨대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

자공업진흥법(1969), 철강공업육성법(1970),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비철금속제련사업법(1971) 등은 해당 산업 육성을 도맡은 일부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진입제한규제를 담고 있

다. 일단에 진입에 성공하면 금융지대를 통한 투자재원 조달이 용이했을

뿐더러 경쟁자의 부재로 인해 재투자를 통한 비약적인 압축성장을 달성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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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화학공업 개발계획에 참여한 주요 대기업

산업 세부업종 주요 대기업
철강 제철 국제

기계

자동차 현대, 대우, 기아
기관차 대우, 현대

자동차용 엔진 현대, 대우, 기아
기계 현대, 효성, 국제, 선경
중기계 현대, 삼성, 대우

건설용 중장비 현대, 대우

조선
조선 현대, 삼성, 대우

선박용 엔진 현대, 쌍용, 대우

전기전자
전자 삼성, 럭키, 대한전선
중전기 효성, 쌍용
발전설비 현대, 삼성, 대우, 효성

화학

화학 럭키, 선경
화학섬유 럭키, 쌍용, 한국화약
정유 럭키
시멘트 쌍용

자료: 김경미(2017: 116)에서 인용.

하지만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이윤율 하락, 임금인

상, 인플레이션, 외채 증대, 은행 부실화 징후, 공업 간 불균형에 의한 소

비제약 등의 문제로 혼란스러웠고 유신체제는 정권의 정당성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체제 존립에 요구되는 경제적, 물적 토대가 바

탕이 되지 않은 폭압적인 물리력만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태균 2013: 102). 이에 박정희 정권은 종합 무역 상사 제도를 도입하

자는 전경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미 1968년에 전경련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촉진시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산업

적, 상업적 계열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종합무역상사에게 부여된 낮은 이자율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 산업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했고 1977년 30대 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5%에 이를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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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비료, 철강, 전기,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기간산업이 재벌의 손에 넘어감에 따라 기업의 힘

이 비대하게 커졌다. 1973-78년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9.9% 상승한데

비해 46대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2.8%나 성장할 수 있었다. 신

생 기업인 대우의 경우 연 53.7%씩 성장하기도 한다. [표 3-7]에 따르면

기업 자회사의 60%가 1970년대에 설립되었다. 문제는 저리의 금융특혜

를 통해 경쟁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기업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중

복투자, 과잉투자 그리고 심각한 부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예컨

대, 79년을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의 연관산업 수는 엘지 24개, 삼성 26

개, 대우 20개, 현대 15개 등이었다.

[표 3-7] 주요 10대 대기업의 자회사 증가추세

자료: Kuk(1988: 116)에서 인용.

Kim(1997)은 기업의 특성을 ①가족 내 충성심을 중심으로 집중화 된

가족 소유제 및 경영제 ② 유연한 기업 내 인적, 기술적, 자본의 동원과

자회사
1950년

이전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84
미확인

삼성 30 1 3 6 11 8 1
현대 32 1 2 4 20 1 4
엘지 24 1 2 5 10 3 3
대우 24 0 0 0 21 3 0
선경 14 0 1 1 7 3 2
쌍용 14 2 1 3 6 2 0
코리아

익스플로

시브스

18 0 1 5 8 3 1

국제 18 1 0 0 13 0 4
한진 12 1 0 5 6 0 0
효성 20 1 2 5 12 0 0
총 206 8 12 34 114 23 15

비율
(206-15

191=)
4% 6% 18% 6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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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③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분야로의 수평적 다변화로 요약한다. 특히

세 번째 특성인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독점체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미비 등 1997년 외환위기 발발의 대내적 원인으로

꼽힌다. 1970년대 현대, 삼성, 금성과 대우 등 상위 4개 대기업은 중화학

공업화의 핵심 6대 산업이 아닌 건설 부문과 금융부문에서도 두각을 나

타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의 이면에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다 자유

로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 있었다. 예컨대 건

설부문에의 진출은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증대하는 국내의 건설수요

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었고 중장비(heavy machinery), 건설장비

(construction machinery),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문과의 후방연계효과

(backward linkages)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1970년대의 ‘중동 특수’는 기업들의 건설부문 진출을 설명하

는 중요한 변수이다(kim 1997).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적인 수

출수요 하락으로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던 한국경제에 중동진출은 사

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었다. 1975년 중동건설 수주액은 7억 5천만

달러에서 1980년 82억 달러로 연평균 76.1% 증가한다. 현대의 중동진출

의 성공은 다른 대기업들로 하여금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본

보기가 되었다. 물론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중동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

고 중동특수의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의 장

기불황 추세 속에서 특혜를 추구하는 기업들 간의 과도한 투자경쟁을 막

고자 정부는 산업합리화정책의 일환으로 1979년 5월 중화학투자조정 1차

조치, 제 1차 중화학투자조정 후속조치, 제 1차 중화학투자조정 2차 조치

를 취한다. 이 조치에는 예컨대 기술도입 유보, 투자계획 연기, 디젤엔진

생산의 경우에는 현대엔진, 쌍용중기, 대우중공업 이외의 신규설비투자

금지, 현대양행의 중장비엔진공장 건설공장 백지화 등 기업들의 투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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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연기하거나 중단시킨다.

이상에서는 박정희 시대 한국에서 부패와 경제성장이 공존할 수 있었

던 제도적 조건으로 소비, 자본, 투자 통제 정책의 독특한 조합을 살펴보

았다. 박정희 시대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한

국가와 기업 사이에 정경유착의 부패가 존재했지만 발전과정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식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박정

희 정권은 산업정책을 통해 오히려 투자를 진흥 및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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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이상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기 부패와 경제성장이 공존할 수 있었던

제도적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소비, 자본, 투자 통제 정책의 독특한 조

합 속에서 살펴보았다. 즉, 정권유지와 이윤추구 등 국가와 기업이 각각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하는 가운데 소비와 자본배당 그리고 투자가 통제

되는 제약 속에서 부패한 돈(corrupted money)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낭

비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전용될 수 있었다는 논지이다. 무엇보다 시장에

서의 국가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동원이라는 정

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촘촘하고 일관된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서

의 정책 조합과 배열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부패를 연결고리로 한 국가개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질

문을 던짐으로써 공공선택론의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관적 예측을

반박하고 발전국가론이 지나치게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낙관한

박정희 시대의 부패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 논의가 부패의 규모

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면 본 연구는 부패의 양 그 자

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부패한 돈(corrupted money)이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패수준의 정량화 시

도가 아니라 부패를 당시의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국가-기

업 관계에서 발생한 정경유착의 비리로 성격규정을 했다.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시장개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격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부패문제를 다

룸으로써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의

시장개입이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를 낳는 것은 아니며 오히

려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부패의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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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파악하려는 일단의 이론들

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한국의 ‘부패와 경제성장의 공존’ 사례를 설명하려

는 시도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요컨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의

핵심은 부패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정책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높은 부패의 위험성을 안고 있지

만 동시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발전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만

능주의의 오류로부터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산업정책을 펴고 각종 공공자원을 직접 분배하는 방식이 항상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박정희 시대의 소비, 자본, 투자 통제

의 정책 조합이 부패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개도

국들에게 유의미한 정책적 처방이 될 수 있는지 역시 면밀한 재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박정희 정권 하의 독특한 정책조합

은 하나의 법칙처럼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발전국가론이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주지 못한 당시의 정

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과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실적 중심의 통제 속에서 작동한 발전국가 모델은 국

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점차 느슨해지면서 8.3조치와 같은 고초를 겪

기도 했다. 이후 망하게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대기업의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민주화

(democratization)는 박정희 시기 국가능력의 발휘와 기업의 순응에서 포

착한 국가-기업 관계를 뒤바꾸어 놓았다. 정치 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는 더 이상 우월한 존재로 기업을 통제하고 규율할 수 없게 된 것이

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정경유착의 부패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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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기 부패의 부정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었던 소비, 자본, 투자

통제의 트리니티가 민주화 이후의 국가-기업 간 정치역학 속에서도 부

패의 부정적 영향을 일소하기 위해 여전히 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

은 포스트 발전국가 시대의 부패문제를 다루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혼란스러웠던 한국정치는

부패문제의 해결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발전의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

가개입주의에 관한 발전이론들 간의 역동적 논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

에 있으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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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ocusing on the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Park ChungHee regime

Jeon Ji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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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e state’s market intervention necessarily lead to

corruption that hampers economic growth? If that is true, the

idea of state’s active market intervention will hardly ever be

justified. This is the logic behind public choice school’s

rent-seeking theory which endorses a small and efficient state.

Likewise, in the middle of the theoretical swing of economic

policy perspectives between interventionism and non-

interventionism, there lies the corruption issue.

Korea’s miraculous economic growth which took place in the

times of Park ChungHee is an interesting test case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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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conomic growth model. This, unlike what those advocates

of minimalist state might argue, consists of both great amount

of state intervention and corruption. It is unequivocal that

state-chaebol relationship was highly intertwined through illegal

political funds and bribery as a quid pro quo for rents granted

by state through market intervention. So, the question is: How

did Korea escape the logical trap of low economic growth

combined with corruption?

To further develop the question,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of neo-liberalism and developmental

state theory(henceforth, the DST) about state interventionism.

In this process, this paper points out the insufficient

explanatory power of both theories. Moreover to explain how

Korea controlled malicious economic effect of corruption is a

necessary factor in consolidating the theoretical consistency of

DST. This is because the minimal statist thinkers are pointing

to the crony capitalism and corruption as weaknesses of DST.

   Thus, this study refutes a group of scholars who argue that

there is a singl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stead, this paper asserts that a unique

combination of consumption, capital and investmen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Park’s regime is the key explaining the

factor of high economic growth in the highly corrupted

situation. To conclude I argue that neo-liberalism is nev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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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he only alternative for efficient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even the state’s market intervention poses a high risk of

corruption, yet also, it holds the possibility of high growth.

keywords : Park ChungHee’s developmental model,

Developmental State theory, Corruption,

Economic Growth, Neo-liberalism, Rent-seeking,

Public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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