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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960~1970년대 한국정부가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 추진한 저

축동원의 양상을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장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이후

에 추진된 저축동원 시도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의 자금 조달계획 중 내자동원 구상과 그에 따라 가계 저축 동원을

위해 추진된 여러 제도적·사회적 실천을 살핀다. 대표적으로 반관반민 단체

였던 재건국민운동본부 관할 하에 추진된 저축계몽활동과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저축운동 등을 서술한다. 이와 함께 주로 임금노동자 층을 대상으로 하

여 설립된 국민저축조합의 설립 양상을 다룬다.

2장에서는 금융저축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평가되는 1965년 9월

에 시행된 금리현실화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이 조치 시행 이후 금융저축의 증가를 목도하면

서 저축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된 지방은행 설립을 비롯한 제도 정비 과

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전개된 제2경제운동 등의

생활합리화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효과와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을 1967년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한 저축시장조사를 바탕으

로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전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

기 저축동원의 양상을 다룬다. 정부는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

진하였고 이에 소요될 자금을 내자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

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

을 도입하여 가계저축을 동원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장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하여 논의

한다.

4장에서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황을 맞이한 후 전개된 저축

동원 전략을 분석한다. 이 시기에는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비등해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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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금융 제도들을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

로는 저축우대 제도인 근로자재산형저축과 생명보험이 있다. 이 제도들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방책

으로서 도입되고 육성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재형저축제도 도입 과정 및 결

과와 함께 보험근대화 시책의 결과 급성장한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

을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저축동원을 위해 활용한

강제저축, 저축계몽, 경제적 유인책의 효과를 정리하면서 박정희 정권기

동원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저축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저축조합의 경우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목표액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후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창안된 국민복지연금은 복지담론을 활용하여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강한

반발과 석유파동에 의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축 계몽 역시도 저축 증대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정부와 저축 관련 단체들은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한 생활합리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았

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저축시장조사에 의하면 저축을 늘리고 줄이는 이유

로 각 가계는 소득의 증감과 물가를 들었다. 저축시장조사에는 계몽의 효과

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조사 주체들은 생활합리화를 통한 저축 증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정부의 저축동원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것들

이었다.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정기예금과 적금이 증가한 것이나 1970년대

후반 시행한 재형저축의 인기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저축시장조사 결

과 파악된 저축의 주요 동기는 부동산 매입,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

생활 안정 등이었는데 재형저축과 생명보험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적합한

수단들이었다. 결국 정부의 저축동원은 가계의 필요나 욕망에 부합할 때 실

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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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화를 자금 공급 장치였던 국민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은 저축성

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저축이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국민투자기금이 안정적

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계저축의 증대가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

정부는 1979년 재형저축의 가입 범위를 증대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국민을

향한 저축동원 요구는 외면상 매우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국민복지연금의

실패와 재형저축의 인기를 대비시켜 보면 그 실상은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응할 때 그

동원은 효과적이었다.

주요어: 저축동원, 국민저축조합, 계, 금리현실화, 생활합리화, 국민복지연

금, 국민투자기금,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생명보험

학번: 2010-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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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문제제기

1960년대 한국은 ‘압축돌진형 근대화’와 경제 동원의 시대로 돌입하였

다.1) 이 압축 근대화에서 경제개발은 중핵을 이루었다. 경제개발의 필

요성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중반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

부터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전개되었고 이는 각종 장단기 경제개발계획의

작성으로 이어졌다.2) 또한 근대화는 세계사의 흐름에서도 거스를 수 없

는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근대화론으로 무장한 미국의 사회과학

자들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생 탈식민

국가들의 경제개발에 대한 열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생

각은 1960년대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스며들었다.3) 1960년대의 세

계는 ‘개발의 연대(Development Decade)’로 돌입하였다.4) 이러한 시대

적 분위기 속에서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집

단은 자신들이 근대화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자임하였고,

경제개발과 조국 근대화를 앞세워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을 메

우고자 하였다.5)

1) 정용욱·정일준, 2004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통치양식의 전환: 군사정권

의 등장과 권력/지식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

식인》 선인, 8~9쪽.

2) 1950년대 후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축적되었다. 대표

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李鐘元, 1996, 《東アジア冷戰と韓米日關係》, 東

京大學出版會, 274~285쪽;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의 기

원》 서울대학교출판부, 1장; 정진아, 2007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

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240~267쪽.

3) Michael E. Latham, 2000, Modernization as Ideolog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69~108; 박태균, 앞의 책, 2장.

4) Richad Jolly, Lous Emmerij, Dharm Ghai, Frédéric Lapeyre, 2004, UN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Thinking and Practice, Indiana University

Press,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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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은 의욕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

의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하였다. 당시 한국이 처한 ‘저개발’의 상황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매우 부족했고 그 부족한 부분

을 해외로부터 끌어와야만 했다. 물론 모든 자원을 외부에 의존할 수는

없었다. 국내에 잠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최대한 개발을 위

한 자본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경제자립을

내세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점차 외자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내자의 비율

을 높이는 것을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고, 제1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 수립 이후 제4차 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조달된 투자재원 중 국

내자본의 비중은 늘어갔다.6) 이러한 내자조달 비율의 증가는 자립경제

의 지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외자에만 의존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고 내자는 양적으로나 비율로나 증가하였으나 항상 부족

하였다.7) 이에 따라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지속적으

로 강구되었다. 저축동원은 내자 조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

다. 특히 저축 증대를 통한 투자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된 상황

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었

기 때문에 저축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 내내 저축동원의 대상은 국민이었다. 그러하기에 일

반 국민들의 저축, 즉 가계저축은 정부와 국민이 접점을 이루는 영역이

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저축동원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 영역에 침

투 또는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축하면 떠오르는 것은 은행

5) 황병주, 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근대화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18~141쪽.

6) 국민저축률은 1960년대 초반에는 10% 미만이었으나 1966년부터 10%을 넘기

시작하였고 1973년부터 1979년까지는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었으나 대체로

20%를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재원 중 국내저축의 비중도 늘어 1972

년~1979년 중 연도별로 요동이 심했지만 대체로 70%를 상회하였다. <부표

1>, <부표 3> 참고.

7) 이정은, 2017 〈박정희 정권 시기 대자본의 외자도입과 금융기관 진출 연구

(1960~1973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1~29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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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저축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

이다. 저축의 사전적 정의는 “절약하여 모아 둠” 또는 “소득 중에서 소비

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이다.8) 저축을 늘리는 것은 소득을 늘리고 소비

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저축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가

계 소득이 증대되어야 했고, 가계 소득이 증대되었다고 해도 이 증가분

이 모두 소비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은행 등

공식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야 했다.9) 그런데 이에 대한 입장과 태도

에서 정부와 가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모두 은행과 같

은 제도 금융권으로 흡수하고자 하였고 가계는 제도 금융이 아닌 계를

비롯한 ‘사금융’이라고 불린 제도화되지 않은 금융 방식을 일상적으로 활

용하고 있었다.10)

따라서 정부는 금융저축의 필요성을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동시에

저축을 동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 5·16 쿠데타 직후부터 저

축 증대를 위한 계몽운동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1960~70년대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목표로 한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고 가계저축을 증대하

기 위한 각종 법·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게다가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추진 단계에 이르러서는 국민투자기금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개인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19.7.2); 또한 저축은 형태 별로

현물 저축과 금융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저축은 은행예금·적금을 비롯하여

보험·신탁, 주식, 연금 등을 망라한다. 저축 주체별로는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으

로 분류되고 민간저축은 기업저축과 개인(가계)저축으로 나뉜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축을 개인저축, 기업의 영업이윤 및 감가상각준비금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저축을 기업저축 또는 법인저축, 그리고 정부 수익에서 정

부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정부저축이라고 한다. 이 3주체에 의하여 형성된 저축

의 합계가 국내(국민)저축이며, 해외에서 유입·도입되는 저축이 해외저축이다.

9) 이러한 저축의 의미에 착안하여 본고는 저축 중에서도 가계저축에 논의를 집중

한다. 기업은 직접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저축동원 대

상이라기보다는 동원된 저축을 수혜 받는 위치에 있는 반면 소비의 주체인 가계

가 저축동원의 대상이었다.

10) 1950~60년대 계는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이창렬, 1966 《한국의 금융과 자본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제2장 참고; 안순덕, 2002 〈1950년대 도시부녀

자 계소동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휘, 2005〈1950~60년대

계와 사금융시장〉 《여성경제연구》 제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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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저축으로 모인 자금을 중화학공업 등 주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집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중요 산업의 건설과정은 차관을 비롯한

해외자본에 의존하였고 때문에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

되었다. 1970년대 중엽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은 그 대표

적인 사례였다.11) 이에 박정희 정권은 저축동원이 필요한 근거로 두 가

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해외 자본의 상황에 따른 충격과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자본을 최대한도로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황을 맞이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저축이야말로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이 둘은 자립이라는 용어로 수렴되었는데 국가 경제 수준에서는 경제

자립 또는 자립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 단위 또

는 가정 단위의 살림 또는 생활의 자립이었다. 이 둘은 연결하는 매개가

저축이었다. 저축은 현재를 담보로 한 개인 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

자 수단인 동시에 그것이 은행에 모여 기업으로 대출되어 국가 자본으로

활용됨으로써 경제건설과 자립경제체제의 수립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었

다. 정부는 각 개인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선전·홍보하는 데 적극적

이었다. 한편, 가계의 입장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조건에서 질병, 노후, 실업 상황을 대비하거나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저축은 그 수단 중 하나

였다.12)

본고는 1960~70년대 저축 증대를 위한 정부의 여러 활동을 서술하

면서 저축 장려, 저축 독려 및 저축 유인이 아닌 저축동원이라는 용어를

11)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과 이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대응을 다룬 대표적이

연구로는 이정은, 2010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 정부

의 대응〉 《한국사학보》 38, 참고.

12) 서익진, 2003 〈한국산업화의 발전양식: 축적과 조절의 관점에서〉 《개발독

재와 박정희시대: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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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당시에도 동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또한 정부가 가계의

소비 및 지출에 적극 개입하여 저축을 증대하고 그 저축을 필요한 부문

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들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축동원을 위

한 계몽, 즉 소비 절감을 위한 정부 측의 계몽 전략은 단지 금융저축의

증대를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다면 저축 장려나 유인보다는 저축동원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것들을 포

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러 저축 장려나 유인책들은 저축동원

을 위한 수단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정부의 저축동원 정책의 시기별 변화와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대응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계저축에 대한 정부와 가계의 태

도의 차이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정책의 변화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박정희

정권 시기 국가와 대중의 관계 및 국민동원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와 서술 방향

저축은 2000년대 이후 신용에 기초한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

한국 사회에서 매우 강조되던 생활 태도였다. 여전히 생활 및 투자를 위

한 기본 자금, 즉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은 매우

빈번히 활용된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높은 저축률이

지목되기도 한다.13) 그러나 저축 또는 저축동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1960~70년대 ‘외부의

존형’ 경제개발의 모델이나 그 형성과정에 집중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14) 1960~70년대 한국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은 수출 주도형

13) 서익진, 앞의 책, 92쪽

14) 대표적인 연구로는 공제욱·조석곤 공편, 2003 《1950~60년대 한국형 발전모

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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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었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주로 해외차관

을 비롯한 외자에 의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15)

이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1차 경제개

발5개년계획의 수립과 그 수정 과정을 논구한 기미야 다다시, 박태균,

이완범 등은 한국의 경제개발의 유형이 미국의 반대와 여러 국내적 한계

로 인해 내자동원과 국내의 균형발전을 지향했던 기존의 경제개발전략을

수정하여 수출지향(또는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고 공통적

으로 지적한다.16)

그런데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 시기를 제1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 시행 시기로 한정하거나 더 넓게 잡더라도 1960년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연구의 시기를 경제개발의 성과가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

는 않은 시점인 1960년대 중엽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들에서

가계저축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박정희 체제의 경제개발전략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김보현은 제1차에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박정희 정권이

‘자립경제체제’ 수립을 명분으로 투자 부문에서 내자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들이 내자동원을 위해 가계저축을 증대하

15) 대표적인 연구로 김대환, 2003,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발전국가론’

의 재검토〉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아카데미;

Meredith Woo-Cumings, 1991,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6) 이완범의 연구가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박정희 및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기미야 다다시와 박태균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영향력 속에서 한국정부의 정책 변

화를 더 강조한다. 또한 박태균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

회 내부에서 나타난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맞물리는 점을 보여준다. 이완범,

2006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제1차5개년계획과 무역입국》 선인; 박태균, 앞

의 책; 기미야 다다시, 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 : 1960년대 수출지향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 7 -

려고 했으며 그러한 정책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

고, 국민투자기금법안 등을 마련했다고 지적하였다.17) 또한 중화학공업

화 정책을 망라한 방대한 연구에서 박영구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내자

동원의 수단으로서 국민투자기금법이 제정되는 과정과 국민투자기금의

운용 형태를 서술하였다.18) 이 연구들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을 위

해 외자도입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최대한으로 동원하려는 의지를 가지

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박정희 정권이 저축

동원을 하고자 했다는 점은 보여주었으나 그들이 가계저축을 동원하기

위해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시행 양상은 다루지 않았다.19)

박정희 정권을 개발독재체제로 명명한 이병천은 이를 “강력한 반공국

가주의의 근대화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부터

국민통합을 추구하고 국민 에너지를 경제개발에 동원하는 체제”로 규정

하였다.20) 개발독재라는 명칭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별 연구자들마다

각자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그가 말한 ‘동원하는 체제’에 관해서는 그간

연구가 진척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국민동원에 대한 연구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동원이나

사회통제에 집중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였고, 1960년대 후반 들어 삼선개헌 등으로 장기

장기 집권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였고 유신 체제가 성립되면서 사회 통제

를 위한 장치들은 더욱 그 짜임새가 정교해졌다고 평가된다.21) 더 나아

17)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18) 박영구, 2012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내용 (I)》 해남.

19) 김보현은 ‘아래로부터의 균열’ 문제를 다루지만 그 내용은 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경제적 주체로서 동원

한다면 그에 대한 균열은 정치적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김보현, 앞의 책,

251~285쪽. 하지만 저축동원이라는 개인의 생활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

를 경제적 행위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였는지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20) 이병천, 2003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23쪽.

21)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 한홍구, 2003 〈박정희 정

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62; 김영수, 2005 〈유신체제

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동원정책〉《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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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정희 정권은 안보 위기 담론을 지속적으로 주조하여 이를 통치 수

단으로 삼았고22) 이러한 통치 수단을 활용하여 유신 정권은 사회 말단

조직까지 동원하고 통제하였다는 것이다.23) 이러한 박정희 정권에게 사

회는 치료되어야 할 환자이거나, 정화되어야할 영역이었다는 것이다.24)

박정희 정권의 국민 동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고와 행동 양식에 집

중되었다.

한편, 김정주는 1970년대 초반에 경제적 동원 기제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71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의

‘8·3조치’, 1973년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거치며 탈정치화된 경제적

동원기제가 완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25)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 동원

기제의 구체적인 작동 양상이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구

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렇듯 지금까지 1960~70년대 한국정부의 내자동원 구상과 저축동

원 전략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않았다. 개발을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였음을 지적하였으나 실제 연구들은 주로 이데올로기 동원

이나 사회통제에 집중되었고 경제사 연구들은 주로 1960년대를 중심으

로 ‘외부의존형’ 체제의 형성 과정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

도 주로 성장 모델에 국한되었고 동원 체제의 작동의 구체적인 방식은

분석되지 않았다.

동기념사업회; 전재호, 2005 〈유신체제의 구조와 작동 기제〉 같은 책; 박태

균, 2005 〈1960년대 중반 안보 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 72.

22) 이상록, 2016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역사문제연구》35.

23) 허은, 2015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박정희정부의 ‘대공새마을’ 건설〉 《역

사비평》 111; 허은, 2015 〈박정희 정부 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

체제 구축 – 구성면 면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총》 84; 김행선, 2017

《1970년대 유신체제기 학교새마을운동의 조직과 활동 – 대학새마을운동을 중

심으로》 선인.

24) 이상록, 2006〈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근대의 경계에

서 독재를 읽다 – 대중독재와 박정희 체제》 그린비.

25) 김정주, 2007 〈1970년대 경제적 동원기제의 형성과 기원 – 한국사회는 박

정희체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역사비평》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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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계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저축은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도균은 사회보장제

도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1960~70년대 한국에서 저축동원과 조

세정책을 바탕으로 한 ‘생활보장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례로서 저축 증대를 위한 면세점 인상과 재형저축 제도 등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저축이 단순한 내자동원의 수단이었던 것을 넘어

서,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26) 그러나 이

연구는 선행 연구나 백서 등에 의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저축

동원의 시기별 특징 및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

한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 국

민들의 저축 실태나 이에 대한 인식 및 정부의 저축동원 정책에 대한 대

응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가계저축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당대의 경제학자들 수행한 저축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데27)

현재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사·연구는 당시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이창렬의 《한국의 금융과

자본동원》은 1960년대 전반에 성행한 다양한 사금융의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그는 그 중에서도 ‘서민금융’의 중심에 있던 계의 운영

방식과 양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28)

26) 김도균, 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7) 이창렬, 1965 〈한국에 있어서의 국민저축형태〉 《아세아연구》 8권 1호; 이

창렬, 1966 앞의 책; 이현재 외, 1979 《한국의 민간저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경제연구소.

28) 이창렬은 저축증대와 자금 유통을 더욱 합리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즉 저축

과 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근대적인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다양한 사금융 실천들을 제도 금융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근대금융조직들이 負荷된 임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하

고 있을 때 국민대중은 그들의 流動性選好를 自衛하기 위하여 방위적 조직들을

스스로 구명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곧 과거의 전통에 입각한 사금융의 발전

으로 파급”되었다고 보았다. 또 그는 사채시장이 “소비적 수요를 위한 전형적인

고리채라기보다는 산업자금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민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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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첫 번째 과제는 1960~70년대, 즉 제1차~제4차 경제개발5

개년계획 추진 시기의 내자 조달 전략을 정리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된

저축 동원 방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들

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내부동원형’ 개발 전략의 구체적인 시행 양상

및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29)

이 시기 저축 동원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구성되었다.

그것은 강제저축, 저축계몽, 경제적 유인책이었다. 강제저축은 말 그대

로 저축을 강제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30) 박정희 정권은 시기 별로

여러 강제저축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 강제저축의 실효성

과 대중의 반응을 보면서 정부의 동원 전략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축 계몽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정부는 저축동원을

위해 국민저축운동, 저축증강운동 등의 저축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저축이 국가개발을 위한 주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는 애국심을 활용한 선

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저축이 각 가계의 미래 생활을 위한 원

천 자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양자를 연결

하는 것으로 ‘합리적’ 소비가 강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는 소비 절

감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이는 무조건적인 내핍은 아니었고 현

재의 소비를 줄여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금융체제”라고 평가하였다. 이창렬, 앞의 책, 207~208쪽.

29) ‘외부의존형’과 ‘내부동원형’이란 문구는 공제욱·조석곤의 글에서 차용하였다. 그

들은 자본 확보의 관점에서 인적·물적 자본을 내부에서 마련하려는 것을 ‘내부동

원형’ 성장 모델로, 그 중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의존하는 것을 ‘외부의존형’ 성장

모델로 분류하였다. 공제욱·조석곤, 2003 〈서론: 1950~60년대 한국형 발전모

델의 원형과 그 변용〉 《1950~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

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30) 목적을 달리하지만 강제저축 방식은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

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중 당연가입대상자들의 연금 납부는 강제저축의 성격

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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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저축동원이다. 정부는 가계의

자금이 민간에서 성행하던 계와 같은 ‘사금융’ 및 귀금속 구매나 부동산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흘러가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하

였다.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과 1970

년대 후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과제는 박정희 정권의 동원 전략의 한계를 살

펴보고 그것을 통해 1960~70년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저축동원전략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가계(국민, 민중, 대중, 개인)의 반응 및 대응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각종 제도와 담론들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향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도 높은 동원 전략을 취하였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저축동원 및 국민동원 한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한계를 살피는 작업이 단지 정부의 정책 의도가 국민들

에게 그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 역

시도 정부의 정책 의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연구들의 관성을 답

습하는 것일 뿐이다. 본고는 국민들의 저축에 관한 인식과 실천 양상이

정부의 정책을 비틀고 이에 따라 변화되었던 점들을 그려내 보고자 한

다. 그리고 생활 경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가계의 불신이

생겨났고 그 결과 가계의 생활 경제 부문이 국가의 사회정책과 분리되었

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논문의 구성과 활용 자료

본고는 분석 시기를 앞서 서술한 저축동원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의 조

합 양상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할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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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 시기’(1961~1965년),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 시행 이후’(1965~1972년), ‘중화학공업화 정책 형성

시기’(1972~1975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1975~1979년)로 나누

어 저축동원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것이다.

1장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이후에 추진된 저축동원 시도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금 조달계획 중 내자동원 구상과 그에 따라

가계 저축 동원을 위해 추진된 여러 제도적·사회적 실천을 살펴볼 것이

다. 대표적으로 반관반민 단체였던 재건국민운동본부 관할 하에 추진된

저축계몽활동과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저축운동 등을 살필 것이다. 이와

함께 주로 임금노동자 층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국민저축조합의 설립

양상을 서술할 것이다.

2장에서는 금융저축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평가되는 1965년 9

월에 시행된 금리현실화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한국 사회 내

부의 정치·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이 조치 시행 이후 금융저축의 증가를

목도하면서 저축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된 지방은행 설립을 비롯한

제도 정비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전개된 제

2경제운동 등의 생활합리화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

동의 효과와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을 1967년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한

저축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전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의 내자동원 및 저축동원의 양상을 다룬다. 정부는 1973년부터 중

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소요될 자금을 내자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

였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가계저축을 동원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장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

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황을 맞이한 후 전개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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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동원 전략을 다룰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비등해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금융 제도들을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축우대 제도인 근로자재산형저축과 생명보험이 있

다. 이 제도들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되고 육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재형저축제

도 도입 과정 및 결과와 함께 보험근대화 시책의 결과 급성장한 생명보

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본고는 두 부류의 자료를 활용한다. 하나는 정

부 측 생산 자료들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정부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국무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모아 놓은 《각의상정안건철》, 《국무회의상정

안건철》과 경제 관련 장관들의 회의 안건을 모은 《경제장관회의안건

철》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무회의록의 경우 상정된 안건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실제 내용이 생략된 경우가 많아서 정책의 구체적인 실제

를 파악하는 데에는 안건철이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저축과 관

련하여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

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수정이 있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그

대로 결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시 추진된 정책의 파악에는 안건철

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자료

중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문화영화들도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홍보

전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31)

이와 더불어 보다 개괄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

1~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그 수정 계획들과 관련 정부 부처들이 생

산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의 경제 상황 및 관련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백서》, 《도시가계연보》, 《저축백

31) 영화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하나, 2013 《국가와 영화: 1950~60년대

‘대한민국’의 문화재건과 영화》 혜안, 30~3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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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축총람》 등을 활용하였다. 그 중 《저축총람》에는 금융기관

의 현황 및 각종 저축관련 통계들이 망라되어 있어, 각 시기별 저축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본고는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1967

년부터 작성된 《저축시장조사》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저축에

관한 가계의 인식과 그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가계 저축의 실상과 정부의 저축 계몽에 대한 대중의 반

응을 살펴 볼 수 있었다.32)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였다. 신문의 경우 두 가지 면에서 활용하였는데 우선 국가기록물로 확

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를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당국자로

부터 흘러나온 각종 정책 과정에 대한 정보나 특정 정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집단의 동향이나 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등을 신

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신문은 각 시기별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가

장 저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겠으나

각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각종

담론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데 신문과 잡지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

다.

32) 저축시장조사는 1967년을 시작으로 2~3년 마다 시행되었다. 이 조사는 설문

조사의 형태를 띤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자들의 의도가 설문 문항에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 가계의 저축 실태와 이들의 저축에 대한 인식 (저축

목적, 저축의 규모, 저축의 선호도, 저축하지 않는 이유, 저축 증감 이유) 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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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강제저축 중심의 저축동원

(1961~1965년)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국민저축조합

법의 제정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 배분 구상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장교들은 군

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이내 정권을 장악하였다. 쿠데타 주체세력은 군사

혁명위원회의 명의로 정권을 장악했고 5월 19일 순수하게 군인으로만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로 개칭하고

군민기구로 개편했다.1) 최고회의는 쿠데타 직후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들은 쿠데타에 성공한 직후 ‘반공체제의 재정

비’,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일소’, ‘국가자주경제체제의 완성’,

‘통일을 위한 반공실력 배양’ 등의 혁명공약을 제시하였다.2)

1)《國家再建最高會議本會議會議錄》제1회(1961. 5. 19); 최고회의는 군민기구였

지만 최고회의의 최고위원직은 군인들이 독점하는 가운데 민간인들은 최고회의

산하기구나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고문직에 임명되었다. 최고회의

의 핵심요직은 군인출신이 대부분 장악했다. 도진순·노영기, 2004 〈군부엘리트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78~86

쪽, 참고.

2) 이들인 내세운 ‘혁명공약’은 다음과 같다. 一,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

제를 재정비한다. 二,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三, 현정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진작시킨다. 四, 절망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는 민

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체제를 완성한다. 五, 국민의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반공실력을 배양한다. 六,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새

롭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이

다. 애국동포 여러분! 우리들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주시고 동

요 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주십시오.《동아일보》1961. 5. 16(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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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이나 자유우방과의 유대 같은 문제들이 주로 미국을 의식한 것이

었다면, 구악일소나 국가자주경제체제의 완성 같은 것들은 국내 대중들

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이 내세운 국가자주

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이 무엇인지는 모호하였지만 “절망과 기아 속에

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

었고, 이는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끝난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

국 사회의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

다.

이들은 1961년 5월 31일 ‘기본경제정책’을 발표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과 이를 위한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내세웠

다. “혁명공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히 실천”하기 위해 “자유로운 경

제활동을 토대로 하는 동시에 경제적 후진성의 극복과 국민경제의 균형

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을 가미하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공산주의 체제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실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범한 민간산업의 자율적 발전과 정부투자에 의한

중요기간 산업의 건설 및 농어촌의 개발을 촉진하며 곡가와 환율의 安定

線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3) 이처럼 이들은 정부 강력한 주도 아래 산

업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산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곧이어 이들은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을 가미하는” 경제개발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제1공화국 시

기 후반기부터 여러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고4) 5·16 군사쿠데

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제2공화국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작성

3) 〈기본경제정책을 발표〉, 《동아일보》 1961.6.1.(석간), 1면.

4) 제1공화국 후반기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정진

아, 2007,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

0》,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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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쿠데타로 인해 발표하지 못한 상황

이었다.5) 최고회의 의장은 우선 건설부6)에 6월 11일까지 경제개발 계

획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부는 6월 7일 그 시안을

제출하였으나7) 이 방안은 큰 관심을 끌진 못하였다.

최고회의에서도 별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 최고회의 산

하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는 7월 22일 종합경제재건계획을 발표하였

다. 이 안은 재경위원 유원식과 ‘내포적공업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학자 박희범 주도로 작성되었는데8) 이후 경제기획원이 작성할 경제

개발5개년안의 지침이 되었다.9)

종합경제재건위원회는 전쟁 이후 경제의 문제점으로 “제2차 산업이 상

당히 발전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그 대부분이 외원에 의존하는 기생자

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내산업의 발전을 유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실업자는 증가하고” “시장구매력을 형성”할 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못했고 “외원 물자를 배경으로 한 도매 및 소매업의 발

전과 신분에 넘치는 사치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융성하여

“그나마도 부족한 구매력의 많은 부분이 외래 낭비성 사치품으로 지향하

는 망국적 정체요인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정상

적인 금리체계 및 비현실적인 외환율의 적용을 배경으로 한 부패와 부정

그리고 산만한 기업경영”과 “투자자원의 배분과 그 관리를 거의 전적으

5) 김기승, 1999,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 《한국사학보》 7권.

6) 건설부는 1961년 6월 7일 부흥부와 산업개발위원회 및 국토건설본부 등을 흡수

하여 설치된 부서였으나 7월 22일 경제기획원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경제기

획원이 설치되면서 국토건설 관련 부서는 별도의 국토건설청으로 독립되었고 대

신 예산기능이 포함되면서 국가기획원은 기획과 예산을 관장하는 경제개발계획

기구로 설립되었다. 이영남, 2004 〈1950~60년대 국가행정체계의 재편과 성

격〉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2~124쪽.

7) 〈제1차 5개년 경재개발계획(시안) 보고의 건(1961.6.7.)〉 《각의상정안건

철》(BA0084264)

8)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 1961 《종합경제재건계획(안)해

설》

9) 재무부, 〈경제개발5개년계획작성을 위한 긴급 건의의 건 (1961.8.2.)〉 《경

제개발5개년계획》(DA054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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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간에 위탁할 정도로 가격기구의 매개기능을 과신”한 자유방임으로

인해 과거 정권 기간 동안 자본이 낭비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은 “과거의 우리나라 정부는 소수인의 부정축재를 조장한 한편 그릇된

투자로 말미암아 산업구조의 왜곡”을 유발했다고 인식하였다.10)

위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였다면 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었

다. 외원에 의존한 기생적 자본주의가 문제였다면 외자가 아닌 내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로 개편하고 사치성 소비를 규제하는 한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국가가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지도 받는 자본주의’라는 문구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는 1960년을 기

준 연도로 설정하고 제1차 연도인 1962년부터 목표 연도인 1966년까

지의 5개년 간 연평균 7.1%, 총 46.3%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하였

다. 그리고 전략 산업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배정하고 국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를 타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을 늘이는 동

시에 수입대체재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궁극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11)

이러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총생산에 대한 총자본형성률

을 기준 연도 13.5%에서 점차로 높여나가 목표 연도의 자본형성률은

20.5%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된 자본형성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률적인 활동과 국민의 내핍생활 및 절대적

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내핍이 필요하게

됨으로 제3차 연도까지의 민간의 소비지출은 과거 2년간의 그것과 비등

한” 비율로 증가하게 하였고 “후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증가하도록 계획”

하였지만, “만일 계획을 뒷받침할 제도상의 개혁을 가지고서도 민간투자

가 계획한 대로 유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투자가 대행되어야 할

10) 《종합경제재건계획(안)해설》, 2~4쪽.

11) 위의 자료,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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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민은 계획 후반기에 있어서도 내핍생활을 계속하

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계획 전반기

에는 “정부에 의한 자본형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으며 후반기에서는

민간에 의한 자본형성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외자는 전반기

에 보다 많이 도입되며 후반기에 있어서는 점차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

망하였다.12)

종합경제재건계획위원회는 7.1%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내·외자 할 것

없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자하겠다는 점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내핍 생활과 절대적인 협조를 요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절

대적인 협조는 내핍 생활에 불만을 갖지 말고 경제재건을 위해서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만일 목표를 달성하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 지출을

늘리지 말고 내핍 생활을 지속하여 자본형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

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들의 내핍을 제외하고는 내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

기 위해 정부가 채택해야 할 정책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

다.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절약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는 일반 대중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는 생략해 둔 채 전시효과 이

론에 입각하여, 다시 말해 다수의 국민들이 상류층의 소비 생활을 따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내핍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이 계획안 작성자들의 이론적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이 재건계획안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 널리 유통

된 후진국개발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작성되었다. 박희범 자신이 최고회

의에 출석하여 후진국개발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고13)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그 영향력이 더욱 드러난다. 1950년대 후반 한국 경제학계에서 개

진된 후진국개발론에 넉시(R. Nurkse)의 《후진국의 자본형성 문제》

12) 앞의 자료, 6~7쪽.

13) 현재 남아 있는 회의록에는 후진국개발론을 설명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으나 그

가 발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23호 국가재건최고회의본회의회의

록》(1961.8.8)



- 20 -

(1955)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의 작성자들은 바로

이 책의 후진국 개발에 대한 접근법과 주요 개념들–위장실업, 전시효

과, 빈곤의 악순환 등-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넉시는 후

진국개발에 관하여 자본투자, 즉 공급에만 치중한 관점을 비판하고 시장

의 크기 즉 수요도 중요하게 취급하였고 도로, 항만, 전력, 교육, 위생,

관개 등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 사적 자본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자본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14)

종합재건계획안 발표 직후 반응을 살펴보면, 대체로 취지와 목표에는

공감하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지 의문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즉 내자와 외자를 조달할 방법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

었다. “지난 22일 최고회의가 발표한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은 국내 가용

자원을 너무 과대평가한 감이 깊으며 또한 외자 도입 면에서도 그 구상

이 매우 소홀한 듯한 느낌”15)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이

최고회의의 계획안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개발의 필

14) 홍정완, 2017,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연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45~149쪽; 이와 더불어 명시적으로 표현된 곳은 없으나

해로드(R. Harrod)-도마(Domar) 모델을 바탕으로 한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홍정완에 따르면 해로도의 성장 모형 방정식(G(성장률)·C

(자본계수)=S(저축률))은 장기개발계획 작성의 이론적 프레임으로 활용되었다.

홍정완, 같은 논문, 122쪽, 146쪽; 그리고 이후 한국은행에서 성장을 위한 저축

의 필요성을 논할 때 그 이론적 근거로 해로드-도마 모형이 등장하였다. 남덕우,

1969 〈저축과 경제적 자립 – 하나의 모형 분석-〉 《저축과 성장》 6쪽.

15) 〈[사설] 이상과 의욕만으로는 경제재건을 이룩할 수 없다〉 《경향신문》

1961.7.24. 2면; 〈장기종합경제재건계획에 대하여 재론한다〉 《경향신문》

1961.8.2.(조간). 1면. ; 이러한 의문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본회의에서도 제기되

었다. 최고의원 유양수는 외자의 비중을 28%로 책정한 근거와 외자 도입이 뜻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해 질의하자 유원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본이 장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국산업시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서독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무시 못하게 되어 있으며 엘하르트도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서독은 앞으로 5년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을 작성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서독으로부터 외자를 들여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3호 국가재건최고회의본

회의회의록》(19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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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내자, 외자 할 것 없이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는 큰 이견이 없었다.

종합경제재건계획 발표 직후 송요찬 내각 수반은 제1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의 작성을 늦어도 11월 말까지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언

명하였고16) 경제기획원이 작성을 맡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해

를 넘긴 1962년 1월 13일에 공표되었다.17)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

1차 5개년계획은 종합경제재건계획을 지침 삼아 작성되었고, 따라서 세

부 항목에서의 조정은 있었으나 연평균 성장 목표 7.1%와 조달될 투자

재원의 내·외자 비율 72.2 : 28.8 등은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모

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하는데 있다”라는 것이 계획의 기본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 부문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 ‘지도 받는 자본

주의 체제’”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18) 그러한 방침에 따라 1

차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는 아래의 <표 1-1>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1-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주요 계획과 실적

16) 〈5개년계획 11월말까지 완성〉 《경향신문》 1961.8.3. 1면.

17) 〈경제개발5개년계획발표〉 《동아일보》 1962.1.14.1면 (조간); 제1차 경제

개발5개년계획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

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317~319쪽 참고.

18) 대한민국정부, 196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15~16쪽.

단위
기준 연도 A

(1960)

목표 연도 B

(1966)

B/A

(%)

국민총생산 10억 원
계획 232.27 326.91 140.7

실적 243.14 382.56 157.3

민간소비지출 〃
계획 199.51 235.76 118.2

실적 202.47 292.33 144.4

총자본형성 〃
계획 31.39 74.36 236.9

실적 25.26 72.28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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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17쪽; 기획조정실, 1967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평가보고서》, 33쪽.

비고: 계획은 1961년 가격 기준. 실적은 1960년 가격 기준.

계획기간 중의 3조 3,145억 환에 달하는 투자는 전체의 48.8%가 전

기, 교통, 통신, 주택 및 기타에 투입되며 광공업에는 34.0%, 수산업에

는 17.2%가 각각 투입될 계획이었다.19) 아래 <표 1-2>에서 나타나듯,

기준 연도에 대비해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욱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표 1-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산업별 투자 구성비

(단위: %)

출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22쪽.

<표 1-3>에서 드러나듯, 투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정부는 계획

기간 중 총 투자의 34.8%를 투자하며 민간은 65,2%를 투자한다고 계

산되어 있었고 자본 형성의 내·외자별 구성비는 외자가 27.8%, 내자가

72.2%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자 중 우리나라 보유불로 조달되는 대부

분을 제외하면 순 외부 재원 의존은 약 18.5%”라고 지적하였다.20) 정

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은 연차별로는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평

19) 위의 자료, 22쪽.

20) 앞의 자료, 22~23쪽.

기준 연도

(1960)

제1차 연도

(1962)

목표 연도

(1966)

계획기간 합계

(1962~1966)

제1차 산업 2.1 19.3 16.6 17.2

제2차 산업 34.1 30.3 35.1 34.0

제3차 산업 63.8 50.4 48.3 48.0

전 산업 100.0 100.0 100.0 100.0

정부소비지출 〃
계획 37.06 48.85 131.8

실적 35.54 39.74 111.8

1인당

국민총생산
원

계획 9,406 11,201 119.0

실적 9,846 13,15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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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으로는 계획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투자재원 중 70% 이

상을 내자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그 대담한 계획에 비하여 실적은 매우

초라했다. 내자 조달의 실적은 기간 평균 10.6%에 불과했던 것이다.

<표 1-3>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 자본 구성비

(단위: %)

출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22쪽; 《제1차 경제개발5

개년계획 1962~1966 평가보고서》, 61쪽.

아래 <표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자는 주로 1차 산업과 3차 산

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이었던 데 반해, 외자는 1차 산업에는 거

의 투자되지 않고 주로 2차 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에 주로 투자될 계

획이었다. 기준 연도 대비 1차 산업 투자비율을 늘리면서, 그 소요 자금

을 주로 국내 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던 반면,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대해서는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투자하여 육성할 계획이었다.

<표 1-4> 1962~1966년 국민총자본형성 계획

(단위: 10억 환, %)

외자 내자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제1차 산업 33.0 6.0 521.4 94.0 554.4

농림업 23.0 4.6 471.7 95.4 494.7

수산업 10.0 16.8 49.7 83.2 59.7

제2차 산업 474.4 43.4 617.8 56.6 1,092.2

광업 66.3 36.5 115.4 63.5 181.7

1차 연도

(1962)

2차 연도

(1963)

3차 연도

(1964)

4차 연도

(1965)

목표 연도

(1966)

기간

평균

투자

주체

정부
계획 30.6 37.9 38.2 33.0 34.0 34.7

실적 45.8 20.5 29.5 31.0 29.0 31.2

민간
계획 69.4 61.8 61.8 67.0 66.0 65.3

실적 54.2 79.5 70.5 69.0 71.0 68.8

외·

내자

외자
계획 24.6 34.7 33.0 23.0 25.1 28.8

실적 97.8 89.0 94.2 88.0 78.0 89.6

내자
계획 75.4 65.3 67.0 77.0 74.9 72.2

실적 2.2 11.0 5.8 12.0 22.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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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59쪽.

특히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는데 3,893억 환이라는 규모와

더불어 내자의 비율이 100%라는 점도 주목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정부는 일단 주택의 양적 증가에 목표를 두는 한편, “영세 수입

층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방책”으로 78억 환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차치단체 건설 사업을 자본 형성적 견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게 할 계획이었다. 또한 4차, 5차

연도에 131억 환으로 주택조성사업을 전개하여 제2차 5개년계획 전반

기 주택 대량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하였

다.21) 공업을 비롯한 2차 산업은 외자를 투자하여 육성하는 한편 식량

생산과 주택 조성과 같은 민생에 직결된 부문의 경우에는 내자를 투자하

여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자 조달 실적

은 목표에 비하여 매우 미진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

하였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1965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이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은 대폭 축소된다.

제1차 5개년계획에서도 앞서 살펴본 재건계획안과 같이 내자 조달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 역시도 “국민소

비의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하다며 절약과 내핍을 강조하고 있었고 “경

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 저축이 증가할 것이며 화폐 경제의 확대

와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도가 향상함에 따라 저축의 더욱 많은 부분이

21) 앞의 자료, 285쪽.

제조업 396.4 44.3 498.0 55.7 394.4

건설업 11.7 72.7 4.4 27.3 16.1

제3차 산업 381.1 24.3 1,186.8 75.7 1,567.9

전기 193.9 51.5 182.8 48.5 376.7

운수․보관 120.9 30.6 273.8 69.4 394.7

통신 53.6 49.6 54.6 50.5 108.2

주택 - - 398.3 100.0 398.3

기타 서비스업 12.7 4.4 277.3 95.6 290.0

합계 888.5 27.8 2,326.0 72.2 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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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흡수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저축이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장기 금리체계를 확립하고

빈약한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민간자본을 최대한 동원하고 자금이 적정하

게 순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22) 그러나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나 부동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시킬 구

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2) 국민저축운동의 전개와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보》를

통해 민간자금을 금융저축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산업

은행 총재 서진수는 “민간자금의 예금으로의 흡수는 민간의 자율적인 저

축의욕을 통해서” 전개되어야 하지만 막대한 민간자금을 이러한 방법으

로 충분히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가 수반되는” 방법으

로 일반의 영세자금을 예금으로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가 말한 어느 정도 강제가 수반되는 방법은 국민저축조합을 결성

하는 것이었다.23)

이미 최고회의 구성 직후부터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저축

은 재건의 원동력!’24), ‘저축은 재건의 힘’25), ‘혁명과업완수를 저축으로

받들자’26) 같은 문구로 저축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개

별 금융 기관 단위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금융단은 “5·16 군사혁

명을 기념하고 국가재건과업을 촉진”하고 “부동자금을 취급하여 산업자

22) 앞의 자료, 28쪽

23) 서진수, 1962 〈5개년계획과 내자동원방안〉 《국가재건최고회의보》 11호

(1962.8), 75쪽.

24) 《경향신문》 1961.5.28.(조간) 1면(광고).

25) 《동아일보》 1961.6.26.(조간) 1면(광고).

26) 《경향신문》 1961.7.7.(조간) 1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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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를 도모하고 경제자립을 기”하고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저

축운동기간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27)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28) 금융

기관들이 저축홍보에 나선 것은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쿠데타 직후부터 지역별로 또는 직장별로 저축조합을 결성하는

등의 국민저축운동이 전개되었다. 1961년 6월 대구시에서는 리·동 및

직장·학교별 국민저축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저축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고29) 그 결과 6월 한 달 동안 저축액이 1억 환을 넘어 목표였던 6

천만 환을 초과했다고 알려졌다.30) 또한 8월 1일 공보부는 전체 공무원

과 국영기업체 직원들이 매월 봉급의 100분의 1을 우편저금을 할 것이

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31)

이와 더불어 최고회의는 계몽 운동 단체였던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적극

활용하여 저축 계몽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는 문

교부, 보건사회부 및 공보부 공동 주관으로 11월과 12월을 ‘생활합리화’

기간으로 정하고 ‘식생활 및 주택 생활 개선’, ‘절전 운동’, ‘저축 장려 운

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저축운동은 “민족자본의

축적과 유휴자금의 생산자금화 및 내핍생활의 勵行”을 목표로 하였다.

공무원 및 정부기업체 종업원의 월급의 1%를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하

고 농촌에서 절미에 의한 현물저축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

다.32)

27) 《동아일보》 1961.6.30.(석간) 1면 (광고).

28) 군사정부는 1961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중은행 대주주

의 의결권을 10% 이내로 제한하였고 8월 31일자로 부정축재자가 소유한 시중

은행 주식을 몰수하였다. 이정은, 2017 〈박정희 정권 시기 대자본의 외자도입

과 금융기관 진출 연구(1960~1973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쪽.

29) 〈理洞에도 저축조합〉 《경향신문》 1961.6.20.(석간) 3면.

30) 〈6월 한달에 1억환 저축, 목표액 초과〉 《경향신문》 1961.7.10.(석간) 3

면.

31) 〈봉급서도 우편저금〉 《경향신문》 1961.8.1.(조간) 2면.

32) 〈식생활·주택개선·절전·저축 등 대대적 운동 전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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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축조합을 활용한 국민저축운동은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활용된

방법이었다. 일제는 1938년부터 저축조합을 임의 단체로 설치하여 강제

저축 시행을 강화하였고 전시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점인 1941

년 10월 ‘국민저축조합령’을 제정하여 저축조합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는 조선인들의 소비 억제를 통해 조성된 자금

을 전쟁 수행과 군수자금에 조달하고자 하였다.33) 국민저축운동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통한 저축동원의 방식은 바로 전시

체제기에 일제가 조선인들의 저축을 동원하려고 사용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국민저축운동은 해방 직후34)와 제1공화국 시기에도 시

행되었다. 1952년 이전에는 금융기관 중심의 소규모의 저축운동이 시행

되었으나 1952년 초부터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금융의 긴축과 전력증강

을 위한 주요 산업자금의 비인플레적 조달”이 필요하였고 금융단만의 저

축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금융단 및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국민

운동으로 혁신 강화할 것이 요망”되었다. 1952년 말 3월 말 국무회의에

서 ‘국민저축운동추진요강’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에 국

민저축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국민을 그 소속에 따라 지역별 직장별

업종별 국민저축조합에 가입시켜 저축을 실행하게 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국민저축조합 의무 결성의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지

만 일제 때 제정된 국민저축조합령을 적용하여 국민저축조합의 결성을

통한 국민저축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5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

편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국민저축운동추진중앙위원회 기구가 대

폭 축소되어 형식상으로만 존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저축운동은

1961.10.28.(석간) 1면.

33) 저축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조합원, 직능조합원, 산업단체조합원, 청년단, 소년

단, 부인회 소속원, 학생, 종교단체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경란, 2002 《일제하

금융조합연구》 혜안, 177~180쪽.

34) 조선경제연보에 의하면, 저축운동은 1946년 초부터 1947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때의 저축운동은 국가건설을 위한 자본동원보다는 인플레이

션 억제를 위한 통화흡수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

경제연보》, Ⅰ-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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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담당하게 되었다.35)

최고회의는 바로 전시체제기에 시행되었던 국민저축운동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민간의 자금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1961년 12월 20일 재무부

는 최고회의의 지시에 따라 국민저축운동실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이는

이듬 해 1월 19일 각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계획안은 이후 몇 번의 수

정을 거쳤지만, 1960년대 민간 저축 동원의 기본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 계획안은 “5개년계획에 책정된 민간저축목표액 2,309억 환을 달성하

며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재무부는 “자발적인 민간저축의 증

가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법에 의한 근소한 강제저

축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승낙될” 것이고 “정부와 재건국민운동본부를 통

한 저축 장려 운동”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36)

정부 당국도 민간 저축은 정부나 재건국민운동본부 같은 단체들의 개

입이 없다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국민 일반이 처해 있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애국적인

견지, 즉 자립경제 기반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명분 삼아 국민저축운동을

통한 강제저축을 실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재무부는 국민저축운동 실시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정하였다.

가. 국민저축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貯蓄心을 배양하도록 정부는 저축증강

의 障害的 요인을 우선 제거하며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나. 정부는 국민저축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심사분석에

임하며 재건국민운동은 이 사업을 優先지원추진한다.

다. 정부는 법이 완비되는 대로 우선 직장별 및 학생(아동포함)별 국민저

축조합을 조직하여 저축을 장려하며 지역별 국민저축조합으로 확대시킨다.

35) 한국은행에 따르면 1955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저축조합 예금은 약 총 저

축성예금의 10% 정도였고 결성된 조합의 수는 전국적으로 23,987개였다. 한국

은행 저축부, 1969 《저축과 성장》, 379~382쪽.

36) 〈국민저축운동실시계획(안) (FY 1962~1966)〉 《각의상정안건철》,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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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축기관으로 하여금 중점적인 예금 권유보다 일반대중예금 개척에 노

력하도록 한다.

마. 저축기관을 정비 확충하여 공신력 앙양에 노력한다.

바. 예금자는 저축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기관에만

저축하도록 강제하지 아니한다.

사. 정부는 저축증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킨다.37)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국민저축운동은 세 가지를 축으로 전개되었

다.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저축의 필요성을 계몽하는 것이었다. 이는 앞

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발적 저축심’을 계몽을 통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밀수품과 외래 사치품 소비를 방지하고 내핍과 절

약을 생활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이를 영화·방송·지면을 통해 계몽·선전

하여 이른바 전시 효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38)

두 번째는 국민들의 저축이 저축기관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신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대중의 영세자금을 흡수하게 한다

는 것이었다. 일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신탁회사, 무진회사39), 우체국, 보험회사 등을 저축기관으로 정하고 국

민저축운동에 동원할 계획이었다.40)

세 번째는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축을 동

원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직장별 국민저축조합, 학생(아동) 국민저축조

합, 지역별 국민저축조합으로 구별되었다. 직장별 국민저축조합은 관공

37) 위의 자료, 6~7쪽.

38) 앞의 자료, 8쪽.

39) 무진(無盡)이란 일정한 계좌수와 給付 金額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입

한 賦金子에게 1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정 금액을 급부하는

제도이다. 1922년 조선총독부는 조선무진업령을 발포하였고 이에 따라 무진업은

회사조직체로서만 경영할 수 있었다. 무진회사는 해방 후까지 지속되었고 1961

년 12월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국민은행법이 공포되면서 일부 회사들이

흡수 병합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사설 무진회사들이 존속하였으나 1972년 8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에서 무진업무를 담당하였다.

40) 앞의 자료, 1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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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교, 사무소, 회사, 영업소, 공장, 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급여 중 일정액을 저축해서 구성되는 조합으로 아직 국민저축조합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재무부는 이들에게 급여의 1/100을 의무적

으로 저축하게 하려고 했다. 다음으로 학생(아동) 국민저축조합을 살펴

보면, 국민학생(아동)에서 대학생까지 각각 20원, 40원, 50원, 100원

이상 씩 의무로 저축하게 한다는 것이었다.41) 마지막으로 지역별 국민

저축조합은 직장인과 학생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농촌의 저소득과 빈곤을 고려하여” 농가보다는 비농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제성을 회피하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지부와 지

역별 촉진회를 통해서 계몽·선전하여 자발적으로 저축하게 한다는 계획

이었다.42)

결국 국민저축운동의 성패는 국민저축조합의 결성에 달려 있었다. 저

축에 대한 계몽·선전은 국민저축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민저축조합이 결성되어 저축이 증대된다면 그 저축이 금융기관으로 흘

러들어가 금융 저축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민저축조합

을 활용한 저축동원 방식이 다시금 활용된 것을 두고 식민지 유산의 연

속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저축조

합을 결성하여 가계저축을 동원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네트워크가 미비하여 이를 활용한 저축동원이

용이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국민저축조합 결성 당시보다는 몇 년 뒤의 통계이지만 <표 1-5>를 통

하여 당시 금융기관 분포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64년 7월 경 시

41)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축동원은 1950년대부터 실시되었다. 1951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어린이저금제도를 실시하였고 1952년 10월 대한금융단과 문교부

가 ‘어린이저금운동추진요강’을 제정하여 전국 단위로 시행하였다. 1953년 6월에

는 그 대상을 중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였고, 학교 내에 ‘○○국민학교어린이은

행’, ‘○○중학교은행’을 설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재무부, 1968

《저축백서》, 268~69쪽.

42) 〈국민저축운동실시계획(안) (FY 1962~1966)〉, 1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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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산업은행의 지점은 847개였고,

인구 31,000명 당 1개 점포의 보급률을 나타냈다. 1963년 일본의 보급

률이(도시은행, 지방은행, 신탁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포함) 1개 점

포당 63,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농협을 제외한 292개의 은행 지점의 경우 상당수가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와 도청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었다.43)

<표 1-5> 금융기관 점포 분포 상황 (1964년 7월 1일 현재)

출처: 이창렬, 1966 《한국의 금융과 자본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소, 26쪽.

비고: ()은 도청 소재지 점포수

농협조합수는 시·군조합과 지소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만을 활용해서는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

적인 저축동원 활동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기관(직장, 학교, 행정조직)을 활용한 저축조합을 통해서

43)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이창렬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한국의 근대적

은행조직은 대도시에만 편재되어서 발달하고 있다. 2. 농촌경제는 근대적 은행과

의 거래가 적으며 이것은 한국 농촌의 화폐경제발달이 뒤떨어져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3. 小都邑과 농촌사회는 근대적 은행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창렬, 1966 《한국의 금융과 자본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6~27쪽.

시중은행
중소기업

은행
국민은행 계

농협

조합수
산업은행

서울 69 12 20 101 11 1

부산 21 6 7 34 6 1

경기 12(5) 2(1) 3(1) 17(7) 55 1

강원 8(2) 3(1) 4(1) 15(4) 38 1

충북 6(4) 2(1) 3(1) 11(6) 42 1

충남 14(4) 2(1) 5(1) 21(6) 68 1

전북 11(3) 2(1) 4(1) 17(5) 55 1

전남 12(4) 3(1) 4(1) 19(6) 90 1

경북 16(9) 5(2) 11(3) 32(14) 94 1

경남 11(0) 2(0) 7(0) 20(0) 79 0

제주 3(2) 1(1) 1(1) 5(4) 8 0

계 183 40 69 292(52) 5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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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동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민저축조합의 활발한 결성을 위해 정부는 우선 1962년 2월 6일 국

민저축조합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국민저축조합은 “국민저축을

증강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저축을 알선하는 단체”로 규정되었다. 국민저

축조합의 종류는 앞서 국민저축운동실시계획에서 제시된 대로 “서울특별

시 또는 도, 구, 시, 군, 읍, 면, 동, 리, 통, 부락 또는 반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들로 조직되는 지역별 조합, “관공서, 학교, 사무소, 회사,

영업소, 공장, 사업장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

되는 직장별 조합, 학생으로 조직되는 학생 조합이 있었고, 이에 추가하

여 “농업협동조합, 상업조합, 공업조합, 기타 동업자가 조직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조작하는 동업자 조합이 있었다.

국민저축조합의 저축은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에 예입하거나 불입하도

록 규정되었고 저축방법과 저축기관은 각 조합별로 자유롭게 선택44)할

수 있었다.

1. 우편저금, 우편연금 및 국민생명보험료의 예입 또는 불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또는 정기적금의 예입 또는 불입

3.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의 금전신탁

4. 국민은행(無盡會社)에의 부금의 불입

5. 생명보험회사에의 보험료의 불입

6. 국채 또는 지방채, 정부보증유가증권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주식

또는 증권의 매입

7. 농업협동조합 기타각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체중예치금을 수입할 수 있는

자에의 예치

그리고 저축조합의 저축을 우대하는 조치로 조합의 알선에 의한 저축

44) 1963년 3월과 12월의 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저축방법과 저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활용할 수 있

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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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과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저축통장과 증서에 대한 인지

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저축조합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결성되는 것이었지만, 직장별 조합 학생 조합, 동업자 조합의 경우 재무

부 장관이 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을 명령할 수 있었다.45)

국민저축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저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저축조합의 결성을

촉구하는 한편, 1962년 4월 6일 재무부에서 가장 먼저 국민저축조합을

결성하였다.46) 그리고 같은 달 ‘국민저축조합법 제5조 시행에 관한 건’

을 결정하고 각 조합 조직 대상에게 4월 이내에 국민저축조합을 결성하

도록 시달하기도 하였다.47)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국민저축조합의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국민

저축조합 저축의 1962년도 2/4분기 말 실적은 1억 72백만 원으로 같

은 해 저축조합 목표액 7억 3백만 원에 대비하면 24.4%에 불과한 극히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재무부는 그 원인으로 국민저축조합법과 그 부

속 법령의 제정이 지연되었고 지역별 저축조합과 동업자 저축조합의 결

성이 부진했으며 1차 연도 저축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어 저축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였다.48)

그러나 저축조합 저축 실적이 미비했던 원인을 국민저축조합법과 부속

법령 제정의 지연이라는 제도적인 문제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

려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쿠데타 직후부터 군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방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49) 그러나 아래 <표

1-6>에 보이는 것처럼 1961년~1964년까지 물가는 안정되지 못하고

45) 〈국민저축조합법[시행 1962.2.9.] [법률 제1020호, 1962.2.9. 제정]〉 법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46) 〈국민저축조합 재무부에서 결성〉 《경향신문》 1962.4.7. 1면.

47) 〈저축조합 이달 말까지 조직〉 《경향신문》 1962.4.28 (석간). 1면

48) 그러나 5년 간 저축목표 총액은 수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

1962년도 목표액을 축소하였으나 축소된 규모를 2년 차 이후로 추가 배정하여

5년간의 저축목표액은 변경되지 않았다. 〈국민저축조합 연도별 저축목표액 재

수정 (1962.9.6.)〉 《각의상정안건철》 (BA 0084335), 1~2쪽.

49) 경제기획원,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경제기획원 20년사》, 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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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고 있었다. 1962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보

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비웃듯 1963년과 1964년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

었다.

<표 1-6> 1960~1964년 연도별 물가지수 (1960=100)

출처: 경제기획원, 1965 《경제백서》, 203쪽.

이러한 격증한 인플레이션은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특히

1962년 불시에 실시되었다 철회된 긴급통화조치법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1962년 6월 9일 저녁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최고

희의 본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유원식 재경위원이 긴급

통화조치법을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되

었다. 그리고 6월 10일 0시를 기해 긴급통화조치법 이른바 ‘통화개혁’이

실시되었다. 박정희 의장은 “구정권의 부패에 편승하여 음성적으로 축적

된 자금이 사회정치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자금화하지 않고 투

기화할 위험성을 내포하여 악성 ‘인플레’의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 미연 방지책으로 통화개혁을 하게 되었다”라며 긴급통화조치법이 내

자동원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환화를

금융기관에 예입 신고해야 했고 이는 규정에 따라 10대 1의 비율로 원

화로 교환되었다.

가중치
1960년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지수 전년
비 지수 전년

비 지수 전년
비 지수 전년

비 지수 전년
비

도매

물가
1,000 100.0 10.7 113.2 13.2 123.8 9.4 149.3 20.6 201.1 34.7

곡물 147.1 100.0 19.8 123.9 23.9 131.4 6.1 208.3 58.2 263.1 26.3

곡물

제외
852.9 100.0 8.3 111.3 11.3 122.5 10.1 139.1 13.6 190.4 33.0

생산재 418.8 100.0 10.5 114.0 14.0 125.3 9.9 138.9 10.9 184.7 33.0

소비재 581.2 100.0 10.9 112.7 12.7 122.8 9.0 156.8 27.7 212.9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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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화폐의 교환 그 자체가 아니었다. 1인 당 생활비 500원 및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 동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50) 그러나 이 조치는 약 한 달 만인 7

월 13일 정부가 봉쇄예금을 전면 해제함에 따라 통화개혁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51) 이후 통화개혁으로 동결된 자금이 전면적으로 해제

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기도 했다. 또한 1962년부터 “정부의

정책이 경제개발 위주로 운용”되면서 “이른바 ‘개발인플레이션’ 현상이 나

타나게” 되었다.52)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곡물 가격의 폭등이었다. 위의 <표 1-6>에서 드러

나듯, 식량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 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1963년의 곡물 가격은 전년 대비 50% 이상 올랐다. 이

는 쌀을 비롯한 곡물의 공급이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표

1-6>에 나타나는 지표 상 1962년의 곡물가격 인상 폭은 그리 크지 않

았지만 그 해 9월 경 서울을 중심으로 극심한 쌀 기근 현상이 나타났

다.53) 이때의 쌀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 그쳤지만54) 이는 다음 해 벌어

질 식량 위기의 전조에 불과했다. 1963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4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쌀값이 폭

등하기 시작했는데55) 이러한 상황은 전년도와는 달리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다.56)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자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식량을 도입하려고 하

50) 〈정부, 돌연 화폐개혁을 단행〉 《동아일보》1962.6.10(석간). 1면; 〈화폐

개혁 10환을 1원으로〉 《경향신문》 1962.6.10.(조간) 1면

51) 〈개화 34일만에 결국 원상복구〉 《경향신문》1962.7.14(조간). 2면.

52) 경제기획원, 앞의 책, 52~53쪽.

5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2.9.24. 1면; 〈올해는 왜 추석 기근〉 《경

향신문》 1962.9.25. 2면.

54) 〈쌀 기근 곧 해소〉 《경향신문》 1962.10.1. 4면.

55) 〈쌀값 또다시 승귀〉 《동아일보》 1962.4.18. 2면.

56) 〈쌀값은 해결될 것인가〉 《동아일보》 1963.5.7. 3면;〈쌀 왜 값이 자꾸 올

라가나?〉 《동아일보》 1963.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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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미국의 경우 1963년 5월까지는 외견상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57) 6월 15일 유솜(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당국자 간의 회담에서 미국

의 추가 원조가 식량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확인하고 유솜 측은 미 본국

에 긴급조치를 요청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58) 6월 17일 한국정부는

미국과 1963년도 잉여 농산물 추가 원조 협정을 맺는 등 미국에 추가

식량 원조를 요청하였다.59)

1963년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공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 식량 위기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잘 보

여준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한

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1961년 8월에 조사한

것과 대비되는데 당시에는 ‘잘한다’는 응답이 56.4%에 이를 정도였다.

긍정적인 답변이 줄어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물가 인하와 식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가장 많

이 요구하고 있었다. 이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공보부 조사국은 “국민

들이 식량 문제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있고, 이와 더불어 물가 조절,

실업자 구제, 민생고 해결, 영세민 구호 등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이라고 분석하였다.60)

식량 문제와 더불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경제와 관

57) 5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업인 간담회에서 제임스 킬렌 유솜 처장

은 거의 모든 곳에서 번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위기는 신문과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업상의 이해 및 정부 자체의 일부에 의해서 더욱 조장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심리적인 위기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재개된 직접적인 부산물”인 것만은 틀림

없으나 꼬집어 말한다면 “미국원조를 좀 더 짜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꾸며진 수

단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에 경제위기 없다〉 《동아일보》

1963.5.15. 2면.

58) 〈식량난에 긴급조치〉 《경향신문》 1963.6.15. 1면.

59) 〈미잉농물추원협정 17일 하오 조인〉 《동아일보》 1963.6.17. 2면; 〈식량

원조총량 68만8천톤〉 《동아일보》 1963.6.18. 2면.

60) 공보부 조사국, 1963 《1963년 7월 실시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제1집)》 《각의상정안건철》(BA0084374) 15~26쪽. 이 여론조사 보고서는

3급 비밀로 취급되어 결과 분석 내용의 외부 유출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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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들이었고 개발, 성장과 같은 미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장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도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

들로부터 자발적인 저축을 이끌어내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표 1-7>에 나타나듯 국민저축조합의 저축액은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

하였다. 연도가 지나면서 달성률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그 마저도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표 1-7> 국민저축조합 예금액 추이 (1962~1964년)
(단위: 백만 원)

출처: 〈국민저축조합 연도별 저축목표액 재수정 (1962.9.6.)〉; 《저축백

서》, 378쪽.

비고: 계획은 1962년 9월 수정계획임.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 이후 저축동원의

양상

1) 보완계획 작성 이후 투자재원 조달 계획의 조정

군사정부가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미국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7.1%라는 목표

성장률을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1961년 11월 박정희가 미국을 방

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공동회담을 할 때 비현실적인 성장률, 과도한

내자의 동원, 수출 전략의 결여 및 과도한 중화학공업건설안을 비판하였

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정부에 가지고 있던 불만은 단지 계획의 내용에

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불만의 또 다른 원인은 군사정부가 정책 발

연도 1962 1963 1964

계획 526 805 873

실적 157 275 395

달성률 (%) 29.8 34.2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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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 미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특히 긴급통화조치법

의 발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미국과 사전 협의 하지 않았던 점이 미국

이 한국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핵심이었던 것이다.61)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말부터 유솜은 한국

정부에게 재정안정계획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정부에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1963년 예산 편성 때부터 사실

상 재정안정계획의 실시가 재개되었다. 또한 군사쿠데타로 폐지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를 대체하는 한미경제협력

위원회(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가 1963년 7월 19일 신설

되었는데 이는 유솜과 한국 정부 사이 경제 정책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62)

미국의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수정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제1차

5개년계획의 1차 연도와 2차 연도인 1962년과 1963년의 경제 운영 실

적 역시도 매우 부진하였다. <표 1-8>에 나타나듯 계획의 목표 성장률

은 각각 5.7%, 6.4%였으나, 실제로는 2.8%, 4.4%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총투자율과 국내 총저축률 수치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1963년도 국내총저축률 실적의 경우 원 계획의 목

표인 7.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1962년 11월에 최고회의와 내각의 합동실무반을 편

성하여 제1단계 작업에 착수하였고 1963년 2월부터 2단계 작업에 들어

갔다. 2단계 작업에 앞서 1963년 7월 시점에서 국민 경제 전망에 입각

한 제3년차 계획을 만들고 이를 1963년 7월 29일에 확정하였고 여러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기본 모형을 검토하고 이에 의거하여 성장 규모를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모형과 3년차 계획까지의 수치를 적용하여

61) 박태균, 앞의 책, 330~332쪽.

62) 기미야 다다시, 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152~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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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보완 계획의 작성 작업을 마무리하였다.63)

보완계획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

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는 1차 계획의

기본 목표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기본 목표 아래 설정된 기본 과제

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수정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도받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6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완계

획은 원계획에 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이전

보다 더욱 강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완계획의 성장 목표를 살펴보면 원 계획의 목표인 7.1%

보다 낮은 5%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65) 이에 따라 총 투자 규모

1,658억 원으로 원계획에 비해 33.1% 축소되었고 내자 조달 계획도

함께 하향 조정되었다.66)

<표 1-8> 제1차 5개년계획 원안과 보완계획의 투자율·저축률 비교

(단위: %)

출처: 경제기획원, 1964,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 19쪽.

비고: 보완계획의 평균은 보완계획 기간 중의 평균임.

()안의 수치는 1962~1963년의 실적임.

이러한 조정에 따라 가장 큰 규모의 감축을 겪은 부문은 운수·통신·기

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축소를 한 대상은

63) 경제기획원, 1964,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 6쪽.

64) 위의 자료, 9쪽.

65) 앞의 자료, 11쪽.

66) 앞의 자료, 17~19쪽.

연도
GNP 성장률 국내총투자율 국내총저축률

원계획 보완계획 원계획 보완계획 원계획 보완계획

1962 5.7 (2.8) 20.1 (15.5) 3.7 (2.0)

1963 6.4 (4.4) 23.0 (17.8) 7.3 (1.6)

1964 7.3 5.0 24.1 17.0 10.3 6.0

1965 7.8 5.0 23.3 16.9 12.0 7.3

1966 8.3 5.0 22.7 16.9 12.9 8.2

평균 7.1 5.0 22.6 17.0 9.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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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택 부문이었다. “운수·통신 같은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는 국내

재원의 순조로운 개발과 유통을 위하여 최대한 이를 보장”했지만, “성장

효과가 비교적 낮은 주택투자는 그 사회정책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사정 하에서의 시급한 공업화에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 규모

를 부득이 하게 축소했던 것이다.67)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 전액이 내자로 구성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내자 조달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 부

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부문

에 대한 투자의 축소는 1차 5개년계획의 주택 계획이 영세민과 지방 건

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보완계획의 방향이 경제

성장 그 자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68)

수정 보완에 따라 목표에 조정이 있었으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대한 문제였고,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의 조달에 관

하여 내자와 외자의 구분은 없었다.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억제하여 국내저축을 증강시키는 한

편 외국 자본을 원활히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자 중 차관은 상환하여

야 하므로 종내에는 국내저축에 의존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내 저축을 증강시켜야

한다. 당초 계획에서는 국내 저축률을 과거 10년간의 평균 저축률의 약 2

배나 되는 9.2%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있어 보완기간 중에는 7.2%로 조정하였다.69)

67) 앞의 자료, 18쪽.

68)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와 같은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 것은 사회정책에 들이는 자금을 사회적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소모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 지표

상 상승의 효과를 보이는 부문에 비하여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정책을 둘러싼 비용/투자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엔뉘 안데르손, 박형준 옮김, 2014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사이에서: 스웨덴 사

민주의, 변화와 궤적》 책세상,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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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적힌 바와 같이 저축률을 9.2%에서 7.2%로 하향 조정

하였으나 이 역시도 과거 평균 저축률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였다. 보완

계획에 따른 1964년, 1965년, 1966년의 목표 저축률 6.0%, 7.3%,

8.2%는 1962년과 1963년의 저축 실적인 2.0%, 1.6%에 비하면 매우

높아진 수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축 증강을 위한 조치들이 요구되었

고 보완계획에서는 금융 자산 형태의 저축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

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인프레로 인하

여 저축된 자본이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 및 귀금속에 투자

되거나 기타 투기자금이나 사치성 자금 등 비생산적 형태로 취하는 경

향”이 많기 때문에 “가계의 퇴장된 잉여 저축을 흡수하여 생산적 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에 합리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자동적 내자조달의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저축조합 저

축을 비롯하여, 일반은행, 산업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체신저축, 증

권회사 등을 적극으로 육성하여 저축동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었

다.70) 보완계획의 저축 증강을 위한 조치들은 1961년 말에 작성된 국

민저축운동계획의 방침과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보완계획 작성 이후

한국 정부는 저축동원의 속도를 조절하였지만, 여전히 일반 대중들의 저

축을 동원하기 위해 이전부터 실시해 오던 조치들을 유지하려고 했다.

정부는 저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64년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고71) 이는 6월 16일자 대통령

령으로 시행되었다.72) 제1회 저축의 날 기념식은 박정희 대통령과 각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및 유솜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는

데73)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

69)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 18~19쪽.

70) 앞의 자료, 33~37쪽.

71) 〈저축의 날에 관한 건 (안) (1964.5.28)〉《각의상정안건철》(BA0084407)

72) 〈저축의 날에 관한 건〉 《관보》1964.6.1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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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오늘의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일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내자를 원활하

게 동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특히 내자의 조달은

모든 국민의 저축이 가장 큰 원천이며 또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

리는 어떠한 있더라도 저축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입니

다. (중략) 돌이켜 보건대, 우리 국민은 과거 오랫동안 극심한 인플레와 외

래품 등의 영향을 입어 분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의 습성에 젖어 왔었고,

눈앞의 오늘만을 생각하며 내일을 돌보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만은

솔직이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읍니다.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여

러 나라의 경우, 그들의 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서 그 국민의 근면과

검소와 절약에 바탕을 둔 ‘저축의 힘’이 컸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중략) 물론 우리들은 오늘을 참고 내일을 위하여 저축

을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어려웠다는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

략) 한 푼이라도 저축하는 조그마한 정성이 바로 여러 분을 잘 살게 만드

는 길인 동시에,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길임을 깊이 인

식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74)

앞으로 외부의 사정이 녹록치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

지를 가지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내자를 효과적으로 조달해야

하고 그 핵심에는 바로 국민 각자의 자그마한 저축이 있다는 점을 역설

하고 있었다. 국민 개인들의 살림이 어려운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한 푼이라도 저축하는 조그마한 정성’이 모여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이

를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국가 경제

가 건설되었을 때 국민 각자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를 없애고 근면과 검소와

절약을 삶의 신조로 삼아야 했다. 박정희의 이 담화의 내용은 앞으로 제

73) 〈저축의 날 기념식〉 《동아일보》 1964.9.21. 4면.

74) 대통령비서실, 1973 〈제1회 ‘저축의 날’ 치사 (1964.9.21.)〉 《박정희대통

령 연설문집 2: 제 5대편》, 189~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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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될 공보 선전물의 기본이 될 것이었다.

‘전시효과’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의 연설은 저축률이

낮은 현실의 책임을 사치와 낭비라는 개인들의 행태로 돌린다. 그 자신

의 연설에서 ‘극심한 인플레’를 원인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러한 문제점을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선할 것인지는 언급하

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 개개인에게 근면과 절약을 요구하면서도 정

부가 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는 말하

지 않았다.

2) 저축목표액 인상과 저축계몽의 전개

보완계획을 발표한 다음해 정부는 저축 동원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65년 3월 19일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재무부는

1965년도 저축목표액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1966년도 저축목표

액을 54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

시하였고75) 이 안은 수정 없이 결의되어 국무회의에 부의되었다.76)

<표 1-9>에 나타나듯이, 저축조합 저축과 저축기관 저축 목표액 모두

상향 조정하였는데 특히 저축조합 저축의 경우 직장별 저축과 학생별 저

축의 목표액을 대폭 인상시킨 것에 반해 지역별 저축의 경우 소폭 증액

한 것이 인상적이다. 지역별 저축조합의 경우 주로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별 저축조합과 학교를 단위로 한 학생별 저

축조합에 비해 그 결성 과정에서 자발성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에 직장과

학교 저축을 더욱 인상했다는 사실에서 자발성을 기초로 한 지역별 저축

조합의 결성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75) 〈저축목표액 수정과 1965년 저축증진계획(안) (1965. 3)〉 《경제장관회의

안건》 (BA0138599), 1~3쪽; 1965년과 1966년의 민간저축 목표액(보완계

획)은 각각 32%(221.7억 원)와 33%(253.1억 원)이었다.

76) 〈저축목표액 수정과 1965년 저축증진계획(안) (1965. 3.11)〉 《국무회의안

건철》 (BA008443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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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표 1-9> 1962~1965년 국민저축목표액

(단위: 백만 원)

출처: 〈저축목표액 수정과 1965년 저축증진계획(안) (1965. 3.11)〉 《국무

회의안건철》 (BA0084430), 6쪽.

비고: () 안은 당초 계획.

한편, 정부 당국은 1963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저축률이 회복세였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 목표액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제1차 5

개년계획의 1차 연도인 1962년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저축률이 각각

3.5%, 2.9%였던데 반해 1963년의 경우 6.8%, 6.5%로 계상되었고,

1964년은 6.9%, 8.5%일 것으로 추산되었다.77)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구분 저축 종별
저축목표액

1962년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합계

국민

저축

조합

저축

직장별저축 397 569 603
1,312

(625)

1,382

(665)

4,236

(2,859)

학생별저축 82 121 123
296

(123)

326

(123)

948

(572)

지역별저축 47 115 147 175
200

(240)

684

(724)

합계

(A)
526 805 873

1,783

(923)

1,908

(1,028)

5,895

(4,155)

저축

기관

저축

금융기관

저축예금
2,884 2,305 2,317

2,857

(2,547)

3,442

(2,692)

13,305

(12,245)

신탁회사

금전신탁
180 610 860

960

(860)

1,050

(900)

3,660

(3,410)

생보회사

보험료
160 200 260

700

(350)

950

(450)

2270

(1,420)

손보회사

보험료
170 170 170

400

(190)

550

(190)

1460

(890)

우편저금·

국민생명보험
250 110 120

300

(130)

400

(140)

1180

(750)

합계

(B)
3,144 3,395 3,727

5,217

(4,077)

6,392

(4,372)

21875

(18,715)

총계 A+B 3,670 4,200 4,600
7,000

(5,000)

8,300

(5,400)

27,770

(2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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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조정되었던 저축 목표액을 수정 증액했던 것이다. 또한 같은 보고

자료에는 여러 나라의 저축률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한

국의 저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과 유사한 경제 규모의

필리핀과 타이완보다 저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8)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나 이를 근거로 정부 당국자들이 저축률을 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저축 목표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저축을 늘리기 위해 ‘범

국민저축증강운동’을 추진하였다. 1965년 4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각

의에서 매달 25일을 저축의 날로 정하여 전국의 각 기관 직장 및 가정

마다 저축을 장려하고 6월 초순을 국민 저축 강조 주간으로 설정하여

저축 사상을 고취하는 각종 행사를 실시하며,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에 저

축 사상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79) 이에 정부

는 6월 21일~30일을 ‘저축증강기간’으로 설정하고 <표 1-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축의식고양을 위한 제반 행사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하여 저축에 관한 PR활동을” 전개하였다.80)

이를 위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비롯하여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내

무, 재무, 문교, 체신부 장관과 금융기관 간부의 저축 독려를 위한 지방

순회가 계획되었다. 또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시도 소재지 단위로 저

축대회의 개최와 저축에 관한 학생 웅변대회의 개최가 추진되었다. 이와

77) 저축률의 추이 (1958~1964년)

출처: 〈저축목표액 수정과 1965년 저축증진계획(안) (1965. 3)〉 《경제장관회

의안건》 (BA0138599), 17쪽.

비고: 1964년도는 추계 치.

연도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평균

경제성장률 6.1 4.6 1.8 4.8 3.5 6.8 6.9 4.9

저축률 4.1 3.1 1.4 4.8 2.9 6.5 8.5 4.5

78) 각 나라의 저축률은 1962년을 기준으로 미국 18%, 서독 28%, 일본 38%,

타이완 15%, 필리핀 13%였다. 한국의 저축률은 1964년 기준으로 8.5%이었

다. 앞의 자료.

79) 〈저축의 날 설정 등 박대통령 지시〉 《동아일보》 1965.4.21. 7면.

80) 〈저축증강기간 행사계획(안) (1965.5.25.)〉 《국무회의안건철》 (BA

008443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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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저축의 노래를 제정 보급하고 저축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고 기념

우표 및 기념담배도 제조하기로 하는 등 라디오, TV, 신문 등 모든 대

중매체를 동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 매상 특작물 대전 및 장려금

의 예금통장 지급제를 실시하고 접객업소 종사원에게도 매월 100원 이

상의 저축을 독려하는 등 금융 저축 증대를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

다.81) 여기서 접객업소의 종사원에게 저축을 독려했다는 점이 눈에 띈

다. 이는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한 오고 가는 모든 현금을 최대한 저축

으로 이끌어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10> 저축 증강 기간 주요 행사 (1965.6.21.~6.30.)

81) 위의 자료, 2쪽.

일시 실시 계획

6.21

저축증강을 위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저축증강에 관한 재무부 장관, 문교부 장관, 채신부 장관, 한은 총

재의 TV 방송 (좌담회)

각 시도(서울 포함) 소재지 단위로 저축대회 개최

각 시도 단위 학생웅변대회 개최

모범 저축 조합 및 저축 관계 유공자 표창(저축대회 시)

저축에 관한 현상표어, 포스터, 논문, 당선자 시상

6.21

~30
각부 장관 및 저축기관 간부의 지방순회 독려

6.29 저축증강에 관한 전국학생웅변대회 개최

6.21

~30

라디오, TV 및 신문을 통한 저축 관계 P.R.

“저축의 노래” 제정 보급82)

저축 증강에 관한 영화 상영

저축에 관한 기념우표 및 기념 담배 판매

공무원,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 저축기관 직원 및 학생, 교사 등은

“저축”이라는 리본을 패용

정부 기관, 정부 관리 기업체, 저축기관, 학교 기타 산업단체의 정

문 또는 중요 노상에 저축증강에 관한 아치 선전탑, 현수막, 입간판

설치

6.20

~30

저축에 관한 표어, 포스터 인쇄 배부83)

정부 매상 특작물 대전 및 장려금 지불의 금융기관 활용에 관한

P.R. 강화

복금부정기예금에 대한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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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축증강기간 행사계획(안) (1965.5.25.)〉 《국무회의안건철》 (BA

0084434), 29~33쪽.

그런데 저축증강기간에 실시한 것들은 새로운 방법은 아니었다. 앞서

82) 당시 제정 보급된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알뜰히 살아보세 힘써 일

하고 한푼을 아껴 쓰며 늘리어 보세 허공에 뜬 행복을 잡으려 하지 말고 푼푼히

모아모아 쌓아 올리세 [2절] 모우는 즐거움은 비할 길 없네 날마다-늘어나는 살

림살이에 힘든 일 고된 일도 절로 흥겨워 소망의 가지마다 꽃이 피리라 [3절]

가난의 슬픈 굴레 왜 못벗으랴 모아서 차곡 차곡 큰 밑천되면 도우고 밀어주고

서로 붇돋워 온 겨레 잘사는 나라 이루세 [후렴]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된다네

우리도 아껴 모아 잘 살아 보세 (작사: 朴木月, 작곡: 羅運榮) 재무부, 1968

《저축백서》, 299쪽.

83) 재무부가 만든 표어는 다음과 같다. 황소 같이 일하고 개미처럼 저축하자/ 내

일이면 늦으리 서둘러 저축하자/증산으로 수출하고 저축으로 건설하자/ 저축하는

국민되고 자립하는 나라되자/ 절약하는 남편되고 저축하는 주부되자/ 하루빨리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 아껴쓰고 저축하여 민족자본 육성하자/ 거북이가

이겼단다 쉬지말고 저축하자/ 재건되는 새나라 저축으로 키워보자/ 새나라 새살

림 저축으로 부흥하자/ 원조받고 살든살림 저축으로 자립하자/ 나라위한 일편단

심 저축으로 나타내자/ 높아가는 국민저축 늘어가는 산업건설/ 낭비속에 가난오

고 저축 속에 복지온다/ 너도나도 저축하여 국민경제 바로잡자/ 늘어가는 저축으

로 안정되는 국가경제/ 마음마다 저축심 재건되는 부흥상/ 한푼두푼 저축한돈 내

살림을 돕는다/ 집집마다 느는저축 곳곳마다 서는공장/ 내집살림 나라살림 저축

으로 설계하자/ 너도나도 저축하여 웃는 국민되어보자/ 늘어가는 저축에 이룩되

는 자립경제/ 망설이며 넣는돈 찾을때 싱글벌글/ 외치는 재건보다 한푼의 저축을

/ 저축하는 내한푼이 새나라를 건설한다/ 우방원조 의존말고 저축으로 자립하자/

오늘의 한푼저축 내일의 경제재건/ 저축하는 새가정 재건되는 새나라/ 늘어가는

저축에 자라나는 우리산업/ 절약없이 저축없고 저축없이 재건없다/ 아껴쓰고 저

축한돈 소가되고 논밭된다/ 저축없이 재건없고 재건없이 통일없다/ 혁명으로 닦

은터전 저축으로 재건하자/ 자기위해 저축한돈 나라위해 쓰여진다/ 늘어가는 국

민저축 뻗어가는 국가경제/ 일하며 절약하고 저축하여 가난덜자/ 절약으로 내핍

생활 저축으로 경제재건. 재무부, 1965 〈저축자료〉 《새로운생활설계》

저축기관과 각 시도가 합동으로 저축 독려반을 편성하고 매 가옥을

방문하여 저축 이행을 강력히 권장

6.21

~30

모범 저축조합을 선정하여 모범 저축 이행을 권장

장학관을 각 급 학교에 파견하여 저축의 이행을 강력히 독려

접객업소 종사원은 매월 100원 이상 저축토록 종사관계기관에서 적

극 권장하며 이 제도에 대한 P.R. 강화

6.21
각급 학교 조회 시 저축에 관한 훈화 실시

각 理洞 반상회를 통하여 저축의 계몽활동 전개

6.21

~30

농민들의 금융기관 이용 습성 권장을 위한 P.R.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통령담화문 등 공보자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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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통한 저축동원 방식이 이전부터 활용되었던

방식이었듯이, 이러한 방식의 계몽활동도 1950년대부터 활용되던 것이

었다.84)

당시 정부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어떤 내용의 공보활동을

전개했을지 저축증강기간에 제작되어 배포된 문화영화를 통해서 살펴보

자. 국립영화제작소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을 인용하여 한 개인

이 저축한 적은 돈이라도 모이면 그것이 커다란 밑천이 되어 경제부흥이

이룩된다는 주제를 담은 문화영화를85) 6월 15일까지 완성하고 이를 6

월 20일까지 배포하여 21일 저축대회 때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

다.86) 그러한 계획에 따라 제작된 영화가 《저축을 합시다》이다.87) 이

영화의 주제는 앞서 살펴본 제1회 저축의 날에 한 박정희의 연설과 일

맥상통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작은 저축이 국가의 자본이 되어 경제개발

의 근간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 저축이 각 개인의 자립 생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민저축조합의 필요성 및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의 유익함 등이 함께 설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고 이전에 제작되어 상영된 공보

영화들도 선전하던 것이었다.88) 특징적인 점은 이 영화가 저축의 필요

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영화에는 3명의 유명 영화배우와 1명의 아

역 배우가 출연하는데 김진규라는 당대 유명 남성 배우가 저축의 필요성

을 역설하는 한편 그보다 젊은 남성 배우, 여성 배우 각각 한 명이 김진

규의 말에 물음을 제기하며 저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84) 1950년대에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홍보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은행 저축부, 앞의 책, 383쪽.

85) 〈영화제작지시서 (1965.5.15.)〉 《새로운 생활설계 저축장려》

(BA0791895)

86) 〈저축증강행사 실무자회의 보고 (1965.6.10.)〉《새로운 생활설계 저축장

려》(BA0791895)

87) 국립영화제작소, 1965 《저축을 합시다》(CEN0002545); 국가기록원에 의하

면 1962년에 제작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제작 관련 문서들을 고려해볼 때

1965년에 저축증강계획에 때를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88) 국립영화제작소, 1964 《우리도 잘 살 수 있다》(CEN0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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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들의 반론에 대하여 김진규는 낭비하는 돈을 줄이

면 충분히 저축을 할 수 있다고 답한다. 남자 배우의 물음에 김진규가

답할 때 대폿집, 당구장, 다방의 풍경이 지나가는 한편 여자 배우의 물

음에 답할 때는 미용실을 비춘다.89) 다시 말해 술집, 당구장, 다방, 미

용실과 같은 장소에서 쓰는 돈을 줄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진규는 한 구

두닦이 소년이 꾸준히 저축하는 사례를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서 저축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소년이 도심의 은행에 출입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은행이 일상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공보영화들에서 선전하듯이 의지만 가지고 저축 생활을 지속하

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표 1-11>에 나타나듯이 서울 거주 노

동자 가계의 월평균 수지의 통계는 이들이 저축 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63년 이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보다 소비가 더욱 증가하여 오히려 마이너스 저축이 되

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시효과에 의하여 보

다 고소득층의 소비패턴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

나90), 다른 한편으로 물가 상승으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비 금액이

높아진 탓으로 볼 수도 있다. 음식비, 주거비, 광열비 등의 꾸준한 상승

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3년과 1964년의 음

식비의 급등은 앞서 살펴본 식량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89) 영화는 김진규가 저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사치의 공간으로 미용실을 보여준

다. 그리고 양장을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여배우가 보석을 패용하고 나와 김진

규가 설파하는 저축의 당위에 비현실적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김진규는 그러한

여배우의 반론을 나긋한 어조로 타이른다. 여기서 중년 남성이 철이 없고 자신

밖에 모르는 여성을 타이르는 구도가 나타난다. 여기서 주부들에게 저 여성배우

처럼 치장하는데 돈을 쓰지 말고 그것을 아껴서 저축하자는 메시지가 발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90) 재무부, 1968 앞의 책,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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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서울 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수지 (1959~1966년)

(단위: 원)

출처: 경제기획원, 《도시가계보고서》; 재무부, 1968 《저축백서》, 115쪽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증강운동의 시행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리 달갑

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아래의 기고문은 저축증강운동 시행 직전에 게재

되어 정부의 저축 장려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

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저금을 하라고 찾아온 반장의 발을 듣고는 가뜩이나 밀린 세금으로 걱정에

싸였던 주부는 본의 아닌 불평이 나왔다. “먹고 살게 해주면 저금하지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권리를 완전히 상실해야 되는가? 저

금을 안하면 동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지도 못한다고 한다. 아무리

저축 장려도 좋지만 그것과 다른 사무를 구분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

가? 요사이 여러 가지 특혜 조치가 많은 모양인데 가난한 소시민들에게도

특혜 한번 주어볼 수 없을까? 저축운동에 참여 않아도 된다는 비싼 특혜

말이다. 이런 특혜는 누가 왈가왈부 하거나 시빗거리를 삼으려 들지도 않

으리라 믿는다.91)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특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할 특정 대기업에 대

91) 〈『저축강행』 말안된다〉 《동아일보》1965.6.12. 3면.

연도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가처분

소득
7,500 7,880 7,090 6,830 7,690 9,750 10,980 16,440

소비

지출
6,900 6,610 6,530 6,200 8,000 10,020 11,010 15,760

음식비 2,760 2,720 2,860 2,850 4,000 5,680 5,950 7,140

주거비 1,020 1,120 1,070 1,120 1,350 1,470 1,600 2,940

광열비 410 350 390 380 490 520 610 920

피복비 820 680 620 520 470 480 660 1,220

잡비 1,890 1,730 1,600 1,350 1,690 1,870 2,190 3,540

저축 600 1,270 560 630 -310 -270 -30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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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혜 대출이었다. 기업에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저축을 강제하는, 다시 말해 푼돈을 뜯어가는 현실을 비꼬는 것이었다.

정부의 저축동원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은 단지 불평에만 그치지 않고

결과로도 나타났다. 1차 5개년계획 시행 기간 동안 투자 재원의 국내

조달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1962~1966년 국내 저축을 통

한 국내 조달 규모는 경상 가격으로 2,261억 원 (민간이 1,807억 원,

정부가 364억 원)이었고 국내저축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구성비(국내저

축률)는 약 6%이었다.92) 이는 계획에 비해 각각 3포인트 낮은 것이었

고 당초 계획을 하향 조정하여 1964년에 작성된 《보완계획》의 목표

7.2%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표 1-1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투자 재원 조달 실적

출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 평가보고서》, 65쪽.

비고: 계획은 원계획의 수치

평가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자본동원이 계획에 비해 부진하였으나 특히

“자발적인 국민저축을 통한 자본동원” 부문이 매우 부진하였다고 평가하

였다. 이는 가계의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93)이 1에 가깝거나 1을 초과하

92) 기획조정실, 1967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 평가보고서》,

65쪽.

1962 1963 1964 1965 1966 기간 평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총

투자율
20.1 12.4 23.0 18.1 24.1 13.5 23.3 13.2 22.7 18.2 22.6 15.1

국민

저축률
3.7 0.8 7.3 7.0 10.3 6.5 12.0 5.8 12.9 10.6 9.2 6.1

민간 8.1 2.2 9.1 7.3 10.0 6.0 9.8 4.0 9.4 7.9 9.3 5.5

정부 -4.4 -1.4 -1.8 -0.3 0.3 0.5 2.2 1.8 3.5 2.6 -0.1 0.6

해외

저축률
16.4 11.2 15.7 11.1 13.8 7.4 11.3 6.9 9.8 7.2 13.4 9.8

통계상

불일치
- 0.4 - 0.0 - 0.4 - 0.5 - 0.5 - 1.2



- 52 -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94) 다시 말해 소비가 가처분 소득을 넘거

나 혹은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그 증가분보다 소비의 증가분이 소득증가

분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부

가 추진한 무조건적인 절약을 강조하는 계몽활동과 국민저축조합과 같은

강제저축을 활용한 저축동원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였다.

이렇게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저축의 여

유가 있을 때 각 가계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의 실

마리를 경제기획원이 1964년 7~9월에 시행한 도시가계저축동향 조사

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95) 이 조사는 저축의 종류를 실물저축과 금

융저축으로 나누었는데 금융저축의 범주에 저금, 금전신탁, 보험, 株,

유가증권, 국채, 차입금, 현금을 포함시켰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 가구

저축은 월평균 342원이었고 이 중 실물저축이 160원, 금융저축이 180

원이었다. 또 금융저축을 종류 별로 살펴보면 저금 –27원, 금전신탁

–6원, 보험 29원, 株 9원, 국채 1원, 계 211원, 차입금 –170원, 현

금 135원이었다.96)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시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계와 같은

비제도적 금융, 즉 사금융을 선택하였고97) 은행과 같은 제도 금융기관

93) 소비성향은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을 평균소비성향이라 하고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율을 한계소비성

향이라고 한다. 반대로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저축성향이라고 하며 평균소

비성향은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한계저축성향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저축

증가분의 비율을 의미한다.

94) 기획조정실, 1967 앞의 자료, 66쪽.

95) 경제기획원은 도시가계조사 가구(1,706가구)를 대상으로 1964년 7~9월에 저

축동향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구할 수 없어서 이 조

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재인용하였다. 이창렬, 1965 〈한국에 있어서의 국민저축

형태〉 《아세아연구》 8권 1호, 18쪽.

96) 위의 논문.

97) 이창렬의 조사에 따르면 1962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48.2%가 계

에 가입하였다. 이창렬, 1966 앞의 책, 101~102쪽. 그는 계의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서 1962년 겨울 방학에 귀성하는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동원’하여

약 15,000가구를 방문시켰고 직접 기입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책,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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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계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비성

향이 1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저축의 여유가 없었으나, 그나

마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금융기관을 통한 저축을 선호하지 않았다. 즉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래의 <표 1-13>와 같이 당시의 사금융은 계 말고도 여러 가

지 형태로 성행하였다. 사채의 경우 기업가들 사이에서 성행한 것이지만

다른 형태들은 영세 상인이나 일반 대중들이 활용한 것들이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최고회의 시기 박정희 정권은 사금융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

금을 퇴장자금으로 보고 이를 은행으로 끌어 오기 위해 통화개혁을 실시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자금들을 강제로 제도 금융으로 가져오지는 못

했던 것이다.

<표 1-13> 1960년대 초 사금융 시장 일람

출처: 이창렬, 1966 《한국의 금융과 자본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종류
융자

기간

자금수요

의 종류
자급 공급원천

연간

이자율
비고

사채

시장

1개월~

3개월
기업금융

1. 상업자본

2. 고소득자화폐자산

3. 계금

40~

70%

은행경영 합리화에 따

라 은행으로 흡수 가능

계
1년~

2년

협동적 상호

금융
가계영세저축

30~

50%

한국사회의 습속, 가족

제도에 적합한 협동체

적 금융 방식. 은행에

서의 정기적금제도로

확대 활용될 수 있음.

서민

금고

1개월~

2개월

영세상업 자

금
개인화폐자산

140~

180%

일수부과환수제로 환금

되는 것이 특징. 영세

금융제도의 개선에 따

라서 흡수 소멸될 수

있음.

객주
6개월~

1년

出荷子에 대

한 금융
상업화폐자본

약

100%

도매시장·공판장 집하

금융의 발전에 따라서

흡수·소멸될 수 있음.

기타

(그중

농가)

6 개 월

미만

소비성자금

(농촌가계의

양곡대부를

포함)

1. 상업화폐자본

2. 대농현물저축

3. 가계저축

약

100%

농협신용업무의 발전으

로 흡수시켜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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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00쪽.

비고: 1963~1964년의 조사 결과임.

따라서 가계저축의 증대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로 제기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것으로 소비 수준의 증가를

억제한 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과제가 잘

이행되었더라도 그 남은 부분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저축하지 않

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제기되

는 과제는 대중들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저축하도록 유인하고 그

들이 은행을 활용하는 것을 보다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제저축과

저축계몽을 활용한 저축운동으로 대중들의 저축 증대를 적극적으로 이끌

어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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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저축으로 유도

(1965~1972년)

1.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과 금융저축의 증가

1) 특혜 금융 논란의 전개와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

1965년 9월 17일 제2회 ‘저축의 날’ 즈음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적으로 범국민저축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국민의 저축의식이 앙양되고 그

실효가 크게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

다.

경제건설에는 결코 기적이 없는 것이며, 만약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

지 저축증대를 통한 자본형성을 이룩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국민 여

러분이 기꺼이 저축할 수 있으려면 물가가 안정되고 저축에 대한 적정한

금리가 보장되며,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소득도 점차 증대되어야 하겠읍니

다. 그러므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동시에,

예금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금리현실화를 추진

함으로써 저축을 증가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우리

가 합심하여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저축하는 정성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가정과 내일의 우리 자손을 잘 살게 만드는 길이며, 조국을 재건하는 첩경

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1)(밑줄은 필

자)

담화문의 요지는 그 이전의 유포된 각종 공보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1) 대통령비서실, 1973 〈법국민저축운동에 즈음한 담화문 (1965.9.17)〉 《박정

희대통령 연설문집 2: 제 5대편》, 445쪽; 이 담화는 공보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국립영화제작소, 1965 《범국민저축운동에 즈음하여》 (CEN00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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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저축에 대한 적정한 금리를 보장하기 위

해서 정부가 적절한 금리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화문에 포함시

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은행금리가 시중금리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 수준으로 적정하게 만들어 예금자들의 이익을 보호하

겠다는 것이었다.

환율2)과 더불어 금리 문제는 195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경제의 고질

적인 문제였고,3) ‘금리의 현실화’는 제2공화국 시기에도 그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었다.

이식제한령4)에 근거를 둔 저금리는 비현실적인 저환율과 함께 음성적 부패

요인으로 태종을 이루었다. 정부는 신년에 들어서 이식제한령의 철폐와 함

께 비현실적 금리를 현실화하여 부동자금의 흡수와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정상화를 기약하고 있는데 금리현실화가 실현되면 경영 채산 면에서

산업계에 상당한 자연도태가 예상.(후략)5)

또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그에 대한 보완계획에서도 금리 현

실화의 필요성은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개인으로부터 장

기 금융자산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투

자 배분할 수 있도록 각종 금리의 유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리의 현실화는 ‘인프레’로부터 최소한의 가치보장을 가능케하며 저축

의 유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의 엄선도 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착수된 사업을 조속히 완성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

2) 1950년대 환율 문제와 환율개정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의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8·15에서

5·18까지》 창비, 141~142쪽.

3) 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56 《경제정책의 구상》, 119쪽.

4) 이식제한령은 1911년에 고리대금업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해방 이후까지

도 지속되었다. 이후 1962년 법령 정비로 이자제한법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은 유지되었고 법정 최고 이자는 이식제한령의 20%가 유지되고 있었다.

5) 〈「경제개혁」의 해 一九六一년〉 《경향신문》 1961.1.1. 6면; 〈장총리 신

년중요시책을 발표〉 《동아일보》 1961.1.5.(석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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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조업이나 상업에 있어서의 재고투자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의도적인 “연체를 방지하여 자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6)

금리현실화 문제는 환율현실화와 함께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

었다. 야당인 민정당은 국회 정책 질의에서 금리의 현실화와 환율의 현

실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하면서7) 이 문제를 정부 당국에 요구하겠다는

점을 밝혔고 1964년 1월 한국은행은 여·수신 금리의 현실화를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8) 금리개정안이 금통위에 부의되었으

나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만이 조정되었고, 금융 기관의 여·수신이율은

개정하지 되지 않았다.9)

‘환율현실화’ 조치는 1964년 5월 3일의 환율 인상으로 시행되었던10)

반면 금리 현실화는 1964년이 다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고 1964년

말부터 금리현실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었다.

1964년 12월 19일 한국은행의 고위 당국자는 예금이 감소 일로에 있

고 시중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

통제의 수단으로서 금리 정책이 효과적이며 예금과 대출의 불균형을 시

정하고 은행경영의 건전화와 금융 정상화를 위해서 금리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리의 재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물가가 30% 선까지 뛰고 소득 증가가 빠르지 못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면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 15%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저환율과 함께 저금리가 해방 이후 앙

진되어 온 ‘인플레’ 아래서 일부 기업가에 대한 특혜로써 경제적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금리의 현실화는 성행하고 있는

6) 경제기획원, 1964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 37~38쪽.

7) 〈금리․환율현실화〉 《경향신문》 1964.1.4. 1면.

8) 〈여수신금리 현실화 등 4개안을 검토〉 《경향신문》 1964.1.11. 4면.

9) 〈금리개정안 금통위 부의〉 《동아일보》 1964.2.20. 2면.

10) 정부는 1964년 5월 4일 1달러당 130원으로 되어 있던 고정환율제도를 1달러

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일변동

환율제는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고 10개월 후인 1965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경

제기획원, 1982 《개별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20년사》,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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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흡수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제도금융과

사금융의 이자율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12월 22일 한국은행 김세련 총재는 다음 해의 금융정책을 포함한 경

제시책에 관하여 말하면서 금리가 조정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1965년 금융 정책을 포함한 경제시책으로 안정 기반 위에서 성장을 추

구한다는 원칙 아래 ‘금리 기능의 회복’, ‘통화신용가치의 안정’, ‘민간자

본동원의 적극책 수립’, ‘불건전한 기업 자본구성의 시정’, ‘정책금융의

비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반금융과 정책금융과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금융을 정상화할 것’ 등을 제시하였고 금리 기능의 회복에 대해서는 금

리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경제에 마찰을 주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12)

금융 업계 일각에서도 금리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계 인사들은 은행 금리와 시중 금리의 격차가 투기성 자금의 수요

증대로 자금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인플레이션을 따르지 못하는

현행 금리는 고정자산, 사금융 등 비생산부문의 투자를 증대시켜 결과적

으로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반고용의 감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금리를 현실화해서 자금의 假需要를 억제하고 예금의 증대, 수입의 감소

및 사금융의 의존도를 불식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13)

그러나 1월 6일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리의 수준은 오히려 내려야 하며 현 금

리수준으로는 물가의 안정, 생산의 증대가 어렵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금리현실화의 뜻을 단일금리체계를 용도별, 액수별, 대상별, 기간 별로

11) 〈금리현실화론 대두〉 《경향신문》 1964.12.19. 2면; 〈금리정책재검토 업

계 주장〉 《동아일보》 1964.12.19. 2면.

12) 〈금리, 단계적 조정〉 《경향신문》 1964.2.22. 2면.

13) 〈금리현실화 추진〉 《경향신문》 1964.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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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차이를 두는 탄력적인 금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그는 사채 자금의 정상 금융으로의 흡수는 ‘인플

레’를 막는데서 단서를 잡아야 하며 따라서 금리현실화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현재의 경제체제 하에서 은행은 이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

며 오히려 발생한 이윤은 거래자에게 다시 회전시켜야 하며, 고리대금에

대하여는 세제 면에서 규제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융자는 특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14) 그러나 8일 한국은행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최고 예금금리를 연 25% 선, 대출 금리도 25%

를 상회하는 선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흘리기도 하였다.15)

한편 금리현실화는 미국 측도 요구하고 있었다. 1964년 8월 경 한미

경제당국 간의 회담에서 미국 측은 미국의 원조 격감에 대처해서 자립화

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들의 담세율을 늘려야 하며, 외자에 의존하고 있

는 부분을 국내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

구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민간에 의한 자유로운 저축 증강과 강제저축

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리체계의 현실화하고 재조정하여 민간

의 저축을 유도하는 한편 조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하였다.16)

또한 한국정부와 계약을 맺고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네이산

자문단17)은 1965년 2월 23일〈금리 체계의 합리화〉라는 문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정기예금과 저축예금 금리가 이자제한법의

14) 〈금리정책에 상반된 주장 장기획원장관 김한은총재〉 《동아일보》

1965.1.6. 2면; 〈장기획담, 용도·액수별 등으로 금리를 다원화〉 《경향신문》

1965.1.6. 2면; 〈장기획장관, 65년 재정안정계획 20일까지 확정〉 《경향신

문》 1965.1.14. 2면.

15) 〈금리연25%선검토〉 《경향신문》 1965.1.8. 2면.

16) 〈재정정책 크게 번환될 듯 미측의 ‘경제자립화’ 촉구로〉 《동아일보》

1964.8.25. 2면.

17) 1964년 2월 14일 미국 네이산 회사(Robert R. Nathan Associates Inc.)는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1964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경제기획원에 주재

하면서 경제정책 및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네이산’ 보고서 (상권) <입법참고자료 제42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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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상되어야 하고 이식 제한 20%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자문함으로써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한국정부에 강조하였다. 그리고 금리수준을 전반적으로 인상하

는 동시에 복합한 금리 체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원과 借主

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면 자금 배분에 공정을 기할 수 없

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금리체계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의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자유화, 즉 시장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에 비추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었다.18)

네이산 자문단의 제안은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장기영이 탄력적인 금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한데 반해 네이선 자문단은 금리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을

현실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장기영

과 한국은행의 논쟁은 미 측의 요구와 장기영의 견해가 충돌한 결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리현실화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

니라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은행 이자는 소

수에 대한 특혜 금융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19)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금리는 말썽을 일으키는 총아로 지적되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재벌은 은행과 달

러를 좋아한다” 해서야 너무도 시시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넘

길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정. 재벌의 부정과 횡포, 특혜 융자와 특혜

배정, 이것들은 너무도 귀에 익은 소리가 아닌가.(중략) 서민에게 은행융자

란 그림의 떡이요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시에 만도 80개 전국적으로는 농

협을 포함해서 8백여 개나 되는 점포가 있는데 어째서 일반이 이용할 수

18) 위의 자료, 79~82쪽.

19) 〈금융특혜 뿌리는 더 깊고 먼데 있다 (3) 특혜와 금리〉 《경향신문》

1965.3.27. 4면.



- 61 -

없는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행은 거액 특혜 융자의 본원이 되고 있

다. (중략)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금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

위에 그칠 줄 모르는 ‘인플레’는 돈의 수요를 자꾸만 붙게 한다. 돈을 얻어

물건이나 사두고 공장이나 세워두면 그것으로써 얼마든지 수지가 맞기 때

문이다. 여기서 은행 돈을 쓰려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된다. 그 반

면 돈 가치가 마구 떨어지니 예금할 사람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럴 때면

으레 금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것은 시장사채 뿐이지 은행 이자는

이식제한령이라는 올가미 때문에 연 2할선에 얽매여 있다. 이것은 은행 융

자를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연간 물가가 30%, 40% 씩 올라가

는 데 연 20% 남짓한 은행 이자는 아무리 물어도 밑질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꾸 떨어지니 은행 빚만 지고 몇 해 있으

면 ‘인플레’가 갚아주는 셈이다. (중략) 이 마당에 은행은 한정된 돈을 누구

에게 꾸어줄 것인가? 대답은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 물론 그럴듯한 기준이

야 있다. 一曰 생산기업이요, 一曰 수출진흥기업체요, 一曰 공익기업체요

하는 따위. 그래서 업자들은 다투어 그럴 듯한 계획을 만든다. (중략)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플레’의 종식이며 금리의 현실화다. 그리고 은행의 중립

화, 업자의 정신적 자세 시정 등은 그 부차적 문제다.20)

위의 인용문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식제한령에 의해 금리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은행은 한정된 자금을 특정 기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는 구

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은행의 중립화와 기업인들의

윤리 제고보다는 금리의 현실화를 통한 구조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낮은 금리로 야기된 특혜 금융 문제는 사회 비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1965년 3월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금융이 국회에서 최대의 정치적 쟁

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1964년 9월 국정감사 이후 阪本紡織, 三護, 和信 등의 기업에 대한

특혜 편중 융자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이 단순한 금융상

의 특혜를 넘어서 여당의 막대한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이

20) 〈한국의 3대 명물 – ‘말썽’의 총아〉 《경향신문》 196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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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3월 2일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야당(민정당,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른바 재벌에 대한 편중 융자 즉 특혜 금융

문제는 중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지불보증과 위법적

인 편타 대출21)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민주당 김대중 의원은 금융

특혜를 따지는 질문에서 “판본이 7억 원, 삼호가 5억 원, 화신이 3억 원

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편중 융자

는 청와대가 지령하고 재벌들이 청와대와 직통되니까 재무장관 쯤은 문

제 삼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22) 이렇듯 재벌에 대한

특혜 대출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동시에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금리현실화가 대두되었다.

3월 13일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은 화신, 삼호 등 기업에 대한 거액

융자의 정리 방침과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정책, 편타 대출 등 위

규 취급에 대한 문책 등을 담은 17개항의 정부 측 수습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편중, 위법 대출에 대한 단호한 회수책,

특혜 배제의 근본이 되는 금리현실화, 인책 범위의 확대 등을 주장했고

국회 재경위는 15일부터 그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23)

3월 16일 민주당은 금융특혜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였고24)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13개 항의 여야 단일 처리방안이 작성되었다. 재경위는 이

안을 20일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6인 소위원회(김

재순, 김주인, 양순직, 고흥문, 이충환, 김대중)가 마련하여 재경위에서

21) 便他는 타점권 교환결제 전 지급을 약칭한 것으로, 타금융기관을 지급은행으로

한 수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의 교환결제기구를 통하여 그 대금이 추심되기

이전에 거래선의 지급요구에 응해주는 금융행위를 뜻한다.

22) 국회사무처, 1965 《제48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

처, 1965 《제48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특혜 융자 청와대

서 지시〉 《동아일보》 1965.3.4. 1면; 〈국회가 파헤치는 ‘특혜’의 내막〉

《동아일보》 1965.3.4. 4면.

23) 〈특혜처리 17개 방안 제시〉 《경향신문》 1965.3.15. 1면.

24) 〈대출내자 즉각 회수 민주당, 특혜처리방안 마련〉 《경향신문》 1965.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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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금융 정책 처리 방안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은 당면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구성되었고, 당면대책에는 문제가 된 특혜 금융 기업체들 ―

삼호, 화신, 판본방직, 대한양회, 쌍용양회, 금성방직, 삼성―과 기타 거

액의 융자업체 및 편타 대출에 대한 사후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이 6개항의 장기 대책이 제안되었다.25)

1. 앞으로 원칙적으로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지불보증을 해야

할 경우는 차관도입과정에 있어서 공개응모에 의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내자 일체는 自辦으로 하되 LC(신용장)개설 당시에 현금 또는 처분권 일

체를 위임한 해당가치의 동 부동산을 산은에 공탁해야 한다.

2. 외자도입의 승인에 있어서는 비동족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정부가 이미 승인하고 착공한 일반상업차관은 산은에 대한 기업체의 주

식을 副擔保로 제공하고 내자조달이 계획 미달 시는 산은이 이를 처분한

다. 앞으로 지불보증을 요하는 차관승인은 당해회사의 주식을 부담보로 취

득함을 조건으로 한다.

4. 정부가 지불 보증한 사업은 사업추진 예정표에 따라 심사 감독을 철저

히 한다.

5. 금융 특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금의 가수요를 억제하며 대출금의

회수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대출자원이 되는 정착금 자금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 금리현실화를 촉구한다.

6. 앞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자원의 반액 정도는 1기업체 당 5백만 원 미만

한도로 해서 널리 중소기업에도 융자해야 한다.

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었고 그

연장에서 금리현실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회 재

경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정책에 대한 건의안〉은 3월 23일 국

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26)

25) 국회사무처, 1965 《제48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재경위

-특혜단일처리안 마련〉 《경향신문》 1965.3.20. 1면; 〈화신 삼호 산은에 즉

각이관 금리현실화도 촉구〉 《동아일보》 1965.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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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건의안을 받은 정부도 그 대책을 마련하였다. 4월 15일 홍승

희 재무부 장관은 국회가 내놓은 금융 특혜 처리 방안을 관계 고위층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데 상업차관·외자 도입 문제는 경제기획원에

서 다룰 것이며 편타 대불금 등의 부정 금융을 재무부가 철저히 방지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이

자제한법을 철폐하고 5월말까지 저축예금의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

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27)

5월 13일 관계 당국 간 금리현실화에 대한 5개 원칙이 합의된 내용이

공개되었고,28) 5월 27일 재무부 장관은 금리현실화에 관한 재무부의

방침이 확정되었으며, 그 실행의 전제 조건인 이자제한법 폐지에 관한

처리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당초 공약한 5월말 시행이 어렵지만 국

회 처리 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언명하였다.29) 그리고 같은 날 그는

이 방안을 번스틴 유솜 처장과 만나 논의하기도 하였다.30)

재무부의 안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비판들이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네

26) 국회사무처, 1965 《제48회 국회회의록 제15호》; 〈국회 금융정책건의안 채

택〉 《동아일보》 1965.3.23. 1면.

27) 〈저축예금의 금리인상〉 《동아일보》 1965.4.15. 2면.

28) 이 5개 원칙은 ① 저축성예금의 최고금리를 연20~24%까지 인상한다. ② 대

출금리의 현실화는 예금금리를 인상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보아 신축성 있게 다

루되 시설투자 자금의 旣貸出金利는 舊率을 계속 적용한다. ③ 수신금리인상은

실시일로부터 신규예금에만 적용한다. ④ 여수신금리의 격차로 인한 市銀原價面

에의 영향은 재할인 정책 등으로 조정하여 경영면에 최소한의 것으로 그치게 한

다. ⑤ 여신금리의 인상은 재정자금금리체계의 재조정과 병행하되 투자 효율을

기준으로 금리정책의 균형을 취하도록 조처한다 등이었다.〈금리현실화 5개원칙

합의〉 《동아일보》 1965.5.13. 2면.

29)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이원적인 금리질서를 정상화해서 사금융을 금

융기관으로 흡수하여 단일화한다. 1년짜리 정기계금이자를 매월 2% 씩 지불하

도록 보장, 연리 24%(복리 26.7%)를 주어 사금융을 흡수한다. ② 연체대출의

금리면에서 오는 특혜를 없애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철폐하여 연체대출에는 연

30%의 응징 금리를 받아내도록 조처하고 연체대출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강력히

조치한다. 또한 재무부 이러한 조치는 일반대출, 상업 어음 등의 금리를 대상으

로 한 1단계 조치이며, 기간산업에 대한 대출, 수출, 군납, 원조물자 인수자금

등은 2단계서 논의될 것이라고 하였다.〈금리현실화방안 확정〉 《동아일보》

1965.5.27. 2면.

30) 〈금리현실화안 협의〉 《경향신문》 1965.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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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고문단은 재무부가 작성한 금리현실화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

은 총 7개 항목에 걸쳐 논평을 전개했는데 특수은행의 대출 금리를 상

향조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결함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그들은 수출

생산금융·미곡담보융자 등의 금리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연체대출금의

금리도 연간 50%는 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31)

재계 역시 이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반대는 네이산 고문단의 비

판과는 궤를 달리한 것이었다. 6월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회를 열

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리현실화 문제는 현 경제 여건 아래에서는

사금융 흡수 등 민간자본 흡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물가고를 유

발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의 금리현실화 방안을

반대하였다. 또한 그들은 “금리 인상은 금융질서의 확립과 융자에 대한

상환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체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 네

이산 고문단의 비판이 금리현실화안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재계

는 그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어 대통령 박정희는 재무부에게 수

정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7월 9일 경제과학심의회는 금리현실화안에 대

해서 예금 금리를 24%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사금융을 흡수하기 어려

울 것이며 사금융이 흡수되어 정부계획사업에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사채 이자율이 오를 뿐만 아니라 정책 금리가 현

행대로 고정됨으로써 자금의 가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였

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연체에 대해 구분 없이 모두 응징 금리를 적용

해야 하며 금융자금뿐 아니라 재정자금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

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주장에 따라 박정희는 재무

부에 수정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33)

31) 〈연체는 연50%로〉 《동아일보》 1965.6.15. 2면.

32) 〈금리현실화방안 한국경협서 반대〉 《경향신문》 1965.6.16. 2면; 〈“연체

만 올리도록〉《동아일보》 1965.6.16. 2면.

33) 경제과학심의회의, 〈금리현실화방안 (1965.6.26.)〉 《심의보고》 (BA

0177289); 〈금리현실화 지연〉 《동아일보》 1965.7.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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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무부는 수정안을 준비하였고 그 사전 작업으로 7월 12일

유솜 및 경제인협회 실무자들과 만나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제안을 검토하

였고34) 7월 22일 한미경제협력위원회(ECC)에서 금리현실화 및 사금융

의 금융기관 흡수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경제기

획원 장관,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하였고 미

국 측은 유솜 처장, 미국인 금융학자 3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학자들

의 참석이 주목되는데 이 회의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35) 이 자리에서 장기영은 ‘선저축 후대출’의 점진적

인 인상론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동시

현실화론을 주장하였고36)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수정하여 9월

부터 금리현실화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었다.37)

그 사이에 이자제한법의 개정과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

당 사이의 대립이 전개되었다. 8월 9일 열린 국회재경위에서 공화당 이

재만 의원은 현행 이자 상한선을 20%에서 3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

로 한 개정안을 제안한 반면 민중당 진형하 의원은 이자제한법 폐지안을

제출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무부 장관은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반

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율 상한을 50%로 높여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

였다.38)

결국 이자제한법에 대한 논의는 개정으로 결론이 났다. 9월 14일 국

회본회의에서 최고이자율을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자제한법 중 개정안이 심의 통과되었

34) 〈금리현실화는 9월 이후에〉 《경향신문》 1965.7.13. 2면.

35) 〈사금융 흡수 등 논의 한비경제협력위〉 《경향신문》 1965.7.22. 2면; 이

때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걸리(J. G. Gurley), 패트릭(H. I. Patrick), 쇼(E. S.

Shaw)였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구조(The Financial Structure of Korea)》라

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유철규, 2005 〈제6장 금리현실화: 재평가와 이론적

쟁점〉 《1960~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

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241쪽.

36) 〈한미간 ‘금리현실화’ 미결론〉 《동아일보》 1965.7.23. 2면.

37) 〈금리현실화 정부시안을 손질〉 《경향신문》 1965.7.23. 2면.

38) 〈이자제한법 개폐〉 《동아일보》 1965.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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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9) 이 개정안은 9월 24일에 공포되었다.40)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금리현실화 조치의 조건은 마련되었으나 정부 부

처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재무부는 3단계의 방안을 마련하

고 10월 초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

관은 5단계로 서서히 추진하고 여수신 금리의 역마진도 인정하자는 주

장을 전개했고, 이에 한국은행 측은 역마진 체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장

기영 부총리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금리현실화 방안에 대한

정부 내의 합의가 어려워 10월 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41)

그런 한편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금리현실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시중 자금 사정의 핍박과 사금리의 인상 추세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 시행을 반대하고 있었다.42) 상공부

역시도 이러한 논리에서 금리현실화안에 반대하였다.43)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고 9월 안으로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해 26일 경

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및 전금융기관장들은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금리현실화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44) 28일 최종안

이 결정되었다. 최종안 작성 후에도 시행 시기를 두고 정부는 10월 1일

시행을 공화당은 검토 연장을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45)

9월 29일 박정희는 장기영으로부터 금리현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행 면에 부작용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정부안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46), 바로 다음 날

박정희는 정부, 여당 및 금융계 대표, 경제과학심의위원을 소집한 회의

39) 〈연리최고 40% 내로〉 《경향신문》1965.9.14. 2면.

40) 〈이자제한법 개정법률〉 《관보》 1965.9.24.

41) 〈금리현실화에 혼선〉《경향신문》1965.9.20. 2면;〈금리현실화 5단계 조치

로〉 《경향신문》1965.9.22. 1면; 〈금리현실화에 혼선 거듭〉 《경향신문》

1965.9.23. 2면; 〈탈연골화되는 금리현실화〉 《경향신문》1965.9.25. 4면.

42) 〈현행금리현실화 정책 상의서 반대〉 《동아일보》 1965.9.23. 2면.

43) 〈금리인상 기업위축 우려〉 《동아일보》 1965.9.25. 2면.

44) 〈금리현실화 월내로 이견조정〉 《경향신문》 1965.9.27. 2면.

45) 〈금리현실화 최종안 결정〉 《경향신문》 1965.9.28. 1면.

46) 〈“금리현실화 부작용 없애도록”〉 《경향신문》 1965.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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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에서 이를 곧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47) 이에 따라 <표 2-1>과 같

이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조정되었다.

<표 2-1>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 이자율 (1965년 9월 30일)

출처: 재무부, 1968 《저축백서》 303쪽.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 금리의 체계를 살펴보면 여신금리는 일반 자금

연 26%를 상한으로 하여 자금 종류별로 달랐고 예금 금리의 경우 정계

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0%를 상한으로 하여 예금 종류별로 기한에 따

라 조정하였고 연체 금리는 일률적으로 연 36.5%로 책정되었다. 이에

47) 〈금리현실화 오늘부터 실시〉 《동아일보》 1965.9.30. 1면.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수

신

정기예금 (1년 만기) 연 15% 월 2.5%

(연 30%)
특약예금 (6개월 만기) 연 12%

거치예금 (3개월 만기) 연 9%

통지예금

(30일 이상 거치)
연 3.65% 연 5%

저축 및 납세준비예금

(1년 이상 要据置)
연 3.6% 연 12%

국민저축조합예금 연 16.8% 연 30%

정기적금 최고지불금율 연10% 연 30%

보통예금 연 1.8% 연 1.8%

別段예금 원칙적으로 무이자 원칙적으로 무이자

당좌어음 무이자 무이자

여

신

수출어음 연 6.5% (불이행 시 연

16%)

연 6.5%(불이행 시 기타어

음 이율 적용)외화 표시 군납어음

미곡담보 및 미곡담보선

대어음
연 11% 연 11%

상업어음 연 14% 연 24%

기타어음 연 16% 연 26%

당좌대월 연 18.5% 연 26%

연체어음 연 20% 연 22%

콜론(call loan) 연 12% 연 3.65%

보증인수료 연 7.5% 연 3.65%

수출산업육성어음 연 7.5%

기타어음에 포함됨군납어음
연 14%

원조물자인수어음



- 69 -

따라 수신금리가 여신금리보다 높은 이른바 ‘역마진’제라는 독특한 금리

체계가 형성되었다.48)

물론 이러한 금리체계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는 1968년 4월 1일 자로 역마진을 축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 조정하

였고 같은 해 10월 1일 재차 금리를 인하하여 수신이율보다 여신이율이

높아지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1969년 6월 1일 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수신 최고 이율을 인하하였다.49)

<표 2-2> 은행 금리의 변동 (1962~1971년)

출처: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60년사 Ⅰ: 경제일반》 한

국개발연구원, 214쪽.

비고: 신규 취급 가중 평균 금리.

각각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및 일반 대출 금리.

실질 금리는 소비자 물가를 이용.

이후에도 금리는 몇 단계에 걸쳐 조정되었으나 금리현실화 조치를 시

행하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1968년까지 물가도

48) 재무부, 1968 《저축백서》, 302쪽; 이러한 금리현실화 조치에 대하여 유철규

는 금융억압의 심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은행의 우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주도적 은행 중심 금융제도의 내용적 기초가 이를 통해 마련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철규, 앞의 책, 254쪽.

49) 김병국, 1969 〈우리나라 금리체계의 조정방향〉 《저축과 성장》, 148~152

쪽.

연도
예금은행 수신 금리 예금은행 대출 금리

명목 금리 실질 금리 명목 금리 실질 금리

1962 15.0 7.9 15.7 8.5

1963 15.0 -4.7 15.7 -4.1

1964 15.0 -11.2 16.0 -10.4

1965 26.4 11.4 26.0 11.0

1966 26.4 13.6 26.0 13.2

1967 26.4 14.0 26.0 13.6

1968 25.2 13.0 25.2 13.0

1969 22.8 9.3 24.0 10.3

1970 22.8 5.9 24.0 6.9

1971 20.4 6.1 22.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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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실질금리 역시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

다. 따라서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몇 년간 은행 저축은 어느 정도 수익

을 보장하는 상품이 될 수 있었다.

2) 금융저축의 증가와 저축증강계획의 추진

금리현실화 조치 시행 이후 금융저축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시기부터 금리현실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저축이 증가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5년 7

월 말 현재 저축실적이 80억 원으로 연간 목표 70억 원을 14% 초과하

여 달성되었다는 것이었다. “7월말 누계는 목표에 비해 배증한 것인데

이는 금리현실화 단행설에 자극되어 금융기관으로의 저축이 50억 원으

로 격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50) 또한 금리현실화 조치 시행 첫날

인 10월 1일 하루 사이에 서울 시내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 잔고가 3억

4천만 원 늘었다고 보고되었다.51) 이러한 금융저축의 증가세는 일시적

이지 않았다.

<표 2-3> 1966년도 금융기관의 예금 동향

(단위: 억 원)

50) 〈저축실적 80억원 7월말〉 《동아일보》 1965.8.25. 2면.

51) 〈금리오른 첫날의 정기예금〉《동아일보》 1965.10.2. 2면.

예금 잔액 증감
65.9월말 65.12월말 66.12월말 65.10~12 66.1~12

1. 장기저축성예금 222 357 800 135 443

정기예금 63 180 382 117 202

정기적금 49 59 199 10 140

금전신탁 73 76 155 3 79

부금수입 31 35 53 4 18

조합예금 6 7 10 1 3

2. 단기저축성예금 128 116 223 -12 107

저축예금 83 81 152 -2 69

통지예금 45 35 72 -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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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무부, 1968 《저축백서》, 333쪽.

<표 2-3>에 드러나듯이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 저축의 증가를 이

끈 것은 장기 저축성 예금이었다. 그 중에서도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시민들

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기적금은 저축

의 여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

금리현실화에 따라 일반은행의 금리인상이 지난 10월 1일부터 단행되었다.

최고금리가 연 30%까지 크게 올랐는가 하면 월 2.5%씩 이자를 월불로

한 것 등. 이에 따라 일반시민의 은행예금 이용도가 증가할 전망은 크다.

특히 연 30%의 이율이 붙는 정기적금은 가난한 주부들의 관심까지 끌게

한다. 적은 액수의 돈을 매달 적금함으로써 1년 후 혹은 2년 후, 3년 후에

는 큼직한 목돈을 가지게 된다. (중략) 한꺼번에 목돈을 얻기 힘든 일반

가정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또 어떤 기획에 목돈이 생기

게 되면 가정에서는 그 돈의 보관에 고심하게 된다. 집안에 그냥 넣어 두

는 것은 도둑, 화재 등의 우려가 있고 돈의 효용가치가 줄어든다. 물론 남

에게 꾸어주고 매달 5~6%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것 역시 요즘 같

이 살벌한 세상에서는 신빙성이 약하다. 이자가 잘 들어오지 않아 애가 타

는 경우, 심하면 원금까지 떼어먹고 달아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일 안전

하고 또 이율도 비교적 많은 은행예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정기예금을 하면 매월 2.5%의 이자가 지불된다. 5%의 이자로 개인에

게 빌려주는 경우만은 못하지만 훨씬 안전하고 또 이자도 비교적 많다. 또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52)

52) 〈주부와 은행〉 《경향신문》 1965.10.20. 6면.

새농민예금 - - 1 - 1

3.총저축성예금 350 473 1,023 123 550

4.요구불예금 371 404 365 33 -39

5.총계 721 877 1,388 156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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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인용문은 홍보의 성격이 짙은 글이었다. 정기적금은 한푼

두푼 모아 큰일에 부닥쳤을 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자 가장

안전하고도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며, 특히 정기예금은 ‘요

즘같이 살벌한 세상에서’ 남에게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비교적 이

자도 높다는 것이었다. 이는 인용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민간에서

성행하던 계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었다. 계주의 도주라는 위험이

상존하였던 계에 비하여 은행 저축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설명이었다. 그

리고 이러한 점은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국내저

축률은 증가하였다. 1965년 8.2%에서 1966년에는 13.0%로 증가하였

고 1967년과 1968년에는 흉작에도 불구하고 13% 선을 계속 유지하였

다.53)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저축은 증가 추세에 있었고 정부는 이 기세

를 몰아 저축 증가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

부는 저축증강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최종년도인

제5차 년도를 맞이하여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내자의 근간인 저축을 최

대한 증강하여야 하겠으므로” 1965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966년도 저축목표액 83억 원을 200억 원으로 대폭 수정하였던 것이

다.54)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재무부는 저축증강계획에서 책정된

목표액 200억 원을 거의 달성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에 목표액을 400

억 원으로 또 다시 상향 조정하면서 ‘저축배가운동의 추진계획’을 작성하

였다.55)

이와 같이 저축 목표를 증액한 것은 금융저축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

에 가능하였다. 1966년 3월 저축목표액을 수정했을 때 은행 저축의 경

우 당초 목표액 37억 4천8백만 원을 138억 4천8백만 원으로 증액하였

53) 김병국, 앞의 글, 148쪽.

54) 〈1966년도 저축증강계획 (1966.3.26.)〉 《국무회의안건철》

(BA0084463) 1쪽.

55) 〈1966년도 저축배가운동의 추진계획 (1966.8.29.)〉 《국무회의안건철》

(BA 0084480)



- 73 -

고 그 중 저축조합예금은 단지 4천2백만 원 증액하는 데 그쳐 대부분

일반 저축예금의 목표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8월에 재차 목표액을 상향

하였을 때에도 총 증액 분 200억 원 중에서 저축성 예금액은 175억 원

에 달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56) 이전까지 정부가 민간저축을 동원

할 때 국민저축조합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면 이때부터는

각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시 말해 은행을 통해 이자 소득

을 얻으려는 개인들의 의지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을 그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정부는 1966년 3월 “퇴장 영세 자금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해 새로

운 저축 방안을 창안하였는데57) 그 방안은 자립저축이라는 강제성의 성

격을 지닌 저축이었다. 이는 1966년 4월 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

결되어 제1차로 1966년 4월 15일부터 일부 대상에 한하여 실시되었다.

이 자립저축은 명목상 “모든 사치적 소비부문이나 비생산적인 투기부문

및 저축의 여력이 있는 부문에 저축 실시를 권장하여 전 국민이 누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저축하는 습성을 배양토록 창안”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 시 금융기관에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준하는 저축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아래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이행 대상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립저축이행필증을 받아 관계 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였

다.58)

1.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임대 시

2. 각종 등기 시

3. 전화 가설 시

4. 해외 여권 발급 시

5. 차륜 검사 시

56)〈1966년도 저축증강계획 (1966.3.26.)〉, 6쪽; 〈1966년도 저축배가운동의

추진계획 (1966.8.29.)〉, 8쪽.

57) 〈1966년도 저축증강계획 (1966.3.26.)〉, 5쪽.

58) 재무부, 1968 《저축백서》, 3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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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 허가 시

7. 영화 상영 시

8. 연금 및 상여금 지급 시

9. 공사 및 물품 납품 대전 지급 시

10. 각종 인가 허가 시.

위에서 “열거한 자립저축 이행 대상이 당초 정부가 의도하던 사치적

소비부문이나 비생산적인 투기부문 및 저축의 여력이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반면에 꼭 자립저축을 이행하여야 할 대상을 모

두 포괄하였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자립저축의 실시대

상이 그 목적하는 바대로 정확한 이행 기준을 마련치 못했음에도 불구하

고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자립저축이 강제성을 수반한 저축이라 할지라도

행정권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이 아니고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약속

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저축인 까닭이”이라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59) 그러나 그 목록만 살펴보아도 그 대상이 사치성 소비에

있다기보다는 저축의 여력이 있는 부분,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자금이

오고 가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부는 1966년 4월 15일부터 1967년 12월 31일까지의 자립저축

액이 총 73억 9천9백만 원이었다며 그 실적을 강조하였지만,60) “그 본

래 뜻과 어긋나는 강제 징수의 성격”이 드러나는 하는 한편 “자립저축이

행필증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여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다. “자금 경색이 뚜렷해진 요즘 일부 고리

대금업자들이 이 이행필증을 액면의 60% 정도로 사들여 1년간 66.4%

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61) 다시 말해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

람들의 경우 현금을 얻기 위해 액면가보다 낮게 자립저축이행필증을 업

자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59) 위의 자료.

60) 앞의 자료, 357쪽.

61) 〈자빠진 자립저축〉 《동아일보》 1967.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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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저축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그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자 정부는 이를 점차 축소하였다. 1967년 3월 2일 서봉균 재무부 장관

은 “예금자의 가치보장과 저축무드가 확보되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립저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으며 그 첫 조치로 1년짜리 자립저축을

6개월로 단축하고 극히 사치성을 띤 부분을 제외한 각종 면허와 영업

허가에 적용되는 자립저축을 면제하겠다고 하였다.62)

재무부는 3월 20일부터 자립저축 예치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자립

저축 대상을 182개 종목에서 51개 종목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63)

또 4월 15일부터 ‘생활필수업종 허가 시’에는 자립저축 대상에서 면제하

기로 결정하였다.64) 1967년 11월 정부는 다음 해에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자립저축을 연말까지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65) 전화가

설 등 22개의 종목에 대해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66)

<표 2-4> 자립저축의 추이 (1968~1971년)

(단위: 천 원)

출처: 《저축총람 1972》, 234~235쪽.

시행 초기에 비하여 적용 대상은 축소되었으나, 자립저축의 잔액은 점

차 증가되었다. <표 2-4>에 나타나듯이 1971년의 잔액은 1968년도의

잔액의 2배를 넘었다.

자립저축의 시행과 함께 정부는 “자발적 저축증강을 위하여 도시와 중

62) 〈자립저축 곧 폐지〉 《동아일보》 1967.3.2. 7면.

63) 〈자립저축 51개 종목 제외〉 《경향신문》 1967.3.9. 1면; 〈대상서 51개종

면제〉 《동아일보》 1967.3.9. 1면.

64) 〈생필품업종허가시 자립저축면제〉 《동아일보》 1967.3.30. 2면.

65) 〈저립저축 전면 폐지〉 《동아일보》 1967.11.15. 2면.

66) 〈22개 종목 자리저축 계속 실시〉 《동아일보》 1968.2.17. 7면; 자립저축

은 계속 유지되다 1973년 3월 8일부터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각종 인

허가 시 국민주택채권이 소화되면서 자립저축은 폐지되었다. 〈인·허가에 주택채

권 소화〉 《동아일보》 1973.3.8. 6면.

연도 1968 1969 1970 1971

잔액 3,845,250 5,530,120 5,807,016 8,7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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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층에 대하여는 적립식 저축을 보급 조직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

다. 그러나 물론 그 자발성은 동원된 자발성이었다. 재무부는 적금, 상

호부금, 적립식 정기예금 등 적립식 생활 저축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공

무원, 행정관리 기업체, 일반은행, 보험회사 직원과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직원에 대해 이의 가입을 독려하고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은

봉급의 10% 이상, 4급 이하는 봉급의 5% 이상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등 해외 각지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던 기술자들

의 급여를 적금, 적립식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67) 군인

의 경우 현지 주둔 사령관의 책임 아래 전 군인에게 봉급 저축을 실시하

게 하였고, 취업자의 경우 국내 은행에 송금 구좌를 개설하고 본국에 직

접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고용 업체에게 취업자의 봉급을 일괄 송금하고

공급명세서를 송부하게 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업자에게는

취업기간 갱신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 등을 불허하고 고용업체에게는 취

업자 모집과 송출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

다.68) 실상 강제저축을 시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표 2-5> 해외취업자 및 베트남 파병 군인 예금 (1967~1971년)
(단위: 백만 원)

출처: 《저축총람 1972》, 232~233쪽.

<표 2-5>에 나타나듯이 해외취업자 및 베트남 파병 군인의 저축액은

1968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지역별, 직업별로 파악되

지 않아서 그 영향력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 현지 전쟁 상황의 변

화와 연관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금리현실화 조치 시행 이후 정부는 시민들의 자

67) 〈1966년도 저축배가운동의 추진계획 (1966.8.29.)〉, 7~11쪽.

68) 한국은행, 1972 《저축총람 1972》,85쪽.

연도 1967 1968 1969 1970 1971

금액 4,000 6,458 9,007 7,437 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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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저축을 유인하는 한편으로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현금이 오고

가거나 자금의 여력이 있어 보이는 모든 영역에서 그 자금을 금융저축으

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3) 지방은행의 설립

금리현실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기예·적금 등 금융저축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금리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았

다. 앞서 一장의 <표 1-5>에서 본 바와 같은 금융기관의 도시 집중 현

상은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금융기구

의 지방으로의 확충이 저축 증강을 위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저축기구의 제도화 및 강화의 방향은 (중략) 농어촌을 포함한 지방으로 확

산해야 하고 도심지에 있어서도 변두리 저소득층으로 파고들어야 될 것 같

다. (중략) 또한 새로운 대고객 ‘서어비스’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출납업무를 정규적으로 대기업체 등을 순회하는 방법이라든가69)

은행 지점망이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농협, 우체국 등을 활

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저축을 증가시키려고 하였고70) “지방 농어촌의

저축인식을 높이고 영세자금을 흡수”하려는 목적에서 지방저축독려반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이 독려반은 금리현실화 이후 재무부를 비롯한 전금

융기관이 전개한 “도시 중심의 저축운동이 한계점을 보이자 그 방향을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저축인구를 늘리려는” 방편으로 편성되었고, 1966

년 5월 16일부터 1주일 동안 농어촌 지역을 순방하였다.71)

69) 한기춘, 1969 〈우리나라 저축의 저해요인〉 《저축과 성장》, 208~209쪽.

70) 〈저축목표 140억원 농어촌까지 확대키로〉 《경향신문》 1966.1.15. 2면.

71) A조 (한국은행, 국민은행) 경기, 전북 / B조 (상업은행, 산업은행) 충북, 충남

/ C조(제일은행, 은행집합소) 경북 / D조 (한국은행감독원, 농협, 재무부) 경남

/ E조 (서울은행, 기업은행) / 전남 F조 (한국은행, 한일은행, 재무부) 제주, 강

원 〈저축증가방향전환 농어촌독려반〉 《매일경제》 1966.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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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한시적인 방편이었다. 따라서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에서의 저축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으로 금융기관 지점망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67년 1월 17일 박정희는 연두교서에서 지역

자본을 집대성하여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내자동원을 위해

서 지방은행의 설치를 곧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72) 같은 달 19일

서봉균 재무부 장관은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지방은행을 설립할 것이라

고 공표하였다.73)

박정희의 연두교서에서 표방되었듯이 지방의 저축을 증대하려는 목적

에서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래 인용문에서 지

적하고 있듯이 금리현실화 후 지방에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 지방은 금년 들어 금리현실화 후에 잠정적으로 열렸던 대출의 문

이 재정안정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당위”에 억눌려 통화안정증권

인수와 농협예탁 등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자원이 동결당함으로써 현실화 이

전으로 환원되어 대출의 파이프가 막혀버림으로써 유동성 사정은 악화 일

로에 있으며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은 전례 없이 심각. (중략)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기업체가 자금 루트를 사채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수요가 늘어난 반면, 절대자금량의 감소와 세금단속을 피하여 그

늘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사금융업체의 증가로 그 시장이 좁아지고

있어 사채이율도 강세로 반전. (중략) 금리현실화 이후에 한도에 막혔던

독이 터짐으로써 5월말 현재 2백억 원이 넘는 돈이 은행창구로 풀려나왔으

나 지방금융의 경색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에서 은행에 환류된

자금이 도시에 집중 배분되었으며 또 편중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방증해 주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금융정책에 새로운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는 것.74) (강조는 필자)

72) 〈67년도 대통령연두교서 요지〉 《동아일보》 1967.1.17. 3면.

73) 〈부산·대구·광주 등에 지방은행 곧 신설〉 《동아일보》 1967.1.19. 2면.

74) 〈악화된 지방의 자금유동성〉 《매일경제》 1966.6.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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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현실화는 소수 대기업에 대한 특혜 금융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으나, 이 조치 이후에는 자금이 은

행을 통해 대도시 또는 큰 기업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기업들이 다시 사채와 같은 사금융에

자금을 빌리게 되어 월 최고 금리 7%의 사채까지 판을 치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7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에서

자금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은행의 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정리

하면 지방은행은 지방 저축의 증대를 통한 내자동원과 지역 기업인들을

위한 자금 제공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박정희가 지방은행 설립을 공표한 직후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1967년 1월 2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 농업협동조합

이사장, 대구상공회의소 고문, 기업체 대표 33명이 모여 대구은행설립

위원회(가칭)을 설립하였다.76) 부산에서는 1월 23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원 총회에서 부산지방은행설립추진위원회(가칭) 회칙이 통과되었고 1

월 31일 열린 부산지방은행설립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은행 명칭을

부산은행으로 결정하였다.77) 광주에서도 2월 7일 광주은행 설립추진위

원회가 구성되었고78) 이외에 전주와 대전 등지에서도 지방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들이 결성되었다.79)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2월 23일

75) 〈판치는 사금융업〉 《매일경제》1966.6.7. 3면; 〈사금리 8분로 껑충〉

《매일경제》1966.10.7. 3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600개 기업체를 대상으

로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로 〈사금융실태조사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

보고에서 경협은 “만성화된 자금난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의

사채의존도가 금리현실화 당시보다 급격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이

월 최고 7%까지 시현하고 있는 고리사채를 65.7%나 원자재구입자금으로 사용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품 원가고를 초래, 소비생활을 위협했다고 지적하고 금리

인하에 앞서 기업 자금 융자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월 최고

7%까지〉 《매일경제》 1967.1.1. 1면.

76) 〈대구은행설립추진〉 《매일경제》 1967.1.24. 1면.

77) 〈주식회사 부산은행(가칭)설립발기인회 제의사항 (1967.3.3.)〉 《부산은행

신설 1967-1967》(DA0199120), 2쪽.

78) 〈지방은행 설립추진 상황보고 (1961.2.11.)〉 《광주은행 신설 1967-196

8》(DA0199123)

79) 〈전북도 지방은행추진위원회 결성〉 《매일경제》 1967.1.27. 3면; 〈지방



- 80 -

지방은행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은

행지도위원회를 설치하였다.80)

그러나 지방은행의 설립 준비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지방

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의 어려움은 설립 준비 시작 때부터 제기

되고 있었다.

지방은행은 순수한 민간투자 1억 5천만 원 이상, 일반 시중은행과의 유치

경쟁 등 난제가 겹쳐 조속한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월 23일 한은

당국자는 민간투자의 추진을 위해 곧 지방상공인들의 실무자 회의를 열게

될 예정이나 은행법 16조에 따라 최소한 1억5천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설립된 뒤 일반은행과의 예금

경쟁을 배제하면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아직 세워지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81)

2월 초 한국은행 측은 지방은행 설립 예정지가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도시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이 3개 도시에 꼭 세울 것도 아니라

고 하면서 다른 도시에 지방은행을 설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으나82) 2월 하순에 이르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부산, 대

구, 광주 세 도시에서 설립하고 자본금은 부산 5억, 대구와 광주 각각

2억 원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83) 그 현실적인 사정은 자본금 모집

의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이 세 지역에서도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대구의 경우 3

월 24일 대구은행 설립 내인가를 받고 6월 중순 개점을 목표로 주주 모

집에 들어갔으나84) 9월까지도 목표 자본금 2억 원 모집을 완료하지 못

은행 설립 추진 상황 보고 (1967.3.28.)〉 《충청은행 신설 1967-1968》

(DA0199122)

80) 〈지방은행지도위를 설치〉 《매일경제》 1967.2.23. 1면.

81) 〈지방은행설립 난제 겹쳐 늦어〉 《동아일보》 1967.1.23. 2면.

82) 〈지방은행설립 3도시 외에도〉 《경향신문》 1967.2.3. 2면.

83) 〈부산·대구·광주에 지방은행 설립〉 《동아일보》 1967.2.24. 2면.

84) 〈지방은행(대구은행)설립 추진상황 보고 (1967.4.11.)〉 《대구은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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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85) 결국 10월 7일 자본금을 1억 5천만으로 축소하여 개업하였

다.86) 부산에서도 7월 초 개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87) 10월

25일이 되어서야 개점하였다.88) 광주는 상황이 더 여의치 않았다. 지역

의 상공인들이 출자를 기피하였고89) <표 2-6>에 나타나듯 1968년이

말에 되어서야 광주은행이 설립되었다.

1967년 10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설립된 이후 1971년 충북은행

이 설립될 때까지 총 10개의 지방은행이 설립되었고 대개 1969년 하반

기 이후 개점하였다. 이들 지방은행은 “도시의 변두리와 지역 내 소도시”

지역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를 주축으로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90)

이에 1968년 3월에는 5개에 불과했던 지방은행의 영업 점포의 수는

1972년 3월에 이르면 115개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91)

<표 2-6> 지방은행 점포 배치 상황 (1972년 9월 30일 현재)

(단위: 개)

1967-1967》(DA0199241)

85) 〈대구은행설립추진상황〉 《대구은행 신설 1967-1967》

86) 대구은행, 1973 《大邱銀行五年》, 36쪽.

87) 〈지방은행 설립상황보고 (1967.3.20.)〉 《부산은행 신설 1967-1967》

88) 〈부산은행 개점〉 《경향신문》 1967.10.25. 2면.

89) 〈지방은행 설립추진 상황 보고 (1967.8.14.)〉 《광주은행 신설 1967-196

8》

90) 대구은행, 앞의 책, 40~41쪽.

91) 앞의 책, 46쪽.

은행명 개점 일 본점 소재지 기타 지역 계

대구은행 1967. 10. 7 15 3 18

부산은행 1967. 10. 25 22 3 25

충청은행 1968. 4. 22 8 5 13

광주은행 1968. 11. 20 8 4 12

제주은행 1969. 9. 19 3 2 5

경기은행 1969. 12. 8 10 0 10

전북은행 1969. 12. 10 4 6 10

강원은행 1970. 4. 3 3 4 7

경남은행 1970. 5. 21 6 3 9

충북은행 1971. 4. 24 3 3 6

계 86 (74.7) 29 (25.3) 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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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축총람 1972》, 39쪽; 대구은행, 1973 《大邱銀行五年》, 49쪽

비고: ()안은 %

그러나 지방은행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구의 도시 지역 편중 문

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았다. <표 2-6>에 나타나듯 지방은행의 점포도

본점이 소재하는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점 소재지 이외 지역에

개설된 점포는 전체의 10~20% 정도였을 뿐이다.92) 지방은행 역시도

도시의 은행이었다.

2. 저축동원을 위한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내자 조달 계획

1964년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 저축 동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으로 인한 성과가 생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 근로자 월평균 가계수지적자는

1960년 560원, 1962년 800원으로 상승했고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965년도 현재 5년간 물가지수는 103% 상승한데 반해, 같은 시기 서

울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은 14% 오르는데 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중간계급, 또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인식으

로 이어졌다.93)

92) 이러한 상황을 꼬집어 지방은행이 아니라 도시은행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지적

도 있었다. 대구은행, 앞의 책, 49쪽.

93) 문형선, 〈도시중산층의 파산〉 《사상계》 1963.7, 89쪽; 김영선,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성공했는가?〉 《사상계》 1966년 8월; 이상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식인의 동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 연

구: 1963~1970》, 벽산서당, 226~22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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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및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은 증산, 수출, 건설이란 삼

대 목표가 이를 단적으로 알려주다시피 생산력증강 제일주의라 볼 수 있

다. 이 생산력 증강 제일주의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경시하면서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바랐던 까닭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무리가 생겼다. (중략)

생산력증강 제일주의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치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소득분배의 공정요구를 무시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을 가속했기 때문에

중산계층이 급속한 몰락해체의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표준

삼는다면 도심지에 집을 갖고 있던 중산층은 변두리로 쫓겨나고 변두리에

집을 갖고 있던 중산층은 집을 팔고 셋방살이로 굴러 떨어졌다. 중산계층

의 도산 해체는 자본주의 체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

한 적신호인데 정권담당한 자는 생산증강 제일주의에서, 혹은 그와 아울러

소득재분배의 공정을 기해 “생활의 평준화”를 적극 추진치 않으면 안 될 전

환기에 이르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94)

위 인용문의 글쓴이가 말하는 중산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인지

는 명확하지 않다.95) 그러나 그가 말하려는 바는 명확했다. 성장과 더

불어서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재분배의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격심한 빈부 차

이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정의를 “모든 백성이 각자 그 있을 자리에 있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사

회상태”라고 정의해 본 적이 있다. 이것은 플라톤의 사상을 따른 것이요,

그의 사상에서 멀지 않은 줄 안다. 요컨대 균형·조화는 정의의 구성 원리요

기본조건이다. 날이 갈수록 빈부의 차는 심해져 왔다. 요새 와서 근대화란

말을 자주 듣지만 소위 선진국가의 부유한 사람을 뺨칠 정도로 물질적으로

겉으로만 근대화한 재벌·정치인 부호가 근래 부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바

로 우리들 주변 서울시의 복판에 거적을 깔고 가마떼기를 치고 사는 동포

94) 신상초, 〈혁명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세대》1965.5, 55쪽.

95)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60년대 중반에는 중간계층, 또는 중산층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홍석률, 앞의 논문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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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다.

위 인용문의 글쓴이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

니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부유층과 빈한층이 다 소수이고 중산층이

절대다수이어야” 하는데 한국사회는 “빈한층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었

다. “사회의 안전과 부강은 그 중산층 즉 중류계급의 건재에” 달려 있는

데 그의 눈에 “우리 사회에는 이렇다 할 희망적·건설적 중산계급이 없고

중류층이라 해도 역시 옹색할 살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96)

1965년 주한미공보원이 수행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주목할 만한데,

이 여론조사는 시민들이 상대적 빈곤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었다는 점을 보여준다.97) 주한미공보원은 6월 마지막 주에 서울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 문항에는 한국 국내 문

제에 대한 문항과 더불어 국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

었다.98) 설문 대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국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부의 공정한 분배를 묻는 질문에 불과 5%만이 공정하다고

답변했고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무려 85%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한

사람 중 사회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도 83%에 달했다.

게다가 가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 탓이 38%인데 반해 환경 탓

은 47%였다. 행복과 불행을 묻는 질문에는 상층의 46%, 하층의 무려

64%가 매우 불행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행복하다는 답변은 상층 10%,

하층은 5%에 불과했다. 심지어 상층조차도 불공정한 현실에 불만을 표

할 정도였다.99)

96) 최명관, 〈사회정의의 구현과 자세〉 《청맥》 1965.10, 15~16쪽.

97) 황병주, 2017, 〈1950~196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빈곤담론〉 《역사문제연

구》 37, 550~551쪽.

98) “Operations Memorandum(1965. 7. 14)”, RG 306, Regional Research

Projects in East Asia and Australia, 1964 - 1973 [Entry A1 1017], Box

7, NARA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99) “World Survey III (1965.5)”, RG 306, Regional Research Projects in

East Asia and Australia, 1964 - 1973 [Entry A1 1017], Box 7,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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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문제는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기도 하였다.100) 1965년 민주당은

‘극소수 특권층만의 비대화’, ‘중산층의 몰락’, ‘대중빈곤의 보편화 및 심

화 경향’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중산층의 유지 육성 및 확대’를 당의 주

요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민주당은 농촌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백만 안정농가의 창설 및 유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

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도시 중산층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본 육성

책, 재정안정정책의 강화 및 특권층에 대한 음폐 보조물의 국고·공공기

관으로의 환수, 민·관의 내핍과 절약을 위한 법제 및 국민운동 전개, 외

원을 통한 국고 수입의 극대화와 국영기업체의 합리적 경영 등을 정책으

로 제안하였다.101)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2차

5개년계획은 “1980년대 초까지 우리 경제는 자립체제를 갖추고 근대화

의 근대적 기초-국제수지의 균형, 필요한 투자 재원의 완전한 국내 조

달, 완전 고용-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 및 사회의 장기

개발을 쌓아 올리는 한 과정으로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

립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그 기본목표가 있다고 표방되었다.

이러한 기본 방침 아래 목표 성장률은 연평균 7%로 책정되었다.102)

1962~1965년의 평균 성장률 7.6% 보다 낮았는데 “1962년~1965년

의 성장이 다분히 그 이전에 투자한 효과와 유휴능력의 현재화에 힘입은

것임에 반하여” 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대체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투자를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전 기간 보다 조금 낮게 목표치를 설

100) 황병주, 앞의 논문, 551쪽.

101) 〈기조연설서 본 3당의 비전 (완)〉 《경향신문》 1965.2 6. 1면.

102) 논의 과정에서 7%라는 연평균 목표성장률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66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교수단의 종합평가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평가교수단은 7%의 경제성장

률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조달계획 등 불충실〉 《경향신문》

1966.7.27. 1면; 이에 경제과학심의회의는 2차 5개년계획안을 심의하면서 6%

정도로 계획 목표를 하향하거나 7%를 정책목표로 간주하고 “최대의 노력을 집중

하는 동인으로 시사”할 수도 있다고 건의하였다.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관

한 건 (1966.7.20)〉 《심의보고》 (BA017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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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고 하였다. 또한 성장률을 “건전수준에 둠으로써 자원배분을 견실

하게 하여 과열현상을 피하고 인프레를 유발함이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룩하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설명되었다.103)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총 투자 소요액은 9,800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민총생산 목표액의 19.1%였다. 그 투

자 규모는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의 투자 실적인 14.2%에 비해 4.9

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재원은 국내저축으로 61.5%에 해당하는 6,029

억 원을 조달하고 해외저축으로 3,772억 원(1,421백만 달러)을 조달한

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목표 연도인 1971년의 국내저축률

은 14.4%로 기준연도의 6.1%보다 8.3%를 높아질 전망이었다. 정부

저축은 0.6%에서 5.8%로 민간저축은 5.5%에서 8.6%로 상승되어 총

투자 가운데 국내저축의 비중은 “1965년의 48.3%에서 목표연도에는

72.3%로 제고될 것이며 1965~1971년의 한계저축성향은 30.9%가”

된다는 것이었다,

제2차 5개년계획에는 그 전망이 수월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되었

다. 1960년대 전반기(1960~1965년)의 연평균 국내저축률이 4%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까닭은 “심한 인프레와 이자율 기능의 상실 그리고 소

득증가 및 인프레에 뒤졌던 조세 등으로 정부 부문에서 부의 저축을 나

타내고 민간부문에서도 매우 낮은 저축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이를 한계저축성향으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가처분 소

득에 대하여 2.3%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것이 점차 굳어가

는 경제의 안정과 금리의 현실화로 회복된 이자 기능, 강력한 저축운동

등으로 밑받침되고 있어 제2차 계획기간 중에 30%까지 제고됨은 그다

지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다.104)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 저축의 증

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103) 위의 자료, 32쪽.

104) 앞의 자료, 40~42쪽.



- 87 -

<표 2-7>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재원 조달 구상

(단위: 10억 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1966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7~1971》, 41쪽,

136~137쪽.

비고: ()는 백만 달러

1971년의 민간 저축은 1965년 대비 134% 증가된 1,000여억 원에

이르며 계획 기간 중 민간 저축 총액은 3,8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되었다. 이는 주로 “법인의 사내 유보와 저축기관을 통한 저축의 가속적

인 증가로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민간저축의 대부분

은 금융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금융 자산의 증가 형태로” 나타날 것이

지만, “저축을 이처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심한 인플레가 발생하

지 않아야 하며, 둘째 저축의욕을 자극할만한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어야

하고, 셋째, 저축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서술되었다.105)

정부는 내자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표방하였

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자금계획(재정안정계

획)을 연차별로 수립 실시”하여 건전 재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부 저

축을 증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의 창달을 촉진하고 민간 저축

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할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정된 재원을 개발에 보다 많이 동원하기 위하여 소비를 절약한다”는 것

이었다.106)

105) 앞의 자료, 46쪽.

106) 앞의 자료, 104쪽.

1965년

(A)

1971년

(B)

1967~1971
B/A×100

금액 구성비(%)

총투자 98.85 233.00 980.07 100.0 235.7

국내저축 47.76 168.40 602.91 61.5 352.6

민간저축 42.84 100.33 383.94 22.3 1,383.5

정부저축 4.92 68.07 218.97 39.2 234.2

해외저축
51.09

(192.5)

64.60

(243.4)

377.16

(1,1421.1)
38.5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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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바로 대중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비의 절약, 다시 말해 ‘합리

적 소비’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계저축성향 30% 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소득만큼 소비도 증가해서는 자원이 동원될 수 없었

다. “한정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면과 검소한 생활을 밑바탕으로 한 소비의 절약이 이루어져

야” 했다. 과거와 같은 “비합리적인 과시 소비의 경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자발적인 저축 성향은 확립되지 못하고 자원의 낭비 또는 오용을 가

져와 경제발전에 대한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비의 합리적인 절약에 대한 노력”이 “재원의 누출을 제거하고 부의 생

산적 저축성향을 가속화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107)

근검과 절약, 그리고 합리화 같은 단어들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이는

내자동원을 방안으로서 대중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과

다소 다른 점은 그때에는 무조건적인 내핍이나 인내를 요구하였다면, 제

2차 5개년계획에서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소득의 증가보다 소비의 증가세를 낮추어 그 차

이만큼을 저축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다.108)

2) 제2경제 운동과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1) 제2경제 운동과 건전한 소비의 강조

1966년 9월 박정희는 저축을 통해 내자 동원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

를 천명하였다. “민간 저축의 극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내자 동원 체제를

107) 앞의 자료, 110쪽.

108) 1967년 12월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과 서봉균 재무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

에 〈내자동원에 관한 기본방안〉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내자동원 정

책의 첫 번째 기본방향으로 “능률과 저축을 미덕으로 삼는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

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내자동원을 위한 기본방안 (1967.12)〉《경제장

관회의안건》(BA013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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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겠다. 이를 위하여 국민 생활의 합리화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자

발적 저축을 증대시키는 한편 증권 시장과 보험 신탁업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109) 다양한 금융 저축 수단을 개발하는 동시에 생활합리화 운

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제시한 생활합리화 운동은 1968년부터 제2경제라는 다소 낮

선 용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68년 1월 15일 두 번째 대

통령 취임 후 처음 갖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작업에

있어 외형적인 것, 즉 생산, 수출, 건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경제라고

하고 정신적인 측면, 즉 근대화의 철학적 바탕에 대한 이해나 국민들의

올바른 마음가짐들을 통틀어 편의상 제2경제라고 불러온 것”이라고 하면

서 제2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10)

제2경제는 1967년 11월 박정희가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웬만큼 이룩

되고 있는 물질면의 성장에 비해 정신적인 분야의 성장이 따르지 못해

그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으며, 그 갭이 물량면의 고도성장을 저해하고

근대화 작업이 결과적으로 절름발이가 될 우려가 있으니 이 문제를 검토

해 보라”는 지시를 내린 데에서 기원하였고, 같은 해 11월 11일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111) 1968년 1월

13일 신민당은 대통령 신년사를 앞두고 제반 경제 문제에 대한 질의서

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제2경제 개념에 대한 질문

도 포함되기도 하였다.112) 그 용어의 뜻은 모호하였지만 대통령이 제2

109) 〈안정기조로 자립경제 확립 박대통령 새해 예산교서 발표〉 《경향신문》

1966.9.8. 1면.

110) 〈국방력강화·경제안정이룩〉 《경향신문》 1968.1.15. 1면; 〈영농방식 경

제작물 위주로〉《매일경제》 1968.1.15. 1면.

111) 박태균, 2005 〈1960년대 중반 안보 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72,

267쪽.

112) 신민당은 〈경제 관계 대정부 질문〉에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집행에

있어 영세한 한국의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강행과 집행, 시행착오적인 정

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산업 및 경제발전의 지역적인 격

차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완화 대책, 제2 경제의 개념, 외자도입 정책의 실패와

그에 대한 대책 등 총 6개 항의 질의를 제기하였다. 〈“지역차 격심·소득불균형”

신민 박대통령에 경제질문서 제출〉 《경향신문》 1968.1.13. 1면; 이에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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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취임 첫 신년사에서 강조함으로써 이는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었

다.113)

정부는 곧 이어 제2경제의 의미와 그 실천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

다. 이에 따르면 경제개발을 위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물질적 조건의

확충이 제1경제라면, 제1경제를 더 한층 창달케 하고 제1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이 제2경제였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

정과 사회적인 합리주의, 문화의 전근대적 요소의 청산이 제1경제에 못

지않은 경제개발의 전제 조건이었고 기업가의 창조적인 활동, 생활의 합

리화를 위한 노력, 절약과 낭비의 근절, 경제개발을 위한 의욕 등이 제2

경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가, 공무원, 기타의 사회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의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의 모범이 되고 기업가는 자기의 책임 밑에서

창의적 활동을 계속하여 상도의와 기업윤리가 진작되어 명랑한 기업 풍

토가 확립됨은 물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이 합리화되어 일체의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가 제거된다면 생산의 증가는 물론 사회적

부에 대한 일체의 잠식이 일소되어 경제개발은 한층 더 촉진될” 수 있다

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경제의 영역과 실천 방안, 즉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근대화를 저해하는 후진적 요소”와 이를 제거하기 실천 가능

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114)

▲ 생활의 합리화와 능률화

1.물, 전기 등 일상 용품의 절약

2.낭비와 사치의 지양

3.여가의 활용, 농한기의 유효한 선용

희는 1월 29일에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인플레 염려 없다〉 《경향신문》

1968.1.29, 1면.

113) 제2 경제에 대해 신민당 대변인은 “이것은 비민주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비생

산적 요소를 내포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경제정책 치우쳐 신민논

평, 비생산적 요소 내포〉 《경향신문》 1968.1.15. 1면.

114) 〈제2경제 그 개념과 실천방안〉 《경향신문》 1968.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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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생활의 개선

▲ 국민의 개발 의욕 및 윤리관 진작

1. 자조적 정신 및 건설적 협조 정신의 함양

2. 기업가의 창조적 노력과 기업 윤리의 진작, 폭리, 탈세, 밀수, 밀조주의

지양과 상도의 앙양

3. 공공시설의 애호

4. 준법정신의 함양

▲ 사회제도 및 관습의 근대화

1. 관혼상제 등에 있어 허례허식의 지양

2. 무속 행위의 지양

3. 대가족제도의 개선

▲ 정치의 안정과 지도자의 각성

1. 지도자의 자각촉진과 생활 시범화

2. 공무원의 충실한 근무와 부패일소

제시된 제2경제의 내용은 생활에서 낭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의

식에서 합리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는 제2경제가 제창되기 직전 김종필 민주공화당 의장이 1967년 1월

‘제4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에서 말한 근대화의 의미와 상통

한다. 그는 근대화란 “산업의 공업화요, 생활의 합리화요, 정치의 민주

화”라고 보면서, 농촌이 생활 속의 낭비가 많은 비합리적인 생활의 표본

이기 때문이 “참된 의미에서 근대화가 이룩되려면 농촌이 근대화되어야”

하며 이 근대화는 생활 속에서의 낭비, 생활 태도 및 사고방식, 정신적

자세의 합리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115)

제2경제에 대한 강조는 이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968년 8월 13일 김원태 무임소 장관은 제2경제가 하향식

운동의 성격을 띤 범국민적인 사회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

출하였고116) 9월 28일 종교·문화·경제·교육 등 39개 사회단체의 공동

115) 김종필, 〈근대화와 새 세대의 사명〉 《세대》 1967.3, 9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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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로 열린 ‘제2경제운동실천국민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궐기대

회에서는 결의문 및 ‘제2경제실천운동실천강령’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민주역량을 증강하는 운동’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을 제고하는 운동’으

로, ‘우리 자신을 도의와 합리와 신념으로 무장하는 운동’으로 전개할 것

이라고 강조되었고, 5개항으로 된 실천 강령에는 정직·근면·성실겸손·청

렴의 솔선수범·외면으로가 아닌 내면에서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의

실천이 강조되었다.117)

박정희는 이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제2경제운동은 우리 민족의 근대화

를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조국건설의 대과업은 결코 일부 인사만의

노고나 애국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민족정신의 혁신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세대가 지향하는 통일되고 번영된 제2경제운동은 우리

모두의 주체적 범국민총궐기운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

는 “국민 개개인이 한 마음이 되어 자기 자신 속에 뿌리박고 있는 낡은

인습과 비뚤어진 행동 및 태도를 솔직히 반성하고 과감히 시정해 나가는

일에서부터 제2경제운동의 불길이 타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18) 궐

기대회에서 제창된 ‘사회적 연대의식의 제고’라는 문구가 주목된다. 이는

내부적으로 정권 측의 삼선개헌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1968

년의 안보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공주의적

국민동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119)

그렇지만 박정희가 말한 낡은 인습과 비뚤어진 행동과 태도를 고치는

것은 비단 이념에 국한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치와 낭비

를 줄여 생활을 합리화하고 능률화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연대는

반공국민으로서의 국민총화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발주한 한 연

116) 〈김무임소 제2경제 박대통령에 보고서〉 《매일경제》 1968.8.14. 1면

117) 이 대회에서 국민운동의 고문으로 이효상 국회의장, 조진만 대법원장, 정일권

국무총리가 추대되었고 최두선 대회장 외에 부대회장으로 김팔봉, 김활란, 임영

신 등이 뽑혔다. 〈생활하는 경제 조용한 개혁 외쳐〉 《경향신문〉 1968.9.29.

1면.

118) 〈제2경제는 민족정신혁신운동〉 《경향신문》 1968.9.28. 1면.

119) 박태균, 앞의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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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보고서에서 제안한 “가계는 내일을 위한 저축” 정부는 “솔선수범”

기업은 “자기 책임 하에서의 경영”이란 문구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국

민들에게 건전한 소비를 통한 저축의 증대를 요구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책임 경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부의 솔선수범이란 정부 그 자

신이 절약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

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었다.120) 더 나아가 국민(국가)경제의 단위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적

절한 행동 윤리를 지킨다면 사회연대이익이 제고될 것이며121) 국민의

단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22)

바로 이 연대체 안에서 국민에게는 사치와 낭비를 유발하는 낡은 관습

으로 벗어날 것이 요구되었고 정부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알맞고 간소하고 건전한 의례절차의 기준을 마련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고 미풍양속과 순화를 도모” 한다는

취지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밑에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보건사회부장관 밑에

중앙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두고 각 도·시·군에도 지방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69년 3월 5일 박정희는 대통령 고시로 가정의례준칙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혼례, 상례, 제례의 의식과 절차를 규정하였다.123) 이를 고시

하면서 박정희는 “이제는 예의의 정신과 형식이 부합되는 생활의 근대화

120) 〈소비의 건전화를 통한 저축증대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요지 (1968.9〉

《졍제장관회의 제5차》(BA0138787).

121) 대한민국정부, 1971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1976》, 111~112

쪽.

122)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직전에 정부가 외부 인사에게 요청한 한 연구보고에 따

르면 국민단합을 위해 “소비자의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 위해 “생활필수

품의 품질 향상과 가격의 적절한 조정 조치”, “각종 부정·불량 상품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민단합의 제고 방안 연구 결과 보고〉

(1972.7.8.) 대통령기록관 (EA0003119)

123) 〈대통령고시 제15호 가정의례준칙〉 《관보》제5188호, 19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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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천할 때이며 이러한 생활의 합리화와 근대화가 이룩되지 않는다면

조국 근대화의 과업 수행은 어렵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124) 그리고 보

건사회부와 문화공보부는 공동으로 가정의례준칙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

을 전개하였다.125)

정부는 가정의례준칙이라는 혼례, 상례, 제례에 관한 간소화된 새로운

표준 전범을 마련하고 보급하면서 이를 실천하여 기존의 ‘허례허식’을 비

롯한 낭비와 사치의 행태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례허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

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생활향상심의위원회라는 자문기

관을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제2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었

다.126) 1968년 1월 30일 국무회에서 국무총리 직속 하에 국민생활향

상심의원회를 두는 안이 의결되었다.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 하고 관

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국민생활안정 및 향상

② 소비생활개선과 소비자보호 ③ 국민의 생활 구조 및 환경의 개선 ④

사회복지 및 후생 시설 등이었다.127) 이 위원회는 2월 10일 대통령령

으로 설치되었다.128)

이 위원회는 3월 30일 첫 모임을 가졌는데129) 이 자리에서 박충훈

124) 〈담화문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하여 -〉 《관보》제5188호 1969.3.5.

125) 간행물을 편찬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이동영사차를 활용하여 상영하는 한

편 가장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보건사회부·문

화공보부, 〈가정의례준칙 종합홍보계획 (1969.3~12)〉 《국무회의안건철》

(BA0084560); 〈가정의례준칙보급시천추진상황및계획 (1969.9.3)〉 《국무회

의안건철》 (BA0084575); 국립영화제작소, 1969 《오붓한 잔치 – 가정의례

준칙》(CEN0003400), 국립영화제작소, 1969 《새로운 가정의례》

(CEN0003393)

126) 〈국민생활향상위〉 《경향신문》 1968.1.18. 1면.

127) 〈생활향상심의위 설치 총리자문기관으로〉 《매일경제》 1968.1.31. 1면.

128) 〈대통령령 제3361호 국민생활향상심의위원회 규정〉 《관보》제4869호

1968.2.10.

129) 심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충훈(경제기획원 장관), 위원: 문

홍주(문교부 장관), 최석채(편집협회장), 김윤환(고려대 교수), 김팔봉(재건본부

장), 송인상(경제개발협회장), 정희섭(보건사회부 장관), 김형석(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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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장관은 위원회의 과업으로 ‘제2경제의 창달’, ‘소비생활의 건

전화’,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130) 그리고

그 산하에 소비건전화 분과, 사회개발분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구조개

선 분과를 두었다.131) 5월 29일 그간 분과 위원회별로 심의한 경제 정

책의 기본 방향을 종합하고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중 소비건전

화 분과에서는 ‘정부 소비지출의 억제’, ‘저축 성향을 둔화시키는 소비억

제’, ‘소득 분배 면에서의 조치’, ‘국민생활개선운동의 전개’, ‘영세저축의

산업자본화 체제 정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132) 소득 분배

문제도 그 활동의 기본방향에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은 소비 지출 절약을

통하여 저축을 증대시키고 다시 그것을 산업자본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개별 국민들을 소비자로 호명하면서 ‘올바른’ 소비자로

지도하고자 하였다. ‘제2경제’의 목표 중의 하나는 소비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덕목, 즉 건전한 소비를 지도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소비자가 갖

추어야 할 윤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유통 구조 등 소비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로서의 개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133) 이러한

조치는 건전한 소비를 통해 ‘저축 성향을 둔화시키는 소비를 억제’하여

김옥길(이화여대 총장), 박두병(상의회장), 양재모(가족계획협회장), 주요한(경

제과학심의위원), 이만갑(서울대 문리대 교수), 강원룡(목사), 강신재(작가), 백

영훈(중앙대 교수), 정진기(매일경제신문사 사장) 〈소비건전화 등 논의〉 《매

일경제》1968.3.29. 3면; 〈내일 첫 모임〉 《동아일보》 1968.3.29. 2면.

130) 〈소비생활 건전화〉 《경향신문》 1968.3.30. 2면.

131) 〈국방위기의식 없애야 소비건전화를 위한 기본방향 마련〉 《동아일보》

1968.4.25. 2면.

132) 이외에 사회개발 분과는 중산층 보호를 위한 소비조합 설치, 고소득층의 소비

억제를 위한 중과세 제도 실시, 노동자를 위한 복지 사업 및 부녀자 지도와 ‘윤

락 여성’에 대한 대책 강구를 제안하였다.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분과에서는

주요 소비지에 유통센터 설치, 상품별 전문시장의 육성 및 시장개선, 소비조합운

동 전개, 생필품의 할인소 설치, 공산품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의 개선 등

을 제시하였다. 〈고소득층 중과세 등〉 《경향신문》 1968.5.29. 2면.

133) 정부가 소비자 보호 문제를 꺼내 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보건위생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이은희, 2016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식품위생 제도화〉 《의사학》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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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증대시키려는 한편 유통 질서를 정비하여 건전한 소비자로서 활

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소

비 시장을 육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축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2) 저축과 주부의 ‘합리적’ 생활 설계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 생활은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었다. 그렇지만

한 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주부는 가정 내

에서 소비와 지출을 주도하는 자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가계 저

축을 증대시켜야 하는 행위자로 설정되었다.

1966년 8월 저축목표액을 증액하였을 때 재무부는 저축을 효과적으

로 동원하기 위해 “학생과 주부를 중심으로 저축의식함양을 위한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고 저축생활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바

있었다.134) 또한 1967년 한국은행은 제1차 저축시장조사를 시행하였는

데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가계의 생활비를 ‘주부’가 관리하는 경우

가 65.1%에 달하였다.135)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에서 시행하

면 되었지만 주부에 대한 계몽은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목

적에 따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저축계몽 활동을 벌일 민간 기구가 구

성되었다. 민간 기구를 결성하는 일은 한국은행이 담당하였고 저축계몽

활동을 전개할 민간단체로 저축추진중앙회, 여성저축생활중앙회를 결성

하였다. 저축추진중앙회는 주로 저축계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

하였던136) 반면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여성들, 더 정확히 말해 주부의

134) 〈1966년도 저축배가운동의 추진계획 (1966.8.27)〉, 2쪽.

135) 세대주가 관리한다는 응답은 34.9%, ‘한 달 분 생활비만 주부에게 맡긴다’는

응답이 33.2%, 수입 전액을 주부가 관리한다는 응답이 31.9%였다. 《저축총람

1972》, 93쪽.

136)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1969년 2월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경제

계 및 사회 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은행 저축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민간저축운동의 모체”였고 “국민저축운동의 중추기구로서 전국에 걸친 공공자치

단체를 비롯하여” “지방저축추진위원회와 여성단체의 협력을 얻어 범국민적인 저

축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은행 저축부, 1969 《저축과 성장》, 398~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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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회장 고황경)는 1967년 9월 1일 재무부와 금융

단의 후원을 받아 발족하였다. 이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1주부1통장’

소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2차에 걸쳐 각 여성단체 대표 2명을 대상으로

저축계몽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16일에는 여성저축생활전국대회를

갖기도 했다.137) 그리고 9월 1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가정주부 및 일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예금과 상담, 귀중품 대리 보관 등을 전담할 숙녀

금고 개점식이 열렸고 여기에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 대표, 대한어머니회

회장(고황경), 재무부 장·차관의 부인 등 50명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5개 시중은행 본점에 각각 숙녀창구가 설치되었다. 이 창구 개설의 목

표는 “여성들에게 가정생활 합리화 및 소비 절약에 의한 가계 저축을 지

도하고, 저축 사상을 계몽하여 생활 저축을 보급시키는 것이었다.”138)

이 숙녀창구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의 주요 활동 장소였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발족 직후 앞서 서술한 것처럼 ‘1주부 1통장운

동’을 전개하는 등 저축에 관한 여러 강연 행사를 마련하였다. 9월 23일

에는 국가경제와 가정경제‘, 저축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

고139) 저축좌담회 등을 열었다. 9월 30일에는 흑자 가계 대표 2명과

적자 가계 대표 2명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는데140) 이 좌담회에서는

가정의 “흑자는 높은 소득수준이나 보다 적은 가족 수에 의해 이루어지

지” 않고 “생활하는 태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가족 개개인의 이해

와 협조, 계획성 있는 살림 태도로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흑자 가계를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되

었다.141) 또한 당시 성행하던 계와 같은 비공식 금융보다는 정기적금과

137) 〈여성저축생활중앙회 발족〉 《동아일보》 1967.9.2. 6면.

138) 〈‘숙녀금고’ 개점〉 《매일경제》 1967.9.1. 3면; 숙녀금고는 지방은행에서

도 설치되었다. 대구은행, 앞의 책, 198~199쪽.

139) 〈내핍생활로 저축 여성생활 세미나르〉 《매일경제》 1967.9.23. 6면.

140) 〈저축좌담회〉 《동아일보》 1967.9.28. 6면; 〈흑적자가계좌담회〉 《매

일경제》 1967.9.29. 3면.

141) 〈저축은 생활태도에〉 《매일경제》 1967.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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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 같은 것들이 더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익하다는 내용을 발표하

거나142) 더 나아가 증권과 보험도 권장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143)

계획성 있는 살림태도를 계몽하기 위해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가계부

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하였다.144) 이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계

부 적기 운동을 벌이기 위해 가계부 만들기 위원회를 만드는 한편 각 은

행 숙녀창구를 이용하는 주부들에게 가계부를 배부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가계부 쓰는 생활을 보급하기 위해 가계부를 잘 쓴 주부에게 ‘알뜰한

주부상’을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수입의 다소를 막론하고 흑자 가계

를 영위한 주부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이름으로 저축생활을 이행하고 있

는 사람에게 시상”될 것이었다.145) 첫 수상자는 1968년 2월에 선정되

었고 3월 6일 첫 시상식이 열렸다.146) 가계부 보급은 여성저축회의 활

동에 국한되지 않았다. 《여성동아》, 《여원》, 《주부생활》, 《여성

중앙》과 같은 여성지들도 별책부록으로 가계부를 만들어 구매자들에게

배부하였다.147)

그렇다면 왜 가계부를 적어야 하는가. “지난달의 가계부를 검토해서

적자의 원인, 초과된 지출 항목을 알아내며 적자액 수를 줄이는 요령”을

“궁리하는 것이” 바로 살림의 지혜로 제시되었다. “물가는 항상 오름세고

142) 〈목돈 마련엔 어느 것이 유리한가〉 《경향신문》1969.3.10. 5면.

143) 〈증권·보험 등 세미나〉 《동아일보》 1969.2.13. 6면.; 〈증권도 저축의

방법이 되는가〉 《경향신문》 1969.2.19. 4면.

144) 이러한 가계부 보급을 통한 생활합리화 운동은 이때 새롭게 창안된 것은 아니

었다. 앞서 살펴본 저축조합의 사례와 같이 일제식민지 시기에도 실시되었다. 조

선총독부는 1920년대 초부터 절약을 선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부의 사용을

장려하였고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용이 홍보되었다.

일제 시기의 가계부 적기 담론은 가정의 경제에서 여성의 책임과 근검절약을 강

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형성, 2015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담론〉, 《경영사학》30집 3호(통권 75호) 참고.

145) 〈숙녀창구에서 주부상을 마련〉 《경향신문》 1967.11.1. 4면; 《여성저축

회 제정 ‘알뜰한주부상’〉 《동아일보》 1967.11.16. 6면.

146) 〈‘알뜰한 주부’에 이인희 여사〉 《경향신문》 1968.2.9. 3면; 〈알뜰한 주

부상 시상〉 《경향신문》 1968.3.4. 5면.

147) 〈새해 가계부 알뜰한 살림의 조언자〉 《동아일보》 1969.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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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은 적자”라는 상황에서 가계부를 잘 적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럴수

록 가계부를 적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9남매의 어머니며 결혼

후 30여 년 간 가계부 적기를 실천해 온 한 50대의 의견이었다. 또한

결혼한 지 10년 간 계속 가계부를 작성한 30대 여성은 “적자를 줄이려

고 잡비는 물론 수도 전기의 사용량까지 신경을 쓴다. 1년 중 어느 달에

무슨 지출이 있을 것인지,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을

지 환히 알고 있다”라며 가계부 적기의 장점을 말하였다. 물론 가계부를

적는다고 해서 이러한 살림의 지혜가 그냥 얻어지지는 않았다.

다달이 항목별로 지출을 산출해서 초과된 항목을 줄이고 덜 중요한 지출이

없었던 가를 검토하는 한편 새 달의 계획에 쓸데없는 지출이 없도록 짠다.

연말 계획과 신년 계획은 국가의 예산안만큼 중요하다. 우선 1년간의 지출

이 어느 방향에 치중되었는지, 또 수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찬

찬히 가려낸다. 금년에만 있던 임시 수업이 있었다면 신년도의 지출계획을

조절,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게다. 집안에서 항상 쓰는 물건 값의 변동도

눈여겨보고 적당한 시기에 한꺼번에 사도록 계획하는 재치도 부린다.148)

국가의 1년 예산안을 작성하듯이 각 가계도 지난 1년의 지출을 검토

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를 가려내고 다음해의 지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해 끊임없는 반성이 따르고 계획 생활이 가능

하기 때문에” 가계부 적기는 “생활합리화의 기본 요소”였고 이를 시행한

다면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1년 계획 혹은 3년, 5년 계획 등

의 장기계획으로 생활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었다.149)

가계부를 적절하게 적으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합리적인 주부는 국가

가 경제개발계획을 만들듯이 한 가계의 장기계획을 작성하는 설계자로도

묘사되었다.

148) 〈가계부는 필요한가〉 《경향신문》 1967.12.11. 4면.

149) 〈주부경제교실(1) 가계부의 정리〉 《경향신문》 197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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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우리가 결혼할 때 친구들은 ‘초재건식’이라고 놀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기쁨에 부풀어 있었고 남비 둘, 숫갈 둘로 시작한

셋방 살림이 차차 늘어가서 이젠 허술하나마 대지 1백5평에 건평 20평 정

도의 내 집을 장만했으니 그런대로 우리의 첫 번째 설계는 이룬 셈이다.

(중략) 처음 내집을 갖게 되었을 때 오랜 노력 끝에 보람이 기쁘기만 했지

만 차차 생활하다보니 네 식구 살기엔 너무 크기만한 재래식 가옥이라 관

리도 힘에 겨웁고 세를 주어보니 소중한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산산조각이

나고 언제까지나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앞으로 점점

식모난이 예상되니 어차피 내손으로 관리하고 아빠와 아가들에게 충실한

엄마가 되고 싶은 여성의 본능과 겹쳐 마침내 나는 두 번째의 설계를 계획

하게 되었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에서 주최한 주부 글짓기 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

한 이글의 작성자는 처음엔 셋방살이로 시작하였으나 첫 번째 설계에 성

공하여 첫 집을 장만하였으나 아이들도 커가고 마련한 집이 새로운 라이

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바꾸려고 두 번째 설계를 시작하였다.

오로지 주부로서 충실할 수 있도록 이제 9월이면 10만 원짜리 적금을 찾

아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50평의 대지를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이

면 1년간의 저축으로 건축자재 구입을, 그리고 3년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

고 능력적인 주택에서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되어 가족들의 시중을 하게

되겠지. (중략) 그러면 지금의 주택이 현 싯가 90만원에서 대략 1백5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중략)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정기적금을 한다면 최소

한 나의 직장보수의 5배는 되리라는 다소 가벼워진 심정으로 걸음을 옮겼

다.150)

작은 기업의 경영자와 같은 마인드로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

하고 있었고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수단은 바로 저축이었

150) 〈우리집 설계〉 《매일경제》 1969.5.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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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설계의 맨 끝에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만 전념하

는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설계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저축만으로 내 집을 소유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

다.151) 또한 글을 통해 나타나듯이 글쓴이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꾸준

히 들어오는 직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글 서두에 직장이 보건

소임을 짐작하게 하는 문구가 나오기는 하지만 행정직원인지 보건요원인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할

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합리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저축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전형적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합리적 설계를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소득 계층 별 모범 가계 지출 모형을 발표하여 가계 소비 지출의 표준화

를 시도하였다. 1969년 5월 발표한 가계 지출 모형은 각각 한 달 수입

1만 5천 원, 2만 5천 원, 3만 5천 원의 세 가정을 기본으로 생활 지출

비율을 작성하였고152) 1970년 5월과 10월에도 월수입 2만 원, 3만 5

천 원, 5만 원의 세 계층으로 나누어 가족 구성원과 수입에 따라 지출

비율을 다르게 구성한 가계 지출 모형을 발표하였다.153) 여성저축생활

중앙회는 이후에도 꾸준히 표준 가계지출모형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면 여성저축생활중앙회에서 제시한 모형과 당시의 평균적인 가계

소비지출 상황과 비교하여 보자. <표 2-8>은 1971년 도시근로자 가구

의 월평균 가계수지이다. 여서저축생활중앙회에서 1971년에 발표한 월

수입 3만 5천 원 가정의 지출 모형을 <표 2-8>을 참고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151) 김아람, 2013 〈1970년대 주책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 《역사문제연

구》 29, 62쪽.

152) 〈계충별 모범 가계 지출 모형 발표〉 《동아일보》 1969.5.15.6면.

153) 〈‘알뜰한 가계’는 이렇게〉 《동아일보》 1970.5.15. 6면; 〈이상적인 가계

길잡이 지출 모형 발표〉 《경향신문》 197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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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 (1971년)

단위: 원

출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2 《도시가계연보 1971》, 25쪽

비고: ()안은 소비지출 중의 구성비(%)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3식구 가정(부부, 미취학아동), 4식구 가정(부

부, 미취학아동, 국민학생)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지출모형을 제

시하였는데 3식구의 경우 수입의 20%인 7,000원을 4식구의 경우 전체

의 15%인 5,250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도시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은 33,340원이었고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수지는 2,850원으로

제시한 3만 5천 원 모형의 저축액 5,250원과 7,000원과 매우 큰 차이

가 있었다. 뿐만 4만 원에 가까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평균 가계수지

는 4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해석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제시한 소비지출모형이 저축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현실의 소비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다.154) 다른 하나는 도시 가구의 소비실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소비생활 합리화의 정도가 낮아 불필요한 소비지출이 있어 가계

수지의 흑자율이 낮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되돌아본다면 정부

154) 〈이상적인 가계길잡이 지출모형 발표〉《경향신문》 1970.10.8. 5면.

평균
20,000

미만

20,000

~

27,999

28,000

~

35,999

36,000

~43,9

99

44,000

~

51,999

52,000

~

59,999

60,000

이상

조사가

구수
878 147 258 220 106 64 23 60

소득 33,340 15,650 23,520 31,570 39,510 49,320 55,700 87,870

비소비

지출
2,290 1,170 1,380 1,980 2,920 3,720 4,210 6,980

소비지

출
28,200 15,850 21,590 27,150 32,680 37,730 42,120 66,070

수지 /

부족
2,850 -1,370 550 2,440 3,910 7,870 9,370 14,820

흑·적자

율(%)
9.2 -9.5 2.5 8.2 10.7 17.3 18.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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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축 계몽활동의 수행자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해석을 선호하거나

주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축시장조사를 통해 본 가계저축의 상황

생활합리화 운동은 저축 증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1967년부터 한국은행 저축부에서 실시한 저축시장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전국 저축 시장의 현황과 “잠재적 고객으로서의 일반 가계

에 대하여 저축에 관한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축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조사는 지역별, 산업별, 소득 계층

별 저축 ‘패턴’의 특성과 개인의 금융 자산 선호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인 저축 추진 정책의 입안에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었다. 한국은행은 1967년에 제1차 저축시장조사를 실시한 이래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제2차와 제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155)

조사는 표본조사로 진행되었는데 표본은 전국의 총 가구 중에서 무작

위 추출법에 의거 선정되었다. 1967년에는 3,250가구, 1969년에는

4,500가구, 1971년에는 5,903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하였

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직접 조사법과 금융기관원이 각 표본가구

에 조사표를 배부하였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집하는 유치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저축시장조사의 내용은 가계의 저축 보유 상황, 저축 성향,

저축의 방법 및 목적, 금리에 대한 인식, ‘반저축요인’, 저축 홍보에 대

한 반응, 금융기관에 대한 요망 사항 등이었다.156)

1967년 조사 결과 저축을 보유한 세대는 전체의 74.4%였고 그 중에

서 저축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세대는 61.7%였다. 이 결과에 대해

서 한국은행은 금리현실화 조치를 계기로 저축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저

155)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1973년, 1976년, 1978년에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다.

156) 한국은행, 1972 《저축총람 1972》,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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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인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157)

앞서 살펴본 가계부 보급 운동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을까. 한

국은행도 저축시장조사를 시행하면서 가계부 활용도를 곧 생활합리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1967년에 시행된 제1차 조사에서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는 가계는 44.2%에 불과했고 하다 말다 하는 경우가 23.9%, 사용하

지 않는 경우는 31.9%로 파악되었다.158) 2년 뒤인 1969년 시행된 제

2차 조사에서는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계는 51.7%, ‘하다

말다 한다’는 20.1%, 안한다는 응답은 20.1%로 집계되어159) 2년 사

이에 가계부 사용 가계의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년 사

이 가계부 활용 빈도가 증가한 만큼 생활합리화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석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였을 뿐이었다.160)

한국은행은 ‘반저축유인’, 즉 저축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노력

을 집중하였다. 왜 저축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 가입 24.8%, 물가 등귀

13.0%, 금리 저위 11.6%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하였다.

소득저위가 저축 저해의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이 저위인

우리나라에 있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유가 없

다’는 것을 단순히 소득이 저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사람의

소비성향 및 생활합리화의 정도에 따라 느껴지는 막연한 생활감각에 불과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가계 중 가계부를 적는 가계가 28.9%

157) 위의 자료, 91~92쪽.

158) 앞의 자료, 93쪽.

159) 한국은행 저축부, 1969 《저축시장조사 1969.10》, 33쪽.

160) 후술하겠지만 197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가계부 작성 비율이 감소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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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생

활합리화는 곧 저축과 직결되며 저축 추진 운동에 있어 ‘가계부 적기 장

려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매우 강조되었다.161) 저축시장조사

에서는 가계부를 적절히 적지 않는 것은 생활합리화의 수준이 낮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가계부를 작성하여 생

활합리화의 수준을 높인다면 저축을 늘릴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그런데 계층별 저축 보유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생활합리화만으로 저

축을 증대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1971년 조사에

의하면 직업별 저축 보유율을 살펴보면 임금생활자가 76.3%로, 자영자

27.7%보다 훨씬 높았고 임금생활자 중에서는 공무원(98.0%), 군인

(96.6%), 사무직 회사원(95.2%) 순으로 저축 보유율이 높았다.162)

이로 볼 때 저축 성향은 생활합리화의 측면이 아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소득 안정성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반저축요인을 조사하면서 계 가입 상황을 파악하였

다. 계는 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1950년대 내내 민간에

서 성행하였고163) 이때까지도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1969년 저축시장조사에서 전체의 72.3%가 계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계를 가입한 목적으로 ‘친목 및 상호부조’가 전체의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혼, 학비, 주택, 가구 구입’이 28.4%, ‘영업자

금 조달’이 13.5%, ‘돈놀이’가 5.4%, 기타가 3.5%로 나타났다. 또한

계에 가입하는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은행 적금과 비교해서 계가

유리한 것 같아서’가 52.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분

161) 위의 자료, 31~33쪽.

162) 한국은행 저축부, 1971 《저축시장조사 1971.10》, 12쪽.

163) 1950년대 은행을 비롯한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민간

에서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계가 매우 성행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

를 참고. 안순덕, 2002 〈1950년대 도시부녀자 계소동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휘, 2015 〈1954~1956년 한국여성신용조직의 금융시장에

서의 역할〉 《여성과 역사》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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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바탕으로 저축시장조사의 작성자들은 계가 금융기관 저축과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금융시장으로 흡수해야 하며 은행을 이용하

는 것이 계에 가입하는 것보다 이율이나 순익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64)

그러나 당시 계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단지 계에 가입하는 것이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

게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표 2-9> 은행적금과 계의 이자율 비교

출처: 이창렬, 1966 《한국의 금융과 자본동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소, 197쪽.

비고: 1962년 12월~1963년 4월에 조사됨.

계의 금리는 끝번에 해당.

이 조사는 금리현실화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 보다는 은행 이자율이 더 낮았던 조건을 반영한다. 1년

기간의 1만원 계약의 계의 경우 시중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국민은행의

적금 이자가 2배 정도였고 13인계의 이자는 4배 이상이었다. 그러나 계

약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3인 계의 이자는 국민은행보다는 낮았

다. 그리고 기간의 은행 적금의 이자나 계의 이자나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계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만을 근거로 들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성행하던 순번계의 경우 첫 번과 끝번의 이자율의 차이

가 매우 컸기 때문에 계가 성행한 이유로 이자율만을 들 수는 없다.165)

164) 《저축시장조사 1969.10》, 34~35쪽.

기간
계약금액

(원)

적금 (제일·조흥) 적금 (국민) 13인계

단리 복리 단리 복리 단리 복리

1년

5,000 0.102 0.086 0.095 0.072

10,000 0.022 0.021 0.043 0.040 0.095 0.073

100,000 0.058 0.049

300,000 0.058 0.049

2년
10,000 0.023 0.020 0.033 0.028 0.027 0.026

100,000 0.0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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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계는 저축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였을까. 가계는 금융저축

을 자신들의 생활을 위한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

었다. 1971년 저축시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 및 결혼자금

조달’ 36.0%로 가장 높았고 질병 및 불시의 재난 20.5%, 노후의 생활

안정 13.0%, ‘부동산 매입 등 가옥신축’ 11.1% 순이었다.166) <그림

2-1>에 나타나듯 조사 연도에 따라 변동이 다소 심하게 나타났지만 자

녀 교육과 결혼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거나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저축을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1967년에 비해 1971년의 조사결과에서 부동산 매입 및 가옥 신

축을 위해 저축을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부동산 투자는 ‘반저축요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는데 1971년 조

사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8%

에 불과하였으나, 앞서 저축 목적에 관한 조사를 고려할 때 점차 부동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

는 이유로 ‘투자의 안정성’(62.7%)과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의 가격상

승이 높기 때문에’(19.5%)라는 응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기

때문에167) 투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고 조사되었다.168)

부동산 매입 문제는 저축의 관점에서는 양가적이었다. 아직 집이 없는

가계의 경우는 집을 사기 위해 은행을 이용하여 저축을 늘려나가겠지만,

165) 이에 관하여 이창렬은 당시 대중들이 계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해석하였다. “양 기구(계와 은행] 사이의 써어비스의 차이 또는 대중에 대한

親近味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보겠으며 특히 목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貸付의

기약성의 차이에 由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창렬, 1966 앞의 책, 197쪽.

166) 《저축시장조사 1971.10》, 39쪽.

167) 1960년대 후반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30%를 상회하였다. 1966년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지가는 연간 약 50%~200% 정도 증가하였고 1968년

의 경우 평균 5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서울과 부

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가가 폭등하였던 것이다. 손정목, 1988 《한국현대

도시의 발자취》 일지사, 252~252쪽; 전강수, 2019 《부동산공화국경제사》

여문책, 114쪽.

168) 《저축시장조사 1971.10》, 48쪽,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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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이 있는 경우 여분의 집을 산다면, 즉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은행 저축과의 경쟁상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

동산 투기는 지양되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

는 열망을 활용하여 저축을 증대를 위한 방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그림 2-1> 저축 목적 (1967년, 1969년, 1971년)

출처: 한국은행 저축부, 1971 《저축시장조사 1971.10》, 39쪽.

한편 은행 저축의 경쟁상대로 여겨진 계 역시도 유사한 목적으로 민간

에서 활용되었다. 1971년 저축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에 가입 이유

로 목돈마련을 위해서가 계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게 나

왔고 다음으로 친목도모 및 상호부조를 위해서가 35.5%로서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169) 계 가입을 통해 마련한 목돈의 용도는 조사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축을 하는 이유와 거의 같은 것이라

169) 1971년 저축시장조사에서는 대상자 전체 중 계 가입자의 비율은 조사되지 않

았지만, ‘반저축요인’ 즉 은행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로 ‘계 가입’을 선택한 응답자

가 12.2%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 47.5% 다음으로 높았다. 앞의 자료,

48~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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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에 대비하거나

주택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저축 관계자들은 금융저축에 방해되는

대부분의 행위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을 하는

주부를 미래를 도모하는 합리적 소비의 주체로 그려내려는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선을 정부에서 가계로 돌렸을 때 목돈을 마련하려고 계를 가입

하고 또한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녀의 교육이나 안정된 노후 생활을 가계가 전

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가계 입장에

서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다. 합리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

이라면 자신의 가정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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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중화학공업화와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

(1972~1975년)

1.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내자동원 체제 확립의 추구

1) 《우리경제의 장기전망》의 발표와 투자규모의 확대

1967~1971년의 총투자는 1조 9,842억 원(1965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계획 목표를 2배 초과한 높은 수준이었다. 총투자율도 1966년의

22.7%에서 1971년에는 31.5%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연평균 투자

율도 30.6%를 나타내 계획 목표 연평균 투자율 19.0%보다 높게 유지

되었고 그 결과 성장률은 11.4%를 나타내어 목표 성장률 7.0%를 초과

달성하였다. 높은 투자율은 국내저축의 증대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국내

저축률은 1966년의 13.3%부터 1969년에는 18.4%로 상승하였다.

1970년과 1971년에는 경제성장의 상대적인 둔화로 국내저축률이 저하

되기도 하였으나 계획 기간 평균은 15.5%로 계획 목표인 11.6%를 초

과 달성하였다.1)

<표 3-1> 제2차 경제개발5계년계획의 투자재원 조달 실적

(단위: %)

출처: 경제기획원, 1972 《1972년판 경제백서》, 302쪽.

1) 경제기획원, 1972 《1972년판 경제백서》, 301쪽.

1966년 1971년 1967~1971년

실적 실적 계획 실적

총투자 22.7 100.0 31.5 100.0 19.0 100.0 30.6 100.0

국내저축 13.3 58.7 14.2 45.0 11.6 61.5 15.5 50.5

해외저축 9.4 41.3 17.3 55.0 7.4 38.5 15.1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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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3-1>에 보이듯 투자재원 조달 면에서 모든 계획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았다. 양적으로 국내저축은 증대되었으나 해외저축에 대비

한 비율 면에서는 계획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았다. 투자재원의 해외의존

도는 계획기간 중 평균 49.5%로 계획 목표 38.5%보다 훨씬 높은 수

준이었고 “국내저축률의 제고를 통한 투자재원의 자립도라는 과제는 해

결되지 못한 채 3차 계획으로 이월되었다.” 1967년부터 활발해진 외자

도입으로 해외저축 규모는 1966년 323백만 달러에서 1971년 1,018백

만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저축률은 점차 증가되어 1971년

17.3%까지 상승하여 계획 목표의 5.5%의 3배 수준을 상회하였다.2)

그런데 이 목표치를 초과한 해외저축은 부작용을 낳았다. 무분별하게

도입한 상업차관의 원리금 상환 일자가 도래하면서 차관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가시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1969년 5월부터

8월까지 7차에 걸쳐 30여 개 차관 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였다.3) 그

러나 더욱 큰 문제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더불어 ‘부실투자’

로 가시화된 경기 과열이었다. 이에 정부는 1969년 11월부터 경기과열

조정에 착수하였고 ‘국민경제 체질개선’ 및 ‘안정된 장기적 성장’을 목표

로 한 초긴축 정책이 선포되었다.4)

안정화 기조의 영향은 1971년에 발표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반영되었고 그에 따라 이 5개년계획은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그 기

조로 삼았다. 계획의 머리말에서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는 지난날의 개발 성과를 자부하면서도 한편 자성하고 또 고쳐나가

야 할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선진제국이 10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룩한 산업근대화 내지 번영의 역사를 우

리는 10년 내지 20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달성하겠다는 데서 오는 ‘그

2) 위의 자료, 302쪽.

3) 대통령 비서실에 설치된 부실기업정비반이 정비 작업을 담당하였다. 7차에 관한

부실기업정비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이상철, 2010

〈한국의 산업정책과 규율〉 《경영사학》제25집 제2호, 164~174쪽.

4) 이정은, 2010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대응〉

《한국사학보》 38,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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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진 분야’가 아직 있으며 우리는 냉철하고 겸허하게 이를 분석하고 해

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하면서 제3차 5개년계획의 중점으

로 “지난날의 ‘성장’ 중점에서 ‘균형’을 함께 조화시키도록 하였다고 서술

하였다.5)

1969년 이후의 경제적 하강 국면은 잠재된 사회·경제적 불만을 분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의 노동쟁의는 1,650여건으로 1970년

160건의 100배에 달하는 등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과 1971년의 광주대단지 사건은 “산업화와 성장정책의 그

늘에서 소외받는 기층 민중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와 더불어

1971년 전개된 언론수호운동, 사법부 파동과 판사들의 자율화 요구 및

대학교수들의 대학자율화 선언 등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

었다.6)

이렇게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그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개발의 철학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어떠한 수단에 의해(공업우선이냐, 농업우선이냐, 중화학공업화선행이

냐, 경공업위주냐) 어떠한 층의 희생에 의하여 얼마만큼 빠른 경제 발전을

성취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빠른 경제발전을 성취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경제적 성취의 과실을 언제 얼마만큼 얼마의 비율로 사회계층에 분배시

킬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문제. 그러한 의미에서 60년대에 추진된

근대화는 공업화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근대화 즉 합리적 인간관계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사회의 건설에는 커다란 시행착오, 적지 않은 실패를

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진정한 원인은 선건설, 후분배에 집약된 현 정권의

19세기적인 낡은 개발철학, 즉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사회계층의 희생

은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7)

5) 대한민국정부, 1971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1976》, xi~xii쪽.

6) 안병욱, 2005 〈1970년대 유신체제와 반유신 민주화운동〉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쪽.

7) 임종철, 〈고도성장과 高壓빈곤화 – 얼마나 더 참으면 잘 살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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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의 글쓴이는 일부 선건설 후분배로 인한 일부 사회계층의 희

생을 ‘高壓貧困化’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개발 정책 그 자체를 부인

하지는 않았다. “60년대에 이룩된 고도성장이 그 눈부신데 못지않게 짙

은 그림자를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이니, 고도성장에 따르는 고압빈곤화

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개발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지 개발수

단의 빈곤에서 오”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

니라 개발 철학의 변화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고 “올바른 개발 철학”의

개발이 “경제를 개발시키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후진국 경제개발은 거창하고도 급격한 사회변화, 구조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제발전을 급속히 추진하고자 하면 할수록 희

생이 커지기 마련이므로 개발도상국의 정치지도자는 첫째 어떠한 종류의

미래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전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는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

의가” 적들에게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안보상의 위기 상황 하에

서는 개인의 자유도 일부 유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하였다.9) 또한 이들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법적 조처로 대통령에

게 국가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

치법안’을 입안하였고,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

었다.10)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및

《다리》 1970.9(창간호), 48쪽.

8) 위의 자료, 48~49쪽.

9) 〈국가비상사태선언〉 《경향신문》 1971.12.6. 1면; 이상록, 2016 〈‘예외상

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역사문제연구》 35,

520쪽.

10) 〈정부·여당 대통령에 비상대권〉 《경향신문》 1971.12.21. 1면; 〈국회,

‘보위법안 전격통과’〉 《경향신문》 1971.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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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데탕트의 분위기를 비상사태의 구실로 삼기도 하였다.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은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대사에게 비상사태 선언의 배경을 설

명하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주한미국 감축, 미중관계 개선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에 대해 심각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

리고 계몽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

려고 했지만, 김종필 국무총리가 만류하여 보다 온건한 조치로 선회하였

다고 하였던 것이다.11)

비상사태 선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조에 불과하였다. 미중 데탕트

의 분위기 속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남북대화가 공개되고 1972년 7월

4일 남북의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인 8월 3일 박정희

정권은 ‘8·3조치’를 선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7일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고 10월 26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헌법개정안’, 즉 유신헌법안을 발표하였다.12)

박정희는 1973년 1월 12일 유신체제의 방향성을 밝히는 연두 기자

회견을 가졌다. 박정희는 7·4남북공동성명, ‘8·3조치’, 10월 유신 등을

한데 모아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장이 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라면서 그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10월 유신

의 취지를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그리고 ‘평화통일’을

우리가 성취하자”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3) 이어 박정희는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제에 관한 중요한 선언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발표하였

는데 그것이 바로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이었다.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박정희의 의지는 1973년 8월에 발

표된14)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이하 장기전망)에서

11) 홍석률, 2005 〈유신체제의 형성〉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84쪽.

12) 위의 책, 94~95쪽.

13) 〈연두기자회견 (1973년 1월 12일)〉 대통령비서실, 1976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5 제8대편·상》, 17~19쪽.

14) 〈정부, 경제장기전망 발표 81년까지 연평균 10.3% 성장〉 《경향신문》

1973.8.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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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진되었다. 이는 성장·안정·균형을 기조로 한 제3차 경제개

발5개년계획의 기본 노선을 탈피하고 중화학공업화정책의 본격적인 시

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우선, 거시경제 지표의 목표치에서 차이가 있었

다. 장기전망에서는 1976년의 수출목표를 44억 700만 달러로 책정했

고, 1981년의 수출목표도 109억 7,000만 달러로 정했다. 1976년의 1

인당 GNP도 100달러나 높은 488달러로 정했다. 그리고 제조업 부가가

치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게 책정하였다. 즉 장기

전망에서는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 촉진을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안정과 균형’을 강조했던 제3차 5개년

계획과 달리 장기전망은 물동 계획적 색채가 강했다. 제3차 5개년계획

이 지금까지의 공업화 실적과 산업별 수요 예측에 입각하여 공업화 진행

됨에 따라 점증하리라고 예상되는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입대체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장기전망은 기존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철강, 비

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의 6개 산업을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한

다음 이들 산업의 품목별 생산목표를 설정하였다.15)

<표 3-2>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장기전망의 비교

15) 이상철, 2002 〈1960~70년대 한국산업정책의 전개 – 위계적 자원배분 매커

니즘의 형성을 중심으로 - 〉 《경제와 사회》56호, 128쪽.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특징 안정과 균형에 역점 물동 계획적

산업정책

산업별 수요 예측과 생산

목표·투자계획을 제시.

전략산업을 지정하지 않음.

6개 산업(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

GNP 성장률

(연 평균)
1972~76년 8.6%

1972~76년 9.0%

1977~81년 11.1%

수출 1976년 35억 달러
1976년 44억700만 달러

1981년 109억7천만 달러

1인당 GNP 1976년 389 달러
1976년 488 달러

1981년 983 달러

중화학공업/

제조업

1970년 35.9% 1976년 41.8%

1976년 40.5% 1981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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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상철, 2002 〈1960~70년대 한국산업정책의 전개 – 위계적 자원배

분 매커니즘의 형성을 중심으로 - 〉 《경제와 사회》56호, 129쪽 재인용.

따라서 장기전망은 제3차 5개년계획에 비해 훨씬 커다란 규모의 투자

재원 조달을 계획하였다. <표 3-3>과 <표 3-4>에 나타나듯 장기전망의

투자 규모는 제3차 5개년계획보다 매우 확대되었다. 1973~1981년간

의 총투자 소요액은 19조 6,570억 원이었는데 그 중 89.7%인 17조

6,380억 원을 국내저축으로 나머지 10.3%인 2조 190억 원을 해외저

축으로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점차 국내저축의 비중을 늘려 1972년

70%에서 1976년에는 84% 1981년에는 100%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때에 이르면 ‘100% 자립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내저

축 규모는 1972년의 5,620억 원에서 1981년에는 3조 9,090억 원으로

7배가 증가되어 국내저축률이 1972년의 14.6%에서 1981년에는

27.1%로 12.5% 포인트 높아질 것이며 1973~1981년 기간 중 평균

22%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16)

<표 3-3>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재원 조달 계획

(단위: 100억 원)

16) 경제기획원, 1973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 15~16쪽.

부가가치

중화학공업제

품/공산품

수출

1972년 23.3% 1972년 27.0%

1976년 44.0%
1976년 33.3% 1981년 65.0%

1970년 1976년
증가율

(%)

계획기간 중 합계

(1972~1976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민총생

산
2,562.0 100.0 4,257.1 100.0 66.2 18,201.6 100.0

총투자 667.6 26.1 1,067.7 24.9 58.9 4,524.5 24.9

국내저축 431.5 16.9 913.5 21.5 111.7 3,575.7 19.5

민간 257.0 10.1 594.1 14.0 131.2 2,204.8 12.0

정부 174.5 6.8 319.4 7.5 83.0 1,370.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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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1976》, 14쪽.

<표 3-4> 《우리경제의 장기전망》의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

(단위: 10억 원, %)

출처: 경제기획원, 1973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7쪽.

주1): 합계의 불일치는 통계상 오차 때문임.

이와 같은 국내저축 증가는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르는 추세적 증

가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저축 잠재력이 더욱 강화”될 것

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저축률이 낮았

던 데는 “관혼상제비 등의 비합리적인 가계 지출의 과다와 소비재 중심

의 산업구조” 등에 원인이 있었고 “직접적으로는 만성적인 ‘인프레’로 저

축된 자산가치의 보장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안정화의

바탕 위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저축자산의 실질가치의 보장이” 뒷받

침된다면 저축 잠재력은 1981년에 30%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

었다. 해당 기간 중 민간 저축의 규모는 1972년의 3,950억 원에서

1981년에는 7.6배가 증가한 2조 9,8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

고 저축률은 1972년 10.2%에서 1981년에는 20.7%로 증가될 것이었

1972(A)1) 1976(B) 1981(C)
B/

A

C/

A

합계

금액
구성

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

비

국민

총생

산

3,841 100.0 6,709 100.0 14,435 100.0 1.7 3.8 76,556 100.0

총

투자
802 20.9 1,647 24.5 3,873 26.8 2.1 4.8 19,657 24.7

국내

저축
562 14.6 1,383 20.6 3,909 27.1 2.5 7.0 17,638 22.2

민간 395 10.2 924 13.7 2,983 20.7 2.3 7.6 12,619 15.9

정부 167 4.4 459 6.8 926 6.4 2.7 5.5 5,019 6.3

해외

저축
247 6.4 264 3.9 -36 -0.3 1.1 - 2,019 2.5

해외저축 236.1 9.2 147.2 3.4 -37.7 948.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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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전망은 민간저축 중에서도 가계저축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그 비

중은 1972년의 27%에서 1981년에는 46%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

었다.17)

가계 저축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은 말 그대로의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과거의 낮은 저축률의 원인으로 비

합리적인 가계 지출의 과다를 꼽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러한 지출을

줄이라는 요구를 국민들에게 지속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었다.

장기전망은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저축과 정부저축보다 민간

저축 부문을 강조하였다. “계획 기간 중에는 국제수지 개선으로 해외저

축의 비중이 점차 줄어” 들 것이고 정부 저축의 증가도 “담세능력의 한

계 및 경상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증

가 및 경제성장의 고도화가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가계 및 기업 저축

증대를 통한 내자동원의 극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18) 이렇듯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드는 막대

한 자금을 국내에서 그 중에서도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

었다.

2) 사금융의 제도화와 저축증강운동의 전개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국내자본을 동원할 것인가. 장기전망에는

<표 3-5>에 정리된 바와 같이 ‘소비건전화’, ‘자본시장 근대화’, ‘금융저

축의 증대’, ‘정부저축의 증대’, ‘기업저축의 증대’, ‘국민복지연금의 실시’,

‘국민투자기금의 설치’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17) 위의 자료, 16~17쪽.

18) 앞의 자료,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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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장기전망의 내자동원 방안

출처: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92~93쪽.

이중 국민복지연금의 실시와 국민투자기금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은 이전 시기부터 강조되던 사항들이었다. 가계저축과 관련된 내용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소비패턴의 건전화를 통하여

가계저축을 증대시킨다는 발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2경제와 연관된

것이었고 금융저축을 증대한다는 목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장기전망을 발표한 시점은 1960년대 후반에 비해 금리 수준이

소비의 건

전화

사치성 소비 억제를 위한 세제의 보완, 과도한 교육비 및 관혼상제비의

절약, 사치성 소비재 수입규제 등 소비패턴의 건전화를 통하여 가계저

축의 증대를 기함.

자본시장의

근대화

발행 및 유통시장의 정비강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의 적극 추진, 정부 소

유 주식의 단계적 매각, 보험·신탁·연금 등 기관 투자가의 육성, 국민의

증권투자유도 및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국민투자채권 발행 등을 강구.

특히 소비의 건전화를 통한 절약된 가계 잉여가 증권 시장으로 흡수되

도록 할 것.

금융저축의

증대

통화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예금자의 실

질 금리를 보장하며 농어촌 저축 증대를 위한 통장거래제 실시 및 금융

점포망의 확대 등 농어촌 1조 원 저축운동의 추진. 영세한 가계예금 흡

수를 위한 저축수단의 다양화, 장기예금제 신설, 학교은행 저축배가운

동 전개 및 단자회사·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을 육성.

국민복지연

금의 실시

피용자, 사용자 및 정부 3자가 기여금을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이

를 국민투자기금을 통하여 생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투자재원조달에도 기여함.

정부저축의

증대

불요불급한 경상비지출의 절감, 정부기업의 효율화, 조세감면의 단계적

조정 및 징세 행정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정부저축을 증대시킬 것.

기업저축의

증대

기업경영 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물가의 안정, 금리의 인하 등을 이룩

하여 기업수익률 제고시키며 이윤의 사내유보 및 재투자촉진을 위한 特

別償却制 등 조세 유인을 강화하고 자본 시장을 육성 전개시켜 직접 금

융을 통한 재원 조달을 확충.

국민투자기

금의 설치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국민투자채권을 금융기관,

보험, 국민저축조합 및 기타 공적기금 등에 인수시켜 동원된 재원이 중

화학공업 건설 등 실물 건설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

배분체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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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저축을 이끌어 내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았다. 1972년 1월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현행 금리보다 평균 3% 정도 인하·조정한 금리개

정안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조치에 따라 명목 금리

수준은 금리현실화 조치 이전과 비슷해졌다. 이러한 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성 예금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었고 그 보완책으로 저축증

대 시책의 추진을 내세웠다.19) 하지만 1972년 8월 3일 이른바 ‘8·3조

치’에 따라 재차 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되었다.20)

1972년의 잇따른 금리 인하로 1960년대 후반과 같은 고금리의 시대

는 막을 내렸고, 실질금리는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이었다.21) 이에 따라

장기전망이 말한 ‘저축자산의 실질가치 보전’이 어려워졌다. 또 이렇게

명목 및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서 사금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다. 물론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에도 사금융은 성

행하였지만, 정확한 규모는 추산할 수 없었고 계나 서민금고보다는 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 시장이 사금융을 대표하였다.22) 정부는 이렇게

비공식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1972년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이른바 ‘사금

19) 〈금리 17일부터 인하〉 《경향신문》 1972.1.15. 1면

20) 〈은행금리도 대폭 인하〉 《경향신문》 1972.8.3. 1면.

21) 1970년대 전반기의 금리 변동의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출처: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60년사 Ⅰ: 경제일반》 한국개

발연구원, 214쪽.

연도
예금은행 수신 금리 (%) 예금 은행 대출 금리 (%)

명목 금리 실질 금리 명목 금리 실질 금리

1970 22.8 5.9 24.0 6.9

1971 20.4 6.1 22.0 7.5

1972 12.0 0.3 15.5 3.4

1973 12.0 8.5 15.5 11.9

1974 15.0 -7.5 15.5 -7.1

1975 15.0 -8.2 15.5 -7.8

22) 〈양성화될 돈놀이 대금업자 등록제 실시의 안팎〉《경향신문》 1969.3.15.

4면;〈사채시장 그 실태와 양성화 정책의 문제점〉 《경향신문》 1969.8.13. 4

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이 시기 성행한 사

금융에 대한 정리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이정은, 2017〈박정회 정권 시기 대

자본의 외자도입과 금융기관 진출 연구 (1960~1973년)〉, 305~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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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양성화’ 3법을 제정하였다.23)

먼저 정부는 1972년 7월 단기금융업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단기금융업은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채권증서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등의 업무 등을 말하며 이외에도 단자회사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대리, 인수, 모집 등의 업무를 취

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24) 그 업무에서 나타나듯이 단기금융업은

가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형태가 아니라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채 시장을 양성화하

기 위한 조치였다.25)

한편,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기구는 기업보다는 ‘서민’을 위한 금융

기관이었다. 1972년 8월 공포된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사금융 시장에

서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사설 서민 금융업체들이 제도화되었다. 상호신

용금고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할부 상환 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는데 특히 상호신용계

는 일반의 사설금융계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업무 형태였다.26)

신용협동기구는 도시와 농촌의 자연부락, 직장, 학교, 교회 등을 단위

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인적·경제적 협동체로서 1972년 8월 제정된 신용

협동조합법으로 제도 금융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신용협동기구로는 신

용협동조합27), 마을금고28),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등이 있었다.29)

23)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60년사 Ⅰ: 경제일반》 한국개

발연구원, 223쪽.

24) 한국은행, 1976 《저축총람 1975》, 45쪽.

25) 단기금융업 양성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1960년

대 후반부터 전경련 등 자본가 집단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조치

라며 이를 양성화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였고 단기금융업법 제정 이후 대자본들

은 단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대한 구체적은 설명으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이정은, 2017 앞의 논문, 309~317쪽.

26) 위의 자료, 46쪽.

27)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5월 1일 부산의 메리놀병원에서

28명의 회원으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그 효시로 한다. 그리고 1964년 4

월 55개의 신용협종조합이 모여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창설하였다. 한국은행,

1975 《한국의 금융제도》, 334쪽.

28) 마을금고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사업으로 추진된 농촌신용조합으로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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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을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한 직후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금융저

축을 증대하려는 시책을 마련하였다. 1973년 9월 5일 정부는 1974년

부터 1980년까지 7년간 농어촌 지역 저축목표액을 1조1,165억 원으로

정하고 이른바 ‘농어촌1조 저축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소영 농수산부 장관은 이 저축운동을 통하여 농어촌의 유휴자금을 저

축으로 흡수하여 산업자금화하고 자금을 다시 농어촌개발에 환원하여 식

량증산 농어촌의 근대화사업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를 위한 조치로 전농어촌에 저축점포를 두고 전국 34,665개 새마을에

새마을저축반을, 2,317개 자립마을에는 마을금고를 설치할 것이며, 농

어민의 저축을 우대하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하여 1천원 미

만의 이자에 적용되던 면세를 6천원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농협과 수협이 벌이고 있는 농어가의 1가구 1통장 갖기

운동을 확대하여 ‘농어민 1인 1일 5원 개미저축’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저축추진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30)

이 계획대로 1973년 10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

회가 설치되었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은 각부 장관

과 한국은행 총재, 관계 전문가 등이 담당하였다. 협의회는 산하에 도시

저축위원회, 농어촌저축추진위원회, 소비생활합리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

였고, 서울, 부산과 각 도에 지방협의회를 두었다.31) 11월 농어촌 1조

저축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었고 이는 앞서 서술

한 정소영 장관의 발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었다.32) 각종 유인 조치들

영남지역에서 처음 조직되었다. 대부분 농촌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조직되었고 그

규모는 영세하여 회원 수는 50여명이었으며, 회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위의

책, 335쪽.

29) 한국은행, 1978 《저축총람 1978》, 94쪽.

30) 〈내년부터 80년까지 농어촌 1조원저축운동〉 《경향신문》1973.9.6. 1면.

31) 〈대통령령 제6,905호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 규정〉 《관보》 1973.10.13.

32) 수산업협동조합, 〈농어촌 1조 저축 추진 세부 시행 계획 (1973.11.9)〉

《어협예규관계철》(BA017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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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농·수협과 마을금고와 같은 신용협동기구를 활용하여 농어촌

가계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각 군 단위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 해 5월

경 농어촌1조 저축추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군수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고 교육감, 우체국장, 농촌지도소장, 농지개량조합장, 농

(어)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내무과장, 농산과장 등으로 위원이 구성

되었다.33) 위원의 구성에서 보이듯,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조합을 활용

하는 한편 학교를 통한 계몽활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저축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한편, ‘농어촌 1조 저축운동’ 계획을 발표한 직후 정부는 저축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1973년 10월 한 달을 저축의

달로 정하고 전국적인 저축운동을 전개하였다. 매년 9월 25일에 시행하

던 저축의 날 기념행사를 한 달 미루어 10월 25일에 개최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저축운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저축의 달 행사계획은 이전까지 실시해 온 여러 저축계몽운동을 집합

해 놓은 것이었다. 저축 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적극 동원

하여 저축독려반을 구성하였고 계몽지를 발간하고 노래를 보급하였고 학

생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저축 계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부들을 저축의 주요한 주체로 설정하고 여성

저축생활중앙회 조직을 활용하여 가계저축확대운동을 전개하고 가계지출

모형을 작성하여 보급하였다.34)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계몽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축운동이 추

33) 승주군, 〈농어촌1조저축실무협의회규정제정 (1974.5.15)〉 《규정》

(BA008790); 대덕군의 경우 실무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도지사의 독촉을 받아(5월 23일 자 공문) 6월 1일자로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대덕군, 〈대덕군농어촌1조저축 실무협의회규정 제정 (1974.6.1)〉

《규정철》 (BA0032631) ; 군 단위의 실무위원회는 1976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화군, 〈봉화군농어촌1조저축실무협의회 규정 폐지 규정

(1976.4.2)〉 《훈령》(BA0550937)

34) 〈제10회 저축의 날 및 저축추진강화의 달 행사계획 (1973.9.12)〉 《국무회

의상정안건철》 (BA00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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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된 10월 한 달 동안의 저축 실적은 336억 원으로 9월 저축 실적

505억 원에 비해 169억 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35)

<표 3-6> 저축 증감 이유 (1973년)

(단위: %)

출처: 한국은행 저축부, 1973 《저축시장조사 1973.12》, 36~38쪽.

<표 3-6>에 드러나듯이, 저축의 증가와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소득의 증감과 물가였다. PR과 주변의 권유로 더 많이 저축

한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한 저축계몽활동

은 큰 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정부가 가계 저

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

키는 것이었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한시적인 결

과는 아니었다. 1976년과 1978년에 시행한 조사에서도 저축의 증가 이

유로는 소득증가가 가장 많이 꼽혔고 감소한 이유로는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36)

32.7%의 가구가 생활을 합리화하여 소비 지출을 억제한 결과 저축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생활의 합리화가 정부와 저축관련자들이

줄기차게 홍보한 가계부 이용과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973년

35) 〈저축추진강화의 달 실효 못 거둬〉《경향신문》 1973.11.6. 2면; 〈10월의

‘저축운동’은 별무성과〉《매일경제》 1973.11.14. 2면.

36) 한국은행 저축부, 1979 《저축시장조사 1978.12》, 110쪽, 117쪽.

저축 증가 이유

소득증가
생활합리화로

지출억제

저축유인

확대

PR 또는

주변의 권유
예상외 소득 기타

35.3 32.7 12.7 8.1 1.5 9.7

저축 감소 이유

소득감소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증가

세금이

늘어서
차입금 상환

소비성향이

높아져서
기타

27.8 36.5 2.7 6.1 19.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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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71.9%가 가계부나 금전출납부를 전혀 작성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37) 이러한 경향은 이후 조사결과에서도 지속되

었고 사용한 경우에도 ‘가계부를 사용한 결과 지출 절약 효과가 있었다’

는 응답의 비율은 1976년에는 14.0%, 1978년에는 18.8%에 불과하였

다.38)

저축 계몽 활동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39) 정

부는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 추진하였다. 특히 1975년의 경우 라

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저축 계몽 노래를 보급

하기 위해 TV 방송용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으며40) 드라마, 콩트

쇼 등의 프로그램 각본에 저축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은연 중 저축심을

제고”시키려고 하였다.41)

한편, ‘농어촌 1조원 저축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농수산부는 1980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데 그 기간을 1년 앞당기겠다면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였다.42) 이러한

목표 변경은 농어촌 지역 저축을 이끌어 내려는 정부의 조치들의 결과

로43) 농어촌 지역의 저축성과가 목표를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1972년에 제정된 사금융 양성화 법안으로 신

37) 《저축시장조사 1973.12》, 72쪽.

38) 위의 자료, 145쪽.

39) 여기서 직접적 효과는 저축증강운동 시행이 저축증대에 미친 영향에 국한한다.

하지만 계몽 활동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또 다른 숙고를 요한

다고 하겠다.

40) ‘저축의 노래’와 ‘우리집 낙원’이라는 두 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 형식의 공익

광고를 제작하려고 하였다.

41) 〈제12회 저축의 날 및 저축강화의 달 행사계획(안) (1975.9)〉 《국무회의

안건철》 (BA0084781)

42) 〈농어촌1조원 저축 연내 달성〉 《경향신문》 1979.2.27. 3면.

43) 〈농어민예금제신설〉《동아일보》 1974.10.4. 2면; 〈저축우수부락 지원 자

금방출〉 《동아일보》 1974.11.1 2면.〈농어촌저축경진대회 25일까지 시군

서〉《매일경제》 1976.10.4. 7면;〈3만여 새마을에 1조 금고를 설치〉 《동아

일보》 1977.2.5. 2면.;〈농수산부 저축우수마을 특별지원〉 《매일경제》

1977. 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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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협동기구들이 공식 금융기관이 되면서 농어촌지역의 금융저축이 증가

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1973년에 시행된 저축시장조사의 결과를 살펴

보면, 금융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 조사대상 가구의 53.7%로

1971년의 44.3%에 비해 9.4%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를 시군별로 살

펴보면 시 지역이 62.4%, 군 지역이 47.0%로 도시 지역이 더 높은 저

축보유율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1973년 군 지역의 저축보유율은 1971

년에 시행한 조사결과(시 지역 약 63%, 군 지역 약 29%)에 나타난 농

촌 지역의 저축보유율 보다는 상승한 것이었다. 이는 마을금고 등 신용

협동기구 저축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시 지역에서는 은행 예

금을 보유한 가구가 63.4%인데 반해 군 지역은 37.2%에 불과했는데

그에 비해 신용협동기구 저축을 보유한 가구가 30.2%로 상대적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44) 따라서 신용협동기구 제도화의 결과 농촌지역

의 금융기관 저축 증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12월에 시행한 조사를 살펴보면,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가구 중 신용협동기구(농·수협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46.5%였다.(2개 이내 복수응답) 이를 다시 농

가와 비농가로 구분해 살펴보면, 농가의 저축 보유는 신용협동기구

75.5%, 은행 28.5%, 보험·신탁 23.2% 순으로 나타났고 비농가의 경

우 은행 78.2%, 보험·신탁 26.9%, 신용협동기구 23.6% 순이었다.45)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신용협동기구를 활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용협동기구를 이용하는 이유로는(2개 이내 복수

응답)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라고 응답한 가구가 68.0%로 가장 높았고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으로가 45.1%, ‘자금융통 상 편리하기 때문에’가

36.0%의 순으로 나타났다.46)

44) 한국은행 저축부, 1973 《저축시장조사 1973.12》, 15~16쪽.

45) 또한 저축시장조사의 분석에 의하면 금융기관 이용도의 차이는 거주 지역(시·

군)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직업(농가·비농가)에 따라 구분되었다.《저축시장조사

1978.12》, 52쪽.

46) 위의 자료, 12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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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의 규모는 <표 3-7>과

<표 3-8>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기구들

이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자금이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7> 마을금고의 성장 추이 (1964~1977년)

출처: 《저축총람 1978》, 40쪽.

<표 3-8> 신용협동조합의 성장 추이 (1960~1977년)

출처: 《저축총람 1978》, 41쪽.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거리가 가까워 이용하기 편리

하고 또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으로 신용협동기구가 많이 이

용되었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금융저축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과연 달성되었을

까. <표 3-9>에 보이듯이 민간저축률은 평균 14.8%로 3차 5개년계획

의 목표였던 12%를 상회하였고 총액의 측면에서도 장기전망의 1976년

의 목표를 초과하였다. 이는 기업저축과 가계저축 모두 증가한 결과였

다.47) 그러나 3차 계획 기간 중 저축률이 꾸준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47) 경제기획원, 1978 《1977년판 경제백서》, 431쪽.

연도 금고 수 (개) 조합원 수 (천 명) 자산 총액 (백만 원)

1964 81 4 2

1970 8,506 231 1,376

1974 28,255 1,527 18,381

1977 42,436 6,007 120,449

연도 조합 수 (개) 조합원 수 (천 명) 자산 총액 (천 원)

1960 3 0.4 87

1965 113 17 36,584

1970 472 77 854,709

1974 996 389 8,231,879

1977 1,396 670 48,7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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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저축은 1973년과 1976년에는 증가되었으나 1974~1975년에는 매

우 저조하였다. 1974년 석유파동으로 유발된 불황의 여파로 저축률이

하강하였던 것이다. 저축시장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불황으로 소득이 감

소하고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 저축액이 줄어들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표 3-9>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재원 조달 실적

(단위: %)

출처: 경제기획원, 1978 《1977년판 경제백서》, 430쪽.

민간저축률이 하락한 결과 1974년과 1975년의 재원 자립도는 60%

를 하회하였다. 1976년에는 89.5%로 상승하였으나, 제3차 계획 기간

전체로는 72.5%로 3차 계획의 목표인 79%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연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2~

1976

총투자

(10억원)
805.5 1,288.9 2,102.0 2,478.4 3,038.8 9,713.7

투자율 20.9 26.3 31.2 27.3 25.0 26.4

저축률 20.6 26.2 32.8 29.3 24.9 27.2

국내저축 15.0 22.1 19.3 18.0 22.3 19.9

민간 11.1 17.5 16.3 12.7 15.6 14.8

정부 3.9 4.6 3.0 5.3 6.7 5.1

해외저축 5.6 4.1 13.5 11.3 2.6 7.3

통계상불

일치
0.3 0.1 -1.6 -2.0 0.1 -0.8

투자재원

자립도
73.3 84.6 56.7 58.7 89.5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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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한계

1) 사회개발론의 대두와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장기전망에서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복지연금은 1973년 박

정희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바 있었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의 기

본 목표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1974년부터 ‘사회

보장연금제도’ 또는 ‘국민복지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48)

당시에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개발49)이라는 범주에 포괄되었는데 박정희

의 연두사를 계기로 하여 1973년 보건사회부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 준

비의 일환으로 《사회개발 제3집 (구상)》을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74년에 《사회개발 – 부문별 사업전망》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사회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은 ‘제2경제’가 한창 제창되던 시

기에 작성이 완료되었다. 1967년 보건사회부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

획이 시작되는 1972년부터 사회개발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사회

개발10개년계획을 세우기로 하고50) 보건사회부 내에서 이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나51) 제3차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을 때까지 사회개

48)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5 제8대편·상》, 40쪽.

49)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이라는 명칭은 유엔에서 제시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유엔은 기술원조를 중점으로 하는 ‘저개발국’ 원조 정책에서 벗어나 사

회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57년 7월 30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사

회계획 및 경제계획, 사회정책 및 경제 정책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사회개발

과 경제개발의 궁극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승인되었다. 유

엔이 제시한 사회개발에는 “인구의 지역 간 이동, 직업별 이동, 취업구조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 및 기타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학교교육·

직업교육 등 인간 능력의 개발’, ‘보건·오락·도시 미관 등 인력의 유지’, ‘저임금·

저소득의 해소와 보완’, ‘완전고용과 소득의 보장’ 등이 포괄되었다. 최천송,

1977 《한국사회보장론》 산경문화사, 61~ 65쪽.

50) 〈생활안정·사회복지에 980여억원 투입〉 《매일경제》 1967.12.15. 3면.

51) 사회보장심의위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였다. 1968년 위원회는 사회개발 기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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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공식화되지 않았다.52) 그러던 것이 중화학공업화 정책 선언과 장

기전망 발표 직후 정부 정책으로 공표되었다. 사회개발은 중화학공업화

를 추진하면서 투자재원을 확대하면서 내자동원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

던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사회개발을 추진해야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이를 담당한 보건사회부는 첫째로 사회개발을 “국민이 지니고 있는 잠재

적 능력을 계발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제조건을 정비 향상시키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생활의욕과 생

산의욕을 북돋우워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53)

다음으로 사회개발은 “급속한 경제개발에 기인하는 사회적 부조리와

사회적 제병리 현상을 방제하여 경제발전을 보완하고 이를 지원하며 경

제적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책이었다. 따라서 사회개발은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추진체인 인간의 정신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 인력의 합리적인 개발과 살기 좋은 국민생활의

개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주요 정책의 지주로 삼고 이를 적극 발

전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54)

마지막으로 사회개발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동에 대처

하고” “국가 총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민생활의 질적 충실에 의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사회의 안정과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노력”이며, “국가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국가목표를 조기에

달성시키는 동시에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상 초안을 작성하고 1968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복지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초안을 회람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보장심위원회는 1968

년과 1969년 각각 두 편의 중장기 사회개발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두 편의 계획

서는 1971년부터 시행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작성되었으

나 포함되지 않았다.

52)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68 《사회개발 제1집: 기본구상》, 17쪽.

53)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69 《사회개발장기전망》, 5~6쪽.

54) 위의 자료,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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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립경제체제의 기반이 구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나아가 소득의 편재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회시설의 편중

을 시정하며 사회보장제도의 단계적인 실시와 확장으로 생활의 평준화를

기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사회연대의식을 제고시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보다 맑고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55)

사회개발은 격차의 해소나 사회보장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을 포괄하였

으나, 그 중점은 생산성의 증대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개발에 필요한 능

력을 개개인들이 갖추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

하여 개발에 기여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종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고쳐서 경제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었다. 사회개발은 앞 장에서 살펴본 제2경제론의 확장판의 성격을 가지

고 있었다.56)

앞서 서술했듯이 장기전망에서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제시된 국민복지

연금의 시행은 제3차 5개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

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규모

의 기금이 필요했고 따라서 그것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 기금을 부담할

대상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회

보장제도의 본격적 도입은 3차 5개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사

회개발도 보건사회부 내부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공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기도 전에 정부는 내자

동원의 수단으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피용자, 사용자

및 정부 3자가 기여금을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자기금

을 통하여 생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

55) 앞의 자료, 7~8쪽.

56) 1968년 보건사회부에서 사회개발계획을 논의하던 시기에 박희범은 사회개발을

제2경제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제2경제 그 개념과 실천방안〉

《경향신문》1968.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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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다.57) 즉, 내자동원을 위해 사회보

장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의 도입 취지로 내자동원만을 내세우지는 않

았다. 보건사회부는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혁에 따라

“노동자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실업 등의 사회적 사고로 인한 빈곤

위험”이 직접적이고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개인의 검약을 통한 저축

이나, 친척 또는 친지로부터의 차용, 그리고 대부분이나마 도움이 되던

대가족제도는 도시화, 사회회적 조직 및 환경의 변천 그리고 인구이동의

증가로 그 기능을 잃게 되어 이들을 사회문제로 전가시키게” 되었고, 따

라서 “가장 강력한 소득보장방안으로서의 사회보험”이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8)

또한 보건사회부는 연금제도를 근간으로 한 사회보장체제가 국민경제

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으로, 사회보장으로 제공하는 예방·치료 의료혜택과 이에 따른

“보건 향상은 노동자의 작업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정신적, 신체

적인 노력 증진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의 투입에 기여하며 작업시간의 손

실과 산업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의 투자라는 것이다. 또한 보사부는 사회보장사업이 경제의

균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즉 호경기 때 징수되는 “사회보장기여

금이 급여 지급에 요구되는 액수를 초과”할 것이며 반면에 불경기 때

“급여지급액이 보험료징수액을 초과하게 되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

요증대를 통해 생산을 자극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었

다.59)

둘째는 소득배분에 대한 영향이었다. 사회보장사업은 각 인구 집단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나 이전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개인 소득의 분배가

57)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 92쪽.

58)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3 《사회개발 (제3집 : 구상)》, 201쪽.

59) 위의 자료,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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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편중되면 그 소득이 생산 투자에 동원되기보다는 사치품 소비나 수

입품의 증대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었다.60)

마지막으로, 저축의 동원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사회보장사업

이 자본 축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국가 자본으로 동원할

국내 저축이 부족한 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띤다는 것이었다. 여

러 개발 도상국가들이 사회보장으로 막대한 저축을 이루었고, 이러한 저

축은 장기연금보험이나 각종 퇴직금제도에 적용된 기금 축적 원칙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이다.61) 이렇게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노령,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과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보

다 안정된 자세로 제반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된 사회기

풍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축적된 연금을 생산적인 투자

에 투입함으로써”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촉진할 수 있

으며 “1980년대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사회계층간 소득의 격차

및 국민생활수준의 불균형을 예방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62)

사회보험은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운영될 것이었다. 그들의

소득을 근간으로 모인 기금은 국가 자본으로 동원되어 국가 건설을 위해

활용되고 그 과정은 다시 개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이는 후술할 국민투자기금과 결합되어 중화학공업화에 투자될 것이

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혹여 생길 지도 모를 위험들, 예컨대

노동자 개인에게 닥친 사고나 재해,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63)

60) 앞의 자료, 204~205쪽.

61) 앞의 자료, 206쪽.

62) 한국개발연구원, 1973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위한 방안》, 2쪽; 1972년 11월

30일 김만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몇몇 경제장관에게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여건으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강해지며 또한 민간저

축을 재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연금제도의 도

입은 국내저축의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1988 《국민연금10년사》,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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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한국의 사회보험은 대부분 일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

는 공공연금이었다. 처음으로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 1월 1일 법률 제

503호로 제정되었고, 1962년 8월 31일 개정되었다. 또한 군인보험법

은 1961년의 軍事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과 관련한 정착대부기금의 조성

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64) 그리고 1970년대 들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이 문교부 주관으로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0호로 제정되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과 연관되어 제정되었

다. 고등학교 평준화 과정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평준화 정책의 대가

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국·공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던

공무원 연금법에 준하는 대우를 정부 당국에 요구하였다.65) 이 법은 국

민복지연금법과 함께 1974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준비작업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7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1978

년 1월 1일부터 사무직원도 추가로 가입하게 하였다.66)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고등학교 평준화와 관련되어 사립학교 교원들

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면, 국민복지연금은 더욱 포괄적인 사회보

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72년 11월 14일 이경호 보건사회부 장관은 80년대의 복지사회건

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회복지 장기계획은 목표 연도인 1981년도의

기본지표를 인구 36,709천명 인구자연증가율 1.3%로 전제하고, ‘국민

보건 생활의 향상과 의료망강화’, ‘의료보험, 양로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의 확대 실시’, ‘근로자 퇴직연금제와 최저임금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였

다.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현재 시범단계인 의료보험을 1976년도까지

88억 원을 투입하여 5백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65만 가구, 공무원·군인

등 25만 가구, 직영자 등 약 100만 가구를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전 인

63) 정무용, 2017 〈1960~70년대 증대하는 유동성과 불안, 그리고 위험 관리로

서의 사회개발〉 《역사문제연구》 37, 318~319쪽.

64) 한국보험공사, 1978 《한국의 보험산업》, 214쪽.

65) 정무용, 2013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29, 124~126쪽.

66) 이러한 공공연금의 기금들도 후술할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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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14%를 포괄하고 1981년까지에 644억 원을 투입하여, 근로자·공

무원·군인의 전 가족과 직영자 등을 포함한 444만 가구를 가입시켜 전

인구의 55%까지 확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문제

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과 양로연금

법 등을 1973~74년에 걸쳐 각각 제정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목표 연도인 1981년까지 퇴직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소사업체

의 구별 없이 국고 보조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완전한 사

회보장제도를 실현시킬 것이라는 계획이었다.67)

이듬해부터 사회보험, 특히 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었

다. 1973년 1월 15일 대통령 박정희는 경제기획원 등 중앙행정부처 연

두 순시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경제기획원을 순시한 자리에서 “10월

유신 과업 수행의 기본 방향은 자유경제체제의 고수와 안정 기조 위의

고도성장이며 비능률과 부조리를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

하고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과 과학기술의

획기적 개발, 내자동원의 극대화에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974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연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겠

다고 보고했다.68)

보건사회부는 연금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다.69)

1973년 1월, 보건사회부는 준비 중인 국민복지연금법을 1973년 내로

제정하여 군인, 공무원을 제외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자영

자 등 전 국민에게 연금 급여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67) 〈이 보사, 80년대 복지사회 계획 밝혀 의료보험·양로연금 등 확대〉《경향신

문》 1972.11.15. 1면.

68) 〈박대통령 “물가고3% 억제 기업공개 과감히”〉《동아일보》 1973.1.15. 1

면.

69)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3 《양로연금기초조사연구》; 물론 그 이

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3년 사회보장법에 의거한 여

러 법안들이 입안되었을 때부터 실업보험이 논의되었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사회개발 보고서들을 작성했던 1968·69년에도 이미 연금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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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1974년도부터 가입자와 사업주로부터 소득의 2~3%씩을 갹출

하여 적립하여, 노령자에게는 퇴직연금을, 폐질 환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사망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일시 또는 연금으로 급여하고 생계를 보장하도

록 규정하였다.70) 보건사회부와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도 별도의 연금

제도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1972년 11월 25일 〈사회보장연금제도

를 위한 방안〉을 작성하였다.71)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것을 원안으로 삼아, 국민복지

연금 시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2월 10일 경제기획원은 관계 부처 및 한

국개발연구원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당초 구상했던 근로자의

퇴직·장애·사망에 대한 구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찰적

실업’(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고 있지만 고용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

대해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경제기획원은 한

국개발연구원과 보사부가 작성한 두 안을 검토한 결과 개발원 안이 비현

실적이어서 보사부안을 중심으로 수정하여 3월까지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이었다.72)

5월 22일 경제기획원은 청와대비서실,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방부,

보사부, 문교부, 총무처, 노동청, 한국개발연구원원 등의 관계관으로 구

성된 실무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논의하고 있으며 (1)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무원연금제도를 비롯하여 산재보험, 교원공제조합,

국영기업체 퇴직금제도 그리고 일반 기업의 퇴직금제도 등을 국민복지연

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2)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대상으

로 하는 방안 (3)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별도의 최저한의 사회보장을

의무화시키는 방안 등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73) 그러나 곧

경제기획원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보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안을 절충한

70) 〈복지연금법 연내에 제정 전 근로자 혜택받게 연차로〉 《매일경제》

1973.1.17. 7면.

71)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위한 방안》, Ⅱ쪽.

72) 〈기획원 복지연금에 실업구호 포함〉 《동아일보》 1973.2.10. 2면.

73) 〈6월 내 위원회 구성 국민복지연금법 연내 제정〉 《동아일보》 1973.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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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징수율 등이 미흡하여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수립을 위해 관계자 8명

으로 구성된 2개 조사반을 일본·필리핀·타이완·홍콩·싱가포르 등 5개국

에 파견했다.74)

이러한 과정을 거쳐 6월 25일 정리된 국민복지연금법안이 발표되었

다. 이에 따르면, 국민복지연금법안을 연내로 제정하고 1974년부터 종

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5만5천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

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1981년까지 모든 근로자와 자영자

를 포괄하겠다는 것이었다. 적용 대상의 범위는 비농업 산업종사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였고, 광부, 선원 등 특수근로자와 여성 근로

자는 55세 미만으로 하였다. 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제활동 기간

중 월 소득액의 3~5%씩을 적립하는 적립금, 자영자 사업소득의 6%

(단, 임의 자영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힘들어 월 4만 원)을 적립한 기

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마련될 것이었다. 시행 첫해인 1974년에는 77

억 원, 1976년에는 212억 원, 1980년에는 1,468억 원을 각각 확보하

여 연금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연금법안에 의하면, 가입자

가 정년퇴직 할 때에는 퇴직연금을, 폐질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최종

월급을 기준으로 최고 60% 내지 최저 30%씩 죽을 때까지 지급하며,

경제활동 중 사망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생계비로 유족연금을 지급한

다고 규정되었다. 정부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체

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1977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75)

국민복지연금의 제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에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

응을 나타냈다. 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효율적 운

74) 〈日·臺灣·比 등에 2개조사반 파견 복지연금제 연구〉 《경향신문》

1973.6.2. 2면.

75) 〈경기원, 연내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근로자 사회보장제 내년부터 연차 실시〉

《동아일보》 1973.6.25. 1면; 〈81년까지 복지연금을 통해 총 9천4백58억 조

성〉《매일경제》 1973.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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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위해 정부·노·사 및 보험협회 등이 공동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공

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3일 협회 관계자는 사회보장제

도의 공동 운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도 정부, 노사 및 보험업계의 4자

가 참여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30%, 사용자

30%, 손해보험협회가 30%, 근로자가 1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새로 마련되는 사회보

장제에는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도록 하고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제도 등 기업과 근로자가 관계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가

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6) 즉,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들로 구성된 연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것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되기에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 사이의 입

장 차가 매우 현저하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을 준

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기로 삼아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 등을 제기하려고 하였다. 6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

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저임금의 시정과 생활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급여의 책정,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임금의 지급 등을 정부에 건

의하였다. 연금 제도가 사회 취약 계층으로서의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갹출금은 피고용

자 3%, 고용자 5%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용인보다 부담 능력을

더 많이 지닌 고용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건의하였다. 그 외

에 ‘보험급여에 대해 전액 면세 조치할 것’, ‘사무비와 보험 급여 시 부족

분은 정부에서 부담할 것’, ‘연금은 급여액의 50% 이상이 되도록 책정

하고 저임금 계층에 대해 급여액의 70%까지 보장할 것’, ‘물가의 변동

에 따라 피고용자가 실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퇴직 연도

의 월평균 수입을 표준보수액을 책정할 것’, ‘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퇴

직금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연금 특별 관리 위원회를 설

76) 〈사회보장 보험공사 신설 촉구〉 《매일경제》1973.7.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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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것’, ‘특별회계를 독립시켜 일반 정부 예산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

록 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77) 한국노총은 국민복지연금에 대한 분담금

을 노동자들이 짊어야 하는 새로운 부담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기 전에 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하였

다.

사용자 측 역시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국민복지연금 제도 시행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였다. 대표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6일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관해 학계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행 기업의 퇴직·연금 제

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면에서 국민복지연금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급속히 산업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1990년대에는 산업노동자의 노후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므로 국

민복지연금제도 확립이 필요하지만 이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행의 기업 퇴직금제도와 같은 관련된 문제의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들은 연금 기금 적립은

기업의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절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 기

금이 기업의 재생산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은 국민복지연금제도는 대기업 종사자에게는 혜택이 커지는 반면 실

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세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없으며,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보험제도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78)

국민복지연금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는 퇴직금 문제를 둘

러싼 양자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국민복지연금법이 시행될 것이 예상

되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일부 국영기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77) 〈연금 급여액 50% 넘게〉 《경향신문》 1973.6.26. 7면; 〈보험들게 저임

금부터 시정을〉 《동아일보》 1973.6.26. 2면.

78) 〈현행 퇴직금제도를 복지연금제에 흡수케〉 《매일경제》 1973.7.7. 7면;

〈전경련 “국민복지연금제 실시 앞서 퇴직금제 모순 시정해야”〉 《동아일보》

1973.7.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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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단체협약을 노조 측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국민복지연금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는 매월

총 임금지불액의 2~3%를 연금 관리 기구에 불입해야 하므로 당시 시

행되던 퇴직금 적립은 사용자 측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

다.79)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繼續勤

勞年數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지만 퇴직금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없었

고 이는 단체 협약의 대상이었다.80)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복지연금제

도를 이유로 한 퇴직금의 하향 조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 제도 실시에

앞서 노동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조사해 줄 것을 정책 당국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복지연금제도가 헌법 제30조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인데 비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한 후불 임금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

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부담 증가를 이유로 퇴직금의 하향 조

정 및 기여금화 등을 꾀하는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81)

이어서 이들은 이를 “기업이 임금의 일부로 적치할 의무를 지고 있는 근

로자의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

다. 또 그들은 “대부분의 기업이 45~55세를 강제적 정년 연령으로 하

고 있고 정년 퇴직자의 재취업이 곤란한 우리 현실에서 복지연금 대상

연령인 60세까지의 생계는 오직 퇴직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82)

79) 이에 대해 노동청은 “퇴직금이란 노령으로 직장을 그만둘 때 주는 퇴직연금과

는 달리 지급되지 않는 임금을 축적 뒤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라 밝히고 퇴직금

제도는 국민복지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병행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금

크게 감소될 듯 국영·대기업체서 누진제 폐지〉 《매일경제》1973.7.14. 7면.

80)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8 《국민복지 연금 법령에 대한 재검토

– 퇴직금 제도와의 비교 -》, 83~91쪽.

81) 〈노총, 정책 당국에 시정 촉구 “퇴직금 조정 부당〉 《매일경제》

1973.7.26. 7면.

82) 〈노총성명 “기업의 퇴직금 누진제 삭제 요구는 근로자 재산권 침해”〉 《동아

일보》 1973.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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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용 분담 문제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9월 20일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최종안이 공개되었다. 정부가

확정한 국민복지연금제도 기본 요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을 연금제도에 흡수·통합하고 60세 이후에도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용자와 사용자가 똑같이 매달 급여의

4%씩 기여금으로 적립하여 1981년까지 6,321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

는 것이었다.83)

<표 3-10> 국민복지연금법의 주요 내용

83) 〈국민복지연금제확정〉 《매일경제》 1973.9.20. 1면; 〈태기획 〈복지연

금〉제 내년 실시〉 《동아일보》 1973.9.20. 1면; 〈복지연금제 요강 확정〉

《경향신문》 1973.9.20. 1면.

제안 이유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금여를 함으로써 노후의 생

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가입 대상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단, 특수직역연금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은 제외

적용 구분
· 당연적용대상: 월소득 15,000원 이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 임의적용대상: 월소득 15,000원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전액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자가 60세에 도달할 때

·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할 때

·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재직자 (65

세 이상은 10년 이상이라도 지급)

· 노령연금특혜: 본 법의 시행 당시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자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 장해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자가 60세에 도달하였을 경우

또는 가입기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퇴직 1년 경과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기 부담의 원리금을 반환토록 함

재원 조달

· 당연적용(1종) 가입자: 표준 보수 월액의 7% (사용자 4% + 피용

자 3%)

· 임의적용(2종) 가입자: 월 9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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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국민연금10년사》, 88~89쪽

9월 21일 경제기획원은 1974년 1월부터 국민복지연금에 당연 가입

해야 할 사업체 및 단체의 범위를 밝혔다. 의무 가입 대상 업체는 주로

제조, 광업,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15개 업종이었고, 농림수산업, 서비스

업, 사찰 및 교회 등은 제외되었다. 의무 적용 사업소가 아닌 사업소의

경우 신청에 따라 정부가 인가하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

고, 이밖에 의무 적용 대상 사업소 중 종업원이 30명 이하로 줄어든 사

업소의 경우에는 임의 적용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가입

자의 지위를 주기로 하였다.84)

2) 국민복지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시행의 무

기한 연기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국민복지연금 최종안은 언론들을 통

해 보도되기도 하였고,85) 이에 대한 논평은 최종안 공식 발표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개진되었다. 연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또

84) 〈제조업 등 15업종으로〉 《경향신문》 1973.9.21. 2면.

85) 정부가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최종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 최종안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국민복지연금제 방안 확정 매월 급여액 4%씩 적

립〉《경향신문》 1973.9.11. 1면; 〈국민복지연금 시행안〉 마련 피고용자·사

용자 부담 같게〉 《동아일보》 1973.9.13. 1면.

지급액 산정

방식
기본 연금액(균등부분+비례부분) + 가급연금액

급여 수준 최종 임금의 40% 이상 (저소득자는 70%, 고소득자는 30% 수준)

사업의 관장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장하며 보험료의 징수 업무 등은 국세청장에 위

탁

기타

물가 상승 등에 의한 연금 급여의 구매력 하락(가치하락)을 제도적으

로 방지하고 합리적인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에 순응, 급여액

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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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 간 소득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국민연대의식의 제고가

불가피하게 됐고 밖으로는 남북대화에 부응할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하며,86) “비록 저소득의 낮은 경제수준에서도 공정분배를 위한 복지의

틀을 마련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리고 “서구의 경험이

제시한 바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복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복지연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였다.87)

하지만 문제는 “저소득과 불평등의 소득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어

떻게 복지를 밀고 나갈 것”인가였다.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였는데 바로

“생산의 증가, 국민전체소득의 증가”였다. “근로자 중 반 이상이 免稅點

이하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소득 분배

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반실업 내지 불완전고

용 등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일차적 빈곤, 절대빈곤의 소득수준이 지배적

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복지 향상의 일차적 역점은 소득수준의 전반적 상

승에” 있다는 것이었다.

공식 발표 후 사회 각계에서 나온 견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기대보다는 우려와 비판이 더 많았다. 한 신문의 논평과 같이 “국

민복지연금제도 실시 요강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응은 전자의 거부도 후

자의 열광적 승인도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연금제의 필

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안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비판적 태도

를 취하고” 있었다.88)

재계와 노동계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전경련은 제도의 취지

에는 찬성하지만, 노후의 생활 보장보다 현실 생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강제 가입토록 한 것은 수정되어야

하고, 퇴직금 제도를 이 제도에 흡수하고 산재 운영을 합리화하며 의료

86) 〈노사만의 基金自擔 〈국민복지연금〉 내용과 운용방안〉 《동아일보》

1973.9.15. 3면.

87) 〈저소득과 복지연금〉 《동아일보》 1973.9.13. 3면.

88) 〈국민복지연금제도〉 《경향신문》 1973.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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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망한다고 하였다. 한국노총은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가 봉급의 10% 이상인데 4% 부담은 다소” 과중하

고, 임금상승률이 저조한 터에 근로자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며 퇴직금·

산재보험 등의 일원화 논의는 제도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논평

하였다.89)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달랐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

장하는 논거로 모두 노동자들의 부담을 제시하였다. 물론 재계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부담에 있었다기보다는 퇴직금을 복지연금에 통합시켜 자신

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

야당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국민복지연금 시행에 반

대하였다. 신민당 채문식 대변인은 21일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국민복지연금법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신민당은 이에 반대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갑근세 면세점 이하의 봉급자에게

도 일률적으로 소득액의 4%를 징수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며 중소

기업에도 압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민당은 “재산권

의 행사를 법이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도 국민복지연금에 반대하

였다.90)

서민 부담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도 국민복지연금 제

도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 또는 영구히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에 충당할 생활수단을 갖지 못한 국

민에 대해 공공사회적인 조치에 의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주자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는 피고용자로 하여금 갹

출금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는 물론 기업과 정부에도 부

담을 지우고 있다. 그래서 연금관리는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수익성도 높

89) 〈각계 반향 “저소득층 부담 가중 우려 임금 체제 확립 선행토록”〉 《매일경

제》 1973.9.20. 1면; 〈복지연금제 지상공청회 “입법과정서 보완을”〉 《매일

경제》 1973.9.21. 3면.

90) 〈복지연금반대 신민, 기본권제약 요소 들어〉《경향신문》1973.9.21. 1면;

〈연금법 반대 신민 “서민부담 가중”〉《동아일보》1973.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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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는 게 사회보장의 일반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복지연금

제도엔 정부의 재정 출연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만큼 가입자에게 돌아가

는 혜택의 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는 얘기가 된다. [중략] 우리나라

의 경우는 영세봉급생활자의 부담이 너무나 무거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고 하지만 당장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돼 갑근세

마저 면제받고 있는 월 소득 1만 5천원 미만 계층에게까지 월 600원 씩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고소득층이나 자영자와 비교해 볼 때 좀 무리인 것 같

다.91)

이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입자·기업·정부 모두 제도

운영의 부담을 지고 있는데 한국의 국민복지연금제도에는 정부의 재정

출연이 거의 없고 연금 관리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용자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금기금의 대부분을

중화학공업개발을 위한 국민출자채권 인수나 재정자금예탁으로 돌림으로

써 연금관리의 수익성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내자동원 측면에 보다

치중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의의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이

었다.92) 내자동원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연결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는 달리 이에 대한 논평들은 내자동원과 사회보장의 기능과 목적을 분리

하였는데 이는 국민복지연금 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는데 대한 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듯이, 서민들의 부담이 증대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

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봉급생활자, 즉 임금생활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

게 표출되었다.

넉넉지 못한 월급이지만 그나마 마음 놓고 쓰기가 어려워질 모양이다. 월

91) 〈중화학 내자 노려 〈사회보장〉 뒷전 주객전도〉 《동아일보》1973.9.21.

3면.

9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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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50%를, 그리고 보너스는 전액을 저금통장으로 주게 될 날이 未久에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참 맹랑한 일이다.

(중략) 하여간 정직한 월급장이들이 딱하게 됐다. 갑종근로소득세에다 직

장저축적금 그리고 주민세, 거기에다 국민복지연금을 위한 기여금까지 내

게 된다면 그야말로 월급봉투는 더 없이 얄팍해질 판국이다. 얄팍한 월급

이나마 그 중 50%가 예금통장으로 나올 것을 생각하면 따분한 마음이 앞

선다. 한번 부정을 하고 몇 천만 원을 받아먹고 구속된 공무원이야 재직

시 그까짓 월급봉투 쯤 있으나 마나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직한

봉급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한 푼이 아깝고 새롭다. 그런 가운데 묵묵히 참

고 아끼며 사는 월급 장이들. 내일의 번영을 위한 절약이고 인내라고 생각

하면서 그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나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반드시

봉급자들의 주머니만을 주로 겨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부분에 눈을

돌릴 수는 없는지. 갖가지 내자동원 극대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월급통

장 얘기는 아이디어 치곤 그 내용이 너무나 빈곤하고 시시하다. 가뜩이나

충분치 못한 월급에 늘 불만을 품어 온 아낙네들. 월급통장을 받아들고 그

들의 바가지가 한층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래저래 불쌍한 자

그대 이름은 월급장인가.93)

정부가 내자 동원의 명목으로 임금 생활자의 월급을 통해 자금을 손쉽

게 걷어 들이고 있다는 생각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

한 임금 생활자의 상황에 공무원의 부패상을 대비한다. 즉 국가의 공공

행정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다른 부분, 즉 임금생활자가 아닌 다른 계층에게도 부담을 지워야 한다

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소극적이나마 국가적 이익에 대비되는 사적

이해관계를 들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앞서도 살펴본 야당의 반

대 논리처럼 개인의 재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

고 있었다.

이러한 거부감은 정부가 국민복지연금 시행의 목적으로 내세운 노후

9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73.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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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연금

도입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던 시점보다 3년 전에 대한 통계이지만 <표

3-11>에 나타나듯이, 60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의 채 10%가 되지 않았

고, 이 통계를 근거로 10년 후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채 15% 남짓

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노년의 인구보다 막 태어나 교육을 받아야 할 인

구의 비중이 훨씬 많았고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은퇴 후를 걱정하기보

다는 본인의 삶이나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에 더욱 관심을 쏟았을 것이라

고 예상해 볼 수 있다.94)

<표 3-11> 1970년 인구의 연령 별 구조

출처: 《사회개발 – 부문별 장기전망》, 107쪽.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제도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홍

보했지만, 그 홍보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얄팍한

월급봉투에 다시 4%를 떼는 것은 낮은 봉급생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

기 때문”에 “봉급액의 4% 공제소식에 가계를 맡은 주부들은 걱정”이 앞

94) 10년이라는 시간의 거리와 이에 따른 경제 상황의 차이가 있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 시점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1984년 시행된 저축시장조사를 살펴보

면 노후생활을 전반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하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노후생활에 관해 ‘대단히 걱정된다’는 응답은 8.7%, ‘어떻게 될

지 걱정이다’는 32.5%로 조사되었고 ‘걱정되지 않는다’는 22.7%, ‘다소 불안하

지만 그다지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6.1%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전

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걱정하지 이유로는 ‘계속 취업 가능성’이라는 응답이

82.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국은행 저축부, 1984 《저축시장조사 1984

년》, 50쪽; 이와 더불어 당시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보다는 자식이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보장과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0 ~

13세

14 ~

29세

30 ~

44세

45 ~

59세

60 ~

74세

75세

이상
계

인구수

(천명)
12,495 8,565 5,509 3,164 1,415 289 31,435

구성비

(%)
39.7 27.2 17.5 10.1 4.5 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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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95)

(2만원 짜리 가계) 아이들의 장래 교육만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시켜보려고

무리해서 매달 1,558원씩 붓는 교육적금(1년 만기 2만원)을 들어 놓았다.

작은 아이 국민학교 입학, 큰 아이 중학교 등 우리에겐 교육적금의 의미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 매달 8백 원 씩이 공제된다면 교육적금의 꿈도 중간

에 깨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연금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혜택을 주겠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차라리 개인이 자기형편에 맞게 적금 계획이라도 세우도

록 내버려두었으면 좋겠다. “60세 이후의 생활보다 당장의 생활의 더 급한

우리 형편에 60세 이후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다.” (중

략)

(3만원)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내 집의 꿈을 버릴 수 없어

작년부터 10만 원짜리 3년 만기(매월 2,350원) 적금을 시작했다. 앞으로

복지연금 2천여 원이 공제된다면 내 집에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물론 국민의 노후 생계를 위한 정부 시책에 이해는 가지만 정부에서도 돈

을 대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 좀 더 국민생활을 잘 이해해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당장 급하지 않는 노후 대책보다는 당

장 내 눈 앞에 놓여 있는 생계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다. 국가가 제시한 미래, 즉, 노년의 안

정적 생활 보장보다는 자기 가족이 스스로 설정한 미래, ‘내 집 마련’과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다고 그 명분을 말하지만, 그러려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금제도는 장기간 기여금을 납부한 후 연급을 지급받

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방 후 인플레를 경험한 우리 국민으로서 긴 장래

에 받는 연금에 불안감을 갖기” 쉽기도 하였다.96) 따라서 저축의 주체들

95) 〈‘미래’보다 급한 ‘현실’〉 《경향신문》 1973.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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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미래가 불투명한 연금에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설계한 계획에 따

라 살림을 꾸려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은 ‘국민투

자기금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등과 함께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

다.97) 그러나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

서98) 박정희는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국민복지연급의 시행을 1년 연기하였다. 이 긴급조치

의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주민세의 1년간 면제 또는 대

폭 경감’, ‘국민복지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시행의 1년 연기’, ‘영

세민의 취업기회를 위한 긴급 취로 대책비 1백억 원의 확보’, “재산세

면세점의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 등이었다. 이 긴급조치의 시

행 배경에 대해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이 긴급조치는 고소득층의 근

검절약과 서민 대중에 대한 각종 세율 경감 및 재조정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99)

국민복지연금 시행은 1년 미루어졌지만, 보건사회부는 국민복지연금

가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

96) 《사회개발 – 부문별 장기전망》, 266~267쪽.

97)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신민당 김수한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

복지를 빙자한 국민수탈적 악법이며 국민을 위함 연금법이라기보다는 정부가 필

요한 내자를 조달하려는 긴급 내자조달법 같은 것이므로 국민대표의 양식에 비추

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기업주들이 부담을 꺼려 봉급을 1만5천원에

영구 고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연금 등 12개법안 통과〉 《동아

일보》1973.12.1. 1면.

98) 〈美紙서 보도 원유공급량 줄어 한국에도 석유파동 심각할 듯〉 《매일경제》

1973.10.27. 1면; 〈경제전문가들 불경기·인플레 판단 지배적〉 《매일경제》

1974.1.1. 1면.

99)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매일경제》 1974.1.14. 1면; 〈김 청와대

대변인 “고소득층 근검절약 촉구”〉 《경향신문》 1974.1.14. 1면; 박정희는 긴

급조치 4호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총화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

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조치

를 선포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총화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근로

자, 기업인, 그리고 가정주부의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 믿으며 다 같이 합

심 인내하여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번영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더욱 굳게 다

져 나아갑시다.”〈박대통령, 긴급조치에 담화〉 《동아일보》 1974.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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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0) 그러나 그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 경제 불황과 국민 부담 가

중을 이유로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은 다시금 연기되었기 때문이다.101)

국내 경기가 호전될 경우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102) 그 실

시가 검토되기도 하였지만103) “정부나 기업의 자금압박은 물론 고도경

제성장에 의해 주도된 인플레 심리로 일반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안 때

문에” 국민복지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로 연기되었

다.104)

3) 동원과 투자의 결합: 국민투자기금의 조성

장기전망이 발표될 즈음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한 지면에 개발도상국

의 내자동원문제와 한국의 내자동원 방안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그의

직책상 이 글은 그의 개인적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장기전망에 따른

정부의 내자동원 전략을 설명한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장기경제전망이

제시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는 내자의 효과적인 동원이 관건”이기 때

문에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내자동원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내

자동원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저축성향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1971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2불이고 이때 국민저축률은 14.5%로

100) 《사회개발 – 부문별 장기전망》, 263~264쪽.

101) 〈정부·여당 결정 복지연금실시 1년간 더 연기〉 《경향신문》1975.910. 1

면; 〈각의 의결 복지연금 실시 시기 대통령령으로 결정〉《경향신문》

1975.11.5. 1면.

102) 〈「복지연금」 내년 실시〉 《매일경제》 1975.11.8. 7면.

103) 〈정부·여당 복지연금제 실시검토 내년부터 월소득 5만원 이상〉 《매일경

제》 1977.3.26. 7면.

104) 〈정부 80년대에 검토 국민복지연금 무기 연기〉 《매일경제》 1978.5.20.

1면; 국민복지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1992년 1월부

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5년 7월에 농어촌지역으로 당연 적용이 확장

되었다. 양재진 외, 2008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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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이와 비슷하였던 1955년의 일본의 국민저

축률 25.5%, 1967년의 대만의 23.3%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

는 것이었다. 그는 그 이유로 “재정, 금융, 산업, 투자정책이 국내저축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종합 추구되지 못하였고,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여

장기적 ‘인프레’ 심리가 지배하여 왔다는 점, 비합리적 가계 지출 및 사

치성 소비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05) 이러한 지적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비합리적 가계지출 및 사치성 소비는 지금

까지 살펴보았듯이 1961년 최고회의가 작성한 종합경제재건계획, 아니

그보다 먼저 1950년대부터 언급되었던 것이었다.

<표 3-12>에 드러나듯이,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저축률은 아시

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 낮은 편이었다. 일본, 대만은 물론이고 태

국, 필리핀 등에 비해서도 한국의 저축률은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국민

저축률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60년대 초반처럼 아시아의 다

른 국가들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3-12> 국민저축률의 국제 비교 (1967~1975년)

(단위: %)

출처: 김윤환 외 편, 1977 《한국경제론》 유풍출판사, 682, 684쪽; 《저축

총람 1983》, 332~333쪽.

비고: 김윤환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 부분은 저축총람에 의거하여 수정.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은 저축률의 이유로 인플레이션과 비합리적

소비가계 지출 및 사치성 소비를 지적하는 것은 비단 남덕우만의 인식은

아니었다.106) 그런데 여기서 적정한 저축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라

105) 남덕우, 1973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내자동원문제〉 《재정》1973.8, 57

쪽.

연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한국 11.9 13.6 17.5 17.3 15.4 15.7 23.6 20.5 18.6

일본 37.2 38.9 39.1 40.5 39.3 38.9 39.9 37.3 32.1

대만 23.2 23.3 24.3 25.8 28.3 30.1 33.0 30.1 25.3

태국 14.9 13.4 17.5 20.2 17.8 18.9 21.9 22.2 22.7

필리핀 21.1 20.0 21.9 20.8 19.8 22.0 26.3 25.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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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저축률이 낮

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했을 때 저축률이 낮았

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몇 퍼센트의 저축률이 한국 경제에 적정한

것인지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

교는 가계에 소비 절약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남덕우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한국의 “금융저축수준이 저위에 있다는”

것을 꼽았다. “1965년 이후 금융자산증가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권시장의 미발달로 일반대중의 유가증권보유가 낮은 수준에 있

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이 발달되지 못하여 보험, 신탁자산 또한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촌 부문의 저축동원체제의 미비로 농촌저축이 매

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이용도가 낮아서 농촌의 저축을 금융저

축형태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었다.107) 이러한 문제

에 대한 조치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고 ‘농어촌 1조 저축운동’을 시행하였다.

남덕우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저축으로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저축으로 동원된 자금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적절하게 배분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

하여 이글을 썼다. 그는 재원의 분배 면의 경우, 한국의 자본시장이 “아

직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 “설비금융을 충분히 공급하는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도 “주로 운전자금 중심의 공급에

치중하였고 유일한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도 그 재원을 주로 정부의

재정자금이나 대충자금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광범하게 동

원하여 설비자금을 공급하여 주는 기능은 극히 미약”하였고 “그 결과 기

업은 설비투자를 주로 해외차관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108)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국민투자기금의

106) 이현재 외, 1979 《한국의 민간저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42~45쪽.

107) 위의 자료.

108) 앞의 자료,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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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기업공개의 촉진을 통한 자본시장의 육성책이었다.109) 그 중 남

덕우가 강조한 것은 바로 국민투자기금의 설치였다. 그는 “가계금융저축

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형태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주로 단기자금

의 공급에만 주력”하여 “설비 매입을 위한 장기자금의 공급체제”가 미비

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어서 자본시장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상태

에 있으므로 기업은 부득이 손쉬운 외국차관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보았

다. 따라서 그는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막대한 설비금융수요를 고려할

때 “국민의 광범한 저축을 동원하여 설비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으로 국민투자기금의 설치를 제시하였다.110) 정부가 국민투자기

금을 설치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재무부 장관으로서 남덕우가 이

글을 쓴 목적이었다.

국민투자기금 법안이 정부 안에서 논의될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중

화학공업 건설에 출자를 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중화학공업 건설의 주체

임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 명칭으로 ‘국민출자기금’이 제안되었으

나 ‘출자’라는 단어가 주주로 직접 참여한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국민투자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111) 그러나 이 법안을 국회에 상

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에는 국민투자기금과 국민출자기금이라는

109) 이를 위해 정부는 1972년 12월에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

식을 상장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공개 요건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 장관

은 기업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특정 기업에게 기업공개 명령을 할 수 있었

고, 공개 명령을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 지원을 제한한 당하고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 공개한 법인은 세제 금융상의 특전을 받았다.

그러나 후일 회고에서 남덕우는 이 법의 제정 이후 기업을 공개하여 증권시장에

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기는 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

았다고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주식회사는 1만 여개가 있었으나 1974년

5월말까지 공개한 기업은 50여개에 불과했다. 남덕우, 2009 《경제개발의 길목

에서》 삼성경제연구소, 98~105쪽.

110) 앞의 자료, 58쪽.

111) 〈국민출자기금법〉 《경제장관회의안건》(BA01396280); 박영구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중화학공업 건설에 출자를 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중화학공업 건설

의 주체임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로 처음에 ‘국민출자기금’라는 명칭이 제기되었

다. 그러나 ‘출자’라는 개념은 주주로 직접 참여한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국민투자기금’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영구, 2012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

정과 내용(Ⅰ)》 해남,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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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112)

이러한 혼동은 국민투자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1973

년 8월 31일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국민투자기금법안을 정기국회에 상

정하고 이를 1974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중화학공업을 중

심으로 한 주요 산업의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채 형식으로 국

민출자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기금은 국민저축조

합자금, 국민복지연금기금, 우편저축자금, 각종 공공기금, 금융기관 예

금 재원 일부, 보험신탁자금의 일부에 인수시키거나 또는 일반 매각을

통해 조달될 것이었다.113)

국민투자기금 법안은 큰 변화 없이 통과되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강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논

의가 전개되었고,114) 중요 산업 항목에 식량증산사업이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115)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안이 관철되었다.116) 국민투

자기금법은 1973년 12월 14일에 제정되었고 이는 1974년 1월 1일 자

로 시행되었다.117)

<표 3-13> 국민투자기금법의 주요 내용 (1973년)

112) 〈국민출자기금법안 주요 내용〉 《동아일보》 1973.8.31. 2면; 〈연리

12% 국민출자기금 채권발행으로 조달〉 《경향신문》 1973.8.31. 1면;

113) 〈국민출자채권 내년 발행〉 《동아일보》 1973.8.31. 1면.

114) 〈중화학투자기금 강제성 띠지 않아〉 《동아일보》 1973.8.31. 1면.

115) 〈국회재무위 채권발행〉 《매일경제》 1973.11.29. 1면.

116) 〈남재무 재무위서 답변 “채권 강제소화않겠다”〉 《경향신문》 1973.10.20.

1면.

117) 〈국민투자기금법 [시행 1974.1.1.] [법률 제2635호, 1973.12.14.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구분 주요 내용

재원

- 국민투자채권 (국회 의결이 필요함)

- 정부 회계 전입금 또는 예탁금

- 국민투자기금 결산 잉여금

-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국민투 - 국민저축조합 조합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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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한국외환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요산업: 철강·비철금속·조선·기계·화학·전자공업·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산업.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은 국민투자채권, 정부 회계 전입금 또는 예탁금,

자채권

인수·

기금

예탁자

금

- 국민복지연금법 조성 기금

- 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 조성 자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단체가 관리 보조 또는 출연하는 기

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

- 신탁회사의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조성된 자금

- 보험회사의 보험으로 조성된 자금

- 국민투자채권의 인수와 국민투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방법·범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으로 조

성된 자금으로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거나 국민투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금융기관의 국민투자채권 인수액 및 예탁금

의 순증가금액은 금융기관 총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기금

운용

- 중요산업의 설비자금

- 중요산업의 운전자금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출지원자금

- 법률이 정한 특별용지 매수자금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자금

기금

관리

- 국민투자가기금운용심의회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기준, 연도별 조달 및 운용계획 결산 보고 기타

국민투자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투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 국민투자기금 운용기준

국민투자기금 운용의 조건 및 원칙, 금융기관이 국민투자기금을 운용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내용을 하는 국민투자기금 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국민투자기금 연도별 조달 및 운용계획

재무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투자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

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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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 결산 잉여금,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국민투자채권은 각종 금융기관의 예탁금과 국민저축조합

저축 및 국민복지연금과 각종 공공기금으로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

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중화학공업과 식량증산사업 같은 중요산업에

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국민저축 중 일부가 국민투자채권

으로 인수되어 국가산업에 투자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한편, 매년 금

융기관의 국민투자채권 인수액 및 예탁금의 순증가금액은 금융기관 총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118) 따라서

국민투자기금의 증감은 국민저축의 증감에 연동되었고 국민투자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금융기관의 저축도 꾸준히 증가되어야 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투자기금은 설치되었으나 그 운용은 그들의 계획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1974년도 국민투자채권으로 1,100억

원을 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119)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나120) 1974년 2월 조달 예상액을 900억 원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121) 이는 1973년부터 불어 닥친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

의 여파로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이 무기한 보류되어 당초 계획에서 국민

복지연금 기금으로 조달하려던 액수만큼 감액되었기 때문이었다.

118) 1977년 12월에 증가액의 15%, 1978년 12월에는 증가액의 13%(농협

15%)로 변경되었다. 한국은행기금운용부, 1989 《국민투자기금총람》, 14쪽;

이에 관하여 남덕우는 국민투자채권 인수 범위를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일정률로

제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저축성 예금 범위 내의 투자는 인플레

이션 위험이 적다는 것과 금융기관이 저축성 예금 증가액만큼을 리스크가 없는

정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융원리에 배치되지 않고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

라는 생각이었다.” 남덕우, 2009 앞의 책, 112쪽.

119) 〈1974년도 제1회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 요청의 건(1973.11.8)〉 《국무

회의안건철》 (BA0084734)

120) 1973년 12월 18일 국회본회의 표결에서 신민당과 무소속 의원 53명은 모두

반대투표를 하였다. 국회사무처, 1973 《제88회 국회본회의록》제19호

(1978.12.18); 〈74년에 1천억 발행 국민투자채권 동의안 국회통과〉 《매일

경제》 1973.12.19. 1면.

121) 〈1974년도국민투자기금조달 및 운영계획(안) (1974.2)〉 《국무회의안건

철》 (BA00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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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표 3-14>에 나타나듯 1975년부터 국민투자기금의 조달액수는

197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4년도의 경우 축소 수정한 목

표도 달성하지 못하여 계획의 81.9%밖에 조달하지 못하였는데 “경기후

퇴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저축성 예금의 증가가 예상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이 지적되었다.122) 그러나 1975년도부터 금융기관

의 저축성 예금 증가 등 각종 기금의 예탁분이 증가하면서 계획의

124.9%를 달성하였고 초과 달성분을 다음 해로 예탁하기도 하였

다.123) 1979년의 총액이 1975년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정도로

국민투자기금의 규모는 계속 커졌다.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을

제외하면 은행기관 자금이 50% 내외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의

저축동향에 따라 조달 목표의 달성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

서 살펴본 저축시장조사에 나타는 저축의 증감 이유와 연결시켜보면, 국

민투자기금의 재원 조달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각 가계의 소득을 증가

시키고 이를 저축으로 이끌어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국민투자기금의 재원 조달 (1974~1980년)

(단위: 억 원, %)

122)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안) (1975.3.)〉 《국무회의안건철》

(BA0084767)

123) 〈1975년도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 (1976.3.)〉 《국무회의안건철》

(BA0084794)

국민저축

조합

각종

공공기금

우편저축

국민복지

연금

은행기관

자금

보험신탁

자금

전년도

수지,

상환금

총계

1974
금액 88 115 100 369 26 10 708

비율 12.4 16.2 14.1 52.1 3.7 1.4 100

1975
금액 113 168 150 535 74 30 1,070

비율 10.6 15.7 14.0 50.0 6.9 2.8 100

1976
금액 121 254 185 1,024 122 184 1,890

비율 6.4 13.4 9.8 54.2 6.4 9.7 100

1977
금액 170 453 -21 1,004 181 331 2,118

비율 8.0 21.4 -1.0 47.4 8.5 15.6 100

1978
금액 264 546 0 2,000 241 1,436 4,487

비율 5.9 12.2 0 44.6 5.4 3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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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기금운용부, 1989 《국민투자기금총람》, 16쪽.

국민투자기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표 3-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74~1980년 기간 중 평균 60% 이상이 중화학공업 설비 대출

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남덕우의 설명처럼 각 개

인들이 각종 금융기관에 맡긴 저축자금은 국민투자기금을 거쳐 중화학공

업 설비투자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식량증산사업 등에도 그

자금이 활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3-15> 국민투자기금의 사용 내역 (1974~1980년)

(단위: 억 원)

출처: 한국은행기금운용부, 1989 《국민투자기금총람》, 34쪽.

비고: ()안은 비율

1979
금액 390 644 0 2,572 163 1,636 5,405

비율 7.2 11.9 0 47.6 3.0 30.3 100

1980
금액 418 914 0 1,025 240 1,471 4,068

비율 10.3 22.5 0 25.2 5.9 36.2 100

연도 중화학공업 전기 연불수출
식량증산,

새마을공장
합계

1974
344

(54.9)
170 (27.1)

0

(0.0)

113

(18.0)
627

1975
543

(45.6)
432 (36.3)

30

(2.5)

187

(15.6)
1,191

1976
1,007

(56.5)
400 (22.5)

100

(5.6)

274

(15.4)
1,781

1977
1,353

(61.8)
400 (18.3) 300 (13.7) 137 (6.2) 2,190

1978
2,513

(62.5)

1,020

(25.4)

297

(7.4)
191 (4.7) 4,021

1979
3,022

(66.1)

1,000

(21.9)

300

(6.6)
252 (5.4) 4,574

1980
2,667

(60.8)

1,200

(27.4)

300

(6.8)
217 (5.0) 4,384

계
11,449

(61.0)

4,622

(24.6)

1,327

(7.1)

1,371

(7.3)
1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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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팽창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표 3-13>에 나타나

듯 1980년도의 조달 총액의 규모는 1979년도의 총액보다 축소되었다.

그리고 1979년의 경우도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통계 상 1979년 은

행기관 자금은 2,572억 원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부가 작성

한 결산보고서에는 당초 계획의 75%밖에 조달하지 못하였고 부족분을

국민저축조합이나 공공기금으로부터 충당하였다.124) 제2차 석유파동으

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은 저축성 예금 증가세를 둔화시켰고 이에 따라

국민투자기금이라는 기계 장치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다. 심지어 경제 불황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투자기금을 지원받아 시설

투자를 한 기업 중 거치 기간이 지났으나 상환을 하지 못한 업체들도 있

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상환은커녕 임금마저도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었

다.125)

124) 〈1979년도 국민투자기금 결산보고서 (1980.3.)〉 《국무회의안건철》

(BA0084929)

125) 〈투자기금 수혜 업체 원리금 못갚아 말썽〉 《매일경제》 1979.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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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경제적 유인을 통한 저축동원

(1975~1979년)

1. 금융저축 다원화를 통한 내자동원의 추구

석유 파동의 충격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불황의 국면은 1975년 여름

바닥을 찍은 후 가을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각 국가들의 경제가 호전

되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1975년의 세계경제는 매우 원

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3/4분기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회

복되어 한국의 수출도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에 따라 산업 활동이 호조를 보이는 한편 농업 생산 면에서도 풍

작을 이루어 국내 경제 활동이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

는 다시 고도 성장 궤도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더욱이 1976

년 초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국내경기의 상승세는 수출의 지속적 증가

와 함께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중동건설 붐을 타고 해외건설이 이례적으

로 증가되는데 힘입어 1978년까지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최저 실업상태

를 시현하는 등 호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1)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렇듯 제1차 석유파동의 충격에서 벗어

나고 오히려 경기가 과열 국면 속에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작성되었다. 1975년 6월 제4차 5개년계획의 작성 지침이 성안

되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1976년 7월까지 최종 작업을 마치고자 계

획되었다.2) 그러나 계획보다는 다소 늦은 1976년 말에서야 제4차 경제

개발5개년계획의 작성이 완료되었다.3)

1) 경제기획원,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20년사》, 153~154쪽.

2)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작성 지침(안)〉(1975.6.18.) 《국무회의안건철》

(BA008472)



- 161 -

제4차 5개년계획에 따르면 “1973년의 자원 파동을 겪으면서도 높은

투자율의 지속과 수출의 증대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여 3차 계획목표를 훨씬 초과”하였고, “1972~1976년의 투자율

은 27.0%를 유지하여 1967~1971년의 26.3%를 상회하였고 수출은

연평균 31.7% 증가하여 수출규모는 지난 5년 사이에 4배 확대”되었다.

수출품목 중 공산품수출은 연평균 41% 증가하여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

을 연평균 21%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

기 위한 투자율의 증가는 해외저축률을 증대시켜” 투자 재원의 자력 조

달이라는 과제가 제기되었다고 평가하였다.4)

한편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는 새로운 안정 성장 질서를 형성해 갈 것

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의 기복이 예상되는” 한편 “무역 면에서도 실

업문제와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으로 부분적인 무역제한이 계속”되어 원

유를 비롯한 자원가격의 상승도 예상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선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후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치열한 수출경쟁

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를 향한 우리 경제의

좌표는 선진국과 후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우리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

의 육성으로 자력 성장 구조를 실현하여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개발을 촉

진하여 형평을 증진하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지속은 “기술의 도입 개발과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데 기술의 개발과 수출의 증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는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요청”되기 때문이었다.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증대하고 중화학공업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수출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중화학공업 중 기계, 전자, 선

박 등 기술 및 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공산품의 수출을 증대

하고 경공업제품은 수출총액 중 56%를 차지하여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3)〈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안) 국무회의 상정〉(1976.12.4.) 《국무회의안건

철》(BA0084811)

4) 대한민국정부, 1976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1981》,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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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5)

그런데 이렇게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여 해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진다

면 1974년의 석유파동과 같은 강력한 세계불황이 닥쳤을 때 한국경제가

더욱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

를 제4차 5개년계획의 작성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수출의 증대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의 비율이 증가하여 해외 관련도의 제고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고 그들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여전히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투자재원이 자력 조달되는 1980년대 이전에 제한된 투자재원을 수입대

체산업으로 집중 투입한다면 국내시장규모의 제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률은 하락하게 되고 고용사정은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증대로 높

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되 해외관련도 제고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며 시장

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1971~1973년

70%에 달하는 미·일 시장의 편중을 1975년에 56%로 개선하였고 앞으

로는 중동과 유럽 시장의 수출이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다변화는 각국의 경기 후퇴가 동시적이 아닌 한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식량 등 주요물자의

비축을 증대하고 외환보유액을 적정선에서 유지”한다면 “우리 경제에 대

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6) 그러나 이러

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1979년에 제2차 석유파동이라는 외

부의 충격을 버텨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제4차 5개년계획은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

을 혁신하여 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장 큰 목표인 자

력성장구조의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투자재원을 자력조달 할 것을 표방

5) 앞의 자료, 8~9쪽.

6) 앞의 자료, 10쪽.



- 163 -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국내저축률을 1976년의 21%에서 26%로

제고하여 계획 기간 중 투자율을 92%까지 국내저축으로 조달하고

1981년에 가서는 투자소요전액을 자력조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부

는 “이러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을 위해서 계속적인 국민소득의 증대,

물가의 안정, 검소한 생활풍토의 조성 등으로 저축기반을 확대하고 세제

의 개선과 금융제도의 능률화로 내자동원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투자재원의 자력조달과 결합되어 있었다. “투자재원의 자력조달에 따라

해외의존이 감소되어 국제수지의 적자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계획 기간 중 상품 수출을 1975년 가격으로 연평균 16%로 증

대시키고 상품 수입은 연평균 증가율 12%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무역

수지를 198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해외건설 및 관광 수입을 늘려 무

역외수지 적자폭을 계속 축소시켜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것”이었

다.7)

이러한 기본 목표 속에서 제4차 5개년계획은 <표 4-1>과 같이 연평균

성장률을 9.2%로 책정하였다. 그 목표 연도인 1981년 1인당 국민총생

산에 1,512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1>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총량 규모

7) 앞의 자료, 13~14쪽.

1975년

(A)

1981년

(B)
B/A 연평균증가율(%)

국민총

생산

1975년 가격

10억 원
9,080 16,214 1.8 9.2

1975년 가격

10억 불
18.8 33.5 1.8 9.2

경상 가격 10억

불
18.8 58.7 - -

인구 백만 인 35.3 38.8 1.1 1.6

1인당 1975년 가격 천 257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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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1976,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1981》, 17

쪽.

정부는 3차 계획 기간 중에는 투자율을 27% 수준에서 유지하여 연평

균 11% 수준의 경제상장률을 실현했다고 평가하면서 4차 계획 기간 중

에 9.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며 이를 위한 투자 규모로 18조

81억 원을 책정하였고 투자율은 26.2%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제한된

투자 재원을 가지고 고용과 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기술 및 숙련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배정할 것이었다. 재원조달의 경우 총 투자액의 92.4%에 해당

하는 16조 6,451억 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7.6%에 해당

하는 1조 3,630억 원을 해외저축으로 조달할 것이었다. 총 투자에서 해

외저축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1975년 41.3%에서 1981년에 이르면

총투자의 전액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8)

<표 4-2>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재원 조달 구상

(단위: 10억 원)

8) 앞의 자료, 24쪽.

국민총

생산

원

경상가격 천 원 257 732 - -

경상가격 (불) (532) (1,512) - -

1975년

(A)

1981년

(B)
B/A

1977~1981년

금액 구성비(%)

총투자

(투자율)

2,478.4

(27.3)

4,219.9

(26.0)
1.7

18,008.1

(26.2)
100.0

국내저축

(저축률)

(한계저축성향)

1,635.9

(18.0)

(33.1)

4,231.0

(26.1)

(37.5)

2.6

16,645.1

(24.2)

(35.3)

92.4

해외저축

(해외저축률)

(백만 불)

1,023.0

(11.3)

(2,113)

-11.1

(-0.1)

(-23)

-

1,363.0

(2.0)

(2,816)

7.6

통계상 불일치

(대GNP율)

180.5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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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1981》, 25쪽.

한국 경제의 저축능력이 “그동안 성장의 지속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과 더불어 꾸준히 확대되어” 국내저축률이 “1961년의 3.9%에서 1973

년에는 22.1%까지” 상승하였으나 “1974~75년에는 세계 불황과 교역

조건의 악화로 실질 소득이 감소되어” 국내저축률이 1975년에 18.0%

까지 하락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6년

경기가 회복되고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저축률이 “다시 21% 수

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계획기간 중에 실질 소득이 계속 증

가하고 저축 환경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연도인 1981년에는 국내

저축률이 26.1%까지 오를 것으로 보았다.

민간저축률은 1975년의 12.7%에서 1981년 20.0%까지 정부저축률

은 5.3%에서 6.1%까지 각각 제고할 것이며 이 정도의 저축률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한계저축성향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35% 수준을 유지하

여야” 하였다.9) 즉 가계의 소비지출 억제를 여전히 강조하였다. 특히

<표 4-3>에 보이듯이, 제4차 5개년계획에서 처음으로 민간저축 부분을

기업저축과 가계저축으로 나누어 계획치를 발표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이전과 비교해서 민망하지 않을 수준으로 가계저축률이 성장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가계저축에 대한 전망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

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즉 가계 부문에서 더 많은 저축을 동원하겠다

는 것이었다.

9) 앞의 책,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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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국내저축에 대한 전망

(단위: 10억 원)

출처: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1981》, 26쪽

정부는 내자동원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저축상품을 개발할 것을 강조

하였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정부기관의 관료들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계획반과 내자동원계획반은 《제4차 경제개발5

개년계획 내자동원부문계획 1977~1981》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 저축의 다원화를 촉진”하여 저축자의 “다양한 금융 자산 선호에 부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초 이후 괄목할 만한 성

장을 보이고 있는 단자회사와 보험·신탁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자본

시장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개인금융자산의 다양화 추이

에 부응하는 보험, 신탁 등 장기저축을 육성하고 공개대상 기업의 확대

와 주식대중화10) 등에 의하여 직접 금융자산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10) 이정은에 따르면 주식대중화는 기업들의 내자 직접 조달 방식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그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자본 측에서

도 적극적이어서 전경련에서도 자본시장의 육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

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공개가 우선되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차로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유신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강한 압력과 기업공

개로 인한 자본 조달에서의 이익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로 인해 점차 기

업들도 이에 합류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정

은, 2015 〈자본시장과 기업공개: 1967~73년 전경련의 추진과 기업의 시행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4, 참고.

연도 1975 1976 1981 1977~81 1972~76

구분 금액
대G

NP율
금액

대G

NP율
금액

대G

NP율
금액

대G

NP율
금액

대G

NP율

총 1,635.9 18.0 2,194.7 26.1 4,231.0 26.1 16,645.1 24.2 7,196.6 17.0

민간 1,156.7 12.7 1,608.1 20.0 3,236.2 20.0 12,587.9 18.3 5,463.8 12.9

기업 892.1 9.8 1,124.4 13.3 2,149.5 13.3 8,492.4 12.3 3,769.5 8.9

가계 264.6 2.9 483.7 6.7 1,086.7 6.7 4,095.5 6.0 1,694.3 4.0

정부 479.2 5.3 586.6 6.1 994.8 6.1 4,057.2 5.9 1,729.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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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제고시킴으로써 개인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운용자산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다.11)

<표 4-4>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중 금융저축 목표

출처: 내자동원실무계획반·재정실무계획반, 1976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내자동원부문계획 1977~1981》, 55쪽.

주: 1) 비공개주식회사의 주식 및 사채포함.

2) () 안은 구성비(%)

이를 가계저축 부문에 집중해 보면, ‘제2금융권’을 육성하겠다는 방침

이 제시되었다. 당시 정부는 제2금융권으로 “보험회사, 신탁회사, 단기

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협상호금융, 마을금고, 우편

저금” 등을 제시하였다. 제2금융권이 “1970년대 이후 국민소득수준의

상승과 국내저축능력의 확대에” 따라 “금융자산수요의 다양화를 반영하

여”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제2금융권을 통한 저축은 3차 계획기간 중 연

평균 42.2%의 증가를 보여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증가율 28.8%를 상

회하고 있으며 1975년에는 총 금융저축의 17.5%를 차지”하고 있고 평

11) 내자동원실무계획반·재정실무계획반, 1976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내자동

원부문계획 1977~1981》. 56쪽.

1975 1981 합계2)
연평균증가율

1977~81 1972~76

저축성예금 460.0 1,528.3
5,583.5

(33.9)
26.0 28.8

비은행저축 202.8 861.3
2,934.9

(17.8)
28.1 42.2

보험·신탁 34.6 275.8
1007.8

(6.1)
26.0 21.3

其他預受金 168.2 585.5
1,927.1

(11.7)
29.3 93.3

유가증권1) 496.2 2,397.7
7,970.3

(48.3)
30.2 34.0

계 1,159.0 4,787.3
16,448.7

(100.0)
28.3 33.2

1975년 가격 1,159.0 2,734.0 10,573.6 18.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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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계획 기간 중에도 제2금융권을 통한 비은행저축은 1975년도

의 2,028억 원에서 1981년에는 8,613억 원으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총 2조 9,349억 원, 총 금융저축의 17.8%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었

다.12) 이중 신용협동기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어가에서 주로 활용

되었기에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금융저축을 증대할 것이었다.

제4차 5개년계획 투자재원 조달의 주요 목표인 재원 조달의 자립도

제고는 달성되는 듯 보였으나 1979년에 불어 닥친 제2차 석유파동이라

는 충격으로 결국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림 4-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76년 이후 국내(민)저축의 비중은 급상승하여 1978년 거의

100%를 육박하는 등 정점을 찍었으나 1979년부터 하강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점은 국내저축률과 가계저축률의 변동이 거

의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4-1> 국민저축·가계저축·해외저축 구성비 (1973~1982년)

출처: 《저축총람 1983년》, 부록.

12) 위의 자료,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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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표 4-5>에서 보이듯이 금융 저축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계

획 목표치를 초과하였다. 금융 저축 증가액은 1978년에 이미 1981년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는 건설업의 중동 진출 등에 힙 입은 경기 호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13) 그러나 이러한 경기 호조는 오래 지속되지 않

았고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재차 경제는 불황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에 1979년의 경우 저축성예금의 증가세는 둔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비은행저축은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1980년의 경

우 증가액은 저축성예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은행저축의 증

가를 이끈 것은 보험과 신탁의 급성장이었고 특히 생명보험은 그 성장을

주도하였다.

<표 4-5> 연도별 금융저축 동향 (1977~1980년)

(단위: 억 원)

출처: 《1979년판 경제백서》, 315쪽; 《1980년판 경제백서》, 126쪽;

《1981년판 경제백서》, 125쪽.

비고: () 안은 전체 금융저축 대비 비율.

판본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있어 후년도의 수치를 바탕으로 정리함.

13) 다음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나타난 저축증대 현상이 국내 저축 기반의 강화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저축의 증

대를 위한 좋은 조짐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헌재 외, 1979 《한국의 민간저

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41~42쪽.

연도 1977 1978 1979 1980

저축성예금
9,275

(44.0)

15,438

(49.8)

13,994

(38.0)

20,456

(38.9)

비은행저축
7,258

(34.5)

9,186

(29.7)

13,724

(37.3)

20,504

(39.0)

國公金融債
1,189

(5.6)

728

(2.4)

1,701

(4.6)

3,340

(6.4)

주식·社債
3,759

(17.8)

6,531

(21.1)

7,379

(20.1)

9,004

(17.2)

조정
434

(2.0)

920

(3.0)

11

(0.0)

764

(1.5)

총계

(대GNP비율)

21,046

(12.7)

30,962

(13.4)

36,786

(12.7)

52,54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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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 우대 제도를 통한 가계저축 동원

1)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의 전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정부는 투자 재원의 대부분을 국내 자

본으로 충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을 증대시킬 필요가

대두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하

여 이 기금을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국민복지연

금의 도입은 국민들의 반발과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실패하였다. 따

라서 가계 저축 동원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활용되어야 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고 진정되었

으나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불황은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정부는 불황기 속에서의 고용 유지와 새로운 취업 기회 확대

를 위해 긴급실업대책법을 제정하는 한편 고용안정본부를 설치하기로 하

였다. 1975년 2월 17일 고재필 보건사회부 장관은 보사부 연두순시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기본 시책을 보고하고 “실업자에 대

한 현행 시책이 다원화되어 있어 일원적으로 다룰 새로운 기구 설치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고 장관은 1974년

하반기부터의 실업자 증가 경향에 비추어 실업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

에 대처하는 실업대책사업과 공공사업에 실업자를 흡수하게 하여 실업자

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관

계부처로 구성되는 고용 안정본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14)

이렇게 실업문제가 고조되자 사회복지와 사회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

었다. “석유파동 이후 고도성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고도성장의 부

작용 해소를 위해 사회개발과 복지증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14) 〈긴급실업대책법 제정〉 《매일경제》 1975.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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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기준 연도인

1976년의 예산안에 대해서 여전히 사회개발 및 복지예산의 비중이 낮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15)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개발의 결과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분배

국민경제의 구성에서 피고용자의 보수가 1962년 36.6%에서 1974년에

는 36.8%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경제규모의 확대

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동자의 몫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평가

하였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농가와 비농가의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등을 문제로 제시하였다.16)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소득배분’의 수단으로 활용된 방법은 ‘免稅點’

의 인상과 근로자재산형성 방책들이었다. 우선 소득세의 면세 기준의 완

화를 살펴보자. 유신 정권은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

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3호)를 통해 소득세의 면세점을 월수입 1만 5

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와 더불어 취득

세와 재산세의 면세점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배로 인상하였고

자동차세,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는 중과세하였

다.17)

긴급조치 3호의 임시방편적인 면세점 인상은 1974년 조세개혁을 통

하여 일종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1974년 8월 12일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해부

터 적용되는 세제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인적 공제금액을 5인 기준

월 5만 5천 원으로 하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 제도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9단계로 되어 있는 소득세율을 8~70%까지

15) 〈「2조4백39억원」의 허실 새해 예산안의 분석 (중) 성장과 복지〉 《동아일

보》 1975.9.30. 3면; 〈예산 비율 3.9%로 퇴행 사회복지〉 《동아일보》

1975.10.6, 3면.

16) 대한상공회의소, 1976 《경제개발의 성과와 과제 – 앞으로의 개발전략을 위

한 제언》, 57~60쪽.

17)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매일경제》 1974.1.14. 1면; 〈내무부 소득

할 면세점 5만원으로〉 《매일경제》 1974.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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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단계로 나누고 상여금의 경우엔 연 100% 이내는 전액 특별공제를

하되 12만 원을 최고한도로 결정하였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인적 공제액은 기초공제 1만 5천 원, 배우자공제 1만 원, 부

양가족공제 1만 5천 원(1이당 5천 원으로 3인 가족 기준), 障害者 공제

5천 원이며 봉급생활자 등 근로생활자에게는 월 1만 5천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더하기로 하였다.18) 이러한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분류소득과제제

도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고 인적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기능을 조세제도 내에 포괄하고자 한 것이었다.19)

이러한 면세점을 활용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야당도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면세점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공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국회에서

벌어지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나 야당 모두 세수 부담 경감을 통

한 방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유하였던 것이다.20) 그리고 야당

의 주장대로 점차 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하였다.21)

세금 면제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한 소득보장책은 재형저축으로 대표되

는 ‘근로자재산형성’ 방법이었다. 1975년 들어서자마자 정부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늘리기 위한 근로자재산형성제도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22) 1월 27일 박정희 대

통령 연두 순시 보고 석상에서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격심한 인플레 충

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중산층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18) 〈소득세율 내년부터 인하 5인 가족 월 55,000원 공제〉 《동아일보》

1974.8.12. 1면; 〈근로·사업소득세 대폭 경감〉 《경향신문》1974.8.12. 1

면.

19) 김도균, 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75쪽.

20) 위의 논문, 75~77쪽.

21) 〈월 수 10만원 30만원 미만 중산층담세경감에 중점〉 《동아일보》

1976.6.16. 1면; 〈「월 30만 원 이하」에 혜택〉 《경향신문》 1976.6.16.

2면.

22) 〈근로자 재상형성 지원 위해 저축할증제 검토〉《동아일보》1975.1.7. 2면;

〈근로자재산형성제 구상 저축에 세제 금리 등 우대〉《매일경제》 197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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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로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23) 또한 1

월 30일 김 재무장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와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소

비 금융 및 상업 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지금까지 금융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설비 금융, 정책 금융 등 기업금융에만 우선했으나 금

년부터는 일반 서민의 생계 금융에 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면세점 인상과 근로자 재산형성책은 앞서 서술한 민간 저축을 통한 내

자동원과 연관되어 있었다.24) 제4차 5개년계획기간 중 내자동원을 극대

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의한 저축 자산의 실질가치보전, 소비건전화를

통한 소비지출의 절감, 부동산자산의 억제 등 저축행태의 건전화, 금융

자산의 다양화를 비롯한 저축 유인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고려

할 것이며25) 이와 같이 “민간저축의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계획하였

다.26)

구체적으로 가계 저축의 증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계의 가처

분 소득의 증대와 아울러 인구증가와 억제, 교육제도의 개선, 저렴한 보

건의료제도의 확립 및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가정의례준칙의 생활화 등

으로 가계비부담을 절감시킴으로써 가계의 저축여력을 증대시킬 것”이

며, “사치품 및 고가의 내구 소비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 수요

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재 산업에의 투자억제 및 고급 소비업소의

증설 억제 등으로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지나치게 소비 자극적이거나 왜

곡된 광고 행위를 자율 규제케 함으로써 소비유인을 약화시키는 한편 양

도소득세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강

력히 억제하여 민간저축행태를 건전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이러한 저축여건의 조성과 아울러 “물가안정에 의한 저축자산의 실질가

치보전, 저축자의 수요에 부응한 저축 수단의 개발 확충, 각종 저축공제

23) 〈근로자 재산촉진법 연내 제정〉 《동아일보》 1975.1.27. 1면.

24) 〈일석이조」 겨냥 봉급자생활보호 내자동원극대화〉 《동아일보》

1976.1.19. 3면.

25) 내자동원실무반·재정실무계획반, 1976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내자동원부

문계획 1977~1981》, 5쪽.

26) 앞의 자료,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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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확대 실시, 금융기관의 이익도를 제고하기 위한 능률적인 지불 제

도의 개발 등으로 저축유인을 강화”하여 가계 저축의 여력이 금융저축시

장으로 유입되도록 할 것”이었다.27)

정리해보면 첫째로 가계에서 교육과 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사치성 소비를 억제

함으로써 저축여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둘째로 이 여력이 부동산투기 등

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저축의 실질 이익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이익

률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제대로 시행된 것이 거

의 없었다.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에 한하여 적용되었고 그 외 노동자

나 자영업자 및 농·어민은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28) 교육기회

의 확대를 명목으로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교육시설

의 확대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수요자인 학부모에

게 전가되어 공납금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

다.29) 또한 부동산 투기 역시도 기승을 부려 1977년의 평균 지가 상승

률은 42%였고 1978년에는 66.7%에 달하기도 하였다.30) 그런데 역설

적이게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각 가계는 스스로 준비해

야 했고 저축은 그 주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31)

근로자재산형성이란 용어는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었다. 1972년 노동

27) 앞의 자료, 31~32쪽.

28) 황병주, 2011, 〈1970년대 의료보험 정책의 변화와 복지담론〉 《의사학》

20-2(통권39호), 425~426쪽.

29) 1967~1976년 10년 간 중학교는 641.3%, 공립 고등학교는 642.8%, 사립

고등학교는 629% 인상되었고 연평균 인상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15%를 상회

하여 중학교 28.4%, 공립고 24.6%, 사립고 24.3%였다. 정무용, 2013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

29, 126쪽.

30) 전강수, 2019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여문책, 114~115쪽.

31) 1978년 12월에 시행한 저축시장조사의 결과 저축의 목적에 대한 응답으로(2

개 이내 복수 응답) ‘자녀교육비 마련’이 56.2%로 가장 높았고 ‘질병 및 불시필

요자금에 대비’가 42.0%으로 그 다음이었다. 《저축시장조사 1979년 4월30

일》,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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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1976년 즉 제3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목표

를 세우고 최저임금제와 함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 7월 15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 재

산형성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32) 그 연구의 결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12월 22일 〈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이

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근로자주택건설촉진: 정부가 근로자주택건설촉진을 다음과 같은 정책

으로 시행한다. 1.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의 건설이나 구입을 위해 주택은행

이나 주택건설조합의 주택적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는 근로자들의 주택적금

불입액에 대해 갑근세의 과세대상에서 면제해 주고 이 주택적금에 의한 주

택건설이나 주택구입에 대해선 부동산취득세를 면제받게 해 준다. 2. 근로

자들이 주택건설 대신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면세나 보조금의 지

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저축장려: 근로자들의 장래 대비책으로 저축을 장려키 위해 정

부는 적금 가입자에 대해 그 불입금은 갑근세의 과세대상에서 면제해주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적

금 납입 등을 대신케 한다. 그 대신 적금으로 마련된 자금에 대해선 해당

기업체에 적금 대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주는 시책을 마련한다.

▲ 이윤참가보장: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 원천을 증대

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기업이윤에 참가토록 한다. 우선 50명 이상 고용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참가특별준비금을 만들게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

가능한 한 자사의 주식취득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케 한다.

▲ 종업원지주제확대: 근로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재산형성책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종업원의 복지와 저축을 증진하고 노사관

계를 개선, 생산성을 높이고 종업원의 능동적 협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 가장 좋은 종업원 지주제의 도입은 종업원 소유 주식 총수가 발행총주

수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경영혁신 기술혁신이 종업원들 자신에 의해 적

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기업체가 지불할 상여금의 일부를 자사주로 분

32) 〈최저임금제 76년까지 확립〉 《동아일보》 1972.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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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 줄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면제해주거나 또 임금의 일부도 주

식을 살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는 주식대금은 과세대상에서 면제해주는 정

부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33)

위에서 보이듯이 노동자들이 다양한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

게 하고 기업과 정부가 그것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자산을 증

대해 나가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

는 것이 아니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을 취

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일본과 서독의 제도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다. 일본에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임금노동자의

저축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저축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방식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시행되고 있었고 서독에서는 저축 장려 제도로서

저축프리미엄법, 주택건설촉진법, 노동자재산형성촉진법이 있었고 재산

형성정책은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었다. 그리고 서독의 재산형성촉진법

은 저소득 노동자 계층의 재산을 형성시켜주는 법이었다.34) 이러한 내

용을 살펴볼 때 앞서 살펴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일

본보다는 서독의 사례를 좀 더 참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형성책에 대한 논의는 연구 발표 직후에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다

가 1974년부터 근로자재산형성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35) 그리

고 1975년이 되면서 법안 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법안 제정의 과정

은 노동청이 아니라 재무부가 주도하였다. 이로 볼 때 근로자재산형성지

원책이 사회정책의 측면보다는 내자동원의 측면에서 점을 도입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975년 1월부터 재무부가 근로자 생활보호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33) 〈고대노동문제연, 근로자재산형성정책건의〉 《동아일보》 1972.12.22. 2면.

34) 《저축총람 1972》, 109~116쪽.

35) 〈[사설] 근로자재산형성책의 등장〉 《경향신문》 1974.8.12. 2면; 〈중산

층부담경감 어떻게 달라지나 (하) 재산형성〉 《매일경제》 1974.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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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

펴보면 첫째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금융자금

을 융자해 주는 ‘가내부업자금융자제’가 있었다. 둘째로는 서민저축융자

제가 있었는데 이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시에 필요한 자금

을 융자해 주는 것이었다. 셋째로는 대학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1년

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학자금융자제가 있었다. 정부

는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장차 고등학생에게까지 적용을 확

대한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주의 사원 주택 건립을 촉

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기업주가 사원 주택을 건

립 시 기업주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건립된 주택이 사원에게 분양될

시 증여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었다.36) 서민 내지 중산층

의 필요를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2월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안’에 관한 내

용들이 알려졌다. 재무부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그 운용 방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 등과 협의하고 있었다.37) 그 법안의 기본 내용은 첫째, 근

로자들이 스스로 재산을 형성토록 저축 유인책을 마련하고, 둘째 기업이

종업원(근로자)을 위해 이윤 일부를 社內留保토록 하고, 셋째 정부는 이

러한 근로자 재산형성촉진을 위해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이었다.38)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저축의 증대와 중산층의 육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더욱 다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능률

화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39)

36) 〈재산형성 촉진〉 《매일경제》1975.1.28. 2면.

37)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성안〉 《매일경제》 1975.2.8. 1면.

38) 〈소득재분배 촉진 근로자 재산형성법안의 뜻〉 《매일경제》1975.2.10. 2면.

39) 〈근로자재산형성의 의의〉 《매일경제》 1975.2.13. 2면



- 178 -

<표 4-6>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안의 주요 내용

출처:〈소득재분배 촉진 근로자 재산형성법안의 뜻〉《매일경제》1975.2.10.

2면.

<표 4-6>에 정리된 재산형성법안의 내용은 앞서 1월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서민 대상 금융보다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는 데 그 중심

이 놓여 있었다.40)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

소의 연구 결과의 내용과 비슷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노동자의 재산형

성에 대한 정부의 보조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과 기업의 이

윤 분배 등에 기업이 참여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주어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도 규정되어 있었다.

40) 일부 내용이 먼저 발표되고 이후 법안 전체가 공개되어 그러한 것인지, 정부

부처 내부의 논의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파악

하기 어렵다.

저축지원

월 소득 20만 원 이하의 근로자, 국영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매월 임금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동안 임금을 적립하거나, 국민투자채권 매입 또는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세제상 특전을 부여하고 약정 금

리 외에 적립기관(5년) 기준으로 원금의 30% 내의 장려할증금을

정부가 재정자금에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

내 집 마련

지원

기업 또는 공공단체의 종업원(근로자, 임원 제외 월 소득 20만 원

이하)이 6백만 원 이내의 주택을 짓기 위해 소요 자금의 30% 이상

을 적립(해당 기업과 계약 하에) 할 경우 소요 자금의 50%를 연리

12% 10년 이상 상환조건으로 융자. 利差는 정부가 보상하여 주택

건립에 따른 증여세는 비과세. 주택은 3년간 전매 금지.

기업의 초과

이윤 보유

초과 이윤의 일부(50%)를 사내에 적립 유보,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3~5년) 경과 후 적립 유보금에서 발생한 이익

금이나 재평가 이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기업의 적립금을 損

金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 감면. 근로자에 대한 배분

기준은 근속 연수와 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배분, 배분을 자사 주식

및 社債 매입과 기업 내 예치, 국민투자채권 매입 등에 사용하게

함.

기타

소액 국민저축 국채 발행(일반 국채 보다 높은 금리)

학자금융자제, 가내부업자금융자제, 서민주택저축융자제 등 특별 금

융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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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재무부의 계획과는

달리 그 추진 과정은 지지부진하였다. 3월 13일 국회 경과위 보고 자리

에서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명백히 하였고,41) 또한 5월 재무부는 1977년부터 시작되는 제4

차 5개년계획의 기본 지침 속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방향을 제시하여 장

기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및 사회복지 구현의 바탕을 마

련할 계획 아래 근로자재산형성법 촉진법을 조속히 성안하여 오는 정기

국회에 제안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42)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법안 제정은 다음해로 미루어졌다.

법 제정이 연기된 이유는 “기업이윤적립제와 근로자 저축에 대한 할증금

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이 실시되면 기업 및 재정의 추가 부담이

따르는 등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개발에 역점을

둔 4차 5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이 법을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43) 또한 법안 제정 연기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시점에서 물가를 안정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불완전 고용상태에서 분배나 복지문

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분

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44)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의 제정이 미진한 가운데 이 법을 조속히 성안하

라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시되었고,45) 다음 해인 1976년을 맞이하면서

41) 〈근로자재산형성법 등 경제문제 중점 심의〉 《매일경제》1975.3.13. 1면.

42) 〈제4차5개년경제개발 기본 방향에 근로자재산형성 적극 반영 재무부〉 《매

일경제》 1975.5.30. 1면.

43)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내년에 제정키로〉《매일경제》 1975.8.25. 2면; 이

와 더불어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이 주로 중산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영세민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제기되었다.〈연내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제정 작업 교착〉 《경향신문》 1975.8.25. 2면. 그러나

어느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44) 이 자리에서 질문자가 “재무부의 근로자재산형성방안이 성급하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묻자 남덕우는 “순서를 따라서 하자”는 말이라고 즉답을 피했

다. 〈남기획과 일문일답 “물가해결이 선결점”〉 《경향신문》1975.8.21. 2면.

45) 〈근로자재산형성의 제도화〉《매일경제》 1975.6.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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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근로자재산조성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976년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세재를 ‘개발형’에서

‘복지형’으로 대폭 개혁하고 저소득층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근로

자가 주택을 마련할 때 면세해 줄 것과 종업원이 주식을 가질 때 세제상

지원을 하는 근로자재산조성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46)

2) 재형저축의 도입과 가입 대상 범위의 확대

재무부가 강구하던 근로자재산형성제도는 이듬해인 1977년 근로자재

산형성저축으로 도입되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

처 장관들은 1977년 1월 19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들은 이 자리에서 새해 경제시책의 기본 목표를 GNP

7.8%, 도매물가 10%, 소비자 물가 12%, 수출 65억 달러, 수입 74억

달러로 설정하였고 중산층 이하 봉급생활자들의 저축에 대해 저축 장려

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이하 재형저축)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재형

저축은 월 급여 25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급여의 30% 이하 범위에서

매달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그 적립금에 대해 은행 금리 외에 연 12%

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다가 올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수정하여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에 따라

목돈 마련 저축, 내 집 마련 저축, 증권 투자 저축 등 3종의 저축 제도

를 3년 및 5년 기간으로 신설할 방침이며 그 가입자에게 저축 장려금을

합쳐 연 23.2%(3년)~25.2%(5년)의 금리를 보장하고 이자와 장려금

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세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47)

46) 또한 김영삼은 물가연동제에 따른 최저임금제를 실현하고 실업자구제대책을 강

구하며 인플레를 철저히 억제하는 한편 국내자원 개발과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구조의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김신민총재 근로자 재산형성 지

원토록〉 《매일경제》 1976.1.17. 1면.

47) 남덕우는 이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연간 통화 증가율을 작년의 25.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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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976년 중 목표액을 1천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4월부터 재

형저축을 실시하기 위해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2월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에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

다.48) 2월 19일 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재무부의 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였고49) 24일 국무회의는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하고 재무부가 성안한 1조 원 저축목표액 달성을 위한 1976년도 저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50)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하

지 않았다. 신민당은 이자율과 저축장려금 기금 조성 방법 등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저축노력을 지원하여 안

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중산층을 육성 지원한다” 법안의 취지에는 동

의하고 있었다.51) 이러한 신민당의 주장에 따라 절충을 거쳐 3월 22일

국회 재무위에서 통과되었고52) 3월 31일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53) 이 개정 법률에 재형저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

었다.

재형저축은 그 목표를 1조 원으로 설정한 1976년도 저축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리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형저축과 유사한 목

20%로 억제하고 총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을 활용 독

과점 가격을 규제하겠으며 특히 주곡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안정에 역점을 두어

쌀, 보리쌀, 밀가루, 육류 등 10개 생필품 가격 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수도료,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요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

고 하였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를 신설〉 《동아일보》 1976.1.19. 1면.

48) 〈연내 1천억원 목표〉 《매일경제》 1976.1.20. 1면.

49) 이들은 농민에게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공화·유정, 근로자재형법안 채택〉 《경향신문》 1976.2.20. 1면.

50) 〈근로자재산지원법안을 확정〉 《동아일보》 1976.2.25. 1면.

51) 〈저축증대법안 등에 신민서 수정안 검토〉《동아일보》 1976.3.13. 1면.

52) 수정된 내용은 살펴보면, 한국은행 저축장려기금에 대한 출연을 잉여금과 적립

금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경비나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할 수 없게 하

였다. 그리고 市·郡의 里·洞·統 단위의 저축 조합 구성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

어 있던 것을 임의로 구성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 또한 증권 저축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원리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저축증대법안통과〉

《동아일보》 1976.3.22. 1면; 〈재무위 ‘재형저축법안’ 통과〉 《매일경제》

1976.3.22. 1면.

53) 〈법률 제2,890호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관보》197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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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마련저축을 준비하였고54) 농어민을 위한 저축우대제도로서 농어가목

돈마련저축이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55) 이렇듯 정부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가계 저축을 유인하였다.

<표 4-7> 근로자재산형저축제도의 주요 내용

54) 〈1976년도 저축추진계획(안) (1976.2.16)〉 《국무회의안건철》

(BA0084792)

55) 이는 연간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농어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저축총람

1978》, 94쪽.

구분 내용

가입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로서 월

급여액 40만 원 이하인 자

- 사업주 또는 근로단체가 확인하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 급여액이 16,000

원 이하인 자

- 해외취업자로서 월 급여액이 50만 원 이하인 자

- 외국정부, 국제기관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40만

원 이하인 자

종류

- 목돈마련저축

근로자가 일정기간 적금형태의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

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월급여 저축과 상여금 저축. 국

민은행과 주택은행(대행기관: 농협, 수협)에서 취급

- 증권투자저축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금과 그 수익을 주식 또는 주식형증

권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 지급받고 저축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수익증권저축, 증권저축, 우리주식저축의 3가지. 한국

투자신탁주식회사(대행기관: 증권회사)에서 취급

저축

기간

2년 형, 3년 형, 5년 형.

2년형은 여성근로자, 해외취업자 및 ROTC 장교에 한함

증권투자저축 중 우리주식저축은 3년

한도

월 급여액의 30% 이내에서 3,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12만 원까지 매

월 저축 가능함. 월 저축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월 급여액의 30%를 초과

하여 저축할 수 있음. 해외취업자의 경우 20만 원까지 매월 저축 가능. 상여

금저축의 경우 매회 상여금 지급 시 저축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1만 원

이상 천 원 단위로 최고 상여금 전액까지 저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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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1978 《저축총람 1978》, 110~113쪽, 142쪽.

재형저축은 월 급여 40만 원 이하의 임금노동자(해외 취업의 경우 50

만 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목돈마련저축과 증권투자저축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재형저축은 금리 외에도 정부가 법정 장려금을 지급하여 노

동자들의 가입을 유인하였고 사업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임의장려금

지급을 독려하려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이외에도 주택 자

금 융자와 분양 시 혜택 등을 주어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돈 마련에 대한 유리함을 넘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여유 자금을 저축으로 유인하려고 하였다.

금리

목돈마련저축 (1978.7.1 현재)

(1) 만기 시

2년 형: 연 14.2%, 3년 형: 연 15.2%, 5년 형: 연 17.2%

(2) 중대해지 시

1월 미만: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 1년 이상: 연 12.2%, 2년 이상: 연

13.2%, 3년 이상: 연14.2%, 4년 이상: 연 15.2%

(3) 만기 후 이율: 저축원리금에 연 10.0% 적용

장려

금

(1) 법정장려금: 정부에서 만기해약 또는 중도해약 시 지급

(2) 임의장려금: 사업주가 임의로 연말 또는 저축계약 만료 시 지급

가입

혜택

(1) 주택자금의 지원 및 소액자금융자

주택자금의 융자, 사원 주택건설 자금 지원(사업주), 목돈마련저축자에 대한

소액자금융자

(2) 세제상의 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업주의 임의장려금 지급액은 필요경비 또는 損金

에 산입.

(3) 주택(아파트) 분양 및 주택상환사채 매입 우선권 부여 (목돈 마련 저축

에 가입하고 6회 이상 80만 원 이하 불입한 자에게 국민주택분양권 및 주택

상환사채 매입 시 1순위권을 부여)

저축

기관

의

자금

운용

(1)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

(2) 서민금융 또는 영세기업자금의 융자

(3) 목돈마련저축자에 대한 주택자금의 융자

(4) 사원주택건설자금 또는 서민주택자금의 융자

(5) 주식의 매입

(6)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금에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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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형저축은 단지 임금노동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

로만 활용되지 않았다. 재형저축으로 모인 자금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

하기 위한 내자로도 활용되었다. 재형저축을 모집한 저축기관은 이 자금

을 서민, 영세기업, 주택자금의 융자 등으로도 운용하였으나 또한 재형

저축 자금을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거나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하도록 규

정되었다.56)

재형저축이 시행되자마자 유치를 둘러싸고 담당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주택은행, 한국투자신탁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쳤고57) 정부도 저축

동원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이었다. 4월 9일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

취”시키기 위해 열린 ‘총력저축전진대회’에서 최규하 국무총리는 정부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라는 새로운 저축제도를 만들고 저축자에게 그 이

익이 보장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낭비를 없

애고 저축하는 기풍을” 기르자고 강조하였다.58) 또한 언론을 통해 재형

저축제도의 내용과 의의가 적극 홍보되었다.59)

재무부는 1978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재형저축의 실적이 대체로 만

족할만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8년 3월

31일 현재 총 구좌 수 1,284,000좌, 계약고 5,853억 원, 수입부금

1,327억 원에 이르렀다. 계약 실적도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60)

56) 재형저축의 국민투자기금 예탁 비율은 증가액의 30%로 규정되었고 1979년 5

월 재형저축의 취급기관을 확대하면서 증가액의 예탁 비율을 20%로 인하하였

다. 한국은행 기금운용부, 1989 《국민투자기금총람》 14쪽.

57) 〈재형저축 유치싸고 치열한 경쟁〉 《매일경제》 1976.4.6. 2면.; 〈투신사

재형저축설명회에 85개회사서 참석〉 《매일경제》 1976.4.8. 3면.

58) 〈낭비없는 저축기풍 조성〉 《매일경제》 1976.4.9. 1면.

59) 〈알기쉬운 경제학 (1125) 근로자 재형저축제도 (완)〉 《매일경제》

1976.4.9. 4면. 총 12회의 이 연재기사는 당시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이헌재가

작성한 것이다.

60) 재형저축 계약 실적 (단위: 달성률(%))

계약고 수입금액

1976년 101.2 96.8

1977년 135.3 102.4

1978년 1/4분기 68.3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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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목돈마련 저축이 전체의 92% 정도를 차

지할 만큼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인 증

권투자 저축의 경우 대신 그 금액의 규모가 목돈마련 저축보다 훨씬 컸

다. 상대적으로 더욱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증권투자 저축에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61)

이러한 실적은 정부 및 관계 금융 기관의 홍보에만 힘입은 것은 아니

었다. 정부는 재형저축 계약고를 확충하기 위해 1976년 8월 1일에 여

성 취업자, 해외 취업자, ROTC 출신 장교 등을 대상으로 한 2년제 재

형저축을 신설하였고 1977년 1월 1일, 같은 해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재형저축 가입 범위를 각각 ‘월 소득 25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다시 ‘4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월 부금액의 한

도도 1977년 1월 1일, 5월 4일, 12월 31일 3차례 인상하였는데 처음

에는 월 최고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다음에는 ‘월 급여액

의 30% 이내’라는 조항을 월 5만원 저축까지는 자유롭게 둔다고 변경

하였다. 세 번째 변경 때는 해외취업자의 경우 월 최고 1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62) 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자 수를 늘

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출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실시상황 보고 (1978.5.26.)〉, 2쪽.

61) 재형저축 종류 별 현황 (단위: 백만 원)

출처: 재무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실시상황 보고(1978.5)〉, 3쪽.

비고: () 안은 구성비.

종류 구좌수 계약고 수입부금
1인당 평균

부금액(천 원)

목돈마련
1,194,417

(93.0)

518,458

(88.6)

12,985

(91.9)
9.0

증권투자
90,238

(7.0)

66,819

(11.4)

10.682

(8.1)
19.8

계
1,284,655

(100.0)

585.277

(100.0)

132.667

(100.0)
9.8

62) 재무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실시상황보고 (1978.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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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소득계층별 재형저축 가입 상황 (1978년 3월)

(단위: 백만 원)

출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실시상황보고 (1978.5)〉, 13쪽.

비고: 가입대상자수(3,182천명)는 일용근로자수(1,121천명)를 제외한 1977년

11월 30일 기준 숫자. 해외취업자의 경우 가입 범위는 월 소득 50만 원 이하.

다음으로 가입자의 비율 분석해 보면, <표 4-8>에서 보이듯이, 가입

대상 근로자(3,182천 명) 가운데 40.4%가 가입하였는데, 월 소득 10

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체 가입자의 70.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월

소득 15만 원 이상 근로자는 대상자의 60.1%가 가입하였고, 평균적으

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임금노동자들은 월 소득의 10% 정도를 재형저축

으로 저축하였다. 이를 두고 재무부는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이 건전한

저축 풍토를 조성하였고, 저소득층이 재형저축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월 소득 15만 원 이하는 35~40%만 가입했고, 15

만 원 이상 계층의 경우 최저 52%(30만 원~40만 원) 최고

67.7%(40만 원~50만 원)가 이 저축에 가입하였다.63)

<표 4-9>에 나타나듯 1977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2

만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재형저축 가입률은 평균보다 소득이 높

은 계층에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7년의 소득계층별 가계 수

63) 앞의 자료, 13~14쪽.

소득

계층

대상가

입자수

(천명)

구좌수 계약고
수입

부금

가입

비율

(%)

계약고

구성비

(%)

월평균

부금액

(천원)

5만원 이하 1,083 395,966 66,209 16,622 35.6 11.3 3.6

5만 ~7만 577 231,572 70,127 17,335 40.1 12.0 6.5

7만 ~10만 763 280,215 126,492 28,949 36.7 21.6 9.4

10만~15만 461 195,878 123,733 29,152 42.5 21.2 13.1

15만~20만 161 97,037 98,409 21,204 60.3 16.8 20.4

20만~30만 92 58,592 69,448 13,380 63.7 11.9 25.6

30만~40만 34 17,948 22,464 4,386 52.8 3.8 35.8

40만~50만 11 7,447 8,395 1,639 67.7 1.4 36.9

계 3,182 1,284,655 585,277 132,667 40.4 10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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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사 결과 월 소득 5만 원 미만의 계층은 평균적으로 적자를 나타냈

는데64) 이러한 경우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의향이 있어도 그럴 수 없었

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저소득층을 위한 방책은 아니었다.

<표 4-9>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1976~1979년)

(단위: 원)

출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도시가계연보 1979》, 22쪽.

가입자들은 재형저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당시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자. 재무부는 1978년 3월 9일

부터 16일까지 재형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833명 회신)으로 실시

하였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4-10>과 같다.65)

<표 4-10> 재형저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단위: %)

6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8 《도시가계연보 1977》, 24쪽.

65) 재무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실시상황보고 (1978.5)〉, 31쪽.

가입동기

이율이

높아서

절차

간편

세제

혜택

우선

융자
목돈 마련

주택

마련
무응답 계

34.0 6.0 8.6 11.5 29.2 10.3 0.1 100

재형저축제도의 좋은 점

이율이

높다

절차

간편

세제

혜택

융자

혜택
주택자금 기타 계

54.1 11.0 10.2 12.1 11.5 0.9 100

재형저축에 대한 생각

필요한 실효성 없음 개선할 점 모르겠다 무응답 계

연도 1976 1977 1978 1979

소득 95,980 117,090 159,690 219,133

가처분소득 91,610 112,330 153,630 211,250

비용지출 83,230 97,990 130,110 176,326

소비지출 78,860 93,230 124,050 168,443

흑자 12,750 19,100 29,580 42,806

흑자율(%) 13.9 17.0 19.3 20.3

자산 순증가 11,800 17,070 25,510 39,370



- 188 -

출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실시상황보고 (1978.5)〉, 31~33쪽.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들의 만족도는 폭발적이지는 않

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85% 정도의 가입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겠다고 답변했고 가입자의 50% 정도가 이 제

도가 필요한 제도이며 여력이 있을 시 더욱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싶다

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절반 정도의 가입자가 가입 기간 연장의 의사

를 보이기도 하였다. 설문 조사 분석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만기 시

활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설문 대상자들이 재형저축을 가입

한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재형저축에 가입했다는

이유는 전체의 10.3%에 불과하였으나 만기 후 자금의 용도에 대한 질

문에는 ‘내 집 마련’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두 질문

의 설문 항목이 달라 생긴 차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형저축은

목돈을 마련하고 이 목돈으로 주로 집을 사기 위해 활용했다는 점은 어

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재형저축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책

의 기능보다는 중산층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위한 자금이나 투자를 위한

제도 있음

48.2 15.8 29.7 5.8 0.2 100

동료·친지 중 미가입자가 있으면

적극 권유 한번 쯤 권유
가입을

만류
그냥 두겠다 미응답 계

33.6 52.9 5.7 7.6 - 100

만기시 찾을 자금의 용도

내집 마련 부동산, 증권 사채 은행 예금 등 무응답 계

49.5 19.5 7.4 20.6 2.7 100

재형저축 여력

늘리겠다 늘리지 않겠다 한도 때문 불가 무응답 계

52.5 38.0 8.6 0.7 100

가입 기간 연장 의견

1978년 종료 연장 희망 모르겠다 무응답 계

28.5 49.9 20.6 0.8 100



- 189 -

재원의 마련 방법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한 우려는 재형저축이 실시된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시되었

다. “이 제도를 마련한 정부의 의도가 서민층 생계지원보다는 내자동원

의 극대화 내지는 물가안정 시책과 관련, 저축증대에 역점을” 둔 것이며

“인플레 억제 장치도 중요하나 계층 간 보호 정책의 형평을 위해서는 월

10만 원 이하 소득 계층의 생활 보호를 위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

이라는 주장이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66) 재형저축

이 실시된 직후인 5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개발의 성과와 과

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재형저축이 “관료층, 교직원, 회사사무직원 등

중간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지적하였다.67)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를 설정하기 보다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중간 이상 계층, 안정적인 소득

계층의 저축 증대를 통한 내자동원에 더 집중하였다. 특히 제2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68) 정부

는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979년 4월 정부는 재

형저축 가입 대상자와 취급 기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5월부터

시행하였다. 가입대상자는 국내 취업자는 월급여액 50만 원 이하에서

80만 원 이하로 해외취업자는 70만 원 이하에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월간 저축한도도 월 급여액의 30% 이내에서

40%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급여액과 관계없이 저축할 수 있는 자

유 저축의 한도도 국내취업자는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해외취업자

66) 〈저축여력 없는 저소득층 큰 성과 기대하기 어려워〉 《동아일보》

1976.1.19. 2면.

67) 대한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71쪽.

68) 1979~1980년에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세계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이 심

화되고 국제교역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197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11.6%에서 6.4%로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시행하고 당시까지는 “거론조차 터부시되었던”

수출지원의 축소, 중화학 투자의 조정,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축소 등이 정책 수단

으로 채택되었다. 경제기획원, 1982 앞의 책, 195~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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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취급기관도

이전의 3개 기관에서 5개 시중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7개를 추가

하여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69)

이렇듯 정부가 재형저축을 도입한 목적은 소득보장보다는 내자동원에

더욱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범위를 더욱 소득이 안

정적인 계층에게 확대하여 재형저축 가입자 수와 규모를 늘리고자 하였

고 이를 통하여 내자동원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였다.

3. 보험근대화 정책과 생명보험시장의 급성장

1) 보험근대화 정책의 추진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제4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을 통한 내자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가계저축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재형저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

데 저축을 동원하는 방식에는 단지 은행저축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하여 내자를 동원하고자 했다. “자본시장

의 성장추세를 기반으로 하여 공적 거래 여건의 확립과 우량 기업의 계

속 공개를 통하여 증권투자의 저변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융

자산의 다양화를 촉진함으로써 저축자의 저축 선호도를 제고할” 것이었

다. 그리고 개인 금융 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도 소득이 증대되고 사회가

안정화됨에 따라 시간상 장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며, 이

에 상응하여 계획기간 중 보험, 연금 등 계약 저축제도를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70) 제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보험 신탁 부문

69) 〈재형저축 가입·대상 한도 등 확대〉 《경향신문》 1979.4.21. 7면; 〈5월

부터 적용키로 재형저축가입대상 70만원까지로 확대〉 《동아일보》 1979.4.6.

2면; 〈월80만원까지 재형저축 대상 확대〉 《매일경제》 1979.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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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달하여야 할 내자는 1조 28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보험, 신탁, 증권, 단자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제2금융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들 비금융권 기관 중 지금까지 비교적 경시되었거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보험 산업에 큰 비중을 두기로 되어” 있었다.71)

1976년이 임금 노동자층의 자산 증식을 돕는 동시에, 저축 증대를 통

한 내자동원을 위한 방편으로 재형저축제도를 도입한 해였다면, 1977년

은 보험근대화 정책을 통해 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잠재 가입자

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가입자 수 증대를 위한 여러 정비를

시도한 해였다. 1977년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제1차

연도에 해당되는데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목적은 이 계획이 필요로 하

는 자본조달 특히 극대화되어 있는 내자조달과 사회개발의 확충에 있었

다. “당면한 이 2대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보험 산업”이었

다. “이와 같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된 보험 산업이 과거와 같은 양적 성

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더 말

할 필요도 없는데 이 2대과제야 말로 보험 산업이 육성 발전되어야 할

배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72) 한편으로는 국가개발을 위한 자금의

동원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가계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험 산업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6년 재헝저축이 실시되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는 장기 저축

성 보험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73) 그러나 해가 바뀌자

재무부가 1977년을 ‘보험의 해’로 정해 놓고 각종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

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가는 이에 부푼

기대를 걸고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에 밀려 보험 부문은 비교적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심혈을 기울여 보겠다는 뜻을 두

70)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내자동원부문계획 1977~1981》, 11쪽.

71) 송기철, 1977 〈우리보험산업의 당면과제 – 보험산업근대화대책과 외국보험

회사의 우리나라 상륙을 중심으로〉《보험월보》제168호, 대한재보험공사, 8쪽.

72) 위의 자료.

73) 〈재형저축 실시에 저축성 보험 위축 우려〉 《매일경제》 1976.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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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었다. 업계에서는 주무 당국이 표방하고 있는 보험의 해

가 ‘육성’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나 ‘감독’을 뜻할 수도 있어 다소의 긴장

무드까지 감돌고 있었고, 최근 공화당에서까지 보험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까지 곁들이고 있어 기대해 볼만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

도 있었다.74)

1977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4차 경제개발5개년계

획기간의 목표는 자립경제의 확립,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의 달

성, 사회개발”이라고 밝히고 자력 조달을 위해 국민들은 저축에 힘써달

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경제성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

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복지정책을 실

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새해 경제시책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추구, 사회복지시책의 확충, 저축 증대와 물

자의 절약이라고 말하고 올해 정부는 경제성장을 10%로 하고 물가는

10% 내외로 안정시키며 수출은 1백억 달러를 돌파하도록 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75)

같은 달 20일 박정희는 재무부를 순시하였고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이 해의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지난 1년간 국

제 수지가 개선되고 재정수지도 현저히 호전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의 저축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봉급자들의 재형저축 권장에 더욱 노력하고 국민들의

저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였

다.76)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재정·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은 ‘설비근대

화 투자의 지원’, ‘수출 및 기업의 대외활동 지원 강화’, ‘국민저축 증대

및 정착화’, ‘통화안정과 통화관리의 현대화’, ‘신세제의 효과적 운영’이라

74) 〈올해를 「보험의 해」로 설정 기대 부풀어〉 《매일경제》 1977.1.10. 2면.

75) 〈박대통령 연두회견 “북한에 식량 원조 용의”〉 《경향신문》 1977.1.12. 1

면;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요지〉 《동아일보》 1977.1.12 2면.

76) 〈박대통령 재무부 순시 “국민저축열고취방안 연구를”〉 《동아일보》

1977.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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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히고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5,862억 원의 민간설비자금 공급,

주택은행의 대형화, 延拂 수출 지원 금리의 잠정적 인하, 영업 기금 등

외화경비 지급 승인한도의 대폭 인상, 한은 보유외화의 채권투자 참여,

보험가입자 융자제의 제도화, 폐품 활용에 대한 금융 지원, 제2금융권에

대한 준비금 제도의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하였다.77)

재무부는 ‘국민 저축의 증대 및 정착화’를 위해 저축 목표를 1조 6천

억 원(은행 저축 7,500억 원, 주식 및 회사채 3,204억 원, 보험 및 기

타 5,800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채권 시장의 개발(국공채 및 금융채의

채권 시장 발행, 회사채 등급화 및 조건의 탄력화), 보험 산업의 근대화

(약관 내용 조정, 모집 제도의 획기적 개선, 가입자 특혜 제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78) 이러한 재무부의 대책에 대해 한 신문은 사

설을 통해 가계 저축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대중의 보험 참여를 넓혀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부부의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저축이야 말로 다다익선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투자재원의 자립

이야말로 국제수지와 함께 우리가 자립경제의 기초 조건을 완성하는 것이

다. (중략) 가계 저축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담한 대책이 계속되어야 한다.

재형저축이 성공했지만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겠다. 무엇보다 경제적

사회개발적 정책의 차원에서도 대중의 보험참여 방안은 혁신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보험업계의 정화, 보험기능의 재편부터 먼저 손질되어야 하고,

그리고서 국민에 대하여 보험의 유인 즉 세상의 소득공제, 가입융자제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겠다. 보험기관의 신뢰회복과 보험가입유인이 양면

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금년을 ‘보험의 해’로 잡고 있다

니 혁신적인 대책의 제시를 기다려 본다.79)

77) 〈국민저축 적극 참여 방안 연구〉 《경향신문》 1977.1.20. 1면.

78) 〈서민 금융·주택자금확대〉 《경향신문》 1977.1.20. 2면.

79) 〈획기적 의미의 77년 저축률〉 《동아일보》 1977.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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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무부는 1977년 2월부터 주택보험 등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

되고 있던 보험회사의 가입자 융자제도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도 확대

하기로 하고 보험가입자가 최고 1천만 원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 융자에 치중하고 있는 보험

회사의 자금 운용을 가입자에 대한 융자로 전환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융

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촉진시키려는 조치였

다. 또 2백만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는 주택보험의 융자한도를 3백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였

다.80)

또한 정부는 보험가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어 보험 운영을 가입자

중심으로 하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준비하였다. 재무부는 월급 3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생명보험에 들었을 경우 연간 소득 총액에서 보험

료를 빼고 나머지 소득에 과세하고 월 불입 보험료의 최고 1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보험에 대한 상속

세법을 개정하여 5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도

록 하였다.81)

보험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보험 상품 및 회사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에 자주 말썽이 일어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회사 측이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다거나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깎아 내리는 가하면 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제대로 내주지 않는다고

가입자들은 불평.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보험계약 문서인 약관이 너무나

까다로운 법률 용어로 나열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그 글귀 속에 숨겨진 함

80) 〈보험회사가입자에 1천만원까지 융자〉 《매일경제》 1977.1.21. 2면; 〈2

월부터 보험회사의 가입자 융자제 생보 등에 확대 실시〉 《동아일보》

1977.1.21. 2면.

81)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세제상 혜택 받는다〉 《매일경제》 1977.1.21. 8면



- 195 -

정을 알아 낼 수 없다는 점, 둘째로는 보험 회사 간의 과당 경쟁의 소산인

보험 모집인 다시 말해 外務員들의 횡포와 속임 권유 때문이고 셋째 보험

을 은행저축 수단과 혼동하는 가입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82)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위에서 제시된 보험금 지급의 지연,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 외무원들의 속임 등의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했고

이와 아울러 대중들에게 보험이 무엇인지도 선전·계몽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정부는 생명보험회사들이 해약 환급금 지급에 있어 약관 위반을 이유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을 시정하고 보험을 통한 내자동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험 약관의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알기 쉽고 형평에 맞

도록 전반적으로 수정하게 하고 2년짜리의 단기 생명보험을 권장토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다. 한 여당 인사는 “4차 경제개

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선 16조여 원에 이르는 국내 저축이 요

망되는데 내자동원의 3대 메카니즘 중 은행과 증권시장은 그런대로 궤

도에 올랐으나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어 보험법 개정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운영 합리화 방안을 재무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

로 안다”고 밝혔다.83)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개선 작업의 결과는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으로

발표되었다. 재무부는 내·외자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저축과 사회보

장의 정책 수단으로 보험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1일 보험심의

위원회(위원장 고병우 재무부 재정차관보)를 열고 ‘보험산업 근대화 대

책(시안)’을 마련하였다. 재무부가 1977년도의 최대 중점사업으로 마련

한 이 대책안은 ‘보험의 공신력 제고’, ‘보험시장의 저변 확대’, ‘보험의

내자동원 및 사회개발기능 확충’, ‘보험기술향상 및 보험인의 체질 개선’,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재보험공사의 민영화와 보험공사의 신설’

82) 〈수술대에 오른 「보험병폐」 개선 서두르는 횡포와 비리의 운영〉 《동아일

보》 1977.1.25. 4면

83) 〈보험업무 제도적으로 개선〉 《동아일보》 1977.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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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 연내로 보험업

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와 업계 대

표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시안을 토의하고 늦어도 같은 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84)

그 중에서도 내자동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국민투자채권 인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수지 차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였고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국민저축보험료의 20%에서 영업수지 차액의 20%로 상향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비율을 줄여 손해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0%에서 15%로, 생명보험회사는 30%에서 25%로 축소시켰다.85)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2월 3일 보험회사에 대한 연두 순시를 갖고 앞

으로 보험 수요의 증대를 위해 가입자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보험의 국제화에 대비, 보험

회사들은 경영 현대화와 가입자 위주의 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지시하

였다. 김 장관은 또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도난, 교통

상해 및 연탄가스 중독 등에 대한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국민 재산 보호에 대처해 나가겠으며 금년 중에 보험회사

약관을 대폭 정비하고 소액 보험금의 현장 지급 등을 통해 보험 대중화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86)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보험 업계는 당혹스러워하였다. 보험 업계는

“새로운 대책이 ‘육성’을 뜻하는 것으로 짐작해 왔으나 시안 내용이 항목

마다 업계가 ‘홍역’을 치러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국민투자채권 인

수 비율 인상 조정을 비롯하여 모집인 자질 향상 대책, 계약자 배당 실

시, 假渡보험금 지급 등 대부분이 업계에 대한 개선책이었다. 이에 반해

지원 면에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84) 〈재무부 내외자 조달 기능강화〉《매일경제》1977.1.31. 2면; 〈재무부 내

자동원·사회개발기능 강화〉 《매일경제》 1977.2.2. 1면.

85) 한국경제연구센터, 1977 《보험산업의 현황과 과제》, 126쪽.

86) 〈가입자이익 최대보장토록〉 《매일경제》 197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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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제87) 해체는 생색만 냈을 뿐 실제 얼마 안 되며 생보 위험 보증기

금 설치도 모두 업계에서 출연토록 했을 뿐 재정 지원은 일체 반영되지

않고 회사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이었다. 업계에는 “정말 보험의 해가 얻어맞는 해가 되는 것 같다”는 얘

기까지 나돌았다는 것이었다.88)

따라서 학계와 보험업계는 업계의 육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14일

오후 전경련에서 학계 및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험 산업 근대화 대책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보험 산업의 육성 정책

은 경영 자율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충해 주고 경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를 가해 업계 스스로 체질 개선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투자채권 비율을

현행 보다 인상한다면 자산 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해 자율경영 기능을 저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보험 인구 저변 확대 방안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전체 가입자에 확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손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9)

외견상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저변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적

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생명보험 업계는 보험 가입자 보호와 보험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생명보험 이동상담반을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운영

하기로 하였다. 이 이동상담반은 6개 생명보험회사 본사 직원과 주요

도시 영업국장 및 영업소장들로 편성하여 연 4회 이상 전국 주요 지역

을 순회하면서 보험안내와 보험관계 민원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동상담

반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빚어내는 분쟁을 접수하여 해결 여

87) 보험 풀(pool)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에 대하여 거액의 인수 보험 금액을

소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결성한 기업 동맹 조직을 뜻한다.

88) 〈모습 드러낸 「근대화」 시안에 보험 업계 당혹〉 《매일경제》 1977.2.7.

2면.

89) 〈생보가입에 “세제혜택을” 학계·업계 간담회〉 《동아일보》 1977.2.15. 2

면; 〈“경영 실적 따라 차등 둬야”〉 《매일경제》 1977.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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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진

단과 무의촌 진료 업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90)

실제로 생명보험협회는 전국 주요 도시를 순방하면서 보험세미나를 개

최하였는데 5월 7일 전남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최

한 생명보험 세미나에는 230명의 교사가 참석하였고 새로 설치된 이동

상담실에는 3일 동안 75명이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미나

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말 보험의 해를 맞아 보험인식이 높아지고 있

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91) 또한 21일 강원도 춘천에서도

재무부와 강원도 교육위원회 후원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92) 그리고 생명보험협회는 8월 17일부

터 무의촌 진료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6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

로 주관한 이 진료 봉사는 2개 반(1개 반에 의사 3명, 간호원 3명)으로

나눠 5일간 실시되었고 1반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과 묘산면 일대를, 2

반은 전남 곡성군 죽곡면과 구례군 용당면에서 각각 진료하였다.93)

당국의 계획보다 제도 개편 추진 과정은 다소 지연되었으나 정부가 추

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재무부는 보험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험업법, 보험모집 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대한재

보험공사법 등 관계 4개 법을 보험업법으로 통합하여 단순화시키고 재

보험공사를 해체하여 이를 보험업의 감독·관리를 맡는 한국보험공사(가

칭)와 상업 기반의 민영재보험전업회사인 대한재보험(주)으로 개편할 방

침을 정했는데 이는 7월 21일 재무부에서 열린 보험심의위 (위원장 고

병우 재무부 재정차관보)에서 확정되었다.94) 9월 26일 경제장관회의에

90) 〈5월부터 「생명보험이동상담반」 편성 운영〉 《동아일보》 1977.3.19. 2

면.

91) 〈「보험인식제고」 순회세미나에 큰 성황〉 《매일경제》 1977.5.16. 2면

92) 〈경제단신〉 《매일경제》 1977.5.19.2면; 〈경제단신〉 《동아일보》

1977.5.17. 2면.

93) 〈무의촌에 진료봉사 생보협, 17일부터〉 《매일경제》 1977.8.19. 2면.

94) 〈재무부, 보험관계법 「보험업법」으로 단일화〉 《매일경제》 1977.7.22.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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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95) 보험업법 개정안은 12월 15일 국

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96)

2) 생명보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

정부가 추진하던 보험관계법의 개정이 완료되기 전부터 생명보험의 계

약은 급증하고 있었다. 1977년 7월 9일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상반기 중 생명보험 신규 계약액은 7,707억 1백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

간에 비해 무려 74.3%의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실효해약률97)은

16.1%로 2.9% 개선됐다. 또한 상반기 중 보험료 수입은 587억 6천만

원으로 이전 해 같은 시기에 대비하여 54.8%, 보험금 지급액은 307억

2천만 원으로 48.1% 늘어났다. 생명보험 가입이 이처럼 급신장한 것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확대와 보험금 지급의 신속화, 보험 모

집인의 자질 향상,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 종합적인 시책에 힘입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98)

이후 민간보험, 특히 생명보험의 가입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단

기적으로 해약률이 높기도 하였지만99) 그 규모는 <표 4-1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급성장하였다.

95) 〈보험업법개정안의결 경제정관회의〉《매일경제》 1977.9.28. 2면.

96) 〈21개 법안, 본회의 통과〉《동아일보》 1977.12.15. 1면

97) 실효해약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유지할 의사는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보

험료를 내지 못하여 그 보험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상실되는 일을

뜻한다.

98) 〈생명보험가입 급증 올 들어 7천억 계약〉 《동아일보》 1977.7.9. 2면.;

〈생보 신규 계약 급증〉 《매일경제》1977.7.9. 2면; 〈생명보험 계약 크게

늘어〉 《경향신문》; 신문들마다 액수 상 차이가 있으나 상승률에서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기사로 옮겨지면서 잘못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매일경제》 기

사에 게재된 표를 바탕으로 숫자를 수정했다.

99) 〈생보사 해약률 높아 고전 – 상반기 중 생명보험 실적 분석〉 《매일경제》

1979.8.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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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1970년대 생명보험 종목별 보유계약액 추이

(단위: 100만 원, %)

출처: 한국보험공사, 1985 《한국보험사》, 250, 255, 257쪽.

위의 표에서 나오듯이 생명보험의 계약액은 개인보험이 단체보험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단체보험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정부는 실업보

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생명보험

상품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기업이 도산하거나 자금 사정 악화로 퇴직금

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신종 단체

퇴직저축보험을 1977년 8월부터 실시하였다. 이 보험은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각 회사가 보험회사와 개

별적인 협정이나 보수 규정을 맺어 보험 금액을 결정하고 기업이 보험료

를 지급하게 되며 종업원은 퇴직할 때 기업 또는 단체의 존폐나 자금사

정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재무부는 이 단체 퇴직 저축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불입 보험료를 손비로 인정하여 세

제 혜택을 주는 한편 보험 자금 대부도 해주기로 결정하였다.100)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 상황이 악

100) 〈단체퇴직저축보험제 신설〉 《동아일보》 1977.7.25. 2면.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사망보험 계

금액
비

율
금액

비

율
금액

비

율
금액

비

율
금액

비

율

1971 62027 50.3 20,676 16.8 1,900 1.5 84,603 68.6 38,672 31.4

1972 166,990 59.0 41,912 14.8 3,258 1.1 212,160 74.5 70,994 25.1

1973 241,584 59.8 95,935 23.8 6,261 1.5 343,780 85.1 60,116 14.9

1974 304,730 42.4 186,147 25.9 169,138 23.6 660,015 91.9 58,073 8.1

1975 280,937 35.5 177,966 22.5 247,564 31.3 706,467 89.3 84,553 10.7

1976 224,620 22.7 403,829 40.9 237,677 24.1 866,126 87.7 120,976 12.3

1977 426,474 22.2 714,690 37.1 610,544 31.7 1,751,708 91.0 173,690 9.0

1978 819,925 23.9 1,292,421 37.7 977,246 28.5 3,089,592 90.1 337,901 9.9

1979 1,076,322 21.9 1,444,874 29.4 1,562,739 31.8 4,083,935 83.1 827,623 16.9

1980 1,792,149 17.8 4,346,571 43.3 2,929,816 29.2 9,068,536 90.3 969,950 9.7

1981 2,392,474 13.5 7,629,697 43.0 6,094,739 34.4 16,116,910 90.9 1,604,432 9.1

1982 9,882,552 26.1 10,952,222 28.9 14,118,910 37.2 34,953,684 92.2 2,973,416 7.8

1983 12,481,207 27.1 13,085,579 28.4 16,114,301 35.0 41,681,087 90.5 4,366,15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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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상황에서도 보험 계약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 불

황과 물가의 급등으로101) 살림 사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험 특히 생명보험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생명보험은 제2차 석유파동과 10·26 직후의 불황 속에서도 “불황을 모

르는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였다.102)

이렇게 보험에 대한 제도적 개편과 함께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 특히 생명보험에 관한 정보들이 매체를 통해 흘러넘치기 시작하였

다. 생명보험은 저축의 수단이자 실직이나 사고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제시되었다. 돈을 “쓸 곳은 수없이 많고 버는 금액은 일정

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여 자산을 늘려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한편, 이

러 저러한 사고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위험에 대비할 다른 수단들도 필

요한데 보험,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03)

첫째로,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이 일시적인 경제적 핍박을 당할 경우를 위

하여 비상저축금을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중략)

둘째로, 생명보험은 호주가 돌연히 사망 또는 불구폐지가 되어 생계가 막

연해 질 것을 대비하여 가족 재산을 적립하는 역할을 한다. (중략)

셋째로, 광의의 생명보험의 일종인 생존보험은 은퇴하여 노후를 평안히 돈

걱정 없이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케하며 따라서

노후에 경제적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것은 곧 노후 생계 문제를 자력으

로 해결하는 것이며 자식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101) 물가상승률 추이 (1977~1980년)

출처: 경제기획원 《1981년판 경제백서》, 70쪽.

1977 1978 1979 1980

도매 (%) 10.1 12.2 23.8 44.2

소비자 (%) 11.0 16.4 21.2 34.6

102) 한국보험공사, 1985 《한국보험사》, 142쪽.

103) 〈알기쉬운 경제학(1306) 경제생활과 보험 <5>〉《매일경제》 1977.5.10.

4면. 이 글은 최종문 재무부 보험과장이 기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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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상의 위험을 개인 저축으로 대비해야 하며 그러한 대비책으

로 생명보험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

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1988년이 되어서야 10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104)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근로

기준법에는 ‘업무상’으로 규정된 산업재해의 요건이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수행상’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산업재

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산재 적용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고, 이에 노

동자들은 산재적용제한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가혹하게’ 운영되고 있고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을 분출하고 있었다.105) 의료보험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7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핵심 내용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으로 의료보험 조합을 조직

하고 보험 재정은 보험료로 충당하며,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50% 씩 분담하며 급여의 3~8% 이내에서 갹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

만 농어촌 지역과 여타 사업장은 임의 적용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하

기로 되어 있어 그 적용 범위는 매우 협소하였다.106)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 사고,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장기 저축 수단이나 미래를 위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제

시되었다. 특히 교육보험과 주택보험은 효과적인 투자 상품으로 홍보되

었다.107)

교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 그러나 1명의 자녀를 대

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16년의 긴 시간과 766만 원의 큰 돈이 든다.

766만 원은 작년에 한국개발연구원이 계산해 낸 대학졸업생 1명의 교육단

104) 양재진 외, 2008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 134쪽.

105) 장미현, 2014 〈1960~70년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시행과 산재노동자

의 대응〉 《사림》50, 104쪽, 121쪽.

106) 황병주, 앞의 논문, 442~443쪽.

107) 〈주부의 경제학교실 <49> 장기저축수단으로 유리한 생명보험〉 《동아일

보》1977.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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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마다 교육비는 올라가고 이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 지고 있음. (중략) 자녀 계획을 계획하는 부모들에게 교육보험은

좋은 받침들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보험은 부모

(계약자)가 자녀(피보험자)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입학금, 학자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 양육자금을 지급하고 그 후의 보험료 지급

을 면제해주는 (후략) 108)

서민들이 가장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쓰게 될 경우가 대개 주택을 마련할

때이다. 집 장만을 위한 목돈 마련에 대부분은 일정한 기간의 저축이나 금

융기관의 융자금에 의존하게 된다. 주택보험은 바로 5백만 원 한도에서 주

택자금융자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로 융자, 원리금 상환 등은 은행과 같으

나 만일의 경우 사고가 생기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대부금을 일시에 상환

하는 것이 다른 점.109)

이러한 수단들은 미래를 위한 수단 즉, 미래를 위한 생활 설계의 수단

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즉 장기적으로

생활을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생

활설계란 “생의 주기에 따라 일어나는 갖가지 현상, 예를 들어 출산·학

교입학·졸업·결혼·주택마련·노후 등을 감안 일생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만연하지만 “급변하

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가정의 조건에 맞는 생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준해서 생활상의 자원을 통해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정의 단계를 기초확립기·활동기·안정

기·위안기 또는 혼전기·신혼기·가족성장기·가족성숙기·은퇴기 등으로 나

누어 생의 주기에 따른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110)

108) 〈재산을 늘리는 이런 투자 저런 저축 (4) 대학까지의 디딤돌 - 연생교육보

험〉 《매일경제》1977.5.25. 8면

109) 〈재산을 늘리는 이런 투자 저런 저축 (7) 종류도 다양한 생명보험〉 《매일

경제》1977.6.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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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주기를 훑어가며 장래의 생활설계를 하다보면 어느 시기에 가서

는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때가” 있는데 “자녀들의 학교 입학·졸업(교

육자금)이라든지 결혼 비용 마련, 주택구입비용, 노후 생활비 등”이 그

러한 사례들이며 그 밖에도 “가족 중 갑자기 환자가 생겨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 또는 집을 크게 수리하는 경우 등 긴급 자금과 불의의 재해를

감안한” 자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11) 제1차 석유파동

을 거친 이후 작성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도 대외 여건 변화

의 위험성을 고려하였던 것처럼 개별 시민들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보험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었고 이러한 장기생활설계

수단으로 보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보험 규

모는 영세하였고 보험의 기본 역할인 보장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고 평가되었다. 인구 3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험 실태에

따르면, 소득별, 직업별 가입 격차는 매우 심하였다. 연간 3백만 원 이

상 소득자의 경우 70%가 가입하였으나, 120만~150만원의 경우는 가

입률이 33%에 머물렀다.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과 회사원의 가입률은

각각 52.4%, 48%이었으나, 자영업이나 노무직 종사자의 가입률은

20% 미만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이 생활보장 기능보

다 목돈을 마련하는데 활용되고 보험가입자 53.8%가 자녀 교육비나 결

혼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 이용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사고나 사망에

대비하여 가입한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하였다.112)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기능과 사고를 대비

하는 기능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목되는 부분은 소

득별, 지역별 보험 가입 격차가 심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보장 기능이

110) 〈장기생활설계는 이렇게 (상) 생의 주기와 설계〉 《매일경제》

1977.11.12. 8면.

111) 〈장기생활설계는 이렇게 (중) 생활설계와 지출〉 《매일경제》

1977.11.14. 8면; 〈장기생활설계는 이렇게 (하) 생활설계와 지출〉 《매일경

제》 1977.11.17. 8면.

112) 〈생명보험 관심도가 높아졌다〉 《경향신문》 1977.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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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기능과 통합되어 개별화됨에 따라 결국 사고에 대한 대비는 사회화

되지 못하고 개별화되면서 개인의 자산에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보험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평가가 무색하게 개인 당 생명보험 가입 규

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규모의 성장과 함께 가입자들의 보장

수단 역시도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1977년 4월 25일 생명보험협회 발

표에 의하면 1977년 3월 말 현재 1천만 원 이상 생명보험계약 실적은

모두 9,527건에 1,369억 원으로 이 규모는 전 해의 같은 기간 중에 계

약한 1천만 원 이상 가입 실적 1,062건, 175억 원에 비해 거의 9배에

달하는 수치였다.113)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고 당시의 표현대로 ‘고액

화’ 추세에 따라 고액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였으나 그 만큼 새로운 계약

도 증가하고 있었다.114) 새로운 가입자들은 더 많은 고액을 선호하고

있고 일부 고소득층은 몇 억 원의 보험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

소한 가입한도가 1억 원은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15) 이러한 생

명보험 고액화 경향은 더욱 가속되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생명보험 업

계는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

선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제도를 저축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사후

보장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16)

생명보험 가입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계약고가 크게 늘어나자 생명보

험 업계는 현행 최고 1건당 가입한도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

다.117)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선회되었고 재무부는

1인당 생명보험 가입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118) 이러한 상황에

113) 당시 생명보험 가입한도액은 1건당 5천만 원이었다. 〈생보계약 고액화 경

향〉 《매일경제》1977.4.25. 2면; 〈생보계약 고액화 경향〉 《경향신문》

1977.4.26. 2면.

114) 〈생보고액보험금 증가에도 희색〉 《매일경제》 1978. 4.12. 2면.

115) 〈개막된 보험대중화 시대 (7) 고액·거대화 물결〉 《매일경제》

1978.5.16. 2면.

116) 〈생보 고액보험 가입 급증〉 《매일경제》 1979.1.26. 1면

117) 〈생보 가입한도 인상 문제 놓고 이견〉 《매일경제》 1978.4.26. 2면.

118) 재무부는 가입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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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액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1천만 원 이상 굵직한 고액 보험이 부쩍 늘어나 이른바 고

액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D 사의 L 외무원은 “현재의 1인당 가

입한도 5천만 원(79년부터는 7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고객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고객은 자신과 부인 아이들을 별도로 5천만 원

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는 생보제도를 악이용해 역선택을

할 우려가 있어 가입한도를 묶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중에는 이 한

도가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

고 있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여건이 호전되면 풀릴 전망이다. 생보의 고

액화는 바로 ‘사람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일수록 보험가

입률이 높고 1인당 가입액도 많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일부 저개발국과 미

개국은 생명보험 제도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보급률도 낮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의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

고 있다. 특히 생보의 고액화 추세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식인이나

고소득층의 생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일반대중에 파급되고 있다. 더욱

이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각종 재해요인이 커지고 있다. 현대 의학도 풀

지 못하는 성인병은 한창 일할 중년층에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생보 고

액화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 생활을 대비하자는 뜻에

서 수요 급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9)

만기 환급금을 빼고 사망이나 사고를 당해 이러한 고액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2~3년 전만 해도 보기 드물었지만, 1천만 원 이상 고액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재해사고 39.2%, 병사 33.6%, 만기환급 27.2%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실은 보험제도가 저축성 보다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

장성에 더 큰 비중을 갖는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20)

보험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생활의 수단으로

1979년부터 적용하였다. 〈생보가입한도 상향조정〉《매일경제》 1978.10.28.

2면.

119) 〈보험인식 변화 뚜렷 – 보험선진국 눈앞에〉《매일경제》1979.1.26. 2면.

12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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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생산성본부가 서울시의 3천 가구

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폐가치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의 결과가 주목되는

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계

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저축 또는 귀금속 등으로 나타나 자산 가치

보존 수단으로 부동산에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경우 현금이 있

으면 어떻게 사용하겠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총 응답자의 39.7%가 부동

산을 사 두겠다고 대답하였고 18.5%는 계속 저축하겠다, 17.8%는 금·

은 등 귀금속을 사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래서 보존

가치 수단으로는 부동산이 가장 유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소득 계층

별로 20만 원 미만 소득 계층의 35.1%가 부동산을 택했으나, 60만 원

이상의 경우 43.4%로 높게 나타났고 20만 원 미만 소득자의 23.2%가

인플레이션 아래서도 계속 저축을 하겠다고 한데 비해 60만 원 이상은

4.6%에 불과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저축 의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 수준을 높이겠다는 대답은 인플레이션 아래서는

10.4%, 안정기의 경우 67.8%로 나타나 저축 증대를 통한 내자동원은

물가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흥미롭

게도 보험의 경우는 이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더라도 그대로 계속

하겠다는 대답이 교육보험 65.3%, 생명보험 64.4%, 의료보험 82.2%,

화재보험 74.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121) 보험은 다른 저축과 달리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보험은 당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투자이자 보장

책)으로 받아들여졌다.122)

121) 〈“돈 생기면 부동산 사두겠다” 39.7%〉 《동아일보》1979.6.22. 2면.

122) 본고에서 논구되지는 않았으나, 가입자들이 이자율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두고

선택했다는 점, 친분이 있는 중계인(계주, 모집인)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생명

보험이 계의 기능을 점차 대체해 나갔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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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시기는 1980년대이지만, 1970년대 말

부터 보험은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장

치로서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부는 이러한 수

요를 활용하여 생명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로 몰

려드는 자금을 활용하여 내자로 동원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질병, 노후, 실업,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 생활을 위한 대비책은 개

인화되었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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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연구는 1960~1970년대 한국정부의 내자동원 구상과 내자를 동원

하기 위해 추진한 저축동원의 양상을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박정희 정권의 저축동원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1962년 1월 제1차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

획은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한 투자재원을 내

자에서 약 72%, 외자에서 약 28%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자본을 이끌어 내기 위해 1962년 통화개혁을 실시

하여 사금융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였으나 여론의 반발과 미국 측의 반대로 그 시도

는 실패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저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1차 경

제개발5개년계획 작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1961년 말부터 국민저축운동

을 전개하였다. 국민저축운동은 두 가지를 축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국민저축을 동원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저축조합 결성을 독려하고 저축조합을 바탕으로 ‘강제

적’으로 저축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아직 자발적인 저축을 기대하기 어

려웠던 경제상황상 국민저축운동의 중점은 후자에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1962년 2월 국민저축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저축조합은 직장별 저축조합, 학교별 저축조합, 지역별 저축조합으로 구

분되었는데 강제성이 없던 지역별 저축조합 결성은 지지부진하였고 공무

원과 국영기업체 직원을 주 대상으로 한 직장별 저축조합 중심으로 결성

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국민저축운동의 성과는 부진하였다. 해방 후 한국경제는 만성

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1961~1962년의 상황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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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였다. 특히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량 가격은 천정부지

로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들이 저축을 늘려 나갈 수는 없었고

따라서 정부는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1962~1963년의 경

제성장률은 제1차 5개년계획의 목표치에 매우 미달하였고 미국 측의 수

정 압력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계획안의 수정에 착수하였고 1964년에 보

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보완계획은 원안의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는데

저축률 목표도 평균 9.2%에서 7.2%로 하향되었다. 그러나 이 목표액

도 1962년, 1963년의 실적인 2.0%, 1.6%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

였다. 정부는 1965년 3월 1965년과 1966년의 저축목표액을 각각 50

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54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저축증강기간을 설정하는 등 적

극적인 정부 주도의 저축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저축독려 분위기를 만

들기 위해 각종 시상식과 학생웅변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저축의 필요성

및 저축기관을 활용하는 것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축기관 종사자

를 파견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였다. 저축은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수단이자 그 한 푼 한 푼이 모일 때 국가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홍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 활동만

으로 가계저축을 증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현실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저축은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65년 9월 30일 정부는 이른바 ‘금리현실화 조치’를 시행하여 금융

기관의 여수신 금리를 일괄적으로 인상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금리현실

화 조치 시행은 정부가 민간의 저축성 예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

니었다. 금융기관의 금리와 사금융 시장의 현격한 금리의 차이에서 유발

된 특혜 금융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1965년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금융은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와

더불어 미국 측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1965년 초부터 1965년 9월 30일 금리현실화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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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때까지 한미 간, 국회 여야당 간, 정부 경제부처 간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금리현실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

금이 큰 폭으로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를 비롯한 사금융 시장

에서 유통되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러한 저축성 예금

의 이점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기관 저축이 증가

하자 정부는 저축목표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1965년 2월, 1966년의 저

축목표액을 83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그해 8월 목표액

을 400억 원으로 올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자발적

저축 가입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재무부는 국공유 재산 매각, 각종 등

기 및 건축 허가 등의 상황에서 ‘자립저축’이라는 강제저축 수단을 활용

하여 저축액을 증대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저축을 통

한 내자동원을 위해서 1967년부터 지방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6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제

2차 5개년계획은 투자액 중 국내저축의 비중을 1965년 48.3%에서

1971년에는 72.3%로 올리고 계획기간 중 총 투자액의 61.5%를 국내

저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계 소

득이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증가한 소득 대비 소비의 증가를 낮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곧 소비건전화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1968년

1월 신년사에서 박정희가 ‘제2경제’를 언급한 이후 정부는 ‘제2경제 국민

운동’이라는 생활합리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제2경제는 경제의 발전을 뒷

받침해 줄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기업가의 창조적인 활동, 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 절약과 낭비의 근절, 경제개발을 위한 의욕 등이

그 요소로 제시되었다.

제2경제운동과 때를 거의 같이하여 여성, 더 구체적으로 주부를 대상

으로 한 저축 계몽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은행 주관 아래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창립되었고, 저축의 유익함에 관한 각종 강연과

좌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1인 1통장 갖기 운동’, ‘가계부 적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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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표준 가계모형을 작성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주부는 한 해의 살림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가계 생활을 설계하는 생활

설계자로서 그 모습이 주조되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는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위기의 시

기였다. 1960년대 말부터 부실투자와 경기과열로 인한 경제위기가 다가

왔고 개발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전태일의 분신으로 대표되는 각종 시위

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2

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뒤이어 1972년 10월 유신헌법안을 공포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1973년 1월 유신선포의 명분을

밝히면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중화학공업화 선포 직후 한국정부는 《우리경제의 장기전망》을 발표

하여 제3차 5개년계획을 수정하고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내자

를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8·3조치를 시

행하면서 함께 금리를 인하하였고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사금융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농어촌 1조 저축

운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축 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

나 저축 계몽을 통한 저축동원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저축시장조

사에 의하면 저축자들은 소득의 증감과 물가에 따라 저축을 늘리고 줄였

던 것이다. 한편 농어촌 1조 저축운동은 조기 달성되었는데 이는 저축

운동의 효과일 수도 있었지만, 신용협동기구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자

금을 제도금융기관으로 흡수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는 저축 동원을 강화하여 총 저축액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국민투자기금이란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여 동원과 배분을

모두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면 각종 저축

기관 저축 및 연기금은 일정 비율로 이 채권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

인’ 방식으로 저축을 동원하려고 시도하였다. 내자동원을 위해 복지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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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다. 정부는 그 도입이 내자동원을 위한 것임을 숨기지는 않

았지만, 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홍보하였다.

연금으로 모인 기금을 국민투자기금을 통해 국가개발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 한편으로 국민들

은 실직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 은퇴 후 미래에도 연금이 생계를 보장

해 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투자기금이나 국민복지연금 모두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되

지는 못하였다. 특히 국민복지연금은 대대적인 반대에도 법안이 제정되

었으나 뒤이어 닥친 1974년의 제1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불황에 빠져

그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또한 국민투자기금 역시 시민들의 저축

증가분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애초의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특히 1978년 불어 닥친 제2차 석유

파동은 국민투자기금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발표된 1976년은 석유파동의 충격이 완

화되고 다시 세계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다. 4차 5개년

계획은 석유파동의 충격을 반영하듯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

을 나타냈고 이는 투자재원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표명되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4차 5개년계획은 수출을 증대하고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투자재

원의 국내 조달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었다.

투자재원의 국내 조달은 중화학공업화 추진 당시부터 강조되었지만,

그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복지연금 추진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저축을 동원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각 개인

들의 자산증식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수요를 고려하여 예금

과 적금과 더불어 주식, 신탁,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저

축 방법을 통해 저축을 늘리고자 하였다.

한편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은 진정되었으나, 그 충격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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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5개년계획의 기본 이념으로 ‘성장·형평·능률’이 제시되었다. 상술

하였듯이 수출증대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여전히 유지했기 때문에 성장

과 능률이 그 기본 이념으로 제시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명목상이나마 형

평이라는 가치가 경개개발계획의 기본 이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책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가 도

입되었다. 이는 내자동원과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

로 제안되었다. 애초에 도입이 논의될 때는 내 집 마련 지원책과 종업원

지주제 등 다양한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책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1976년

법안이 제정될 때는 저축우대제도인 재형저축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

었다. 이 재형저축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인기는 지속되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겠

다는 정부의 표방과는 달리 재형저축은 주로 임금생활자 중에서도 중위

소득 이상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하였고 정부도 이를 독려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저축 여력이 있는 중위 이상의 소득자를 유치하려

고 노력하였다. 즉 내자동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계층을 제도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976년이 재형저축의 해였다면 1977년은 보험, 그 중에서도 생명보

험의 해였다. 정부는 내자동원 방책의 일환으로 보험근대화 정책을 실시

하여 대중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한편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업계를 독려하였다. 또한 1976~1977년은 투기 열풍이 불

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시장은 급성장하였고

이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

1979년까지도 지속되었고 생명보험 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산업’이라고

지칭되기도 하였다.

보험은 두 가지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하나는 사회보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대비한 수단이었다. 이는 보험 그 자체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

다. 특히 주택보험이나 교육보험과 같은 생명보험 상품은 후일의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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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유용한 투자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출산·학교입학·졸

업·결혼·주택마련·노후 등을 일생을 계획하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즉

장기생활설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저축동원을 위해 활용한 강제저

축, 저축계몽, 경제적 유인책의 효과를 정리하면서 박정희 정권기 동원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강제저축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저축조합의 경

우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목표액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후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창안된 국민복지연금은 복지담론을 활용하여 도입하고자 시도

되었으나 강한 반발과 석유파동에 의해 그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축 계몽 역시도 저축 증대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이

지 못하였다. 정부와 저축 관련 단체들은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한 생활합

리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저축시장조사에 의하면 저축을 늘리고

줄이는 이유로 각 가계는 소득의 증감과 물가를 들었다. 저축시장조사에

는 계몽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내용들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주체들은 생활합리화를 통한 저축 증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정부의 저축동원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정기예금과 적금이 증가한 것이나

1970년대 후반 시행한 재형저축의 인기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저

축시장조사 결과 파악된 저축의 주요 동기는 부동산 매입,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 생활 안정 등이었는데 재형저축과 생명보험은 바로 그러

한 필요에 적합한 수단들이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자금 공급 장치였던 국민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은

저축성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저축이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국민투자기금

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가계저축의 증대가 필요했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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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해 정부는 1979년 재형저축의 가입 범위를 증대하였다. 박정

희 정권의 국민을 향한 저축동원 요구는 외면상 매우 강력해 보였다. 그

러나 국민복지연금의 실패와 재형저축의 인기를 대비시켜 보면 그 실상

은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부

가 가계의 요구에 응할 때 그 동원은 효과적이었다.

한편, 저축동원은 박정희 정권이 가계의 생활 영역에 개입하고 국가

경제와 가계의 생활 경제를 연계하려던 시도였다. 그러한 정부의 시도는

쉽게 관철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계저축을 내자로 동원하여 경제건설로

이어진다면 가계 생활의 수준도 상승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홍보하였다.

그들의 선전대로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소득수준은 높아졌으나 생활의 기

본 문제들, 즉 자녀 교육이나 주거 문제 등은 여전히 개인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런 조건에서 경제 사정이 나아지자 가계저축은

증가했으나 그것은 가계가 국가개발을 위해서 더 많이 저축한 결과가 아

니었다. 각 가계는 각자의 미래 설계에 따라, 즉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내 집의 마련을 위해서, 혹은 다른 미래 투자를 위해서 저축을 했던 것

이다. 그런 부문들을 박정희 정권은 끌어안지 않았고(혹은 못했고), 그

들은 그저 그 저축을 자본으로 동원하려고만 할 뿐이었다. 가계의 생활

영역은 국가와는 분리된 채 온전히 개별 가계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를 향한 정부의 저축동원 요구는 또한 정부에 대

한 가계의 불신과 강한 거부감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개인들에게 국가를

위해 부담을 지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국가는 그 개인들의 기초적

인 생활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려 하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 국민들의 국

가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국가가 책임

을 지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끊임없이 의무를 부과했던 역사적 경

험은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 내지는 사회에 대한 책무감이 낮은 연원이지

않을까. 박정희 정권 시기에 전개된 저축동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유산은 개인들의 욕망에 기초한 ‘각자도생’의 사회는 아니었을까. 부족하



- 217 -

지만 본고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시도였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미처 해명하지 못한 문제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자 한다. 본고는 저축과 절약의 미덕을 강조하는 사고방식 및 가계저축

을 국가개발과 연계시키는 발상의 연원에 대해서는 거의 논구하지 못하

였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앞선 시

기, 즉 일제 식민지시기와의 연속성 및 단절성을 살펴보는 일이다. 특히

1940년대 전시총동원체제 기간 동안 전개된 저축동원 방식과 어떻게 연

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식민지 시기와 국가개발 시기의 방식이

다른지 등이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동시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는 일이다.

일본, 타이완 등 다른 동아시아의 산업 국가들은 한국보다 저축률이 높

았고 한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동아시

아 산업 국가들과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특

수성을 더욱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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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저축률의 추이 (1960~1981년)

(단위: %)

출처: 《저축총람 1978》, 258~259쪽;《저축총람 1983》, 332~333쪽.

비고: 1970년 이전은 저축총람 1978년판을 그 이후는 1983년판에 의거하여

작성함. 수치가 다른 경우 뒤 판본에 의거하여 작성함. 가계저축률은 1970년

이후의 통계를 작성한 1983년 판부터 추산하기 시작하였음.

연도　
국민
저축률

민간저축률 정부
저축률

해외
저축률

평균소비
성향

한계소비
성향

가계 법인

1960 1.4 3.4 -2.0 8.6 98.6 120.2

1961 3.9 5.7 -1.8 8.6 96.1 84.2

1962 1.6 3.0 -1.4 10.8 98.4 111.8

1963 6.3 6.6 -0.3 10.7 93.8 82.1

1964 7.3 6.8 0.5 7.1 92.7 89.9

1965 7.5 5.8 1.7 6.4 92.5 91.9

1966 11.8 9.0 2.8 8.5 88.2 72.7

1967 11.9 7.8 4.1 8.9 88.1 97.6

1968 13.6 7.3 6.3 11.6 86.4 79.7

1969 17.5 11.3 6.2 11.3 82.5 69.6

1970 17.3 3.4 7.4 6.5 9.3 82.7 88.8

1971 15.4 2.5 7.5 5.4 10.7 84.6 93.3

1972 15.7 3.0 9.1 3.6 5.3 84.3 82.7

1973 23.6 7.9 11.5 4.2 3.8 76.4 50.4

1974 20.5 6.1 12.1 2.3 12.4 79.5 87.2

1975 18.6 3.3 11.3 4.0 10.4 81.4 86.9

1976 23.1 6.0 10.9 6.2 9.3 76.9 64.4

1977 25.1 8.6 10.0 5.6 12.6 74.9 67.6

1978 26.4 10.0 9.9 6.5 15.0 73.6 70.0

1979 26.6 9.7 9.7 7.2 14.2 73.4 72.6

1980 19.9 5.5 8.0 6.4 8.5 80.1 117.1

1981 19.6 4.7 8.1 6.8 7.3 80.4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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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부문별 금융저축액의 추이 (1964~1982년) [잔액]

(단위: 백만 원)

출처: 《저축총람 1983》, 260~263쪽에서 정리.

금융저축 저축성예금 비은행저축 유가증권
부문 간

거래 (-)

1965 44,033 30,573 14,830 1,400

1966 93,958 70,085 27,173 3,300

1967 173,201 128,901 49,200 4,900

1968 340,874 255,669 81,864 15,641 12,300

1969 577,129 452,983 113,563 42,283 31,700

1970 763,433 576,305 144,965 67,627 25,464

1971 965,451 708,511 208,981 77,033 29,075

1972 1,301,468 911,488 288,521 171,610 70,151

1973 1,822,806 1,221,044 476,847 286,975 102,060

1974 2,406,953 1,471,085 682,246 351,641 98,739

1975 3,229,489 1,943,652 890,513 503,587 108,263

1976 4,515,816 2,613,413 1,321,109 757,007 175,719

1977 6,538,100 3,588,194 1,964,598 1,219,313 234,005

1978 9,634,320 5,131,975 2,883,216 1,922,218 303,089

1979 13,312,975 6,531,429 4,255,643 2,830,144 304,241

1980 18,567,014 8,577,006 6,306,161 4,064,481 380,634

1981 25,757,772 11,499,756 9,018,745 5,734,144 494,873

1982 32,599,383 13,659,678 11,906,474 7,971,126 93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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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1961~1979년 투자재원의 조달 (경상가격 기준)

출처: 경제기획원, 1981 《외국인투자백서》, 15쪽.

비고: 원 자료의 통계상 불일치가 있어 총투자=국내저축+해외저축이 되지 않

음. 원 자료상의 불일치는 그대로 두었음.

연도
총투자

(10억 원)

국내저축

(10억 원)

해외저축

(10억 원)

투자재원자립

도 (%)

1961 38.7 8.4 25.3 34.6

1962 45.5 11.6 38.0 16.5

1963 91.1 43.7 52.4 42.5

1964 100.6 62.6 49.1 51.2

1965 120.9 59.4 51.5 57.4

1966 223.9 122.8 87.6 60.9

1967 280.7 145.8 112.9 59.8

1968 427.7 249.3 184.3 56.9

1969 621.3 405.9 229.6 63.1

1970 719.1 465.2 249.6 65.3

1971 831.4 506.2 353.2 57.5

1972 873.8 633.1 211.5 75.8

1973 1,341.0 1,233.5 198.9 85.2

1974 2,274.3 1,501.8 910.8 60.0

1975 2,881.8 1,823.4 1,023.0 64.5

1976 3,378.2 3,062.2 320.5 90.5

1977 4,645.0 4,278.3 101.9 97.8

1978 7,137.7 6,044.4 753.5 89.4

1979 10,293.5 7,728.4 2,221.7 78.4



- 221 -

<부표 4> 명목 및 실질 금리의 추이 (1957~1980년)

(단위: %)

출처: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60년사 Ⅰ: 경제일반》 한

국개발연구원, 214쪽.

비고: 신규 취급 가중 평균 금리.

각각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및 일반 대출 금리.

실질 금리는 소비자 물가를 이용.

연도
예금은행 수신 금리 예금 은행 대출 금리

명목 금리 실질 금리 명목 금리 실질 금리

1957 12.0 -9.0 18.3 -3.9

1958 12.0 16.1 18.3 22.6

1959 12.0 8.5 17.5 13.9

1960 10.0 1.9 17.5 8.8

1961 15.0 6.3 17.5 8.6

1962 15.0 7.9 15.7 8.5

1963 15.0 -4.7 15.7 -4.1

1964 15.0 -11.2 16.0 -10.4

1965 26.4 11.4 26.0 11.0

1966 26.4 13.6 26.0 13.2

1967 26.4 14.0 26.0 13.6

1968 25.2 13.0 25.2 13.0

1969 22.8 9.3 24.0 10.3

1970 22.8 5.9 24.0 6.9

1971 20.4 6.1 22.0 7.5

1972 12.0 0.3 15.5 3.4

1973 12.0 8.5 15.5 11.9

1974 15.0 -7.5 15.5 -7.1

1975 15.0 -8.2 15.5 -7.8

1976 16.2 0.8 18.0 2.3

1977 14.4 3.9 16.0 5.4

1978 18.6 3.6 19.0 3.9

1979 18.6 0.3 19.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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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Savings

Mobilization during the Park Chung hee

Regime

Jeong, Moo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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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aspects of savings mobiliz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to mobilize internal investments in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household savings.

Chapter 1 analyzes savings mobilization attempts mad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mmediately following the May 16 military coup.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of the 1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social

practices promoted for mobilizing household savings. Representatively,

it describes saving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the national saving

movement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avings union established primarily for

wage workers.

Chapter 2 deals with political and social discussions within Korean

society that were develop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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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ation measures implemented in September 1965. I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banks, which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mobilization of savings

while witnessing an increase in financial saving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measur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aspects of the living rationalization movement such as ‘the second

economic movement’ that was developed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system. The effects of such activities and the recognition of household

savings are analyzed based on the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since 1967.

Chapter 3 deals with the aspects of saving mobi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since 1973 and made a plan to raise funds for domestic

capital. To this end, the financi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a

national investment fund was established. And attempted to mobilize

household savings by introducing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but

failed. This chapter examines this process and describes the attempts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 mobilization system.

Chapter 4 analyzes the savings mobilization strategy developed after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oil shock. During this

period, the oil shock shocked the domestic economy, which in turn

increased demand for income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used

financial institutions as a means of ensuring the lives of its people.

Representatives includ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These systems were introduced and fostered as a means to

mobilize the domestic capital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Fourth Five-Year Plan. In addition, this chapter examines households

'responses to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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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bove, the effects of forced saving, saving

enlightenment, and economic incentives us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saving mobi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ced saving did not have much eff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savings union, although it had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savings, it was far short of its target. In addition,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which was created as a means of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tion of industrialization,

attempted to be introduced using welfare discourse, but its

implementation was delayed indefinitely due to strong repulsion and

oil shock.

Next, the saving enlightenment of the government also did not have

much effect on increasing savings. The government and savings

organizations continued to disseminate discourses on rationaliza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households, but not many households keep

a housekeeping book. According to a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each household was told to increase

or decrease its saving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incom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ere through economic incentives. Regular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have increased since interest rate realization measures, and

the popularity of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in the late 1970s is

a reflection of this. The main motives for savings identified by the

savings market survey were real estate purchases, child education

and marriage funds, and stabilization of retirement life, and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were just the right tools for

that nee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as

able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when it met the needs and desires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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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and for saving mobilization for the people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seemed very strong on the outsid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 is driven by household demands. And the

mobilization was effective when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demands of households.

Keyword : savings mobilization, national savings union, gye,

interest rate realization, living rationalization movement,

national welfare pension, national investment fund,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Life insurance

Student Number : 2010-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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