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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사회 재벌기업에 대한 이중적 인식 분석

장리나

한국학 전공

국제대학원 

서울대학교

        

한국사회의 많은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들은 재벌기업의 존재 및 

활동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재벌기업에 관한 이슈와 쟁점은 지속

적으로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그 동안 발전

국가 체제하에서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통해‘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경

제성과를 이루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오늘

날 재벌기업들은 한국을‘재벌공화국’이라 칭해질 만큼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다른 부분에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경제력의 집중과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고 재벌기

업들의 일탈행위, 부정부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7 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주역이라 평가 

받던 재벌기업이 경제위기의 주요 책임자로 지적되었고, 재벌체제에 대

한 비판 및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

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이 시기부터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한국 재벌기업의 기원 및 발전과정은 정부와 구분하여 정의할 수 

없는 문제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는 재벌기업과 정부 간의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정경유착 논란을 다시 일으켰으며‘촛불시위’는 한국 국민

들이 재벌기업에 대한 불만 및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 

이렇듯 재벌기업은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

에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심각

한 수준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믿음을 함께 갖고 

있다. 본문의 연구를 통해 이런 이중적인 인식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

적인 부분의 중심내용은 각각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

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재

벌기업들이 그 동안 경제적,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

민들의 지지 및 신뢰를 얻지 못한 점과 금융위기 이후 재벌들의‘개혁’

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적으

로 심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현재와 미래의 재벌 개혁과 한

국 경제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문은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인 관점

이 더 많다는 특징과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재벌기업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 정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안토니오 그람시 (Antonio Gramsci)

의 문화적 헤게모니 (Cultural Hegemony) 이론을 채택했다. 과거 재벌

기업들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문



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어: 재벌기업,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정경유착, 문화적 헤게모니

학번: 2016-2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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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의 많은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들은 재벌기업의 존재 및 

활동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재벌기업에 관한 이슈와 쟁점은 지속

적으로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1)기업들은 그 동안 발

전국가 체제하에서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통해‘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경제성과를 이루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오

늘날 재벌기업들은 한국을‘재벌공화국’이라 칭해질 만큼 경제적인 부

분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다른 부분에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경제력의 집중과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고 재벌기

업들의 일탈행위, 부정부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7 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주역이라 평가 

받던 재벌기업이 경제위기의 주요 책임자로 지적되었고, 재벌체제에 대

한 비판 및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

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이 시기부터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 재벌(財閥): 재계(財界)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또는 기업가의 무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5).

   한국에서는 명확한 정의 없이 일상적으로 재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자적 의미는 ‘재력 집단’(财阀) 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는 ‘대규모 사기업 집단’ 또는 ‘대규모 사기업 집단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란 말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흔히 재벌이라는 말을 경제 엘리트, 거대 자본가 계급, 대기업 등 

다양하게 쓰인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많은 경우, ‘총 자산’, ‘총 매출’ 등을 기준으로 몇 개 상위 재벌들을 

뽑아서 재벌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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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재벌기업의 기원 및 발전과정은 정부와 구분하여 정의할 수 없

는 문제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는 재벌기업과 정부 간의 정

경유착의 오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국사회의 정경유착 논란을 다시 일으켰으며‘촛불시위’는 한국 국민들

이 재벌기업에 대한 불만 및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 

    이렇듯 재벌기업은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

에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심각

한 수준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믿음을 함께 갖고 

있다. 본문의 연구를 통해 이런 이중적인 인식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

적인 부분의 중심내용은 각각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

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재

벌기업들이 그 동안 경제적,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

민들의 지지 및 신뢰를 얻지 못한 점과 금융위기 이후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기존 연구 검토

    본문은 선행연구로 재벌기업에 관한 학술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기

존의 연구 중 재벌기업의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보고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정서가 더욱 크

지만 한편으로는 이중성을 갖는다. 조동성(1994)의 저서에서는 재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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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은 다분히 부정적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

차 급성장해가는 국민의식과 상호작용하며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의 지위

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동성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인 성장과 해외진출 확대, 발전된 기술들을 고려해봤을 때 재벌의 역할

을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대원·김성철

(2015)은 한국사회에는 재벌을 향한 열렬한 지지자들과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재벌에 과도하게 집중된 부(富)를 토대로 스스로를 합리화 하고 

한국사회의 도덕과 법의 체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인

다는 이유로 재벌을 경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닮고 싶은 폭군’ 

혹은‘모방하고 싶은 무법자’등으로 이중적으로 형성된 재벌에 대한 한

국사회의 정서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

니라 김대원과 김성철은 한국사회 내에서 재벌은 부러운 대상인 동시에 

미움의 대상이며 개혁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닮고 싶은 롤 모델이라는 

이중적인 위상으로 확립되어졌다고 지적하였다. 변상호·정성은(2013)

은 대기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믿음을 함께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같은 이중적 인식이 대기업에 대한 의사표현 행

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영미(2011)는 자본주의 사회와 

함께 등장한 대중예술, 예를 들어 드라마 속에서도 재벌들에 대한 대중

들이 지니는 부러움과 증오의 이중적인 태도는 늘 존재해왔다고 평가하

였다. 조승민·양세영(2015)은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크면서

도 자기 자녀들의 대기업 취업을 비교적 선호하거나 국내의 대표적인 대

기업에 대한 자부심은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을 보이는 등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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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이중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취업, 장래발전 등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성향

은 다소 완화되고 기업을 우호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런 이중적인 인식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지난 역사 동안 재벌기업

들이 한국경제성장 및 국가 발전 측면에서의 공헌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김대원·김성철(2015)의 글을 따르면 이

는 재벌기업들이 한국경제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탈바꿈하고 선진 공

업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집중과 기술개발은 재벌기업들

이 있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김대원·김성철은 이들을 통해 자동

차, 전기전자제품,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경쟁력을 키워 왔으

며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경제 성장의 아이콘으로서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재벌 1 세대들은 한국 경제사의 위인으로 떠받들어지게 

되었으며 창업자의 뒤를 이은 재벌 2 세들도 대중들로부터‘닮고 싶은 

경영자’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튼튼하게 가꿔져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사회적 이슈로 간주될 만

큼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 실시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혹은 호감도 등 조사2) 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1997 년 금

융위기 이래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조승민·양세영(2015)은 경제력 집중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 부

2) 2015. 한국정책학회.「국민통합과 기업신뢰도 관련 정책연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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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경영자들과 기업의 위법, 일탈 행위 등으로 최근 반기업 정서가 심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

    김대원·김성철(2015)의 글에 의해 재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정치권의 부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재벌의 

이면 때문이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부도덕성을 확인하는 사정(查
正)은 정치 세력과 재벌 간의 유착을 노정(露呈)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

경 유착의 고리가 된 기업의 비자금이 경제의 근간을 왜곡시켜 조성된 

결과물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1990 년대 말 터진 외환위기는 재벌 중심 

경제체계의 비효율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선단

식 경영’(fleet type management)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며 외형

을 키워온 재벌 위주의 성장 공식이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

었다.

    국민호(2011)는 1997 년 금융위기의 경과 그리고 재벌기업의 책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정부의 경제 간

섭과 재벌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1990 년대 중반 재벌들의 연이은 도산과 IMF 구제

금융으로 이어졌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1997 년 금융위기는 그 모든 

책임을 박정희 이래의 권위주의적 군부정권과 그의 경제정책으로 돌렸으

며 과거 박정희 정부의 모든 경제적 업적은 축소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박정희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산업정책과 그 추진 동력인 

재벌은 비판 및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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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해 보면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는 주로 재벌기

업들이 경제성장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1997 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벌

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혹은 비판이 현저히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사회 

재벌기업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이 미

비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의 중심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이

중적인 인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부족하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그 동안 경

제적,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 및 신뢰를 

얻지 못한 점과 금융위기 이후 재벌들의‘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현재와 미래의 재벌 개혁과 한국 경제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3. 이론적 방법 및 내용구성

    우선 본문은 재벌기업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조동성 교수의 

저서인『한국 재벌 연구』라는 책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 저서의 저자는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1990 년대 이전 시기 재벌의 발전과정, 재벌기업

의 특징, 재벌기업과 관련된 쟁점 및 사회 평판, 기타 국가들의 대기업 

발전사 등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본문은 한국사회에서 재벌

기업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인 관점이 더 많다는 특징과 한국사회의 국민

들이 재벌기업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정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안토



- 7 -

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문화적 헤게모니(Cultural Hegemony) 

이론을 채택했다. 이성백(2004)은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시민사회의 주

요관점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람시는 헤게모니와 이

데올로기에 주목하여 지배의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었으며 

그가 주목한 점은 주로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어디에서 오

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람시는 물적 토대에 관한 분석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 문화, 의식과 같은 상부구조 그 자체의 본질에 

더욱 주목하였다. 그람시는 상부구조를 두 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하

나는“정치사회”또는“국가”(State)이고, 또 다른 하나는“‘사적’이

라 불리는 유기체들의 집합체”로 규정되는“시민사회”(Civil Society)

이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국가와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사이에서 이를 

매개하는 상부구조의 영역이다. 노동조합과 정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민

들에 의해 사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일체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

적 단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 이러한 시민사회에 속한다. 

또한 오늘날 다양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들, 신문과 TV 방송과 같은 

대중적 언론매체, 정보화와 더불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일종의 사이버 

공간들이 바로 그람시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조직들에 속한다. 부르주아, 

즉 다시 말해 지배계급은 나라를 통해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통하여 대중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를 

크게 확립한다는 것이다3). 따라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지적, 도

덕적인 우위를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구해근(Hagen Koo)교수가 

3) 이성백.2004.「자본주의 지배와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진보평론』P.263 인용, 

P.273-27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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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 저서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에서는‘국가와 

사회’의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경제 및 정치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측면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 저서에서 엘커트(Carter J. Eckert)는 지난 역사 동

안 한국 지배계급이 문화적 헤게모니의 취약점을 잘 분석하였다. 본문에

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사회 

재벌기업 지배체제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과거 재벌기업들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드러나게 되었다.

    본문은 총 5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장에서는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중심내용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3 장에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의 특징을 분석하였으

며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어 4 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특징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재벌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재벌기업에 관련된‘정경유착’사

건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재벌 

오너 일가의‘갑질’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재벌기

업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점차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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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재벌기업의 문화적 헤게모니

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재벌기업의 기반에는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부당한 부의 축적으로 더욱 정당성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재벌기업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어 계속적으로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장에서는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재벌기업들이 사회에서 문화

적 차원의 공헌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5 장은 논문의 결론 부분

이다.  

II.  한국 재벌에 대한 인식

1. 긍정적 인식 

    재벌에 대한 여러 논쟁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있어 재

벌들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경제에 깊게 

관여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였다. 이후 한국은 

1997 년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35 년 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신흥공업국이라

는 새로운 국가군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제 3 국들의 경제성

장을 위한 모범 사례로 주목 받게 되었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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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은 고전경제학의 이론과는 다른‘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으로 발전하였다. 발전국가론의 핵심 주장은 국가가 경제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간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4)

    1960 년대에 등장한 군부정권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국가 및 자

본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한국의 자본주의 재생산 과정에서 보다 새로

운 산업화의 패턴을 이루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박정희 체제

는‘발전국가체제’라 불리고 있으며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빈곤의 탈피

는 박정희 정부의 큰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발전된 국가

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군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통해 보다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강압적인 국가조직의 재창출을 

통해 질서유지기능을 강화하면서 자본축적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특징이 나타났다5).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에서 국가는 재벌과 기업인들

의 이익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으며 재벌기업들에 의

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은 60 년대부터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

로 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주로 산업발전, 수출전

략, 공공사업을 중점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시각이 대표적이

다. 또한 대기업의 장점들을 이용하여 우수한 인력 활용 및 거대자금의 

4) 국민호. 2011.「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현상과 인식』P. 130 참고

5) 조성택. 2004.「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위기와 전환: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도   

   변화」.『한국유럽행정학회보』P.137-1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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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등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대규모의 고용창출 등을 가능하

게 만든 것도 재벌들 덕분이라는 점이다.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주도된 산업화 프로그램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기적’,  ‘동아시아 성

장모델’,  ‘아시아의 용’ 등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2 년 국민소득 87 달러에서 1970 년 249 달러, 1980 년 1,598 달러, 

1990 년 5,886 달러, 1995 년 10,823 달러, 2005 년 16,500 달러로의 

고속성장이라는 성적표로 나타났다. 이 과정들은 사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졌고 자연스럽게 사기업, 특히 재벌의 고도성장을 가져왔

다6).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는 IMF 사태 이전까지 초고속 성장을 이룩

하였으며 한국의 GDP 성장률은 1965 년부터 1995 년까지 무려 7.2%나 

되었다. 동시대의 남미와 동남아시아는 각각 0.9%와 3.9%의 성장만을 

기록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성장률이 평균 2.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초고속 성장을 이

룩한 셈이다.7)

    실제로 한때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1960 년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이 시작될 무렵 재벌들은 한국 경제성장

을 이끄는 일종의 견인차로 인식되었다. 자본을 집중시켜 대외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장차 산업을 건설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기술을 도입하

는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고용창출을 신장하는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평

6) 홍덕률. 2006.「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역사비평』p.103 인용

7) 이용주. 2006.「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 재벌」.『사회이론』p.1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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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받기도 하였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1989 년 4 월에 실시한 <국

민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재벌은 경제발

전을 이끄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한 지나친 기업이기주의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적으로 재벌기

업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호감이 

간다’ 39.1%,‘호감이 가지 않는다’30.6%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

다8). 재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발전 

기여(43.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밖에 직장의 안정성(14.2%), 신뢰

감(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경제발전의 추진’역할에서 봤을 때 

한국 재벌들의 활동은 고용효과, 생산성 증대, 제품 서비스 향상 등 국

민 생활수준의 상승(77.6%)과 수출신장 및 해외시장 진출(66.7%), 기

술혁신(64.8%),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50.8%)에  크게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국민적인 지지를 

높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전체적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주로 재벌기업들이 박

정희의 국가발전모델 체제에서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과정의 견인차 역할

을 했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빠르게 성

8)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가 1989 년 4 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 세 이상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3 단층화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한 남자 735 명, 여자 765 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308 재인용)

9) 한기수. 1987.「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증적 연구(1)」, 산업과 경영 제 24 권 

제 2 호 재인용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46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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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지지 및 보호라는 전제하에 가능했던 점이

라고 볼 수 있다.        

2. 부정적 인식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 

적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80 년대 민주화와 1997 년 금융위기

를 겪은 이후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강해졌다. 

조동성 교수가 1950-1988 년 기간에 걸친 동아일보 기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중에 실린 재벌 관련기사 중 16%가 정치관련 기사였는

데 그 중 대부분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특혜지원 고발기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업집단이 정치권력에 증여한 정경유착관계 고발기사였다고 밝히

고 있다. 이러한 고발은 국민들이 기업집단이 이익을 축적하게 된 배경

이 정부특혜라고 믿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되

고 있다10).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반

감이 있으며 이러한 반기업정서는 1997 년 금융위기 이래 점차 심각해

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기업정서의 

대상은 주로 재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의 반기업적인 정서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친 정경유착, 갑-을 문제, 편법 경영권 세습, 탈세 등은 

기업의 윤리성 관련문제들이 주로 재벌들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을 중심

10)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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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2005 년 KDI 의 조사결

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 집단들이 강한 호감을 보인 반면 재

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감을 나타내는 응답이 많았고, 반기업 정서

의 대상으로‘재벌’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11). 2013 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기업별 호감도는 중소기업(83.8%), 기

업 전반(63.3%), 대기업(61.1%), 재벌기업(25.8%) 순으로 나타나며 반기업 

정서의 대상이 재벌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12)

    재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정적인 평가는 이른바 정경

유착 문제이다. 정경유착이란 말 그대로 떨어져 있어야 할 기업과 정치

권력이 서로 밀착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기업은 자유시장 속

에서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의 규칙에 따라 이윤

을 추구해야 하며, 정치권력의 특혜 및 비호 등 공정성을 깨는 옳지 못

한 편법을 써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특혜를 받고 

정치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한다.13)

    한국에서 재벌기업은 다른 자본주의 사회의 재벌 또는 대기업들처럼 

자유경쟁 시장에서 우수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큰 성과를 이룬 것이 아

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과 선별적 허가를 통해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

면서 자신들의 성장을 추구했고 또한 부동산 투기와 같이 어떤 부가가치

11) 조승민,양세영.2015.「국민통합과기업신뢰도 관련 정책연구」.한국정책학회.

12) 同 11)

13)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3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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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부의 이전만이 되는 파행적인 방식으로 건전한 

사회의 가치체계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 자본을 축적해 왔다는 것이다.

    재벌기업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

의 대기업들은 세월과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성장했으나 대

한민국 재벌은 처음부터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육성되었다. 물론 외국에

도 한국 재벌 같은 형태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의 재벌과는 모

든 것이 천지차이다. 외국에는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며 영어에 

‘복합기업’이라는 뜻을 지닌‘conglomerate’가 있는데 이 단어로는 

한국의 재벌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해 외국에서는 

‘chaebol’이라고 사용된다.‘chaebol’이라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만큼 재

벌은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전 세계사적으로도 희귀한 기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14)

    박정희 시기 재벌의 성장은 권력과의 유착과 거래, 국가의 정책에 

의한 유도와 그에 대한 순응 및 활용, 국가의 억압적 폭력기구 지원 등

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박정희 정권시기의 재벌들은 정치권력과 국가

기구의 지속적인 우위를 누리며 권력과 상호작용하며 순응함으로써 생존

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을 장기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와 재벌의 

관계는“국가-재벌의 수직적 발전 지배 연합”혹은 양자 간“권위주의

인 수직적 관계”로 명명되기도 한다.15) 하지만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14) 이동연. 2014. 『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북오션. p.35 인용

15) 장진호. 2014.「한국 재벌과 ‘무책임의 경제’」.『역사비평』. p. 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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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관계는 아래의 몇몇 상황들에 의해 변하게 되었다. 첫째, 기업

에 대한 정부지원이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거대해진 기업은 무작정 정

부에 순응하지만은 않았다. 80 년대 이후 대규모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같이 기업주도에 의해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화 및 경제 자유화이다. 1973 년 동

경라운드 보조금에 관한 협약과 1995 년의 WTO 체제의 출범은 특정목

적의 기업보조금은 국제적 무역을 왜곡시켜 많은 무역상대국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명목으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셋째는 80 년대 말 정치적 

민주화로 정부기업의 관계가 변화가 생기게 된 데 원인이 있다. 또한 정

치적 민주화로 인해 정부는 더 이상 경제부분에서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이전처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16) 1980 년대 초 경제 자유화 조치와 

같은 경제 정책 및 기조상의 변화 뿐 아니라 국가-재벌 관계가 일방적

인 수직적 관계에서 보다 대등하거나 재벌들이 점차 우위에 서는 양상으

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국가 -자

본 관계의 변화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재벌공화국’ 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었고,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삼성공화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심지어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는 발언을 하기까

지에 이르렀다.17)

16) 장지호,김정렬. 2011.「한국사회에서의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대한정치학회보』

p.115-116 참조

17) 장진호. 2014.「한국 재벌과 ‘무책임의 경제’」.『역사비평』. p. 1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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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벌의 관계에 있어서는 1980 년대 민주화 및 세계화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경제적 및 정치적인 성장에 따라 양자의 관계

는 일방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재벌이 점차 우위에 서는 양상

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지만‘유착’의 특징은 이전과 그대로 남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요원

인은 재벌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즉‘정경유착’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특혜를 얻어낸 기업

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으며 정부와 재벌 간의 이러한 특수 관계가 재벌

이 형성된 기초라고 믿고 있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기업을 설립

한 기업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60 년대의 빠른 경제성장과 정경유착의 폐해가 끼

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0 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의 특혜와 정경유착 또한 

근래의 반기업 정서의 뿌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정경유착

은 정부가 경제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부정

적인 시각은 경제체제 및 나아가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

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8)

18)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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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벌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1. 정치적 관점 

    2 장에서의 분석과 같이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면이 함께 내포되어 있고 이중성을 갖는다. 그러나 어떠한 인식

이든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박정희 발전국가체제와 관련하여 재벌기업들이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물론 재벌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업가정신 및 능동적인 발전전략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예

를 들어 재벌 시스템은 자본, 기술, 자원이 없는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서 세계시장 진출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다. 이를테면 반도체 개발을 위해 삼성이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의 이익금

을 투자하는 등의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재벌들의 기능적인 효용성을 이

용해 혁신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많은 재벌들

이 성공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이규억(2000)19)은 기술의존성과 기업가

정신을 꼽았다. 재벌들에 의한 상업화와 해외기술의 도입은 한국이 선진

국들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으며 또한 재벌들은 개발

도상국가에서 미성숙한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기업의 활동에서 필요한 자본들을 잘 완비했던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결

19) 장지호, 김정렬. 2011.「한국사회에서의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대한정치학회

보』. p.118-1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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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충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인영

(1998)20)은 한국 사업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의 성

공을 볼 때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

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재벌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기술개

발이나 해외시장으로의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혁신 전략으로 한국의 경제력을 한층 제고시켰다는 소수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주요 관점으로 봐야 할 점은 박정희 정권시기 국가발전체제

하의 경제성장이다.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박정희 발전국가 모델에 따라 국가는 주로 재벌과 

기업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재벌기업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60 년대 이후로 정부주도 

경제성장의 체제 하, 즉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기업의 경영과 

더불어 기업성장을 위해 정치적인 보호가 필수적이었다. 한국에서 기업

과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업의 성과에 기초한 협조적인 국가-

기업의 관계라는 합리성이 존재하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밀접한 

관계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다.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다수

의 재벌집단은 예외 없이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해 왔음은 

물론이고 이러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21)

20) 同 19)

21) 이성로. 2010.「한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 그 구조와 작용원리」.

  『동향과 전망』p. 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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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재벌의 생성 및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

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보호와 지원 아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과

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의 영향력과 정책은 한국 재벌의 지배 구조

와 경영 체제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군사 혁명으로 집권

한 박정희는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있었으며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국민

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재벌이야말로 중화학 공업의 성

공을 이끌 수 있는 적합한 메커니즘이었다. 한국의 재벌이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 큰 혜택을 받은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

다.22)

    부정적인 평가로는 정경유착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정경유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

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정치적인 요인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동성(1994) 교수는 정경유착은 일으키고 있는 

정치문제를  분석하는 데 네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놓았다23). 1) 첫 번

째 문제는 정치권력에 따른 경제 질서의 파괴이다.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인하여 경제의 공정질서와 선의의 경제체계가 무너져 특혜를 받은 소수

의 기업인을 제외한 기타 기업인들의 의욕을 감퇴시켜 발생되는 질서교

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정경유착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 특혜는 법질서의 공신력 저하, 기업 논리성 파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 등의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2) 두 

22) 이용주. 2006.「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 재벌」.『사회이론』. p.173 참고

23)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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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문제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즉 정치권력이 국가사회를 위해 행해지는 대의를 어기고 사기업들의 이

익증대를 위해서 행사됨에 따라 정치권력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반대급

부를 제공해 줘야 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정치권력은 

반대급부 그 자체를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부패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셋째로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부정적으

로 만든다는 점에서도 정경유착은 비교적 큰 문제이다. 대부분의 재벌들

은 기업주의 창의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의 특혜와 비호로 성장한 일부 기업들로 인해 국민들은 모든 재벌이 그

러하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다. 4) 넷째로 정부권력의 재벌에 대한 

예속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사되어야 하

는 정부의 권력이 몇몇 재벌들이 공여하는 정치적 자금에 매수되어 재벌

의 이익을 대표하게 된다면 이는 일반 대중들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일부 

소유계층의 착취적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 심지어 

재벌들의 정치자금 공여는 해당 정부의 집권여당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정치권력의 재벌 예속화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이에 정부와 재벌은 국

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재벌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문제로 크게 확대 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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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평가의 부재

    한국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인식의 두 번째 특징은 포괄적 평가가 부

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벌기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인 관점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관점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방

면에서 재벌에 대해 옹호 또는 비판을 할 때 그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

로 명백히 인식해야만 현재와 미래의 정책 방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반감이라면 재벌의 소유구조를 변화시켜야 하

고, 자본축적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면 재벌의 경영방식과 형태를 바꾸도

록 해야 하며 재산승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 내지는 탈법적 조치에 대

한 지적이라면 관련된 법적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의 문제,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문제, 

내부거래 문제,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재벌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특별한 경영 

지배구조를 갖는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달리 한국

의 재벌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거대기업은 

그 규모의 거대화와 함께 거의 대부분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고 전

문경영자는 기업자체의 이윤추구를, 소유자 및 기업 창업자는 개인재산

의 사회적 환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에서 배태될 수 있는 경제

적, 사회적 역기능을 극복해 왔다. 또한 미국은 거대기업의 독점화의 결

과로 나타난 시장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력 있는 법규를 제정 및 입법, 행정, 사법부의 노력이 이어지

며 그 결과 거대기업은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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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 거대기업의 발전

과정과 오늘날의 특징은 한국재벌의 형성, 발전과정 및 특징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재벌들의 문제점을 극복방안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24)

    또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는데 경제력의 집중이 오직 단점만 있

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 

즉 다시 말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은 효율성뿐 아니라 경제 민

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인이므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서가 

만연해 있다. 이는 첫째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은 대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분별하게 간섭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전문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고유 업종의 분야까지 과도하게 침투하여 

대기업과 중수기업 간 분업이익을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소

기업들의 영역이 다소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산업구조가 왜곡

되게 된다. 둘째로 기업집단은 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일부 비계열사

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체 계열사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대출이 특정 기업집단에 몰리게 되면서 경제

력 집중의 문제를 더욱 심화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결국에는 경쟁을 띄는 시장역할의 효

과를 감소시킬뿐더러 혁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기회까지도 박탈하

므로 기회균등 차원에서 또한 경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특히 한국은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상호출자에 의한 

24)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 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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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되었고 대체로 가족 또는 개인중심의 지배체제

가 형성되면서 경제적 수단과 자원의 상당부분이 특정 소수의 경제주체

인 재벌들에 집중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이 사회적 긴장감과 양극화를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또한 전문성 저하, 부의 세습과 소득의 분배에 대한 불공평성, 중소

기업들과의 균형적인 발전 저해 등으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제약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25).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재벌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우

선 재벌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진정한 역할은 무

엇인가에 대한 점과 재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어떤 상태이고 그 요

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의 재벌인식에 대해 재벌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재벌이 사회적으로 꼭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은 무엇

이 있을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재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차이가 있겠

지만 기본적으로 재벌의 사회적 역할은 4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반드시 행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첫째는 경제발전의 추진, 둘째는 

사회다원화를 촉진, 셋째는 사회 균형을 추구, 넷째는 사회통합이다.26) 

그렇다면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얼마만

25) 강철구.윤일현. 2013.「한일 간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배경과 논쟁」.『日本近代學

硏究』. 第 41 輯. p.400. 참조

26) 송복.「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재벌의 문제와 대응방안」.(조동성.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464-4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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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점이 충분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복지, 노사관계, 소비

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개선문제, 문화 및 학술활동지원 등 문제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자발적

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IV. 재벌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나타나는 원인 

1. 재벌 자체의 문제

    재벌에 대한 인식 중에서 특히 부정적인 방면에서 정치적인 요인이 

나타나는 원인은 재벌기업의 자체의 문제점과 관련이 크다. 정경유착, 

갑-을 문제, 편법 경영권 세습, 탈세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재벌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재벌 자체의 문

제점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러한 부정 및 위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솜방망이’처벌 또한 효율적

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국민들은 계속 실망하

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레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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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경유착과 관련된 사건 

    2016 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이 현

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1988 년 국회에서 열린 '제 5

공화국 청문회' 자리에는 재벌 그룹 총수들이 불려 나왔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선경(SK) 최종현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럭

키금성그룹(LG) 구자경 회장, 한진 조중훈 회장 등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는 또다시 재벌 총수들 9 명이 출석하게 되

었는데 세대교체만 됐을 뿐 앞서 나온 6 개 회사는 그대로이었다.27)

    사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대 정권시기의 정경유착 사건은 오

랜 시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자본과 국가의 부정부패와 유착은 이승만 

정권 시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본주의에 매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이었다. 재벌 형성에 대하여 ‘자본의 원시적인 축적과정’ 을 자세히 살펴

보면 1) 외국 원조물자의 분배 2) 일제의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 소유재

산의 불하 3) 수입대체를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대적인 추구활동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농지, 주택 

기업을 아주 헐값에 사들였는데, 예를 들면 삼성의 이병철은 제일모직이

나 제일제당 같은 기존의 일본 기업을 아주 헐값에 인수하였다.28) 그리

27) <SBS 리포트:‘정경유착의 역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28677)

28) 당시 50 대 재벌 중에서 13 개나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귀속재산의 댓가로 낸 대금의 지불조건은 불하가격의 10%를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는 15 년에 걸쳐서 연불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격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은 거의 무상으로 재산을 불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동성. 1994.

   『한국 재벌 연구』. 매일경제신문사. P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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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의 원조 물자들을 가공해서 매수하여 거대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으며, 그 대가로 정치자금 4 억 2 천 5 백만 환을 이승만에게 주었

다29). 이승만 정권 시기 중석불(重石弗)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텅스텐(중석)을 해외로 수출하여 번 달러를 아주 싼 값에 민간인 기업에 

매각한 것으로 업자들은 수익금으로 밀가루와 비료를 수입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겼으며 또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이승만 정권은 이에 대한 대

가로 수백억 원의 정치적 자금을 받아‘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켰고, 또

한 직선제 개헌 공작에 자금을 사용하여 또 다시금 정치권력을 잡았다. 

그 후에도‘국방부 원면사건’등의 여러 선거를 앞두고 공사 입찰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금리나 환율 조작 등의 많은 정격유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30)   

    정경유착은 박정희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박정희는 여러 가지 산업유치를 위한 국가의 법 개정(전자공

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삼성과 산요가 합작하여 삼성전자를 설립할 수 있

게 함)과 사업 유치 특혜(소양강 댐 및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권을 바로 

현대건설에게 줌), 산업 할당권 등을 부여했다. 업체들은 거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았고, 세금도 감면 받았으며(소득세 50% 감면), 또한 친기

업적 노동법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단속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 특혜도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박정희 정부는 한국 국내 은행의 금리가 평균 

25%~30%였을 때에도 업체들에게는 5%~6%의 낮은 차관 금리를 그들에

29) 김어진. 2017.「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본 오늘날의 국가와 자본」.『마르크

스』21. P 73 참조

30) 이동연. 2014.『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북오션. P.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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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해 주었으며(1960 년대) 더 나아가 사채를 아예 동결(부채 탕감)

해 주기까지 하였다(1972 년).     

    또한 재벌의 각종 범죄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정부가 정치자금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는데, 그중 사카린 밀수 사건 또는 재벌의 친일 부

역 행위를 아예 면죄해 준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이다.31)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기에 있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의 특혜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0 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기록할 만큼 경제가 큰 공황에 빠지자 

‘사양 산업’ 들을 정리하며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업체들에게 막대한 특

혜를 주었다. 인수 업체들에게 특별 자금 4 천 6 백억 원을 장기 상환, 저

금리로 제공하였다. 또한 원리금 상환은 연기시켜주었으며, 은행 부채의 

면제와 더 나아가 세금 면제의 혜택까지 주어졌다. 이 시기 특혜의 규모

는 9 조 원 가량 이었는데 이는 1988 년대에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어렵게 성취한 임금 인상 금액의 근 1.3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

다. 전두환은 이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가 본보기로 삼았다고 하는 일해 

재단을 만들었다 .

     노태우 정권 때는 어땠을까? 자본과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는 아주 

유명 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사돈관계를 맺은 SK 와 노태우의 관계를 

31) 삼성(이병철), 현대(정주영), LG(구인회) 등 주요 자본가들이 친일 부역을 통한 부

    정 축재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박정희는 부정 축재자가 공장을 건설해 그 주

    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제정해 면죄부를 줬다. 

    (김어진. 2017.「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본 오늘날의 국가와 자본」.『마  

    르크스』21. P. 75 각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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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1980 년도에는 화학섬유의 생산 업체이던 선경(지금의 SK)

은 자기 몸집에 비해 5 배나 더 큰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했으며, 

노태우와 서로 사돈관계를 맺은 후의 1992 년에는 제 2 의 이동통신사업

자로 선정되었다. 선경은 특혜의 시비로 그 불만이 확산되자 이를 자진 

반납했으나 1994 년의 김영삼 정권 시기에는 사유화된 한국이동통신을 

헐값에 다시금 인수했다. (현재 SK 텔레콤) 통신과 에너지라는 국가기관 

산업의 중요 부문을 특혜로 제 손에 거머쥔 것이다.

    특혜-뇌물의 관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완화되지 않았

다. 1999 년에 있었던 신동아 그룹 회장 부인의 의류 로비 사건과 같은 

해 한국부동산신탁회사가 용도변경을 허가해주는 특혜를 주었던 경성그

룹의 비리 사건, 그리고 2000 년에 있었던 한 빛 은행의 부정 대출에 관

한 비리 사건 등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들이다. 또한 

국민의 당의 박지원, 그리고 김대중의 아들들이 바로 해당 사건들에 의

하여 수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패의 추문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SK 와 

최도술, 나라 종금과 안희정, 러시아 유전의 개발 비리, 썬앤문 비리, 윤

상림·이해찬의 골프 로비 등, 노무현의 대선 캠프 또한‘차떼기’로 선

거자금을 1 백 13 억 원이나 받았다.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

나 이명박정권 하에서의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 회계 부정사건과 

BBK 주가 조작 등은 또 언젠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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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총체적 종합판으로 일컫어지는 엘시티 비리는 포스코와 이명박 

정부 관료들 간의 매우 끈끈한 유착 관계의 결실이었다.32)

    그리고 박근혜 시기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정경유착의 관계를 다

시금 보여주었다. 오늘날 삼성그룹은 세계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한

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삼성공화국’,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등을 주장하는 언론이 있을 만큼 삼

성은 한국사회에서의 지위가 높았고 국가 경제발전 및 안전질서 유지에 

직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초기부터 현재까지 

삼성을 둘러싼 정경유착 관련된 사건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은 

삼성에 대해 지속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의 가

장 큰 문제는 삼성과 같은 한국 최고의 기업들이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향후 더 많

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기업은 되지 못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은 삼성과도 같은 재벌

기업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및 제도가 없다

는 점이다. 1966 년 박정희 정권시기의‘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박정희

는 밀수를‘사회 4 대 악’이라고 규정하여 강도 높게 단속하는 한편 적

발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

록 했다. 하지만 거대 재벌 삼성이 밀수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32) 김어진. 2017.「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본 오늘날의 국가와 자본」.『마르크

스』21. P 73-76 참조



- 31 -

는 고작 벌금 2000 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으며 사태가 불리하

다고 판단한 이병철은 9 월 22 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한국비료는 

국가에 헌납하고 중앙일보와 성균관대학교의 운영권도 포기하겠다고 발

표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여론이 잠잠해지자 이병철은 

총수 자리로 복귀했다. 범법 행위도 모자라 특혜까지 받았다는 데 국민

들은 분노가 터지게 된 것이다.33)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삼성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이병철은 문제가 발생하자 개인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여 마무리 지었고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자 잠시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복

귀하는 절차를 밟았다. 훗날 그 아들인 이건희도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

로 밟았으며 삼성가의 2 세대 리더는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6 년도에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2009 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법정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모두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오늘날 2016 년‘최순실 게이트’사건으로 구속된 부회장 이재용도 

구속된 지 353 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최순실 게이트’사건 때 

한국사회에 거대 규모의 촛불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정경유착의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및 불만정서를 볼 수 있었다. 국

민들은 정상적이고 공평적인 사회를 요구하고 있고 재벌기업 또한 법 앞

에서는 예외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촛불민심’이 가리키는 의미

라고 할 수 있다.  

33) 이동형. 2016.『툭 까놓고 재벌』.왕의서재. P 12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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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벌 오너 일가의‘갑질’문제

   최근 재벌 오너 일가의‘갑질’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갑질(gapji

l)34)이라는 단어는 이미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그만큼 재벌 

오너 일가의‘갑질’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기

업의 오너 및 오너 일가의 횡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은 정도에 따

라 차이가 있을 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나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미디어와 여론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후 가벼운 처벌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최근 일어난 대한항공 총수 아내의 갑질 문제 및 일명‘물벼락 갑질’

이라고 불리는 총수 자녀의 문제를 비롯하여 편법 및 불법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몇 년 전에 일명‘땅콩회항’으로 알

려진 한국 대한항공의 총수 자녀의 일탈 사건과 법원이 이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바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대한항공의 사태는 재벌들의 기형적인 소유의 지배구조를 통하여 

생겨난 우월적인 지위를 총수일가에서는 사익추구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

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한항공의 사태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재벌업체들의 불

공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관대한 처벌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못

34) 갑질(gapjil): Gapjil (Hangul: 갑질)  refers to the arrogant and authoritarian attitude or actions 

of people in South Korea who have positions of power over others. 

(https://en.wikipedia.org/wiki/Gapj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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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이 모

두 분노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러한 불공정한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또

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의‘촛불혁명’에서 또 한 번의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를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

식되어 지고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대한항공의 사태는 여전히 한

국사회에 불공정 및 소위 기득권세력의 갑질 문화가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총수의 자녀가 땅콩회항 사태로 큰 물의

를 일으킨 점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

려 그 가족 전체가 더욱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커다란 배신감을 느낀 것이라 할 수 있다.35)

    이와 유사한 문제는 타 재벌기업 일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SK 의 2 세 최철원 전 M&M 사장의 소위 ‘맷값 폭행 사건’ 에서부터 미

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의 ‘치즈통행세’ 와 ‘경비원폭행’, 호식이 두 마

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성폭행’ 등의 사건을 언급할 때 자연스레 따

라 붙는 말이 바로 ‘갑질’ 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갑질을 넘어 오너 리스크(owner risk)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너 리스크의 폐단은 재벌기업들의 독

단적인 경영 및 비도덕적인 행동,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 등의 비인격적

인 대우로 인한 폐해 등으로 표출된다.

35) 정상희. 2018.「대한항공 총수일가 잡질 사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이슈 

    브리핑 참조. 민주연구원(www.idp.or.kr ). 2018-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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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주주들도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인

데, 예를 들어 2017 년 6 월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업체 회장의 성추행 

사건에 의하여 제품에 관한 불매운동의 확산으로 부분 가맹점들의 매출

이 근 40%나 하락하면서 잘못도 없는 가맹점들만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대한

항공 사태 역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일부 주

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방안은 하나

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단순사과만 하고 그냥 끝나는 상황이 이어졌

다.

    그런데도 정작 갑질을 한 재벌들에게 주는 처벌은 아주 미약하다고 

보이는데, 재벌범죄백서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2004-2014 년 10

년 동안 10 대 그룹 총수의 50%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거의 대

부분은 집행유예로 대통령의 사면을 받거나 경영 복귀를 한 것으로 밝혀

졌다.36)

    한국 재벌은 오너 일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며 임원들은 오직 

오너 일가를 향해서만 충성경쟁을 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

서 최대주주가 곧 경영자가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오너기업이라 부르

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기

업들은 전문경영자를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36) 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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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20 세기 이후 독점단계에 이르면 생산력의 발전과 이를 

토대로 한 지배력에 근거하여 가족경영 중심 기업에서 이사회 경영 법인

으로 소유와 지배구조를 전환하였고 노동자의 저항이 격화되자 점차 노

조를 인정시키고 투명화와 공개적인 정경유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 왔다. 그런데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재벌들은 독점자본 형태로 

다국적 독점자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형식적으로는 법인형태이지

만 실질적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의 가족 중심 경영이고 무노조 경영과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탈법,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자행하고 있

다.37)

    이러한 상황이므로 오너 일가에서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도 이를 제

어할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다. 무리한 차입경영, 문어발 확장, 과잉중

복투자를 일삼아도 이를 막을 의사구조가 그룹 내에 존재하지 않고 분식

회계,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회사 내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

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이들을 견제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은행이나 관리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 등도 손을 놓고 있고 법원과 

검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들의 도덕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으며 심지어

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사면을 내려주니 이

들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38)

37) 박승호. 2014.「재벌은 21 세기 한국경제의 구원자인가, 재앙인가?」.『내일을 여는 

역사』p. 66-67 참고

38) 이동형. 2016.『툭 까놓고 재벌』. 왕의서재.  P. 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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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평등’원칙에서 재벌은 예외가 됨에 따라 도를 넘는 도덕

적 해이 및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벌기업에 대한 끝

없는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재벌개혁 정책

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41.9%)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리얼미터, 2017.1.13.)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엄격

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의 사면권 제한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이사자격박

탈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할 필

요가 있다.39)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너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전적 예방 장

치가 필요한데 오너 및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그에 

따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갑질 및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연구와 사

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재벌오너 일가의‘갑질’문제에서는 국민들의 불만 정

서가 현저히 드러났고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하나는 재벌

기업의 혈족상속 및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라는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공

정한 법적 제도적인 정책 및 문제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식이다. 따라서   

39) 정상희. 2018.「대한항공 총수일가 잡질 사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이슈브리핑. 민주연구원(www.idp.or.kr ). 2018-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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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조직 내부나 조직외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혁 및 구조 조

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3) 효율적인 재벌개혁의 부재  

    한국은 1997 년 12 월에 금융위기를 맞았으며 국가 부도를 모면하

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의 재벌은 강력한 변화를 요구 받았는데 가족 기업 형태

의 지배 구조를 지양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탈바꿈을 하도록 거센 외부 압력을 받게 되었다.

     IMF 사태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경제학자들을 위시한 서구의 학자

들은 가족 기업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붕괴 원인은 과도한 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과 정실 자본주

의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재벌의 가족 경영에 의한 비합리성과 비

리 및 부정을 한국 경제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손꼽았으며 가족 중

심 체제의 재벌 체제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전문 경영 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1997 년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 중 다른 주장도 있다. 예를 들

어 글로벌 자본주의의 충격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1997 년쯤부터 불안정화 된 일본의 금융 시스템에 관한 영향, 투기 자

본의 유동화에 따른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한국 자본수지의 이중 미시

매치(mismatch), 구제 투자가의 패닉으로 인한 단체 행동 등에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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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을 찾고 있다. 이 관점은 자본자유화를 촉진시킨 

선진국과 대량의 자본을 유입시킨 그 자본가에게 금융위기의 큰 책임이 

있고 구조적 취약성은 금융위기가 더욱 확대되며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한다.40) 장세진 교수의 저서에서는 1997 년 금융위기는 재벌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시스템적 차원

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비록 정부가 1980 년 이후 경제자유화를 선언

하였지만 정부는 은행들이 재벌들에게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재벌과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였다. 더욱이 그 당시 

한국경제에는 재벌의 투자 활동을 견제할 만한 어떠한 지배구조도 존재

하지 않았다. 특히 재벌들이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되면서 기업

투자결정과 관련된 자본시장원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

였으며 해외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어느 순간 한국정부가 더 이상 대출

을 보증할 수 없고 경제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급작스럽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

고 재벌은 근본적으로 재무 방면에 취약하였으며 1997 년의 위기가 없

었더라도 재벌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이고 한국경제는 장기

적인 경기침체를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41)

     1997 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들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변

화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변화는 단지 변화를 위한 변화에 그쳤다. 

재벌 총수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절대적인 경영권은 포기하기를 거

40) 이만희. 2010.「한국 경제체제의 탈권위주의화 과정에서의 정부 리더십의 약화와 

금융위기」. 『 정신문화연구』.  p.252 인용

41)  장세진.  2003.『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재벌의 흥망』.박영사.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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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벌은 IMF 사태 이후에도 기업 지배 구조만은 끝

내 바꾸지 않고 총수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벌 오너와 그 가

족들은 시민단체와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영권 독점의 

집착을 끝내 버리지 않았으며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사외이사

의 80% 이상은 그룹 오너들이 직접 지명하는 형태로 임명되었다. 한국 

재벌들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형식적인 개혁은 단행하였으나 이는 표

면상의 구조조정에 그쳤다. 재벌들은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서구식 제

도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던 사외이사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금융위기 이후 재벌 총수 가족의 그룹 

장악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으며 재벌의 내부 지분율은 오히려 강화되

었다. 금융위기 이후 외부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벌 개혁을 단행하

게 되었을 때도 재벌 총수의 이익과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

행된 것이다.42)

     물론 1997 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정치권력이 매번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반감의 대상인 재벌들을 자기 정권 위기의 대

처 방안으로 삼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소위‘재벌개혁’을 정권의 정당

성 확보나 정치자금 동원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1980 년 출범 초기에 주력 기업들을 제외한 계열사 기업들을 처분할 것

을 요구하는 내용의 9.27 조치를 취했고 바로 같은 해의 12 월 31 일에

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6 년과 1990 년도에는 경

제 집중 억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1 차와 2 차 개

42)이용주. 2006.「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 재벌」.『사회이론』(29).  p. 170-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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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김영삼 정부에서는 주로 안전성 제고와 재벌업체

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취해졌고 그 후 

김대중 정부 때 주로 IMF 당시에 요구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

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꾸준히 성장했다. IMF 외환위기 전후 재

벌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았고 특히 IMF 의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재

벌개혁이 진행되면서 잠시 휘청거리기 했지만 얼마 안 가 재벌의 빠른 

성장세는 다시 복구되었다.43)

    1997 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하였던 재

벌 개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지배구조 개혁이었으며 이후에도 이 개혁의 프레

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주회사체제의 전환으로 재벌 소유구조의 투명

성을 일정 정도 확보했으나 총수 지배력44)을 약화시키지는 못했으며 소

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45)

43) 홍덕률. 2006「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역사비평』. p 104 참조  

44) 재벌의 경우, 전문 경영인들은 공식 채널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회사에  

  오래 근무하여 재벌 총수 다음의 위치에 승진되는 경우도 많다. 삼성 및 LG 그룹 

등의 부회장 및 구조조정본부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재벌의 

전문 경영인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 경영인들과 같이 주주들로부터 경영권을 

전적으로 위탁받은 것은 아니다. 한국 재벌의 전문 경영인들은 주주가 아니 재벌 오너 

가족들로부터 일정 부문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정도이다. 재벌 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은 

주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재벌 총수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용주.2006). 

45) 송원근. 2016.「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개혁 방향」. 기억과 전망 여름호       

(통권 34 호).  p. 14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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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자본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처리방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972 년에도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정부는 사채를 동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들

을 살리는 방침을 세웠다. 8.3 조치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첫 

번째 문제로는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

채를 동결 시켜가면서 기업을 살리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것은 대부분 이러한 시장

논리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탓으로 만약 시장논리에 따라 처리했다면 한

국 경제는 더 탄탄한 구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인 

윤리를 명확하게 세워주지 못했다는 것인데 8.3 조치는 기업인의 편의를 

봐주며 그들의 윤리 문제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기업가들의 윤리를 뒷

받침할만한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가

들의 윤리 문제가 재발하게 된 것이며 1997 년의 위기 또한 마찬가지이

다. 한보 사태가 시작점으로 기업가의 윤리 문제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

는데도 정부가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자금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관치금융에 의한 차관경제의 폐해는 산업과 금융 등 모든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으며 1960 년대의 후반 때부터 1970 년대와 그에 

이어 1980 년대까지 경제위기는 계속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대충 덮는 

식으로 무마하다 보니 결국은 1997 년에 모든 문제가 불거지며 IMF 구

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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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이 있지만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미봉책으로 대처해왔

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1997 년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도 빅딜을 하는 

식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재벌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금융체제

도 건전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며 또한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등 제

조업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많은 반면 세계적인 은행은 하나

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은행장 선임에 끊임없이 개입해서 시장 질서

를 어지럽히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모든 문제를 박정희 모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개발의 초기 과정에서 박정희 모델이 담

당했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박정희 모델이 경제위

기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위기의 순간에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1997 년의 위기와 2008 년의 위기

를 불러온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자

세가 필요하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기업을 정상화해야 하는

데 대기업의 정상화란 현재 재벌들이 분야별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재벌들이 2 세, 3 세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벌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주들이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기업들이 상호 주식

을 보유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거나 내부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며 재벌기

업들은 서로 분리되었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들을 우대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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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동반성장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46)

    즉 과거나 지금이나 재벌 개혁 및 구조조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첫째는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직

접 관여하였고 당장의 문제를 덮고 마는 처리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러

한 개혁들이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

지 못했다는 점이다. 

2. 문화적 헤게모니의 부재  

     1).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강한 시민사회와  

        강한국가 동시존재) 

    20 세기 초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혁명가로 불렸던 그람시(Antonio 

Gramsci) 는 옥중수고를 통하여 마르크스주의 보다 혼란스러웠던 자본

주의 체제 속에서의 혁명부재를 하나의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

명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토대—상부구조 이원론과 경제환원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람시는 자본주의 지배계급이 어떤 지배를 존속시키는 것

은 문화적인 헤게모니(hegemony)가 시민사회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47)

46) 박태균. 2015.『박태균의 이슈 한국사』.「창비」. p 225-244 참고

47) 박상필.2012.「1990 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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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힘이 강력하면 시민

사회의 힘이 약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사회에서 강

한 시민사회와 강한 정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해근

(Hagen Koo)교수의 저서48)에서는 한국 식민지 이후부터 이러한 정부

와 시민사회의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경제와 정치만큼 중요한 

작동요인으로 삼아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한국 국가(State)는 강한 권력과 자치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

를 가능하게 했던 기원을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전통

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 구조와 과거 식민지 역사, 한국 전쟁과 국토 

분단의 영향, 그리고 극심한 냉전 환경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근대 국가들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노동조직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전반적이고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국가는 사회, 경제 

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나 노동 

조직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라는 존재는 실

질적으로 한국이 변화한 모든 주요 원인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시작되던 해방 후의 시장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기업의 자본규모나 기술력은 매우 열악했다. 반면 일제의 군

  『한국일보』. p.163 인용

48)  Hagen Koo. 1993.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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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이 물러간 해방 후 1950 년대의 한국 국가49)는 강한 권력을 가

진 상태로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미군정의 행정력을 물려받았

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군사력과 경찰력을 비롯한 억압적인 국가기구가 

비대하게 발달하였다.

     해방 후 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로 시작한 한국 국가는 1961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어진 30 여 년의 군사정권하에서 더욱 강력해졌

다. 미국과 일본의 근대화된 국가기구를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와 경제사회도 일사불란하게 장악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정보

기구, 군,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은 군 장교 출신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권력집단을 구성했다. 심지어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핵심 주체

인 정당, 여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들까지 민심을 대변

하는 기구라기보다는 대통령과 권력집단의 지휘를 받는 동원조직으로 존

재했다. 학문, 사상, 언론, 표현, 시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시민권은 극

도로 억압당했으며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각종 자원들 또

한 정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동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관료집단은 급성장했으며 고위 관료들은 최

고의 권력집단으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존재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 가장 큰 문제는 정통성의 결여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연대하여 국가를 통치했던 관료들에게 정통성의 결

여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권력의 형성이나 정권의 출범과정

에서 배제된‘정통성 결여’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자신들의 권

49) 홍덕률. 2006.「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역사비평』.p. 101-102 인용



- 46 -

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들은 크게 두 가지에 의존했다. 하나는 북

한의 위협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이었다. 북한정부의 군사적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비상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일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

였다. 또한 군사적 위협의 대응을 위해 경제성장과 비상체제를 위한 동

원체제가 바로 군사정권의 국가운영 체계였고 냉전 이데올로기와 성장이

데올로기는 핵심 통치 이데올로기이었다.

    경제성장을 정권의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모든 국

가자원을 총동원하는 체제로서의 ‘발전국가’,  ‘개발독재’, 그리고 ‘관료

적 권위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붙여진 이름들이었다.50)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한 권력을 지닌 국

가로 존재하여 왔다. 특히 박정희 국가 모델에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통

제권과 비교해 한국사회는 약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 

“강한 시민사회”의 특징이 드러났다. 국가의 강한 지배력에도 불구하

고 한국사회 또한 강력한 힘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관

계는 평화롭지 못했으며 국가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간이라도 느슨

해질 때마다 시민 사회에서는 즉시 국가에 맞서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

우가 많았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에 따라 물리적인 억압 및 이념적 동원이 종종 이루어졌다.51) 

50) 홍덕률. 2006.「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역사비평』. p.103 인용  

51) Modern Korean history, eminently demonstrates the unruly, volatile character of civil society in 

Korean, which has often erupted to confront mighty state power whenever the state’s grip on 

society loosened even slightly. State control of society has thus never been fully assured; an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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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근대 역사는 수많은 정부에 대항하는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농민 세력에 의해 발발한 동학운동에서 외국의 개입이 없었

다면 한국은 근대 정권을 더욱 빠르게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었을 것이

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식민지 정권에 맞서는 등의 완강한 저항 운동

이 있었으며 1919 년 3 월에 일어난 전국적인 시위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억압, 식민지 정부의 문화 정책 등 

어떤 수단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사회

의 저항은 일본 식민 제국의 다른 어떤 점령국들보다 일본 정부의 통치

를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

쳤는데 이 시기에서 국가와 사회는 점차 분열화 되었고 일본 통치의 경

험이 한국 국민에 강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 1945 년 식민지 역사

의 종식 이후 한국도 다른 약소국들처럼 국민에 의한 정권교체를 경험하

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과거의 역사 때문에 국민들은 효율적이고 빠르

게 정치적 및 경제 부분에서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냉전체제의 균

열로 국민들은 더 이상 독재를 참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힘에 의하여 정

부가 교체되는 봉기와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근대 한국 역사에서도 정치적 안정기가 없었다. 이

승만의 독재 통치는 1960 년 4 월 19 일 학생 혁명으로 폐지되었으며 

끊임없는 거리 시위와 불안정한 경제에 시달렸던 최초의 민주주의 정부

인 장면 정부는 겨우 1 년을 버텼고 박정희는 1961 년에 쿠데타를 통해 

dose of repression and ideological mobilization has frequently been used. (Hagen Koo. 1993.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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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잡으며 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였으며 소위 '한국의 기적'을 만들

어냈다. 그러나 이러한‘한국의 기적’이라는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 했다.52) 그의 정권은 반정부

체제 운동, 학생 시위, 노동계급 시위에 계속 시달리다 10.26 이라 불리

는 항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박정희 정권은 몰락하게 되었다.

    그 뒤 1980 년 서울의 봄은 신 군부의 12.12 쿠데타로는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었던 민중들의 거대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전두환 정권시기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과 항쟁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1987 년 6 월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뒤를 이은 7~9 월에 일어난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람들 모두가 억누르고 

있었던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

었다.53)

    주기적으로 일어난 저항운동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그

러나 한국처럼 집합적 저항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평등주의적 열망이 

강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된 과정은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이웃 국가들

에서 발견되는 하향식과정과 달리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투쟁이 수반되

어 왔다. 또한 이러한 강한 저항과 열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형식적 

52) Despite the admiration of outsiders for the Korean government’s creation of the “Korean 

miracle,” Park was never successful at buying popular support with his economic achievement. 

(Hagen Koo. 1993.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53) 서영표. 2017. 「변화를 향한 열망, 하지만 여전히 규율되고 있는 의식- 2016 년  

    촛불시위에 대한 하나의 해석」.『마르크스주의 연구』. p. 66-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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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권위주의적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으

며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였

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으로 이러한 점이 좌절과 열망의 

사이클이라는 한국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0 년대에 들어 시민사회 저항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 2002

년도 세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에 큰 두려움 없이‘광장’에 모

였고 미군의 장갑차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2 명의 여중생을 추모해주는 

‘촛불’로 광장을 채우며 새로운 항쟁의 모습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

령 탄핵에 반대하며 다시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촛불’과‘광장’

은 한국의 문화적 장에 본연의 모습을 확실히 새기게 되었다. 또한 

2008 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들이 다시금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2016 년의 광장 촛불은 이러한 저항의 사이클의 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광장의 촛불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던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와 검찰마저 움직

였다.54) 이렇게 1980 년대 민주화 이래 시민사회의 저항의 형식이 바뀌

며 강한 시민사회의 특징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다.

    즉 한국에서는 강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며 강한 힘

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자본가 지배계급은 시민사회에 대한 절

대적인 헤게모니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한국 시민사회의 본질은 국가의 

취약한 헤게모니 통치의 원인이자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54) 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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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강한 정부와 강한시민 사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징을 잘 이해

해야 20 세기에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55). 또

한 이런 강한 시민사회의 특징은 재벌기업들이 완전한 헤게모니를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재벌 체제의 문화적 헤게모니의 취약성

    에컬트(Carter J. Eckert)56)는 그의 글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의 특징 및 자본가계급의 특징을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분석 하였다. 

에컬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부르

주아 자본가 계급들이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는 경제 분야뿐만 아

니라 문화적인 방면에서도 부르주아 계급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엘커트는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에 의거하여 한국사회의 정

부와 재벌기업들이 지배계급으로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고 있는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부르주아 계급은 경제적,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도덕적 리더십의 부재로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55) Hagen Koo.1993. “Strong State, Contentious Society.”In Hagen Koo(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P231-245 참고

56) Carter J. Eckert. 1993. “The South Korean Bourgeoisie: A Class in Search of Hegemony.”In  

Hagen Koo(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p 95-1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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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 및 정당성 결여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벌에 

대한 존중이나 호감은 찾기 어렵고 거대재벌에 대한 불만 및 비판이 강

력하게 나타나고 있다.57)

     그의 분석에 따르면 헤게모니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

고 있다. 하나는 다른 계급, 특히 노동 계급에 대한 물질적인 양보에 관

한 문제이다. 또 하나는 부르주아의 지적, 도덕적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

다58).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재벌 지배계급은 이

러한 두 가지 측면의 과제를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특히 지적 도덕적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벌기업의‘물질적 양보’와 재벌-노동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의 부르주아는 노동 계급을 포용하는 의지가 없었다. 물

론 천연 자원의 부족, 제한된 토착 자본, 취약한 기술 기반과 같은 구조

57)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do not in themselves continue or assure the hegemony of any group 

or class in a given society…….A group or class becomes hegemonic only when it comes to be 

generally acknowledged and accepted as providing leadership for the society as a whole.

  The Korean bourgeoisie continues to be surrounded by an aura of public disapproval and 

illegitimacy. Within the larger society there is little genuine respect of affection for the chaebols, 

and public criticism of the conglomerates is becoming increasingly vocal and severe.

  —Carter J. Eckert. 1993. “The South Korean Bourgeoisie: A Class in Search of Hegemony.”In 

Hagen Koo(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p 110 참고

58)The problem here is really twofold, involving two basic, and often related, aspects of hegemonic 

leadership in a capitalist society. The first involves the question of material concessions to other 

classes, and especially to the working class. The second concerns the question of bourgeois 

moral-philosophical leadership in the society.—Carter J. Eckert. 1993. “The South Korean 

Bourgeoisie: A Class in Search of Hegemony.”In Hagen Koo(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p 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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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약이 있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력의 유지가 그들의 주

된 관심사였다. 물질적인 양보는커녕 싼 노동원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

찰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억압했다. 

    만약 노동자들이 지배층의 지배에 맞서 저항한다면 그들은 경찰, 검

찰 등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보안사, 기무사, 중앙정보부 등 

군사감찰기구를 모두 동원하여 매우 무자비하게 억압했다. 이들에 의한 

불법적 혹은 합법적인 노동탄압의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볼 수 있는데 

1970 년도에‘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외치며 분신한 청계천의 평화시

장 재단사인 전태일의 자살사건은 바로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980 년도에 광주항쟁을 짓누르고 등장한 전두환의 군부정권은 노

동말살 정책을 이어나갔다. 1980 년대에는 원풍모방, YH, 동일방직, 콘

트롤데이타 노조 등 몇몇 노조들이 나서서 활동하였지만 전두환 정권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노조활동가들은 사회정화 조치라는 일명 

하에 삼청교육대에 보내졌으며 노동법을 읽는 것만으로도 불온세력 혹은 

좌익세력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효성물산, 대우 어패럴, 가리봉전자, 청

계피복 및 구로동맹파업 등의 노동투쟁이 이어졌다. 특히 1985 년 6 월

에 일어난‘구로동맹파업’은 노동사건으로 일간지 1 면에 최초로 보도

되었을 정도로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계층의 탄압과 억압은 무자비하고도 

치밀하였다.59)

59) 이성로. 2010.「한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 그 구조와 작용원리」.『동향

과 전망』p.15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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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노사갈등 관계에 있어 일반 한국 국민

들의 절대 다수는 노사분규가 생길 때마다 근본적인 책임을 기업주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일반 국민들의 기업주에 대한 보편적이고 관례적 

비판의식 및 노조의 전통적, 대립적 관계와 함께 근래의 강화된 투쟁은 

노사관계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유하려는 기업주의‘패러다임’과 정면으

로 충돌하여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벌기업의 소유주, 경영주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60)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평등주의 의식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계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에는 

언제나 강력한 평등주의 윤리가 존재해 왔으며 전통 사회에도 평등사상

은 계급적 체제와 공존하며 대립관계에 있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특히 평등의식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의 부의 집중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재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의식 내지 비판

적 인식을 자극하는 큰 요인이 된다.61) 더구나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

하는 등의 수단 및 정부의 특혜에 의해 성장한 점에 더 큰 반감과 분노

를 일으킨 것이라 판단된다.

    헤게모니의 두 가지 측면은 부르주아의 지적, 도덕적 리더십의 문제

이다. 그람시 주장에 의하면 헤게모니가 물질적 양보의 문제만은 아니며 

지배 계급의 사회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리더십이 주된 문제이다. 이러

한 도덕적 리더십 문제는 나아가 문화적 헤게모니에서 지배계급의 헤게

60) 조동성. 1994.『한국 재벌 연구』.매일경제신문사. p 483 인용

61) 강철구.윤일현.2013.「한일 간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배경과 논쟁」.『日本近代學硏

究』.第 41 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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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 행사의 더욱 중요한 결정요소로 그람시는 지배계급이 정치적, 도덕

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중의 동의를 얻어야만‘헤게모니

(hegemony)’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게모니는 자신에 반대하

는 적대 세력을 최대한 줄이고 동맹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의 여러 계급

들, 세력들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들의 목표를 어느 정도 만족 시

키면서 자신의 위치와 힘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가 얻어지는 과정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하며 지배 계급의 이익과 사회의 기타 다수 이익의 통합

(convergence)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르

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그들에 

의해 국부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 자유의 혁명적 가치관

을 이끄는 데도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 물론 그러한 이념 혹은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이익과 사회 대중의 욕망 및 가치를 통합할 수 있었기에 자

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헤게모니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양의 부르주아 계급과 달리 한국의 부르주아 계급은 대중

의 가치와 열망에 어긋나 역사적으로부터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제 및 정치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부르주아 문

화적 헤게모니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자

본주의 체제 발전 과정의 근원부터 정당성의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국가의 개발독재체제하에서 급진적 산업화 

정책(Hart-Landsberg, 1993)으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은 급성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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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의 정통성은 국가와 재벌 모두에게서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었다. 국가권력의 정통성은 권력획득 및 행사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지만 재벌권력의 일차적 정통성은 부 축적 

과정의 합리성에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에게 기대되는 합리성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으로 이는 특혜나 약탈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 경쟁

에 의거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 재벌들은 부의 축적과정에

서는 그와 같은 자본주의적 합리성마저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의 부도덕한 유착과 특혜의존형 경영, 정부의 공권력에 의지한 억압적 

노사관계, 심지어 탈세와 밀수와 부동산 투기 등은 재벌의 초창기 부 축

적과정에서 흔히 발견된 특징이었다.62)

    이런 정통성의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은 민주정치 발전에 있어 부르

주아 계급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 때문

에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재벌에 대한 불만 정서 및 증오심을 갖는 것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정당성이 왜 자본주의 체제 및 재벌기업의 존속에서 그만

큼 중요한 것인가? 여기서 정당성 이론을 통해 설명해보자면 조직사회학

에서 정당성은‘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 신념, 정의(definition), 가치의 

체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의 행위가 적정하고, 바람직하고, 정당하다는 

보편적인 인식 또는 추정’(Suchman, 1995: 574) 으로 정의된다. 정당

성의 개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

으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식일 뿐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과 관념도 포

62) 홍덕률. 2005.「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역사비평』p.1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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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는 점이다(Weber, 1978; 신진욱, 2013).63) 즉, 정당성은 주관적

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전부 포함한다. 반기업정서와 같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막연한 주관적 인식과 반감을 정당성의 시각

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기업들의 존속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한 

사회조직으로서의 기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속할 수 없으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또한 기업조

직의 자체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외부환경에 의존하는 많은 자원들은 

기술적,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의 존재가 정

당함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의 행위와 활동이 사회적인 신

뢰를 얻어내야 한다. 정당성을 잃은 기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뿐더러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

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성은 조직의 생존에 있어 핵심적인 자원에 

해당한다.64)

    우리가 어떤 대상을 친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

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친 제도화의 결과이다. 

(Berger and Luckmann, 1966; Zucker, 1977; Scott, 2008). 또한 타

63) 김수한, 이명진. 2014.「한국사회의 반기업정서」. 『한국사회학』. 48 권 1 호. p 45 

    인용

64) 김수한, 이명진. 2014.「한국사회의 반기업정서」.『한국사회학』. 48 권 1 호. p.45   

재인용( Meyer and Rowan, 1977; Suchman, 1995; Scott, Ruef, Mendel, and Caronna, 2000 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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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상의 현재뿐만 아니

라 그 대상의 과거의 행동 또는 미래에 기대되는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

여 행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관한 정당성은 바로 그 기업

의 현재,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인정, 평가, 지원을 뜻한다. 우선 사람

들은 어떠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한 조직의 존재와 과거 행동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정당성이 결여된 조직은 부정적인 평가

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의 과거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재벌기업들의 발전과 성장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 낸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특혜와 

방법을 통한 결과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또한 정당성을 가

지고 있는 기업의 존재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적 지위에 대하여 당연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기업조직의 존속과 현재 운영

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정당성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포함하며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기업은 미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혹은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를 의미한다.65)

    중앙일보의 2005-2006 년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재벌 몇 개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 등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벌은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법적인 부의 상속 및 경영

권의 세습, 부의 사회환원, 후진적 노사관계, 정치권 및 언론과의 부당한 

65) 김수한, 이명진. 2014.「한국사회의 반기업정서」. 『한국사회학』. 48 권 1 호. p. 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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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관계 등으로 인해 도덕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재벌 형태의 원

천적인 한계로 인해 도덕적 리더십과 헤게모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66)

    3). 재벌기업 문화적 공헌 전략의 문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 내에서 자본가계급의 도덕적 권위

는 매우 낮다. 일제 식민지 당국과 군사정부와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대해 비난 받았으며 자본가계급은 사회 내에서 위신 있는 계급으로 인식

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재벌기업 계급이 비록 거대한 

경제력을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사

회에서 문화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람시는 지배계급이 정

치적·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중의 동의를 획득할 수 있어야

만‘헤게모니(hegemony)’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게모니는 자

신에 반하는 적대 세력을 최대한 줄이고 동맹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의 

여러 계급들, 세력들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들의 목표를 어느 정

도 만족 시키면서 자신의 위치와 힘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는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법률, 제도등

과 같은 사회 적인 시스템을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

66) 홍덕률.  2006.「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역사비평』.p 111 인용  



- 59 -

    현재 재벌기업들은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에 이르기까지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재벌 기업인들은 민간부문, 특히 정책연구집단, 대

중매체, 문화재단, 교육재단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지배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지배전략 또한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한 것이라

고는 할 수 없다.     

    우선 재벌들은 대기업의 자체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정책기획집단과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1981 년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하였고 1988 년에 경제사회발전연구소를 

발족하였다. 전경련은 또한 정보산업협회, 유전공학협회 등 다양한 전문 

연구집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0 년대 동안 주요 재벌들은 자체의 기

술개발과 사회 및 경제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소를 설립하

였다. 현대는 현대사회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연구소들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안하거나 경제 교

육을 실행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67) 또한 

재벌들은 민간연구소를 만들어 경제, 경영 현안에 관한 정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정책의 틀과 기조를 만들어 유포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 및 정책의 틀과 기조의 생산, 유포는 헤리티지 재단이나 브루킹스 

연구소 등 독립적인 싱크탱크들이 수행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재벌들이 

직접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삼성경제연구

소는 독보적인데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 차원의 연구를 넘어서 국가계획

을 설계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경제연구소가‘국민소득 2 만 달러’라는 

67) 김윤태. 2000.『재벌과 권력』.새로운사람들.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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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틀을 만들어 노무현 정권이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68)

    둘째, 많은 재벌들은 사회문화재단과 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하였다. 

현대는 1977 년도에 아산재단을 설립하였고, 대우는 1980 년에 대우 재

단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재단은 다른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일부 교육재단은 사회교육 또는 정치교육에 적극적이지만 재벌들이 재단

을 설립하는 이유는 주로 비영리재단이 정부의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재벌의 소유주들은 비영리재단의 자산으로 재벌

그룹 내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재투자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비영리재단

은 종종 재벌그룹 내 창업자 가족의 수직적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69) 또한 재벌의 설립자들은 상속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

이 면제되는 문화재단 등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경영권의 승계가 어

려움 없이 이루어졌으며 설립자들은 상속세법의 허점들을 이용하여 최대

한 낮은 세금을 납부하며 2 세나 3 세들에게 지분을 넘겨줄 수 있었

다70). 재단은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경제적

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사기업 매체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일반 기업들의 지

분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이 어떤 고유 목적의 사업에 쓰이게 될 

때 국가에서는 이들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를 준다. 

68) 박승호. 2014.「재벌은 21 세기 한국경제의 구원자인가, 재앙인가?」.『내일을 여는 

역사』p.60 인용

69) 김윤태. 2000.『재벌과 권력』.새로운사람들」. P.218

70) 장세진. 2003.『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재벌의 흥망』.박영사. p.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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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단들은 매체기업의 지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지분까지도 

소유한다. 이는 분명한 영리 행위이며 비정상적인 축적 혹은 세습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을 비롯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윤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적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운영도 철저히 공공성-공익성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71) 또한 

2016 년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는 박근혜가 삼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자금을 내도록 압박하여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였으며72) 이는 문화재단의 공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셋째, 많은 재벌기업들은 언론사와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중앙일보와 종합편성채널 JTBC 를 소유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이른바 ‘반 

기업 정서’나 ‘반 삼성 정서’를 없애고 친 재벌, 친 삼성 정서를 형성하

고 있다. 또한 삼성, 현대, LG 등 재벌그룹 자체의 광고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의 광고 지출은 언론 산업의 운영 방면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은 광고주의 자격으로 언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언론사들이 구독료보다 광고수입에 더 크게 의존

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

사가 재벌을 비판하거나 노동조합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경우 광고비의 

71) 김승수. 2005.「한국매체산업의 계급론적 이해」.『한국언론정보학보』. p.149 참조

72) 김동춘. 2017.「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 정치의 새 국면」.『황해문화』.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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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었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2007 년 11 월부터 2010 년까지 삼성재벌로부터 광고탄압을 받았다. 

    이렇듯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집중을 통해 재벌기업들의 언론장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은 사회계급의 격차의 감소 혹은 최소한 은

폐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지만 한국의 매체기업들은 대립을 격화

시키며 강자의 지배, 그리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세계관을 

따르고 있다. 매체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자본집단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지배, 통제할 압도적인 힘을 토대로 계급적 대립을 부추겨 

갈등 및 대결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유지한다.73)

    즉 오늘날 대기업의 기업인들은 민간부문, 특히 정책연구집단, 대중

매체, 문화재단, 교육재단 등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문화적 분

야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공헌 전략의 목적은 문화산업의 

발전보다는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문

화재단의 창립은 실질적으로 재벌기업의 재산상속 및 세금탈피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언론 매체의 통제는 재벌기업의 비행을 숨기고 사회비

판을 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거대 재벌들이 

오히려 감시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재벌기업들의 오너 리스크에 따

른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CSR)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74) 이는 재벌기업이 평상시 활발한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이 부정적인 사건을 저지르거나 연루되었을 때 

73) 김승수. 2005.「한국매체산업의 계급론적 이해」.『한국언론정보학보』. p. 162 참고

74) 임현일. 2017.「오너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형(‘갑질’관련 사건을 중심으

    로)」.ESG 최신현안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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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기업에 대한 형벌을 완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재벌기

업들은 이러한 문화지배 전략을 통해 개인의 사고와 사회전체의 의식재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에 대한 불만 및 비판 정서를 

더욱 격화시켰다. 이런 문화산업 전략을 통해서는 사회 대중들의 자발적

인 동의 및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것은 더

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언론통제 수단을 분리 시켜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들이 보도매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소유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야 하며 재벌기업의 재단이 사기업들의 주

식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해야 하고 세제 혜택 또한 중단해야 할 것이다. 

75)

  

V.  결론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즉 이중성을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재벌기업들이 1960 년대 박

정희 정권 발전국가체제 하에 한국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여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기적’,  ‘동아시아 성장모델’,  ‘아시아의 용’ 

으로 불리게 된 거대한 경제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면에서

는 재벌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와의‘정경유착’의 비호 및 특혜를 

75) 김승수. 2005.「한국매체산업의 계급론적 이해」.『한국언론정보학보』. p. 1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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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부당한 부의 집중을 통해 경제위기부터 사회에서 심한 양극화를 심

화시키는 등 여러 측면의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되어 있다. 한

국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언론 조사를 통해 볼 수 있듯

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재벌체제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재벌 체제의 구조조정 및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인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하

고 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런 현상의 이유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재벌기업의 자체의 문제점과 관련이 크다.‘정경유착’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 일어났으며 또한 재벌기업 오너 일가의‘갑질’문

제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한편으로는 재벌기업들의 내부 

가족적 경영방식 등 구조적 문제점을 들추어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

과 정부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재조명하였다. 그러나 이런 부정 및 위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솜방망이’식 해결방식과 효율적인 재벌개혁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리고 금융관리 및 감독 기구,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 또

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1997 년 금융위기 직후 재벌기

업들이 외부로부터 강요된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역대 정부, 특히 

선거철마다 재벌개혁을 내세웠지만 효율적인 재벌 개혁이 실행되지 못하

였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내부에서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소유 및 경영권 분리 등 면에서는 개혁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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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레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요인은 재벌기업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부

터 독재정권시기를 거쳐 민주화로 이행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항쟁과, 오

늘날의‘촛불시위’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결코 순종적이지 않고 강한 힘

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정당성이 없으며 또한 부 축적과정에서 정치권과의 부도덕한 유착과 특

혜의존형 경영, 정부의 공권력에 의지한 억압적 노사관계, 심지어 탈세

와 밀수와 부동산투기 등은 자본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

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재벌기업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급

성장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국

민들의 지지 및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재벌기업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화적 헤게모니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물론 

오늘날 재벌기업들은 문화차원에서 정책연구집단, 대중매체, 문화재단, 

교육재단 등 문화적인 지배전략을 통해 개인의 사고와 사회전체 의식의 

재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재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세

워 지적, 도덕적 권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 헤게모니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나아가 한국 재벌 기업들의 향후 존속에 있어 대중의 신뢰 및 지지

는 아주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재벌기업의 문화적 헤게모니의 취약성은 

재벌기업 지배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재벌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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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본가’의 신분은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박혀있

었고 그들에 관한 쟁점들은 정치적인 특징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나 재벌관련 제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미봉적인 해결방식

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재벌기업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경유착 하에 계속된 거대재벌의 족벌경영과 수직

적인 운영은 시장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했고 결국 기업경영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관계를 끊고 정

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발전과정 

역시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은 공적 책

임성과 시장의 역동성의 원칙이 동시에 존중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재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평가보다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 근거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와 미래에 있어 재벌 개

혁과 한국 경제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점으로 보인다.

    물론 오늘날 한국의 삼성을 위시한 여러 재벌기업이 세계 일류 대기

업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재벌기업은 전문적인 대기

업이 아니다. 미국의 성공한 거대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부분 경영과 소유의 분리현상이 있었고 전문적인 경영자

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 창업 및 소유자들은 개인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본주의에 배제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역기능을 극복해 

왔다. 그 후 거대기업은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 67 -

경제주체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미국 거대기업의 발전과

정 및 특성은 앞으로 다루게 될 한국재벌들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재벌기업은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내

부거래 및 부당한 경영방식을 배제하고 자본주의 윤리에 맞는 공정한 경

쟁을 추구하는 등의 대기업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중의 지지와 

신뢰 역시 일종의 사회적 자원으로 재벌기업의 장기존속에 있어 국민들

의 지지 및 신뢰는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이며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마이

크로 소프트와나 도요타와 같이 전문적인 대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문은 한국

사회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 특징

분석, 원인분석으로 진행하였다.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더욱 많은 자료

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으로 한국

사회 재벌기업 지배체제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그 적합성을 엄밀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재벌기업에 대한 인식의 이론적 모

색 및 개괄적 분석의 부족함을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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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Dual Recognition of Chaebol 

in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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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are always 

closely connected with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Chaebol, while the issues 

regarding Chaebol continue to be the social concerns. Chaebol have thus far 

managed to achieve great economic gains which is called ‘Asian Miracle’ through 

the compressive rapid development, which enables South Korea to leap into the 

ranks of advanced country. Nowadays, as South Korea is called ‘Chaebol 

Republic’, Chaebol have grown tremendously not only economically but 

politically and socially . However,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various 

problems like economic concentration and social polarization became increasingly 

serious. The improper and illegitimate behaviors of Chaebol such as deviation, 

corruption are gradually disclosed which lead to the public criticism on Chaebol.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Chaebol, the so-called main force for 

development, are regarded as the main culprit in this crisis, and the vo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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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zing and reforming chaebol mechanism are rising. From then on, the negative 

sentiment against Chaebol in South Korean Society get more seriou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haebol are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 

government. Recently, the Choi Soon-sil Gate has truthfully reflected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politics-business collusion and it has aroused great social 

controversy and uproar again. Furthermore, the Candlelight Gathering has indicated 

negative sentiment against Chaebol and strong desire for social justice in South 

Korean Society.

As above stated, Chaebol has reflect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outh Korean economy. Also the recognition of Chaebol in South Korean society 

comprise duality. That is, the positive recognition and the negative recognition 

coexist . Despite the economic and political growth, Chaebol are not able to gain 

support and win trust from the public. Furthermore, although some reform carried 

out after 1997 financial crisis, they failed to get to the root of the problem. The 

present study aims to approach and analyze the dual recognition of Chaebol 

systematically, focusing on its main content, features and reasons. Only after 

making clear these problems can the effective reform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ill be possible.

Furthermore, based on the Cultural Hegemony Theory proposed by Antonio 

Gramsci,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Chaebol’s mechanism is reveal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showed that Chaebol fail to obtain absolute 

cultural hegemony neither in the past nor in present.

Key words: Chaebol, Korean Society, Positive Recognition, Negative Recognition, 
Politics-Business Collusion, Cultural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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