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 50년의 한국 산업화와 국가 

백 좀국(경상대) 

1. 서 론 

한국정치 50년사에 있어서 가장 국척인 요소는 한국의 산업정책과 그 결 

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한국 정치는 후진국의 일반 

적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의 산업정책파 그 결과 

만름은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될만큼 성공척이었다. 권위주의적 체제는 

보편적인데 비해 경제성과는 다양하다는 사실은 아마도 톡정한 정치체제와 

특정한 산업정책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없다는 것올 단척으로 보여준다 

고 말할수 있다. 

해방 이후 50여 년간 한국은 “한강의 기척”이라고 불리우는 고도성장올 

거듭해왔다. 1945년의 해방과 분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공업력이 

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남한 지역반올 국가영역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그나 

마 존재하던 산업기반은 1950년에 발생하여 3년 동안 진행된 비참한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휴전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국 경제는 1956년과 1980년올 제외하면 연명끌 7.6%씩 성장해왔다. 인구 

는 2.2배 증가한데 반하여 경제규모는 21 배나 증가하였다. 1990년의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1 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의 760달러에서 

1994년의 7 ， 500 1찰러로 약 9.3배나 증가하였다1) 

1) 김광석 · 김준경. “경제발전의 종합형7r’， 차동세 · 김광석 편 r한국경제 방째기: 역 

사척 명가와 21 세기 비전J(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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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구조의 돌파라는 측면에 

서도 한국의 산업화는 많온 환섬의 대상이다. 1950 1견경으로 말하자면 한국 

은 전형적인 농업중심의 후진국형 산업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나 자문단들이 한국 경제발전이 농업의 확대와 경공업 

발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1953 
년경에는 산업의 47.3%가 농림어업이었으며， 서비스업이 42.6%. 제조업 
은 9.0%에 불과하였다 2) 그러던 것이 1994년에 이르면 농림어업의 비율이 

7.0%로 줄어든 반면에 제조업이 26.9%를 차지하게되었다. 단순히 제조업 

의 비율이 3배 정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 

하는 비율이 21.1%에서 73.1%로 증가하므로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확 

실히 보여주고 었다. 특히， 총수출액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2년에는 27.0%이던 것이 1993년에는 무려 96.1%률 차지하고 었다. 수 

출구조가 거의 완전하게 공산품 구조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50년 경만 하더라도 한대도 생산하지 못하던 자동차가 1994년에 이르러 

서는 2백만대를 돌파하였으며. 약 44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대략 세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산업화 

전단계」로서 1945년에서 1963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올 경험하고 있었다. 조선조의 유산은 일 

제시대와 토지개혁올 통해 소멸되었고， 일제 시대의 유산윤 남북분단과 한 

국전쟁을 통해 거의 완전히 소멸되었다. 1961 년 박정희씨가 쿠데타를 일으 

켰을 때만해도 한국 사회는 자신의 활로롤 모색하는 중이었다. 

1964년경에 파거와 같온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의 발전올 기약할 수 없다 

는 인식이 지배연합내에 팽배하게 되면서 둘째 단계인 「신중상주의적 산업 

화단계」가 시작되었다. 1964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한국사 

회는 거의 국가자본주의에 해당하는 막강한 국가능력올 수립하면서 부국강 

병올 향해 치달았다. 특히 한국형 유치산업보호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 

책의 목표는 수입대체가 아니라 수출대체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2) 한국개발연구원 r한국경제 반재기: 정책자료집.I(서울: 한국개발연구훤. 1995). 21 
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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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율 집중육성하는 계획경제였다. 또한 이 목표률 수행하기 위한 정책도구 

들과 정책기구망이 개발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패권이 지배하는 자유주의 

적 국제체제가 거의 무제한척으로 자본과 시장과 기술올 공급함으로써 이 

러한정책을가능하게 하였다. 

제 3단계는 박정희씨의 피살로부터 시작된 「발전전략의 구조조정기」로서 

1980년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시기의 특정은 국가의 발전전략 

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웅변술과 화 

려한 교육경력을 자랑하는 경제관료들이 극도의 정홍성 부재로 고통을 겪 

고있는 권위주의적 지배자들과 결합하였다. 이들은 이전 단계의 발전전략 

이 수립한 탄탄한 기반에 입각하여 공전의 호황을 누리면서 이러한 호황이 

자신들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들의 전략은 파거에 피땀 훌려 조성한 기반을 붕괴시켰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화에 구조적 불황이나 극도의 경제력 집중과 같은 각종 파행올 

가져다준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혼란융 종식시키고 현재와 같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어떤 종류 

의 산업화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윤 이 논의롤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몫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몫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의 산업화 정 

책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정책에 

대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셋째. 이러한 상상력올 현실화시컬 수 있는 정치 

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러한 논의률 위해 한국 산업화 

의 정치적 측면올 정리하는 일이다. 

11. 한국형 산업화와 산업정책 

이러한 인상적인 성장은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한국 

의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올 수반하게 되었다 3) 예컨대 한국의 산업화에 대 

3)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는， 구범모 · 백종국， 한국의 후밟산업화연구에 관한 문 
현비명 .. r韓園政治學슐報J 24(여륨 1990): 7-49훌 창조활 것.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포괄적 셜명과 사 실에 대한 기록으로는 김석준 r한국산업화 국가론J(셔올: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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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척， 경제적， 역사구조척 요인에 의한 셜명활온 각자 다양한 설명율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의 산업화에 있어서 정부의 산엽정책이 가장 결정척 

인 변수였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신유교주의론 

이나， 신고전주의론. 발전주의론， 종속이론， 세계체계론， 국가론， 신근대화 

론 동은 서로 다론 이론척 전제나 처방에도 뿔구하고 한국의 산업화애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산업정책의 영향올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 

보다도 한국의 산업화와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과의 인과관계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산업정책을 어떤 특정한 국 

가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산업조직 구성에 관 

여하는 정부의 제반 행위라고 청의해보자 4) 이러한 정책들과 정책의 결과 

로 추정되는 산업화현상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쉽지않 

다. 산업정책의 실증척 효과롤 제대로 측정하려면 산업정책이 사용되지않 

았을 경우에 실현되었을 것으로 가정되는 경제성장율. 생산성증가율， 산업 

구조 퉁올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현상처럼 대부분 

의 산업정책도 역사에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어서 일반화하기 힘들 

다고보아야한다 5) 

정부의 실패 (government failure) 라고 불리 우는 요소들 또한 어떤 산업 정 

책이 본래의 의도환 바훌 활성했는지 여부롤 밝혀내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률 자유주의적 용어로 셜명한다면 다양 

한 시장의 실패 (rnarket failures)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992)을 참조할 것. 이 장에서는 산업화(塵業化)와 공업화(工業化)률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4) 이 정의는 산업연구원의 민경휘 박사가 제시하는 정의와 일맥상통한 바 있다 민경 

휘 박사는 산업정책올 “정부가 산업발전올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 

는 것올 목척으로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자원의 산업간 배훈에 영향올 주는 모든 행 

위”라고 청의하였다. 번경휘 외 6인 공저 r세계화시대의 산업청책~ (서울: 산업연구 

원 195에. 12 쪽. 

5) 이러한 점에서 혼히 정책 원인의 추정치 처럼 사용되고 있는 성장요인에 관한 분석 
은 정책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보다는 추정되는 정책 결과에 

대한 분류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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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이러한 산업정책도 정부의 실패(govememnt failures)랴는 현상올 내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불완전성 (asymmetry of infonnation) 이나， 매개 

자 문제 (agency problem). 정경유착(polítical clientelism).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s) 둥이 산업정책의 효울성을 가로막는 장애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산업정책의 전파정에서 특정척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올 분리하여 검토하기가 매우 힘툴다. 

산업정책 자체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특히 지배적 집단의 선 

택이라는 점 또한 산업정책의 포괄적 이해가 펼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산업정책윤 그 시대의 정치경제 구조 

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각 개별산업가들의 기 

업전략들이 이 전략올 지지하는 정치세력들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어떤 사 

회의 산업화 과정에 영향올 미치기 마련이다. 물론 이 체제 밖에 존재하는 

국제체제의 특징도 어떤 국가의 산업화 정도에 영향율 미치는 중요한 변수 

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요컨대 산업화가 집단척 현상야라는 챔올 망각해서 

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산업화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그 

정부를 포함하는 지배연합의 발전전략이 가지는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6) 

한국의 산업화 정책 혹윤 한국의 발전전략이 「신중상주의척 국가자본주 

의」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선 산업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중상주의라는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자유경쟁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률 정책의 당연한 전 

6) Almond, Gabrie! A “Approaches to Developmental Causation" in Crisís, Choice, aηd 
Cbaη!ge: Historical Studíes 01 Polítical Dellelopment edited by G.A. Almond, S.c. 
Flanagan and RJ. Mundt, 1-42(Boston μ떠e， Brown and Co. , 1973); Gourevitch, Peter, 
Politics in “'.lrd ηmes Othaca: Comell University Press, 198Q); Deyo, Frederic c., “Coali

디ons， Institutions, and Linkage Sequencing-toward a strategic capaciη model of East 

Asian development" in tbe Political Economy 01 East Astan Industrializatioη edited by 

F.C. DeyoOthaca: α)mell University Press, 1987): 227-247.; 구범 모 · 백 총국， “한국의 
후발산업화연구에 관한 문헌비평 백종국 ‘한국의 지배연합과 산업화 전략 - 멕시 

코와의 자동차산업화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안챙시 편 r한국정치경제론J(서윷: 법 

문사. 1옛;l()). 373-427; 김석준 r한국산업화 국가론'J. 퉁옳 창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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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받아률인다면 정책외 강조는 자가당착책인 상황에 빠질 것이다. 자유 

주의적 전제에서라면 정책은 시장의 질서훌 휴저해주는 야경꾼의 역할 이 

상을 목표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화가 진행되기 훨씬 이전부 

터 지구상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국부롤 증가시키 위해 일정한 산업정책올 

수행해왔었다. 더구나 산업화가 본격척으로 발생한 16-17셰기 이후 부터 

거의 모든 국가들은 각 산업화 단계에 부용하는 산업정책올 강력히 추진한 

바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유행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사회구성체논쟁이라는 맑스주의척 

해석이 범랍한 적이 있다. 이러한 논쟁들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국가독점 

자본주의」나 r주변부자본주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퉁으로 규 

정했었다 7)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온 빈번히 한국의 자본주의가 1) 강력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왔으며， 2) 국가의 개입이 자본주의의 모순올 해결하 

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3) 도리어 국가가 자본을 그야말로 “육 

성”해왔다는 점 때문에 끈본적으로 주어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의 제반 속성 - 사적 소유권， 가격올 중심으 

로 구성된 시장， 국제체제에의 적극적 참여 둥 - 을 지니고 있으나， 최소 

한으로는 ‘혼합경제체제’ , 보다 적극적으로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가 

까운 ‘국가자본주의’ 률 채태하고 있었다 8) 

7) 사회구성체논쟁에 대하여는， 박현채， 조회연 편 r한국사회구성체논쟁 1, IIJ (서울: 

죽산， 1989) 참조.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피하기위하여 몇가지 유의정옳 지적하지 

않올 수 없다. 상기에서 지척한 다양한 이론돌이 산업화의 통인이나， 과정에 대하여 

는 상당한 정도의 견해차훌 보이고 있으나， 조회연 교수가 지척하듯이 r.사회구성체 

논쟁」에 참여한 제반이론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분모는 “채국주의척 규정성(종속 

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조회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 조 

회연 편저， 앞외 책， 11-36. 이 논의률에 대한 비판의 종합으로는， 구범모 · 백총국， 
“한국의 후발산업화 연구에 관한 문헌비평 ," 28-29쭉. 

8) 한국올 .혼합경제체제’로 부른 대표척인 학자는， Paul A. Samuelson, Hard Truthsψr 

Korea(서율: 시사영어사， 1992) , 24 쪽; 한국올 ‘국가자본주의’ 로 규쩡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Jeff Frieden, “Third World lndebted lndustrialization: international fmance 

and state capitalism in Mexico, Brazil, Algeria, and South Korea ,’‘ Iηternatioη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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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훌 추구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울 가진 권위주와척 국가의 통장은 

Ale없nder Gerschenkron 교수의 後發塵業化論에 의해 썰명 되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9) 그의 이륜온 산업화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명향옳 다루는 립셋 

과 무어의 논지률 역으로 고찰하여 왜 특정한 산업패턴이 톡정한 국가체제 

하에서 나타나느냐률 성명하기 위혜 개발되었다. 거첸크론의 후발산업화론 

에 따르면， 후발산업국의 정치경제적 제도와 그 제도의 문화척 기초가 되 

는 이데옳로기의 유형온 산업화의 시점이 늦으면 늦올수록 더욱 권위주의 

척이고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점차 기술척으로 고도화되고 자본집약척 

이 되어가는 국제척 추세로서의 산업화에서는 늦으면 늦올수록 불리해진 

다. 이러한 각종 후발주자의 불리률 극복하고 선진국올 따라잡기 위하여 

후발국들은 갈수록 심한 권위와 경제력의 집중올 감행한다 10) 한국은 앞선 

독일이나， 러시아， 일본의 사례와 함께 이러한 후발산업화론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11) 

。rgaηization 35(Sununer 1981): 407-431; 흥미었게도， 1962년의 제 2차 통화개혁율 

둘러싸고 「국가자본주의」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김정렴 씨(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정 

책자문위원으로 통화개혁을 기획하였음)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흉화개혁올 무력화 

시키려는 소문 중 하나로서 5 . 16 쿠테타의 주체째력툴온 ‘민주자본주의’ 가 아니라 
사회주의식 ‘국가자본주의 훌추구하려 한다는것이었다. 김정렴 씨는이 소문율당 

시 서울대 상대의 교수였고 한 때 통화개혁의 자문융 맡았던 박회볍씨의 이론과 연 

판올 시키고 있다. 김정혐 r한국경제정책 ‘30년사J (서율: 중앙일보사， 1990) , 93쪽. 

그러나 앞으로 자주 인용할 오훤철씨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 모형은 “세 

계시장올 기초로 한 효율 · 이윤 극대화의 국가척 계획경제체채”라고 불러야 한다. 

오원철씨는 이와 유사한 채체로서 현재의 중국올 툴고 있다. 오원철 r한국형 경제 

건설론 채 3권J(서올: 기아경제연구소， 1996) , 277쪽 

9) Ale없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ø양?Cti.ι~: A /3(뼈 01 

~ls(Carnbridge: Haπ따ù Unive염ity Press, 1966) 

10) 물론 후발주자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Thorstein Veblen 이 지적한 바 처렴， 후 

발국은 기술과 경험의 측면에서 그의 농력에 따라 션진국의 경우률 참조할 수 있다 

는 장정을 가진다. πlorstein Veblen, liη1þeria1 Germaηvand the 1:’uJustrial Rel!olutioη 

(New York: Viking Press, 1939) 

11) Albert O. H없‘빼n온 거웬크론휴의 후방산업화가 천후 제 3세계 후발국애는 발생 

하지 않으리라보고 중남미의 경우훌 예로 삼아 “후후발산업화론”옳 주장하였다. 그 

러나 동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가 중남미의 경우와 대단한 차이훌 나타낸 이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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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랄리， 거핸크론의 후벌산업화 

론은 후발산업화와 강력한 국가체쩨 사이애 단션형척 환계가 존재하고있다 

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12) 강력한 국가체제에의한 후발산업화의 논리가 지 

배척이기는 하나， 후발산업화의 압력에 대해 어떠한 戰略으로 대웅하느냐 

하는 것은 후발주자내에 있는 지배척 세력들의 選擺이다. “비교적 가벼운 

예의 하나로서 멕시코률 들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존하는 금용자본들이 

비교적 급진척 색깔울 띄고있는 정부롤 불신하여 여 정부가 주도하고있는 

산업활동에 협조하기률 꺼려하고있다 .. 1:3)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산 

업 · 금융자본들은 최근까지도 국내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패권적 지위훌 인 

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온 한국의 급속한 산업발전 

을 담당한 주요 세력폴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 상호작용이 결정한 산업화의 

패턴에 관한것이 된다. 

후발산업화의 주체를 역사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분석의 단위훌 쩔청하는 

작업이 후발산업화의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대로 종 

속이론과 국가론의 시각에 대한 토론의 결과로서 團家와 企業家， 勞動者라 

는 階級分析的 視覺이 일반적인 동의를 얻고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급” 

윤 이미 정통적 마르크스주외자들이 주장하는 계급이 아니라 최근의 신다 

원주의 논쟁에서 나타난 바처럽 베버주의적 계급을 의미한다 15) 여기에서 

한 견해를 최근에도 따르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Albert O. Hirschman, ‘깎le Po1itical 

E‘:onomy of Import-Susbtìtuting Industria1izatìon in Latìn Amerìca," Qμaπerly fiαmwlof 

Economκs 82 (Febntary 1968), 1-32 

12) 예 를 들면 , ]ames R. Kurth, “πle Po1itical Consequεnces of the Pr，αluα Cycle: Industrial 

Historγ and Political Outcomes," 1，ηtemalional 0뱅'anization 33 (Winter 1979), 11-12. 

13) Gerschenkron , 앞의 책 , 28. 

14) 사공 일 . L.P. 존스， 공저 r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j(서옳· 한국개발원， 

1981), 326; Alice H. Am'><Ìen, Alia 's N앙tGiant: SoμthKoreα and Late 1ndustηaμ'zatton 

(New York: Oxford Uníversìty Press, 1989), 14-18 

15) 신다원주의 논쟁의 핵심은 다알파 린드불럽과 같은 다훤주의자률이 마르크스적인 

계급분석올 수용했느냐하는 점이었다. 여기에 대해 긍정책인 입장에서 문헌분석올 

제시한 맨리에 대해 다알파 린드블럽은 그들이 사용하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신다원 

주의적 분석에 합당한 것이며 결코 마르크스의 경쩨주의적 논리에 기초하고있는 것 

이 아니 라고 답변하고있다. ]ohn F. Manley, ‘ Neo-Pluralism: A Class Analysì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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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주의척 계굽”은 Rich없-dL. S셈ar 교수가 정리하듯이， 산업사회에서의 

계급관계는 기본적으로 권위관계훌 기초로 행생되는 계급이며， 계급투쟁윤 

사실상 이 권위의 훈배를 둘러싼 투쟁이라는 개념구조에 기초하고있다 16) 

특히 한국에 있어서 산업화의 패텀을 결정해용 정치권력용 계급구조의 산 

물이 아니며， 도리어 정치권력에 의해 계급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이미 

누차강조된바있다. 

후발산업화과정에서 역사척 주체들 - 계급， 계충， 또는 집단들 - 사이 

의 권력올 향한 투쟁과 그 산업화 유형 사야의 판계는 바로 이러한 Lipset. 

M∞re. Jr .. Gerschenkron들이 제시하는 분석유형과 논리훌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명백히 분석할 수 있다. 최곤의 정치경채학 문헌에서 자주 퉁장하는 

「支륨뼈￠合分析」온 한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올 담당한 주요 세력파 이들 세 

력사이의 力動的 關係롤 분석하는 중간 이론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이 분 

석은 우선 각 정치체제내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조직화된 다양한 쩡치경 

제적 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단체와 계급 조직물이 각자 

의 이해와 이데올로기률 따라 이합집산올 거듭하면서 국가기구의 통제와 

지배를 중심으로 支配聯合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지빠연합 

에 포함되지 않은 유력한 집단들은 보통 反支配聯合을 형성한다. 이 지배 

연합과 반지배연합， 그리고 이들이 기초하고있는 國民大樂사이의 (때때로 

는 변증법적인) 관계가 각 민족국가의 산업발전 패턴을 결정짓는다. 보다 

가설적으로， 지배연합이 후발산업화의 제약과 기회를 적절히 극복하고 그 

들의 산업전략을 어느 정도 성공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내에 

있는 지배연합의 결속력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Pluralism 1 and Pluralism II ," Americaη Political Scienæ Ret썼ν 77 (June 1983): 368-383; 

C.E. Undblom & Robert Dahl, “Communications, .. 같은 책， 용4-389: ]ohn F. Ma떠ey. 

“Pluralism and Class: A Rejoinder to Dahl and Undblom," Amerícaη Politú찌1 Science 

Review 78 (Decemher 1984): 1071-1073 

16) 이와 같은 계급개념용 이미 빠 Dahrendorf와 Stanislaw Ossowski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Richard L. Sklar, “On the Concept of Power in Political Economy," in Toward a 

Humaη앙ic Scíeηceo/PoliκS: Fssays in Honor 0/ Fraηcis Dμηham Wormuth edited by 

Daln따s H. Nelson and Richard L. SklaκLa며l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179-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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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률 내용온 1945년 이후 50여 년 간 전행되어 혼 한국의 산업 

화에 대한 분석이다. 이 분석은 앞서 제기한 분석적 왜턴용 중심으로하는 

종단연과 횡단면 분석올 겸용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산업화의 륙정돌올 신중상주의적 국가자본주의의 풍장이라는 맥락에 

서 검토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한국 산업화의 기원에 대해 간략히 고찰 

하고자 한다. 일제시대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토론과 토지개혁 및 한국전 

쟁의 영향이 바로 그러한 논의률에 속한다.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때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씨가 얼본의 예툴 따라 강력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신중상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유치산업보호론이야말로 이 시각외 가장 전형적인 

정책인 바 한국의 산업정책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17) 이러한 견해 

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1980년대에 일종의 조정기에 들어섰다. 이 시기는 국가의 정책 현실과 이 

론 사이에 현격한 격차훌 보여주는 시기였다.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사용하 

는 정책 용어에는 선자유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실제 정책은 신중상주의 

척 경향을 답습하고 있었다. 

17) 이 측연을 확인해줄 자료가 극히 최근에야 발간되었다. 요원철써는 1957년 시발자통 

차회사 공장장융 시작으로. 1961 연 5훨에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웬회 조사파 

정. 1961 년 7월에 상공부 확학과장. 1964년 6월에 공업체 1국장.1968년 4월에 기획 

관리실장. 1970년 l월에 광공전차관보. 1971 년 11 월에 대통령 경제제 2수석비서관， 

1974년 2월에는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율 역임한 바 있다. 이 직함은 1979년 12월 

에 박정희씨가 암살당혈 때 까지 지속되었다. 그의 경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원 

철씨는 박정회씨가 주도하는 신중상주의적 산업화 파청에서 가장 중심되는 직책에 

종사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원철씨가 최근에 저술하기 시작한 『한국형 정제건셜』 

이란 책자는 자서전형식율 떡고 있으나 각종 통계와 충언과 나홈대로의 해색율 산업 

벌 체계에 따라 모아놓용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불 수 있다. 이러한 기록온 그와 유 

사한 직위에 있던 자돌 대부분이 스스로의 기혹들율 불태워 없애버린 것에 비하면 

가히 놀랄만한 일이다. 이장규 r경제는 당신이 대흉령이야 - 전두환시대의 경제비 

사 -J(서울: 중앙일보. 1991). 3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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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산업화의 기원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일제치하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식민지 치하의 산업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시기의 

산업화가 1960년대 이후에 진행된 산업화의 기반이 되지나 않올까 하는 생 

각에서이다. 상당수의 외국인 논평가들은 거의 통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 3세계 국가들 중에서 유독히 한국과 대만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경험 국가들이 급속한 발전율 이룬 배경이 일본제국주의의 독륙성에 었지 

않올까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론은 한국 산업화 정책의 선구자격으 

로 나타난 일본 산업화 정책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뿜만 아니라， 일본제 

국주의가 식민지에 설치한 각종 자본시설들의 존재까지 포함하고 있다. 확 

실히 일본 사례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었 

다. 

일체치하의 산업화 문제는 한국자본가의 기훤에 판한 토론과 연판되어 

있다. 이 토론은 한국의 산업화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확실히 한국 

의 산업화는 국가훌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이루 

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산업화의 전과정에서 

자본가들의 발달이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해방 이후부터 

한국의 정부들은 의식척으로 자본주의적 체제률 이식하려고 애씀으로써 사 

적 자본들이 주요 경제적 행위자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사척 

자본들은 한국의 역사척 여건 때문에 주로 산업자본의 형태로 성장활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실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서는 사적 자본들이 국가경 

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지배척이 되었다. 이러한 접율 놓고 볼 때. 

사척 자본의 기원는 한국의 산업화가 어디쯤에서 기훤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국의 산업화와 일저136 년 

한반도에 있어서 산업화가 나타나게된 시기는 아마도 일채 치하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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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조선조 말기에 약간의 공장제 수풍업이 발견되지 않는 바 

는 아니다. 그러나 공업화란 것이 산업구조 내얘서 팡업외 비중이 중가하 

는 현상이라고 볼 때 조선말기의 산업상황이 정체척이었다는 사실윤 부인 

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일제 치하에서， 톡히 1930년외 흥남질소비료공장 

준공을 깃점으로 하여 한반도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이 1960년대 이후에 달성한 곱속한 산업 

화의 기원을 일제 치하의 산업화에 두고 있는 학자들이 있올 정도이다. 그 

러므로 일제 치하의 산업화가 나타내는 성격올 판단하고 이 산업화가 2차 

대전 이후의 현상과 연관되는지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45년의 해방을 맞기까지 한반도는 약 36년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 

민지로서 지배당했다. Kim and Roemer는 이 식민지 통치기간올 산업화의 

정책기조로 보아 세개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18) 제 171는 1910년에서 

1919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일본윤 한반도의 식민통치와 농업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올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산업화가 체계적으로 진 

행되었다는 종거는 찾기 혐플다. 제 2기는 1920년에서 1929년에 이르는 10 

년간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 일본은 그 전기얘 취했던 비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식민지의 궁극척인 역할은 본국의 

제국주의에 공급할 식량의 공급에 놓여있었다. 제 3기는 1930년에서 1945 

년애 이르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야말로 일본의 관변화자들이 「조선산업혁 

명」이라고 일컴는 시기였다 19) 이 시기는 주로 군수품과 판련된 중공업제 

품의 생산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 

일제시대의 채화생산추계률 통해 본 경제성장은 시기외 구분없이 비교적 

일정하다 20) 전 기간동안 큰 기복없이 명균 3% 청도씩 성장했다. 인구가 

연평균 1.6%씩 성장했다는 것율 감안하면， 일인당 재화순생산액도 불변가 

격기준으로 연평균 1.6%씩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산업구조가 눈에 

띄게 변했다. 1931 년에 제조업중 경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융이 68%였으 

18) Kim and Roemer, 1979. 

19) 안병직 · 中村 哲， 공편저 r근대조선 공업화외 연구 - 1930-1945 -J (서올: 일조 

각， 1993) , 2-3쪽. 

20) Suh. 1978.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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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40년에는 40% 정도로 감소하였다. 대신 같용 기간동안 중화학공업 
의 비중은 32%에서 51%로 성장하였다 21) 

안병직 교수와 增 和生 교수는 일제하의 산업화훌 셜명하는 주요 이론으 

로 「大陸兵站基地論」， 「植民地工業飛地論」， 「民族經濟論J ， 그리고 「二童經

濟論」 동을 손꼽고 있다 22) r大陸兵站基地論」온 주로 1930년대의 일본 학 

자， 관료， 언론인들에 의해 제기된 이론이다.경) 이 이론은 한반도의 산업화 

가 다음 몇가지 요인에 의해 일본의 병참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 

써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미독 중심의 

산업정책이 점차 화탄올 보이고 있었다. 둘째， 수풍율 비롯한 지역에서 유 

역변경식에 따른 풍부한 수력자원울 발견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대공황과 

불럭경제화에 따른 금수출금지에 따른 골드러쉬가 발생하였다. 넷째， 만주 

국의 독립에 수반하는 배후시장이 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본국의 

경제룡제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언 

들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자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 

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는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병참기지로서 공 

업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植民地工業飛地論」은 일제치하의 공업화에 있어서 전후방연관효과의 

단절성올 강조하고 있다 24) 한반도로 진출해온 일본자본돌이 상당수의 공 

장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들은 한반도내의 산업파는 

관련이 없는 飛地와 같은 존재이다. 일차척으로 일본 기업플의 진출전략에 

의한 특징이 있다. 공장건설은 주로 일본 본토의 산업체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공업상품의 시장도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나 

중국이었다. 이차척으로 보면. 일본의 한반도 진출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 

에 의한 중화학 부문이었다는 점이다. 중화학공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집약 

21) Kim and Roemer , 1979 , 11 쪽. 
22) 안병직 나까무라 r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J.2-6쪽. 

23) 대표적으로는， 給木武雄 r朝離(J)經濟J( 日 本評論社. 1942); )1 1合흉武 r朝蘇工業(J) 

現段階J(東洋輕漫新報i!i:. 1943). 안병무 r근대조션공업화의 연구J.2쪽 채인용. 

24) 金哲1':韓國ηA口 ε經濟:.ø(岩波훌店.1%5). 안병직 r근때조선공업화의 연구J. 3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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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그러므로 고용효과도 적으며， 당시 한반도외 산업 수준으로 보아 

연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리어 햇몇 정공업 부문에 있어 

서의 대규모 자본 진출은 조선인의 가내공업이나 영세기업들의 몰락올 채 

촉하였다. 한반도의 산업화는 도리어 토착자본의 몰락과 실업 증가，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률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아 비록 한반도내에서 발생한 

공업화랴할지라도 산업간의 전후방연관효과훌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 

이 지적되고 있다. 

「民族經濟論」윤 주로 한국 경제학자블에 의해 강조된 이론으로서 「植民

地工業飛地論」의 견해률 대폭 수용하나 토착자본의 존재률 강조하는 데서 

차이를 보이고 었다 25) 이들은 일제하의 산업화과정을 제국주의청제권파 

민족경제권 사이의 대항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의 민족경제권은 일 

본 자본에 대항하는 한민족의 토착자본의 영역으로셔 한민족의 생존과 저 

항의 근거였다고 보고 있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률 잠석하고 

파괴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앞의 이론보다는 공업화의 실질성울 더옥 

강조하고있는편이다. 

「二重經濟論」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한국의 계발경제학자물이 제시한 

견해로서 일제하 한반도 경제구조의 이중성올 강조하고 있다 26) 이 견해는 

주로 엄격한 수량경제학적 방법에 따른 일제하 경제성장의 성격 규명율 추 

구하고 있다. 그 훈석의 결과로 급속한 경제성장， 군수공업화. 이중구조에 

의한 연관효과의 부재， 전통적 부문의 존재 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제치하의 한반도 경제가 지닌 이중구조률 강조하였 

다기보다는 일제치하의 경제성장이 실질척인 것이었다는 챔울 강조하논 경 

향이 있다. 이에 대해 안병직 교수는 이 견해가 산업구조의 총체성에 대한 

파악을 결여한 도식척 분석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27) 

이들의 견해에 대해 안병직 교수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올， 그러나 매 

25) 대표척으로 박현재， ‘·해방 전후의 민족정제외 성격" r한국사회연구'J (서울: 한길사， 

1983년 6월). 

26) 대표척으로 Sangζhul Suh, Groμ!th aηd Structural Cha째잉、 iη the Koreaη &αlOmy， 

191(}-1940J꿇π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27) 안병직 r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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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막연하게 지척하고 있다. 그는 첫째로 민촉자본과 일본자본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올 지적하고 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에 존 

재하던 많은 한국인 자본률은 일제의 산업정책에 척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었다고 한다 28) 그러므로 일제시대의 산업구조가 일본 자본에 의한 중화학 

공업화와 토착자본에 의한 경공업 부문으로 이중구조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척하고 있다. 둘째로는 한반도에도 차후의 자본주의 발전올 가능케 

하는 본원척 축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 이 후자의 주장온 전자 

만큼 분명하지 않으나 여하튼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 남겨놓은 막대한 자 

산파 이 자산의 불하- 소위 귀속재산의 불하-가 해방 후 한국 자본주 

의의 기반이라는 점올 심각히 암시하고 있다. 

1950년대의 한국 자본가에 대한 이병천 박사의 붐석도 일제하의 산업화 

가 향후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30) 이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의 주요 대자본가 23명 중 귀속업체의 불하률 흉혜 성장한 사랍이 

10 명， 타인에께 불하된 것올 인수받은 경우가 3명으로 도합 13명 정도가 

기폰의 업체를 인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2명이 이미 존재하 

던 국유기업체롤 불하받았으므로 23명 중 과반수가 넘는 15명이 기존의 생 

산시셜올 기반으로 산업자본으로 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연 

구는 국가정책의 영향융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실쩨 산업화의 기반으로 평 

가하자면 일제시대부터 성장해온 물적 기반에서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되었 

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식민지치하에서 발생한 산업화가 196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의 산 

업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는 매우 많이 었다. 일차적으로 몇 

몇 연구들이 지적한 귀속재산의 불하는 식민지적 유산의 불하라고 말할 수 

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환국전쟁이 이러한 현격한 단절올 초래 

하였다. 이대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면방직 공업의 약 70% 

를 파괴하였으며 1950년대에 진행된 귀속재산이란 사실상 미국측의 원조 

28) 앞의 책， 6쪽. 

29) 앞의책， 46쪽. 

30) 이병천 r19SO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J(서옳: 백산서당，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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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미국의 산업기자채로 북구된 시설이었용이 드러나고 있다 31) 그의 

연구애 인용된 년도벌 귀속채산 처분실적표는 미군정부터 1958년 5월까지 

총 443억 원의 귀속재산이 불하되었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1952년까지 불하된 실적은 266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94% 정도 
는 그 이후에 불하되었음을 보여주고 었다 32) 이러한 사실온 귀속재산의 

불하라는 현상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일본의 생산시설올 불하하였다기 보다 

는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국가가 육성한 업체둘올 사척 자본으로 편입시 

키는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산업화룰 추진한 1980년대에 활동한 주요 자본가의 기왼에 대한 

연구들은 이 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재진 박사는 전기분석 

볍울 통해 한국 자본가의 대부분이 해방 이후의 정채활동을 통해 성장했음 

을 보여주고 있다 33) 이 연구에 따르면 귀속재산의 불하흘 통해 자본가로 

성장한 경우는 57명외 대기업 중 19.3%이며， 이 귀속재산불하도 앞서 지 

적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분명하다.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농업자 

본의 산업자본 전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영모 교수와 

Leroy Jones와 사공일 박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지주라고 대답한 

주요 자본가들은 40%훌 넘고 있다 34) 그러나 서재진 박사외 전기분석법윤 

실제로 이 비융이 9% 정도에 지나지 않음율 보여주고 있다. 

2. 한국 산업화의 역사적 단절: 분단과 한국전쟁 

한국 산업화의 기원올 일제치하의 식민지 산업화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 

로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전후세계롤 재편하는 과정에 

서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의 영향권으로 양분되었다. 양 강대국들은 일본의 

31) 이대근. “정부수립 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근대조선공업화 

의 연구J.264-298쪽. 

32) 이와 같은 현상은 공제욱 박사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의 〈표 '5-7) 에 따 

르면. 1950년 이전에 귀속재산올 불하받은 업체는 단 2건에 불파하다. 

33) 서재진， “한국산업자본가의 사회척 기원" r현대 한국자본주의와 계급문채J (서울: 

문학과지성사. 1~혔). 11-38쪽 

34) 김영모 1981 43명 중 51.2%: 존스-사공얼. 1980. 192명 중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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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해쩨롤 이유로 한반도의 남반부와 북반꽉에 각각 진주하였다. 이 지역 

에서 그들은 미약하게나마 성장하고 있번 토확쩨력옳옳 얼소하고 자신들의 

이익올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째력률로 국가률 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남북한간의 각종 교류는 신속해 단절되었으며，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산업체계 또한 그러하였다. 

남북분단온 한반도 전체로서 상호보완척인 산업구조훌 급착스레 갈라놓 

는 결과률 초래하였다. 가용 토지와 인구는 남측아 많았지만， 산업시컬은 

북측이 월동히 우세하였다. 남한측이 경공업제품 생산 위주인데 반하여， 

대규모장치 산업인 중공업부문온 북한측이 우세하였다. 1939년 통계에 따 

르면 남한이 전국 직물생산의 85%. 인쇄 및 출판의 89%훌 차지하는 데 반 

하여， 북한은 금속제품의 90%. 화학제품의 82%. 쭉히 전체천혁의 92%훌 

차지하고 있었다 35) 그러므로 1930년대부터 일본제국주의가 추진한 중화 

학공업화의 유산은 남한측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의 철수와 연이은 경제적 혼란은 그나마 존재하던 생 

산기반을 황폐화하였다. 일본의 급작스런 패배와 일제 지배에 대한 한국인 

들의 극심한 반감으로 말미암아 재한 일본인 기업인과 기술자， 경영인들은 

한반도에서 신속히 철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에 의존하던 한반도 지 

역의 각종 산업시설들은 갑자기 엄청싼 생산풍백율 맞이하게 되었다. 더구 

나 일제가 패배 직전에 조직적으로 유발시킨 전쟁 인플레와 해방 후의 무 

절제한 화폐발행으로 말미암아 남한 지역의 경째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었다. 이러한 결과 1948년의 남한 제조업 생산고는 1939년 수준의 약 15% 

에 불과하였다 36) 미국의 막대한 원조하에서 생필품올 중심으로 하는 산업 

생산이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전체규모는 매우 미약한 편이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만 2년 여 동안 진행된 한국전쟁은 미국의 훤조 

하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던 산업시설들올 다시 철저히 파괴하였다. 인명 손 

실이 엄청났다. 전쟁 중 민간인 사상자만 해도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었 

다. 또한 1953년 GNP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5% 정도가 파괴되었다. 민간 

35) 차동세， 김광석 편 r한국경제 반세기.1. 31 쪽. 

36) 앞의 책 .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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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핵 조차도 43% 정도가 화괴되었으며， 천쟁전 산업시성의 42-44% 청도 

가 파괴되었다. Kim and Roemer의 추계에 따르면. 1940-1953년간 1 인당 

재화순생산은 무려 44%가 감소한 셈야라고 한다 37) 이러한 추계는 1940년 

당시의 상황올 기준으로 고찰해 볼 때 한국민훌온 전쟁으로 인해 거의 아 

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된 것이나 다름 없음옳 보여준다. 

따라서 1960년대에 전개된 한국의 산업화는 파거와는 현저히 단첼된 새 

로운 풍토하에서 전개되었다. 일제 36년과 토지개혁은 조선조 이래로 물려 

받을 뻔한 지주계충의 정치척 지배라는 통치의 전홍올 완전히 단절시켰다. 

급작스런 남북분단과 파멸적인 한국전쟁은 한국 경제롤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시켰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단절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계충척 

명퉁성과 사회척 이동성올 강화시켰다. 이러한 역사외 단젤은 1960년대에 

박정희씨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 출신의 새로운 통치앨리트들이 신중상주의 

적 산업화률 기획활 때 대다수 국민들이 - 적어도 산업화라는 명쩨에 있 

어서는 -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기꺼운 마옴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율 이 

루고있었다. 

IV. 신중상주의쩍 국가자본주의의 전개 

1. 신중상주외적 밟전전화21 기원 

박정희씨가 이끄는 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이 결성된 것은 1961년의 쿠테 

타를 통해서였다.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았던 이 쿠테타는 제 2공화국 정부 

가 보여준 안보지향적 국가기구들의 통제 약화라는 결정척 변수로 인해 성 

공으로 마무리되었다. 쿠테타 직후 박정회씨는 자신융 최고의 정점으로 삼 

는 권위주의 체제률 신속히 형성해갔다. 특히 중앙정보부와 같은 안보지향 

적 기구의 창셜은 박정희씨의 통치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 결정 

적인 기여를하였다. 

그러나 박정회씨가 산업화에 대해 본격적인 판섬율 가지고 그의 “신중상 

37) Kim and R∞mer ， 1979. 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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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발전전략”올 수립한 것은 1964년 중반이었다 38) 집권 초기에 박정 

희씨는 아마도 제 2공화국의 경제정책올 답습하려했댄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그의 의도는 그가 쿠헤타에 성꽁하자마자 제 2공화국의 제 1차 경제개 

발 5개년계획과 그의 기안팀들율 거의 수정없이 받아돌인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입대체산업화률 중심으로하는 경제안정화 

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온 지나치게 피폐한 한국의 

경제사정상 원활히 척용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급속한 쩡제발전올 통해 

쿠태타의 정당성융 증명하려는 박정희씨와 그의 군인출신 동료들에게 이 

목표는 너무 느슨한 것이었다. 군사작전올 치루듯 진행한 화폐개혁조차도 

인플레이션올 통제하기가 어려워지자 박쟁회씨와 그의 통치엘리트들은 

1964년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올 대폭 수정하였다. 

박정회의 지배연합올 “신중상주의척”인 것으로 부르는 정향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용어는 비교적 생소한 편이다. 일차척으 

로 “무역 촉진을 통한 무역수지의 흑자 유지와 수입감소률 통한 국내생산 

촉진과 고용 증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 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이의가 없 

다 39) 그러나 박정회 정부는， 박광주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이보다 더 전형 

38) 많은 기존외 자료들온 박정회씨의 1961년 쿠태타훌 새로운 발전전략의 시초로 생각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박정회써가 쿠태타 이후 3년간옳 경제발전전략의 

조정기로 삼았다는 사실울 지나치게 무시하는 견해이다. 박정희씨의 주위에서 산업 

화전략올 수립하였던 참여자옳도 1964년 부터 발전전략외 본격적인 교체가 벌생했 

다는 사실올 증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증언들은 대확 다음과 같다. 박정 

회 r국가와 혁명과 나J(서울: 향문사， 19(3): 김정렴 r한국정제정책 30년사 - 김 

정렴 회고록 -J(서율: 중앙일보사， 1990): 김형욱 지융/박사월 편집 r김형욱 증 

언· 혁명과 우상 -1부 -J(어퍼 다비: 독립신푼사， 1982) , 2부 한국중앙정보부 

(1983) , 3부 박정회황조의 비화(1984) : 박충훈l'이당회고록~(서옳: 박영사， 1988): 
서석준 r경제개발올 향한 외길 20년J(서울: 일조각， 1985 , 1993); 오원철 r한국형 

경제건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1권 -J (서올. 기아경채연구소， 1995) , 2권 

0 9%), 3 권(19%)， 4권(1996) ， 5권 (1996): 이동원 r대통령옳 그리며 J (서울: 

1992) : 이병철 r호압자전J(서울: 중앙일보사， 1986): 정주영 r시련온 있어도 실패 

는 없다J (서울: 제 3기획， 1991): 한운사1"끝없는 전진 - 백상 장기영 일대기J(서 

울: 한국일보사， 1992): 백영훈 r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잊어버린 경제이야기J(셔 

울. 연암프레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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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혹정을 가지고 있다 40) 박 교수는 그의 『한푹권왜쭈외국가론』얘서 이 

정책적 경향율 “국가주포에 의한 부국강병정책”으로 정찍하고， 수출주도행 

의 보호무역주의， 산업화해주 발전전략， 척하효파(適下效果， trikle-down 

effeçt)의 추구， 및 경제떤족추의 풍율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었다‘41) 

어떤 개념의 역사성이 사훌의 진실옳 이해하눈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섣부른 유행화보다는 주어진 개념외 역사성올 한번 천착(穿 

훌)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청치경제학계에서 중상주의 (重商主聲 mer

cant파m)이라는 말윷 주요 담화(戰話)로 사용한 것은 아마도 킬핀 (Robeπ 

Gílpin)의 저작융 통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의 연구도 그렇거니와 

박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장 달중 교수의 저작에서도 길핀 (Gilpin)의 영향 

은 자주 반영되고 있다 42) 해가드(Stephen Haggard)와 문정인 교수는 이런 

컵에서 환국 자본주의률 누구보다도 먼저 ‘중상주의척(重商主義的)’ 이라 

고 부혼 사랍에 속한다 43) 

박정회씨와 그롤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지배연합이 어떠한 발천모텔올 추 

39) David H. B1acke and Robert S. Walters , 7be Po/itics 0/ Global Ecoηomic Relations 

(En때ew∞d Cliffs: Prentice-Hall, 1983),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따mpf， 

Wo빼 Polittcs: Treηd and Transfonnatton, 앓oηdE깅'ition (New York: St. Martin’s Pr，앉S， 

1985), 201-202쪽에서 채인용. ‘신중상주의’ 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Joan 

Robinson, “The New Mercantilism," in Contributìons to Modern Ecoηonllα (Oxford 

Blackwell, 1978)인 것으로 보인다. Paolo Guenieri and Piεr Carlo Padoan, “ Neomer

cantilism and Intemational economic stahility," }:ηternαtionalO앤'anization 40 (Winter 

1986): 29-42쪽융 참조할 것 

40) 박광주， “집갱관주의척 신중상주의국가론 한국정치학회 편 r현대한국정치와 국 

가J{서울: 법문사. 1986). 187-224쭉 그의 최근 저서 『한국권위주의국가룬 - 지도 

자본주의체제하의 집갱판적 신중상주외 국가 -J{서올: 인간사랑. 1992)는 이 논문 

의 논지롤 더욱 더 발전시킨 저작이다. 

41) 앞의 책 .301-302 쪽. 

42) Dal-Joong Chang, Ecoηomic Control aηd Po/itical Autboritaηaηism: Tbe Role 0/ 
Japaηeseû때1Orati01l iη Korean Politκs 1965-1979 (Seoul: Sogang Uruversity Press, 

1985), 

43) Ha잃ard and M∞00， ‘The South Korean State in the Intemational Economy，"훌 창조할 
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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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앵스텐(Alice H. Ar댔den)운 그녀 

의 『아시아의 다옴번 거인』야라는 저서에서 1960년대 초에 발생했던 한국 

의 발전모델들을 세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44) 첫번째는 학생들 (the 

students)의 견해로서 우리 말로 하면 아마도 “진보적 견해” 라고 말활 수 있 

다. 엠스멘은 이 견해의 핵심이 민주화와 평둥을 향한 급진적 개혁과 남북 

통일， 그리고 미국을 설체로 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라고 보고있다. 두 

번째는 미국(The United States)의 견해로서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적 견 

해”라고 말할 수 있옳 것이다. 앵스덴의 셜명에 의하면 워싱톱의 정책입안 

자들과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관료률， 그리고 세계은행의 전품가돌은 한국 

이 전통적인 시장경제이론에 입각한 제반 요건율 충족함으로 경제성장옳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엠스멘이 말하는 세번째는 군대 (The 때파aπ)의 견해로서 여기에서는 “신 

중상주의적 견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을 지배해 

용 이 견해는 경제우선주의， 경제계획의 활용， 대기업육성， 수출주도산업 

화와 같은 특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견해의 또 다른 륙징은 엠스덴 

의 견해에 따르면， ‘실용주의적 태도’ 라고 볼 수 있다. 신중상주의적 견혜 

를 가진 군부집권자들이 미국의 고분관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파 시장경 

쟁이라는 자본주의적 원칙을 한국사회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1960년대에 유행하던 발전주의 (devel

opmentalism)적 이 론울온 박정 회씨 의 지 배연합에 하나의 패 러 다임으로서 

매우 깊숙히 칩투한 것으로 보인다 45) 만일 관찰되는 사실이 그렇다고해서 

추정되는 인과관계조차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올까? 예컨대 자휴주 

의적 경제여론올 경제판료들이 읽었고 몇몇 경제정책률이 그러한 관점에서 

도 고찰된다고 해서 박정희씨의 지배연합이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44) Amsden, Asia’s Next Giant , 42-52쭉. 
45) 1%1년의 군사쿠태타 이전에 한국외 경제관료훌훈 이미 방전주외척 저작들 - 예컨 

대， 아더 루이스(Arthur Lewis) 교수의 r경제성장의 이혼」이나 얀 틴버겐Oan 

Tinbergen) 교수의 r개발의 셜계』와 갈은 저서틀 - 율 번역하여 학숍하곤하였다. 

당시에 부흉부장관이었던 송인상씨의 회고륙 『復興과 成훌J (셔윷 21 세기북스， 

1994). 239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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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말활 수 있옳짜?46) 

박정희씨의 견해 자체로만 본다면， 이 지배연합찍 견해는 자유주의적이 

라기 보다는 진보척인 면에 더 가깝다고 붉 수 있다. 예컨대 자립경재 

(autarky), 분단의 이해， 잉여농산물의 영향， 동에 대해 박청회 씨 자신윤 

거의 급진적 주장에 맞먹올 정도의 경향을 보여준바 있다. 박정희 씨가 추 

구한 발전모텔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되지 않았올지 모르지만， “자립척 경 

제 (autarky)" 였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이 자립경제 모텔이 

종숙이론가률이 주장하는 형태의 폐쇄적인 자립경제체채롤 의미하는 것용 

아니다. 박정회씨와 그의 똥료들이 주장한 자립경제란 부국강병올 흉해 개 

방척 상황하에서도 스스로의 운명올 결청할 수 있는 국력올 지닌 개방척 

자립경제체제률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총휴외 자립경제에 대한 그의 강조 

는 여러 문헌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자립 (autarky)이 박정희씨의 주요한 정책목표였다는 사실온 매우 

중요하다. 앞서의 연구는 이승만 씨는 3회에 걸친 취임사에 자주(自主)에 

대하여 단 1회만 언급하였는 데 반하여 박정희 씨는 6회나 되풀이하였다고 

한다. 박정회씨가 추구하는 발전모델이 여러 가지 점에서 진보척 이론가들 

이 추구하는 바와 유사하였다는 것윤 매우 아이러니칼한 사실이다. 예컨대 

민주당 정권의 성격파 미국의 경제원조에 대한 명가에서 그러하다. 

진보적 이론가들파 마찬가지로， 박정희 씨도 한국경제의 대미의존율 대 

단히 부정적으로 보고있었다. 그는 왜 자신이 쿠테타톨 일으키지않올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민주당 정권의 주체의식 상실올 들고 있다. 그의 

셜명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은 “친일파 미국 일변도주의로 우리의 주체 의 

식올 상실캐 한 배타 청권”이다 47) 이러한 배타생(拜他性)은 구조적인 성 

46) 이미 논의된 바 처럼， 실제로 재계온행의 이흔가톨온 박정회써의 지배연합이 ‘자유 

주의적 이론’ 올 실천하므로서 급속한 발전율 이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륜， 주 

어진 다양한 객환객 조건은 자유주의적 경채쩨재률 적용하기애 적합치않다. (그래 

서 이훌 위해 강력한 독재정권이 펼요하다는 점옳 빼놓지않고 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박정회씨의 지배연합온 ‘시장에 척합한 가격구조훌 유지하는(getting prices 

d힐lt) ’ 정책올 실천하므로서 이러한 위업올 활성하였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논의의 

문제점은 이미 앵스덴(Am‘den)에 의해 잘 정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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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올 가지고 있다. 그는 1961 년도 민주당정권의 추가경정예산안율 예로 들 

면서 이 예산구조의 비참함에 울분올 금치못하고 있다 48) 혁명이 나던 

1961년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6，088억 환으로 여기에서 미국의 대충자금 

(對充寶金) 규모는 3， 169억 환이었다고 한다. 그의 쳐}산에 따르면， 이는 나 

라살림의 52%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된 국가이면서도 

통계상으로 보는 한국의 실가치(實價植)는 48%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진 

술하고있다 49) 

진보척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회 씨는 미국의 이러한 경제원조눈 

필연적으로 내정간섭 (內政千涉)올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달리 말옳 바꾸어 본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운 52%를 차지 

하고 우리는 그만큼 의존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동시에 그것 

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십도를 나타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그러나 문제는 상대척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 

에 있는 것이다. 웬조의 금액이 몇 푼이고 간에 그것이 우리 살림살이 이 

외의 건껄올 위한 웃돈으로 받는 것이라면 더 말할 여부가 있으랴. 그런 

데 불행히도 그 많은 원조의 대부분이 이 나라 살립살이의 기본 밑천으로 

날라가 버렸다. 이러고도 우리는 과연 독립된 자유 민주주외의 주권 국가 

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딱하고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 ~O) 

재미있는 것은 진보적 이론가들에게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경제 

적 잉여의 착취를 주요이익으로 하는 미제국주의의 이익 때문임에 반하여， 

박정회씨는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한원조는 미국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47) 앞의 책， 78쪽. 여기에서 박정회씨가 국어사전에도 없는 ‘배타성(拜他性)' 이란 말올 

만들어 쓴 것도 걸핏하면 조어 (造語)하기롤 좋아하는 진보적 학슐경향과 잘 어올리 

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쓰는 ‘배타성(排他性)’ 온 여기에서 박정회씨가 쓰는 용법과 

정반대이다 

48) 신범식 엮융 r박정희대흉령션집 2: 나의 사랑 냐외 조국(국가와 혁명과 나)J (서울: 

지문각. 1970). 31 쪽. 

49) 앞의 책. 31 쪽. 

50) 앞의 책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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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1) 박청회 씨는 그것이 동확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척 이익이라고 

보았다. 예켠대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척국척언 참여포 대한훤조와 마찬 

가지로 미국의 전략쩍 이익과 분리할 수 없다. 여기에셔 한걸음 더 나아가 

박정회 씨는 미국에 대해 남북분단의 책임을 묻고 있었다 52) 흥미있게도， 

대한원조의 일환으로 성립된 잉여농산물의 도입이 한국의 농촌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박청희씨는 매우 진보척언 경제이론가들과 거의 유사한 

견해를 보여주고있었다. ‘언 발둥 오줌싸기’ 로서 당장에 긴급한 어려용은 

해결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농업올 망칠 것이라고 보았다 53) 

몇몇 주요한 주제에 대하여 박정희 씨， 혹온 박정회 씨의 지배연합의 견 

해가 진보적 이론가들의 견해와 유사하였다고 하여 박정회 씨의 지배연합 

을 진보적 지배연합으로 간주할 수는 없올 것이다. 어떤 현상의 분석에는 

일치하더라도 사실상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일치하는 점은 양 측이 가 

지는 어떤 측면의 동질성 때문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견해였기 때문에 

다른 많은 요소에서는 사뭇 서로 많윤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서로의 유사점은 박정회 씨가 가진 사고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실용 

주의적 경향으로도 젤명할 수 있다. 실제는 어떠하든지 간에 당시에 있어 

서 가장 지성적이고 분석적인 용어들을 빌려 자신의 견해률 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을 견해를 일치시키는 한 요소는 바로 이들 

이 가지는 민족주의척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 

(F디어rich List)가 정리했던 바와 같이 민족국가훌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보 

고 이 단위의 자립성이 이 공동체의 정상척 생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들 

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건실성도 보장한다는 사고가 깊이 깔려 있다. 그 

러므로서 자주 자립은 민족주의적 영향을 입은 진보적 이론가돌에게나 거 

51) 앞의 책 .32쪽. 활호안용 뭘자가 챔가. 

52} 앞외 책 .270-271 쪽 
53} 앞의 책 . 45-47쪽. 박찬일 교수는 1980년 서율대학교의 「대학신문(大學짧뼈}J에 발 

표한 “미국의 경제원조(뺑햄援助)의 성격과 그 정채객 귀결”이라는 논문에서 박청 

회 씨의 이러한 견해훌 거의 북제하다시피 하고 있다. 박찬일， ‘미국의 경제원조(經 

灣援助)의 성격과 그 경제적 귀결 김융환 외 10인 공저 r한국경째의 전개과정』 

(서울: 률베개. 1981}.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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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국주외적 사고훌 가지고 있는 박청회씨애게 동시에 풍요한 담화(誠 

話)가 될 수 있었다 54)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트척 사고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박정회씨와 

그의 통료들에게 전달훨 수 있었올까? 현재까지 나타난 바 어떤 자료에서 

도 박정회씨가 비스마르크(Bismark)나 위테 (Witte)처럽 리스트약 저작울 

읽었다는 중거는 없다. 그렇다면， 박정희씨의 독창적 사고로 이러한 개념 

의 틀이 가능했올까? 

불행하게도 박정희씨에 대한 적지않온 연구돌은 이러한 점에 대해 거의 

관심올 기울어지않고 었다.허) 몇몇 의미있는 연구률 조차도 박정회 씨의 

세계판올 그의 치척올 흉해 추정하고 있올 뿔이다 56) 이러한 경향이 나타 

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들이 있다. 첫째， 박정회씨에 대한 자료폴은 주 

로 박정회씨의 정치척 목척올 위해 조성된 것이므로 객관적 가치률 인정하 

기 힘툴다는 점이다. 둘째， 박정회씨 자신이 차별화률 통해 독재권력의 신 

비성올 증가시키려 했음으로 믿을만한 인터뷰자료훌 확보하기가 힘들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 

에 놓인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 때문에 거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적 

절하지못한 자료의 문제 때문에 셜명의 대상올 교체해버리는 것온 커다란 

오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연구률이 이미 발천된 제 

3세계 지도력의 연구틀에 박정회씨의 사혜룰 기계척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오류는 박사학위논문의 수준에서조차도 빈번히 발견되 

는 데 이런 성급한 태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례률 해석하는 적합한 경로 

훌놓치고있다. 

54) 문정인 교수는 일본이나 한국이 신중상주의 정혜옳 채핵했으며， “리스트에 의해 제 

시된 독일형 산업화전략율 체계적으로 채택， 실행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신뢰할만한 중거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문정인， “세계화의 위협구조와 

국가전략: 신중상주의의 가놓성과 한계" r계간 사상J (1995년 봄). 66 쪽. 

55) 박정희씨 자신의 저술률과 박정희씨에 대한 저술물에 판한 셜명온， 김학준 rj韓園政 

治홉움훌典J.477-480쪽율 참조할 것 . 

56) 대표척인 저작으로는. 양성철 r분단의 정치 : 박갱회와 김일성의 비교연구J(서옳: 

한울. 198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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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앵스덴(Amsden)이 이러한 오류에서 쩍절핵 활출한 첫으로 보인 

다. 그녀는 박정회 씨의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저술에서 매우 중요한 단 

서를 찾아내고 았다 57) 그것온 명치유신(明治維新)이라는 혁명적 변통에 

대한 박정회씨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점은 일본모델이 한국의 자본 

주의적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율 미쳤는가훌 잘 보여주는 것이며， 그녀가 

주장하는 ‘후발주자의 이익’ 이라는 논지에 매우 적합한 발견이었다. 

이 책에서 박정회는 자신의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네 개의 주요 

혁명올 예로 둘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신해혁명(神쳤草命) . 둘째는 일본 

의 명치유신(明治維新)， 셋째는 케말파샤의 터어키 혁명(華命) . 넷째는 낫 

셰르의 이집트 혁명(草命)이었다 58) 박정회씨 자신은 여기에서 1) 무엇보 

다도 먼저 확고하고도 일관된 이념의 기저률 형성할 것. 2) 혁명이란 어디 

까지나 그 개혁의 결과가 자기류(自己流)로 완전 소화되어야할 것. 3) 혁 

명은 양보없는 투쟁과 불굴의 전진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 

현대의 혁명은 경제혁명인 동시에 그것은 고도화한 국제 연관성과 항시 직 

관되어 있다는 쟁을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네 개의 혁명에서 명치유신(明治維新)이야말로 박정회씨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올 미쳤을 것임은 두말활 나위도 없다. 양성철 교수가 지 

척한 대로 박정회씨는 진화론자， 실용주의자， 전향자， 혹은 기회주의자” 

였다 59) 그러나 박정희씨의 견해， 혹은 그률 중심으로하는 지배연합의 견 

해가 단순히 사태에 따라 입장올 바꾸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에 

서 토론한 바처럼 때로는 진보척 학자들 보다도 더 파격하제， 그러나 셜명 

의 틀은 전혀 다른 것올 사용하면서 비교적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사태에 따라 입장올 바꾸었다기보다는 도리어 일정한 방향을 셜정하고 그 

방향에 따른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간구하였다고 보는 편이 정당할 것이다. 

이 틀올 양 교수는 민족주의 혹은 ‘국가에 대한 휴기체적 관점’ 이라고 보 

았다.ω) 

57) Amsden, Asia’s Next Giant. 51 쪽. 

58) 신범식 편박정희대통령선집 2J • 183-243쪽. 

59) 양생철 r분단의 정치J.84쪽. 

60) 앞의 책. 262-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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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박정회 씨가 헤겔처렴 민족국가훌 최고외 영역요로 상청했다 

고 말하고 있다. 또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무옳리니와 히훌터처럽 국가에 

대한 유기체적 관점올 흉내내었다고 말하고 었다. “박정회는 ‘민족의 보 

존’을위한추구에서는 히훌러， 모솔리니와달랐지만， 세 사랍모두 민족국 

가롤 보존하고 살찌우는 것이 최고의 인간척 목표라는 휴기체척 관점에는 

일치한다 "61) 그러나 박정회 씨가 리스트를 읽은 증거가 없는 것처럼 직접 

헤겔이나 무솔리니 혹은 히툴러에게서 어떤 영향올 천수 받았는지는 알 수 

가 없다. 더구나 박정회 씨 자신의 견해로서가 아니라 쿠태타로 집권한 새 

로훈 지배연합의 대표자의 견해라고 보았올 때 일정한 셰채관의 존재 문제 

는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앵스덴(Amsden)이 보는 바처렴， 명치유신(明治維新)과 

명치유신이래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닌 견해들이 박정희 씨와 그률 둘러 

싼 지배연합의 구성원들에게 깊윤 영향올 미쳤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 모리시마 미치오(森願通夫)는 명치유신(明治維新)의 핵심이 ‘부국강병 

(富國彈兵)’ 이었으며 이러한 국가관은 독일에서 많은 영향올 받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62) 그는 이 부국강병(富國彈兵)의 이념이 일본식의 전흉적 도 

덕관-특히 유교의 충효사상--파 맞물리면서 매우 철저하고 효율척인 국가 

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롤 만들어내는 데 공헌했다고 말하고있다. 사실은 

박정희씨 자신이 이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분석한 바가 있다 (3) 그는 명치 

유신(明治維新)의 특징올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었다. 첫째， 사상적 기 

저가 천황 절대 제도의 국수주의적인 애국에 두었다. 둘째， 외국의 사상올 

61) 앞의 책， 263 쪽， 

62) Michio Morishima, Wby bas Japan ‘'succeeded'?: Westem teεbη:oJo.gy and tbe Japane5e 

etbo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이 기 준 역 r왜 日本은 ‘成功’ 하 
였는가 - 日짧洋才 -J(서울: 일조각， 1982) , 98쪽. 정정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871년 11월에 파견된 이와나미사절단(岩슐使節團)에 수행했던 이토오 히로부미 

(伊顧傳文)는 약소국 프러시아가 비스마르크 풍의 지도하에 독일흉일올 완성하고 

프랑스를 쩍은 데 감명올 받아 이 때부터 독일 체제를 모방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 

다. 정정길明治時代의 政治와 行政 안병직 정영일 면 ra本輕濟의 近代i t.J

(서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앗)())， S3쪽. 

63) 신범식 편 r박정희대통령선집 2J ，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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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화하는 데 성공하여 외셰 챔입율 방어혈 수 있었따. 셋쩨， 중산총옳 동 

원함으로써 봉천성올 활피하고 새로운 기운율 조성서렸다. 넷째， 유신의 

주체들올 중심으로 국가자본주의(圍家賣本主藏)훌 확립활 수 있었다. 그리 

고 그 자신은 “하여간 시대나 사랍의 사고 방식이 그 당시와 지금이 같올 

수는 없지만 일본의 명치혁명인의 경우는 금후 우리외 혁명 수행에 많은 

참고가 훨 것윤 부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방면에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하여 나아갈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64) 

이미 지적한 바처렴 어떤 점에서는 박정회 씨의 집권 초기 견해는 명치 

유신(明治維新)의 정신보다 더 급진적일지도 모론다. 어 점에 대하여 모리 

시마(森l嗚通夫)는 기타 이끼(北-輝)의 사상이 미친 영향울 강조하고 있 

다. 모리시마(森購通夫)의 견해에 따르면 기타(北-輝)외 국가사회주의(國 

家社會主義)는 당시의 대부본 군국주의척 견해와는 활리 천황의 신성을 인 

정하지 않고 도리어 극히 평풍한 공민국가(公民團家}로의 국가개조훌 주장 

한다는 점에서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훈 것이었다 65) 이와 같은 기타(北

繹)의 사상은 당시 일본군대의 하급사관총에 커다란 인기률 끌었고 이 때 

문에 기타(北-輝)는 하급사관률이 일으킨 昭和쿠테타(2 . 26사건)에 연루 

되어 사형당했다. 만주군판학교(滿洲軍官學校)와 일본육군사관학교(日本 

陸軍士官學校)에서 오랬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올 받은 박정회 씨가 이 

러한 종류의 국가사회주의(國家社옳主義)에 영향옳 받지않았올 것이라고 

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타(北-輝)가 일본왕(日本王)이 문제가 아 

니라 일본왕과 인민들 사이훌 가로막고 있는 정치가률이 문제이며 이률올 

제거하는 급진적 혁명이 요청된다고 말한 바와 유사하게 박정희 씨는 자신 

의 혁명이야말로 정치꾼들로 이루어진 “배타 정권， 색맹 정권， 유랑 정권’· 

인 민주당 정권올 일소한 민족적 쾌거라고 자명하였던 것이다.“) 
박정회 씨의 정책적 사고에 있어서 일본 사혜의 영향윤 실제로 지대한 

것이었다. 1962년 부터 2년여 동안 박정희씨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이동 

원씨의 회고는 이러한 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회 

64) 앞의 책 .204쪽. 

65) 모리시마 r왜 日本은 ‘成功. 하였는가'J. 150-151 쪽. 

66) 신범식 편 r박정희대통령선집 2J.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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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당시의 한국 상황올 “셰칸마저 싹 쓸어간 도쭉맞온 초가집 활”이라고 

불렀다 67) 그리고 그는 제반 경채구조로 보아 일본의 산업화 사례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특히 일본 연구에 집중하였다고 한다. 

“그는 톡히 일본 공부에 열심이었다. 어떤 땐 일본 신문윷 스크랩해 가 

며 연구하기도 했고， 자신이 직첩 r일본경제사』 퉁율 밤늦게 읽기도 했 

다. 빼문얘 사실 박 대룡령의 근대확정책을 보면 대부환 일본옳 모방한 

게 많았다.70년대까지도 그는 자주 우리의 경제 상황율 ‘일본의 어느 때 

가 이랬는데 ...... ’ 하는 말로 표현하곤 했다 "68) 

이로써 리스트적인 민족주의적 사고가 독일척 사고의 영향하에 있었던 

일본군대의 학습올 통해 박정회씨에게 다대한 영향올 주었다는 것이 하나 

의 가능한 가설로 성립되었다. 현재까지는 불행히도 이러한 가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셜올 명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셜의 

존재가 과거에 모호하게 셜명하였던 박정회 중심의 지배연합의 정책정향올 

보다 선명하게 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 중에서 경제의 유기체적 파악이 특히 박정희씨와 그의 신중 

상주의적 동료들에게 큰 영향올 준 것으로 파악된다. 박정회씨의 산업화전 

략에서 가장 오래 실무를 담당했던 오원철씨는 소위 「일본주식회사」의 핵 

심을 유기체적 툴 내에서 존재하는 분별있는 자유경쟁으로 파악하였다 69) 

이 유기체 내에서 국가는 유치산업들올 보호하고 성장시킬 책임올 지고 있 

다. 오원철씨는 이률 국가의 껴머니역할론”이라고 불렀다. 

“자유경쟁원칙이한 공업이 발달하고 난 나라의 이야기이다. 후진국에 

서는 단계별로 육성해야 하고. 경제건설 초기에는 정부의 보살핍이 필요 

하다. 짖벅이에게는 어머니의 보삶핍이 필요한 것과 갈다 (나는 이것올 

67) 이동원 r대통령올 그리며J(서옳: 1992). 61 쪽 

68) 이통웬 r대흉령융 그리며J.64쪽. 

69) 오원철써는 일본의 모댈이 미친 영향융 수시로 확인혜 주고 있다. 오원철 r한국형 

경제건설 제 2권J.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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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역활혼”이라고 청했다L ...... 60년대는 전뿌 휴치원 어린이였음 
으로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했다. 관민 합동작천이었다. 이 정옳 알아야 

한다. 이런 방식은 2차대전 직후 독일에서도 활용한 경제정책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전후의 취약산업 육성책이었던 것이다 "70) 

오원철 씨는 처옴부터 실무에 몰두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사률 읽을 

기회가 없었율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이 사실은 며국의 해밀폰씨와 

독일의 리스트 박사가 강조한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정올 몰랐음이 훌림없 

다 71) 그가 그의 저술에서 이 입장을 전후 독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로 

보아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일정한 산업화 단계에 있는 국가들 

의 엘리트들 사이에셔 공통으로 나타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표 1) 은 오 

〈표 1) 공업화 밟전단계와 정책 

공업화단계 자립발전 국제무대진출 

직접보호단계 중점지원단계 자립발전단계 완전국제경쟁 세계일류화 

정책 정부계획 정부계획 민간주도 

정부보조 국내판매보호 국제규모 

수출지원 

공업단계 후진공업국 ----+ 선진공업국 

경제발전방식 경제건껄 ----+ 경제운용 

이론 어머니역할론 ----+ 자유경제론 

(예시) (국교) (중학교) (고교) (대학) (사회) 

경제정책 MICRO •-•’ MACRO 

개별 공업정책 ----+ 통계적 관리 

주도형 정부주도 --> 민간주도 

출처: 오원철 r한국형 경제건썰 제 2권.I(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225 쪽， 

1972년 작성 

70) 앞의 책 .235쪽. 

71) 실제로 오원철 씨는 훨자에깨 자신이 리스트의 저슐옳 얽훌 쩍이 없다고 확인해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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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철 씨가 1972년에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데， 실상은 프리드리히 리스트 

씨가 그의 『정치경제의 민족적 체계』라는 책에서 주장한 바률 요약한 것이 

나다름없다.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부틀 증가시킨다는 민족주의적 

관점이야말로 박정회씨와 그의 지배연합이 주도하는 산업정책의 기원임이 

분명하다. 이 정책의 기원에 있어서 일본 사례가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 

리고 일본의 산업정책이 리스트척인 독일산업정책올 모델로하고 있다는 점 

을 생각한다면， 해띨톤씨나 리스트 교수 퉁이 체계화한 민족유기체론적 세 

계관이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산업화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관점을 중심으로 금융과 무역， 재정에 관한 

제반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유치산업육성론이 미국의 대한정책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 

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이익의 핵심은 군사전략적 

인 것이었다. 한국은 태명양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주 

는 교두보의 역할올 맡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이 

에 따른 정치적 안정이야말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파 일치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국은 막대한 대한 원조의 지출을 줄 

일 수 있다는 점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논점들이 박정회씨의 신중상주의적 견해와 항상 충돌하는 것 

은 아니었다. 박정회씨는 그의 지배연합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어떤 견해 

이든 수용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몇 가지 흥미있는 특 

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그는 그의 지배연합내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을 

포함시켰으며 그의 최종결정올 거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들이 뚜렷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피력할지라도 거부하지 않았다. 예컨대 맥두진씨나 김 

정렴씨 등과 같은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지배연합내에서 끊입없이 자유주의 

적 산업정책의 장정올 설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최종결정올 박정회 

써에서 찾았고， 그의 결정을 순종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신했다 72) 따 

72) 이 문제애 관해서는 조인원 r국가와 선택.JJ(서울· 경회대학교 훌판국 1996)， 제 4장 

올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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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주로 자유주의척 논지훌 펴는 정채기획원이 매우 굽친적인 경제개발 

계획올 기안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도 하풍 이상한 얼이 아니 

다. 

2. 경제깨밟계획의 전개 

한국의 산업화는 거의 전 기간동안 「경제개발계획」여라는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매우 뚜렷한 폭정올 가지고 있다. 국민경쩨률 통합적으로 보는 

많은 시각들이 강조하는 바처럽， 각 국가는 자국경쩨의 유기체적 속성을 

잘 이해하고 각 부문들이 서로 통합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올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73)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산 

업의 특정 부문에서 계획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 

위 「투입-산출표」를 개발하면서 근대적 경제계획은 적어도 이론적인 엄밀 

성올 갖추기 시 작하였다 74) 

경제계획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것온 1960년대 이후이다. 

〈표 2) 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 2공화국 시기까지는 도상계획에 지나지 않 

았으며， 제 2공화국이 준비하고 제 3공화국이 차용한 제 1 차 계획조차도 매 

우 급조된 것임이 틀림없다.꺼) 제 2공화국의 계획은 합리적 경제개발계획 

의 작성과 실천올 위한 행정개혁， 그리고 경제계획연구률 뒷받침할 연구원 

73) 특히， List, 1be Natural SySlem ofPol“κalEcon01ηY， 119-122 참조. 

74) 러시아 출신의 Wassily I.eontief와 I.eonid Kantorovic는 그들이 각각 개발한 산업연관 
표로 노뺑경제학상율 수상하였다. 이 모델의 개발자로는 이외에도 Lange , 
Tinbergen, Fel띠nan， Norozhilov , Nemchinov, Komal 풍이 있다. 하르다하/카라스， 
155-157쪽옳 참조. 

75) 1%1년에 군사쿠테타가 일어난 직후 최고회의 석상에서 「제 1 차 화학공업 5개년계 

획」이라는 경제계획옳 발표한 당사자 조차도 꺼개년 계획이란 말올 훌어본 일도 없 

었다. 좀 안다는 사람에게 홉으니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폴의 전휴률이지 우 

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다”고 슐회활 정도이다. 이 때가 1%1 년 8월초였다 

고 한다. 물론 그는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바 처럼 미군정의 조선채건 5개년계획 

이래로 한국의 경제건껄율 위한 5개년 계획률이 청부 일각에셔 진행되어왔다는 사 

실을 모르고 있었용이 훌렴없다. 정제기획원이 채 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율 발표한 

것온 1%2년 1 월 13일이다. 오원철 r한국형 경쩨건쩔 1 권J ，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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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곰화국벌 쭈요 장기개발계획의 성쩍비교 

정권 계획명 입안기관 계획기간 목표 이론배정 산업화 
성장홉 전략 

미군정 조선재건5개년계획 미군정 1948-1953 원조경제 

제 1공화국 1. 한국경제재건계획 네이산사철단 1954-1959 5.0% 발천경채론 수입대체 
2. 경제부흥5개년계획 기획처/부흥부 1954-1958 밥천경쩨론 수입대체 

3. 경채개발3개년계획 부흉부 19(XH962 5.2% 벌천경제롤 수입대체 

제 2공화국 4. 제 1차 5개년쩨획 부흉부 1962-1966 6.1% 지도자본주의 수입대체 

제3공화국 5. 제 1차 5개년계획 경제기획원 1962-1966 7.1% 지도자본주의 수입대체 
6. 제 2차 5개년계획 경쩨기획웬 1967-1971 7.0% 신중상주외론 수훌지향 

제4공화국 7. 제 3차 5개년계획 경제기획훤 1972-1976 8.6% 신중상주의론 수출지향 
8. 제 4차 5개년계획 경제기획원 19껴-1981 9.2% 신중상주의론 수훌지향 

제 5공화국 9. 제 5차 5개년계획 정제기획원 1982-1986 7.5% 신자유주의론 수출지향 

제 6공화국 10.제 6차 5개년계획 경제기획원 1987-1991 7.0% 신새주의론 수출지향 
11 제 7차 5개년계획 경제기획훤 1992-1996 7.0% 신자유주의론 수출지향 
12.신경제 5개년계획 신경제계획위 1993-1998 7.0% 신자유주의론 수출지향 

출처: 김석준 r한국산업화국가론J(서울. 나남， 1992). 671 쪽. <표 23) 파 한국 개 

발연구훤 r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J(서울: 한국개발원， 1995)올 중심 

으로 다양한자료에서 취합한 것임 . 

의 셜치롤 강조했었다 76) 그러나 정권의 단명으로 인하여 이 계획은 실천 

되지 못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은 경제개발울 체제의 정당성으로 화악하는 군사정권에 있 

어서 매우 적절한 수단이었다. 이 청권에 대한 많용 연구률이 강조하는 바 

처럼. 이 정권은 끝없는 정권욕올 가지고 정치훌 무력확시키는 수단으로 

경제개발올 추진하였다. 한국 산업화의 2단계， 즉 제 1차 계획에서 제 4차 

계획에 이르는 기간동안에는 몇 가지 푸렷한 쭉정이 있다. 첫째는 극도의 

76) 사공일. 존스 r청제개발파 정부 빛 기업가외 역할J(서옳: 한국깨벌연구훤， 1981).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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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용주의 이 다 . 이 한빈 교수는 이 률 “경 명 척 컵 근방법 (managerial 

approach)" 라고 불렀고， 오원철씨는 이를 ‘엔지니어링 접근방법 (engineεr

ing approach)" 라고 부르고 있다77) 실제적으로는 “군사화(militariza디on)" 

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이 계획들을 지휘한 지도부률 자신이 이 계획돌의 

수립과 집행융 거의 언제나 군사작전의 경우에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아서도잘 알수 있다. 

경채개발 5개년계획운 1961년 쿠데타 직후에 만든 경제기획원을 중심으 

로 매 5년 마다 형성되었다. 제 1 차 계획은 민주당 정부가 작성한 것옳 거 

의 복사하다시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4년에 이르러 커다란 

변혁을 맞게되었다. 순수히 수입대체산업화률 추구하댄 전략이 면족유기체 

론에 입각한 수출대체산업화로 전환되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재 l차와 달리 1년 반이란 시깐이 걸려 작성하였다 78) 연인원 5만 명에 해 

당하는 정부 각 부처 직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계산작업은 미국 

과 일본의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였으며， 30여 회의 각종 내외관계기관 연석 

회의를 거친 것이었다. 이후로 작성된 경제개발계획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 

정올거쳐 탄생되었다. 

경제개발계획 중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제 3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소위 “중화학공업화”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었다. 이 계획기간은 특히 박정희씨의 극단적 파시스트체 

제인 ‘유신정권’ 과 일치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계획과 체제 사이 

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이 토론은 .유신체제논쟁’ 으로 불리 

우고있다. 

유신체제의 성립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이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구조 우선론인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파 관료적권위주의론， 그리고， 

정치구조 우선론인 과대성장국가론이나 선접적 국가롱， 계급갈둥론 둥으로 

나눌 수 있다.10월 유신에 대한 신식민지국가독정자본주의론적인 시각은 

77) Hahn-Been Lee, Korea: Time, Change and Adminístration (Hono\u\u: East-West Center 
Press, 1<)68), 123쪽; 오원철 r한국형 경제건설 제 3권J ， 2잉9-279쪽 

78) 2차 계획의 추진과정은 장기영의 회고록울 참조. 한훈사 r끝없는 전진 - 백상 장 

기영 일대기 -J , 쟁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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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사회연구회의 1댔8년 공동연구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껴) 이 연 

구는 한국에 있어서 국가의 가놓이란 제국주의적 규청성과 계급갈퉁이라는 

두가지의 구조척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척으로 한국과 같 

은 신식민지국가에서 국가체채란 제국주의의 정치 · 군사척， 경제척 이익올 

자국의 내적 조건올 통해 실현시켜주는 매개척 역할옳 담당하는 주체로 깐 

주된다. 10월 유신은 한국의 국가가 1960년대의 외연척 고도성장이 초래한 

구조적 모순의 확대재생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롤 극복하기 위한 자본주의 

척 국가체제의 응답이다. 외채의 증가， 국제수지의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부문간 불균형의 확대 및 소득격차의 확대는 또한 사회 · 정치척인 위기률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위기롤 극복하는 요건으로서 파시스트적인 국가통제 

가 요청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료적 권위주의론척 시각은 Guillenno 0’Donnell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한상진 교수에 의해 국내에 도입되어 유신체제률 설명하는 주요 논리적 모 

델중의 하나로 활용되어왔다 80)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후발산업화가 심 

화( deepening) 의 과정으로 들어갈때 방대한 자본파 기술의 집중이 요청되 

는 데， 이를 위한 정치적 요건으로서 이전의 역사적 단계에서 수입대체산 

업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중주의연합이 붕괴되고 정책합리성올 주장하 

는 새로운 권위주의척 정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상진 교 

수는 이러한 요소가 한국에서는 1970년대 초에 정치척 · 경제척 · 사회척 

위기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화로 나타났다고 보고있 

다. 유신체제는 1970년대 초에 나타난 경제성장률의 둔화， 수출부진， 국내 

인플레， 부실기업의 확산， 기업재무구조의 악화， 지하금융의 성행 동의 경 

제위기와 더불은 정치 · 사회척 위기를 보다 엄격히 관료척 통제의 툴안에 

묶어 두기 위한 집권충의 대옹이었다는 주장이다 81) 

79)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r오놀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J(서옳: 한질사. 19t혔) 참조. 

80) 한상진 r한국사회와 판료적 권위주의J(서울: 문학파 지성사. 1988) 참조. 

81) 그러나 관료적 권위주의론의 이러한 이혼객 인과판계에도 불구하고 한 상진 교수가 

이 입장율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한 이론척 썰명외 부분(같은 

책. 129-151) 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는 “그러나 남미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산업화과정은 자체의 몇 가지 특정으로 인해 민중의 정치척 활성화률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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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민지국가독정자본추의훈과 판료척권위주의론이 우선척요로 강조하 

는 바인 ‘경쩨척 위기에 뒤따르는 파시스료척 채채의 성립’ 이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또 다론 이론률이 의왈융 표하고있다. 이률이 조사한 휴 

신직전의 정쩨풍향옳 총합하면， 국민총생산파 수출부문의 고도성장， 비교 

적 안정척인 후자와 고용 및 물가， 그리고 날로 심화되어 가는 경상수지의 

적자와 외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당사의 한국경제는 주요성 

장 지표에서 지속적인 중가륨 보이고있으며 오직 경상수지척자와 외채의 

누척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얘서 약간 불안율 느끼게 하는 해외부문의존적 

성장경제의 전형적인 양상율 보이고 었다. 이러한 지표물의 어느 구석에서 

도 소위 ‘지난 10여 년간의 생장패턴이 야기한 .전반척인’ 경제위기의 정 

후”롤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의 부실화， 지하경제의 성행， 기업재무구조의 

악화 퉁이 청제척 위기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경 

제척 스캔들은 富間倍雄이 지적하는 바쳐럽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현상 

이고， 거외 날마다 경제시형난율 떠들썩하게 하는 화제이다 H82) 빈번히 발 

생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의 현상율 역사적으로 톡정한 정치변동의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척으로 오류라고 활 수 있다 83) 

륙히 1980년 초의 경제위기률 중화학공업화가 초혜한 위기라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제반 지표들은 1970년대애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정한 상숭세훌 보여주고 었다. 1980년온 예외척인 것이며， 이 예외 

는 1979년말에 발생한 청치척 사건에서 연유한다. 버록 여러 가지 경제척 

정후가 있었다고는 하나 시기적으로 보아 뒤에 발생한 현상올 앞에서 발생 

지도 않았고 심대한 경째척 위기훌 초래하지도 않았다. …… 또한 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 방식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수출지향척 갱책이 실효훌 거둠으로써 납미에서 
와 같이 경제적 위기의 징후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지도 않았다"(같은 책， 28)고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0’Donnell의 논리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률 차지하는 민중연 

합과 수입대체산업화 단계는 한국의 청우에는 거외 찾아 볼 수 없다. 

83) 경제객 위기론에 대한 문헌비명온， 구범모 · 백총국， ‘한국외 후발산업화 연구에 판 
한 분헌비명 r한국정치학회보j 24(여홉앗)()): 7-49훌 참조할 것. 쭉히， 판료척 

권위주의룡챙에 판한 정리는， 이국영， “판료척 권위주의 이론의 논쟁얘 대한 재명가 

(1)- 갱치정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재구성 r한국정치학회보j 23(겨옳: 1989): 

273-295롤 참조합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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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의 이휴로 삼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산업화 

에 대한 경제척 설명온 그 쩔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로 인해 한국정치분석의 주류는 1970년대의 유신체재생립올 정치적 요 

인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최장집 교수의 과대성장국가론에 의한 유신 

체제의 설명은 이러한 주류의 한 부분이다 84) 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유 

신은 박 정권의 안창성， 효율성， 수행력이 최고조에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 

졌다. 박 정권의 발전전략인 신중상주의척 산업화의 문제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이론 시점이었으며， 도리어 급속한 성장의 긍정척인 결과돌이 서서히 

나타나는 부정척 징후돌올 농가하고 있는 때이었다. 따라서 제 3공화국에 

서 유신체제로의 전이는 이미 폭력과 정보의 독점에서 과대성장한 비대한 

국가거구가 국내외의 정치적 위기롤 극복하기 위해 발생시킨 정치적 변혁 

인 것이다. 따라서 체제척 정통성과 효율성올 일치시키려는 노력운 더욱 

증가되었으며. 체제는 더욱 억압적으로 진화하게되었다. 

장달중 교수의 선점적 국가론은 국가 권력의 배타적 독점올 추구하는 박 

정회의 리더쉽올 주요 변수로 두고 있다.85) 5 . 16 쿠테타로 행정기구훌 장 

악한 박정회는 그의 군인동료들파 더불어 행정부의 기능파 효올성올 강화 

함으로써 의회률 비롯한 여타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근대화와 

같온 이데올로기 및 사기업 육성올 통한 자본가계충의 지지률 션점하게 되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천전략은 명치일본의 선정척 국가에 의한 부국강 

병이라는 패턴올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척 홍치로 인해 

점증하는 청통성의 위기와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경에 따라 1970년대 초에 

는 박청회의 통치에 상당한 정치척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10월 유신올 

이러한 정치척 위기롤 극복하고 션점척 국가를 더용 강화하기 위한 정치쩍 

시도로간주할수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설명올 주요 맥락으로 두면서도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경제구조적 변화에 대한 셜명 

84) 최장집 r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J(서옳: 까치， 1989) 창조-

85) 장달중， “제 3공화국과 권위주의적 근대화 한국정치학회 편 r현대한국청치혼J(서 

울: 법문사， 1986) ,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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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활용하려는 계굽갈풍론척 시각은 고성국 교수의 계급연합환석파 업혁 

백 교수의 전략적 선돼이론， 그리고 필자의 지때연합분석에서 촬 나타나고 

있다 86) 고성국 교수의 계급연합분석은 국가， 국내자본， 해외자본율 구성 

인자로하는 지배연합과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 그리고 신중간충을 구성 

인자로하는 민중연합 사이의 갈둥과 타협의 변종법적 파정을 중시하고 있 

다. 유신체제의 성렵이란 지배연합이 자체의 권력범위롤 확대재생산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민중연합의 저항올 억압하는 과정으로， 유 

신체제의 일시척 붕괴와 전두환 정권으로의 숭계란 지배연합 내부의 분열 

과 민중적 역량의 처위성으로 설명된다. 특히 고 교수는 신중간계충의 “기 

회주의 이데율로기적 정향은 민주척이나 구체적 계급이익의 기반이 위 

협올 받게 되면 권위주의척 정권올 지지하는 태도 - 가 지배연합과 민중 

연합이 세력균형척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올 때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해왔 

음올 지적하면서， “따라서 .신중간충의 지지에 의한 쿠태타’ 라는 개념으로 

70-80년대를 썰명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7)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임 교수는 민중연합의 요구에 대웅하는 지배연합 

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올 더욱 강조하고있다. Fei-Ranis의 모텔에 따르 

면， 1970년대 초에 한국은 이미 노동잉여(1ahor surplus)가 종식되고 분배의 

문제를 중심으로하는 갈퉁이 증가되고있었다. 이 경우에 박 정회의 국가가 

주도하는 지배연합은 민중의 분배에 대한 요구훌 보다 더 강력한 동원채제 

률 통해 억압하는 발전전략을 선태하였다. 왜냐하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과도한 지배연합 편향의 세력활균형용 지배연합으로 하여금 민중배제적 전 

략의 효율성올 과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임 교수가 재시하는 이 

러한 전략적 선택은 그 자체로서 유신체제의 미래를 상당한 정도로 암시하 

86) 고성국， “1970년대 쩡치변동에 판한 연구 - 휴신체제의 성립과 붕괴파정 최장 

집 편 r한국자본주의와 국가J(서울: 한울. 1985): Hyug Baeg 1m, “The Rise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 wtηid Politiα 39 (Januaπ 1987): 231-

257: 임 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분석 - 전략적 선돼이론올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J 24(여륨 195써): 51-78: 빽종국，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한국 자본 

주의의 선택 구범모 면저 r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J(서올: 고려원. 1992). 181-

189. 
87) 고성국， 앞의 논문.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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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예컨대 계급간의 타협옳 거부하고 기존의 배타척 지배연합에 더욱 

집착하는 극단척인 억압척 체제률 선택하므로셔， 기존의 발전전략이 까지 

는 모순을 증폭하고 정치적 지지기반올 축소시켰던 이 전략적 선핵은 필연 

적으로 급속히 붕괴되는 운명올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의 지배연합분석은 유신체제 성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배연 

합과 반지배연합， 그리고 다수의 대중이 보여주는 구조적 역동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 구조적 역동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한국의 지배연합올 국가-국 

내자본기-해외자본가의 Evans형 3자 연합모텔에 맞추려는 잘못된 노력올 

교정해야 한다. 첫째， 해외자본올 한국의 지배연합의 일원으로 보는 견해 

이다. 해외자본이 한국 경제체제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행위는 전 기간융 

통하여 대단히 미미하였으며， 몇몇 특정한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의 정치경 

제채제에서 해외자본의 “지배연합세력화”는 거의 지지훨 수 없는 가젤이 

다 88) 또한 모든 자본가 계충이 지배연합의 일훤온 아니다. 대다수의 중소 

자본가틀은 지배연합세력의 일원이었다기보다는 피지배적 대중으로 폰재 

하고있었다. 

둘째， 이와 같은 맥학에서 보면 민중이란 개념은 이론척으로도 경험척으 

로도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예컨대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의 대치개념윤 “반지배연합(anti-ruling coali디on)" 혹은 “대항지배 

연합(counter-ruling coalition) 이 되어야할 것이다. 혼히 민중연합의 인자로 

지적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파 신중간계충은 1970년 초에 있어서 정치 

적으로 거의 동원되지않는 다수 “대중”에 불파하였다 89) 정치적으로 동원 

88) Evans 형의 3자 연합모텔은， 이 모델의 주창자인 임현진 교수의 연구가 인정하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증명되지않은 가설이다. 임현진 교수는 그의 1985년 연구에서 (그 

의 지도교수였던) Peter Evans의 삼각동맹 (triple alliance) 모탤올 한국의 경우에도 유 

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같온 연구에서 “비록 (한국에서도) 국가， 

해외자본， 국내기업들 사이에 삼각통맹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 경우의 삼각통맹은 

종속적 발전모텔이 제시하는 원래의 삼각통맹 모텔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율 인정하고 있다. Hyun-Cωn Um， α#ηdentαæ~φnent in Korea 1963-
1979 (Seoul‘ Seoul National U띠versity Press, 1985), 131. 

89) 이와 같은 경향온 「민중당」 발기취지썰명셔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구의 

변에서도 독점재벌， 정치군인， 고급관료 동 특권총은 극소수이며 노동자. 농민， 도 



쟁4 

된 “민중”용 도리어 권위주의적 국가가 조합주의적 흉제훌 가하기 위혜 지 

배연합의 지배통로로 선택한 극소수의 노동자와 농번에 지나지 않았다 90) 

이와는 대조적요로， 정치적으로 동원되어 “민중부문”으로 불리웠던 실재적 

세력의 대부분은 신중산계충으로 분류훨 수 있는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이었다.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러한 의미에서 박정희 지배연합의 자신 

만만함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1970년에 물어오면서 학생들과 지식인 

들， 야당정치인들，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조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반지배 

연합 세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박정희씨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적 지 

배연합의 산업화 전략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반지배연합의 세력은 더 

욱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점차 박정회 씨의 군사독재률 위협 

하기 시작하였다. 1971 년의 대통령선거가 그 단적인 예였다. 이 정치적 위 

기훌 지역감정의 동원이라는 전략으로 무사히 넘긴 박정희씨는 유신체제라 

는 보다 강력한 장기집권체제률 추구하였다.이 신중상주의척 지배연합윤 

그들이 추진한 15년간의 경제개발과 그 성과가 그들의 정당성과 단결을 보 

장혜주리라고 생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부국강병옳 위한 일관된 노력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중화학공업화는 1970년대 초애 발생한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나타났다기보다는 1%0년대말부터 기획원 일관된 전략의 일 

부분이었다. 

박정희씨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적 지째연합이 추구하는 전략의 일 

관성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중거는 〈그렴 1) 이다. 이 그림윤 1%5년 1 

월경 오원철씨가 상공부의 공업 1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정회 씨의 연두 

시서민， 지식인，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 여성 동 민중이 젤대다수훌 차지하고있습 

니다 민중당 r민중 · 삶 ‘ 정치J(서울. 민중당. 1990}. 9. 

90) 이갑융 교수는 최근의 민주변혁기훌 분석한 그의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민중」의 정치적 성격은 체제변혁적이라기 보다 체제유지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갑윤. “민주화 과정에서외 민중: 1987. 6. -1988.4."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한국사회의 인식논쟁J(서울: 법문사. 1쨌l).8-경. 민중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백종국， “민중연합. 민주연합과 한국의 민주화 .. r.사회버평J 7(여롭 1992). 253-289 
죠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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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D 제 1 차 5개년 계획 전반기에는 시헨트 동의 공장건설로 29.114千 달러의 

외화절약. 
@제 1차 5개년 계획 후반기에는 비료 풍의 공장건젤로 49，363千 달러의 외 
화절약. 

@제 1 차 5개년 계획 후반기부터 시작된 수출공업(주로 성유)파 제 2차 5개 
년계획 기간 중에 있어서의 수출특화산업 중정육성 동으로 71년에는 경 
공업부문 수출계획이 2억 4 ， 894만 달러임. 

@ 제 1 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국내수요훌 총혹시키는 수입대체산업이 위 
주였으나 제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국내의 기존수요는 없으므로 
수출 합성섬유(수지)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의 3대지주가 상호연관 개발되 
어야하는 복잡한 양상을 이루게 될 것임. 

@석유화학공업의 개발이 중요함은 외화절약이 크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임 

@ 약 3억여 달러의 투자로 석유화학공업까지 완성하면 비로서 자립경제체 
제가획립될 것임. 

〈그림 1> 공업입국계획도 

29.114 

49 ,363 

24,00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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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 석상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 그림의 톡정용 수옳대체산업화률 기본 

목표로 삼고 국내 산업체계훌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률 매우 간단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제 1 차 5개년계획의 전반기에는 시급한 국내수요를 충 

족하기 위한 시멘트공업옳 육성하고 점차 수출공업인 섬유 및 수지공업을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런 다옴 이 섬유 및 수지공업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중화학공업을 일으킴으로써 일종의 수출올 위한 자급자족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화학공업화는 경공업 중심 수출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전체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완 

성시키고자 했던 민족경제의 한 단계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오원철씨 

가 제시하는 증거에 따르면 이 도표는 1969년에 일차 수정하고. 1972년과 

1978년에 점차 수정하여 한국 산업화의 제 2단계 발달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91) 

3. 한국횡 경제기획의 특집 

신중상주의적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발전전략흩 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에 대한 전확올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었다‘92) 그 첫째가 「정부주도」라는 성격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산업화의 방향과 속도는 대부분 정부에 의해 결정되 

었다. 1962년에 시작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옳 시작으로 하여 진행 

된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박정회 

체제는 공기업의 규모와 역할올 마치 사회주의 체체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 

으로 육성하였다 93)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은 방대한 사회간접자본과 

기초재 및 원료생산 분야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올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은 거의 한계생산비에 이르는 가격으로 기초재 및 원료롤 생산하거나 사회 

91) 오원철 r한국형 경제건성 제 3권J.26쪽. 

92) 박정회의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에는， 빽총국‘한국자본주의 체제변동에 있어서 14 

대 총션의 의의 한국정치학회 면 r션거와 한국정치J (서윷: 한국정치학회. 1992). 

22-25를 참조할 것. 

93) 박정회 체제하에서의 공기업에 대하여는， 사공일파 L.P 존스 r경제개발과 청부 및 

기업가의 역할J(서울. 한국개발원. 1981)올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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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을 운영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급속한 산업화률 가놓케 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과 공기업의 역할을 제외하고라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둥과 같온 주요한 개별 사업과 프로책트들에 있어서 의사쩔정， 자원배분， 

정책수행 등에 미친 정부의 주도적인 역활은 매우 투렷하고 인상적인 것이 

었다. 

산업화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상황하에서 산업화의 주도권이 정부에게 있 

었다는 사실이 박정회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 

가 될 것이다. 해방 이후 박정회의 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사회권력에 있어서 매우 평둥한 구조를 지니고있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농 

지개혁은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올 극대화하였다. 결과적으 

로 이승만 치하에서 비록 정치권력의 편중성은 있었지만 이 권력조차 학생 

혁명으로 무너지고 박정회의 새로운 권력구조가 나타났울 때에 한국사회 

내에서 이률 강력하게 도전할 만한 사회세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었으며， 중산총은 아 

직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정부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이미 형성되어있거나 형성되고있는 대자본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조차도 이들의 자본과 기술 공급통로가 정부에 거의 완전히 장악되어있었 

기 때문에 박정회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만한 어떤 사도도 감행할 수 

없었다. 특히 박정회는 수시로 몇몇 대기업을 플라 예상치 못한 파멸율 선 

사하는 전략으로 대기업가들이 항상 그의 의도에 판심을 갖게 하는 전략올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었다. 

둘째는 「수출대체산업화의 추구」라는 성격이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 산 

업화라는 용어는 1차 상품 위주의 원자재 수출형과 공산폼올 중심으로 수 

출하는 수출대체형이 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원자재 수출형인 제 3세계 대 

부분과는 달리 수출대체형으로서 산업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잘 부합된다. 

박정회 체제는 수출대체를 위한 다양한 장려정책올 마련하였으며 그 방향 

또한 매우 명백하였다. 예를 들면. 1978년 경 품목별 실질무역유인율올 조 

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원자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마이너스의 유인율 

을， 내수용 품목들은 대개 0%에서 50% 정도의 유인윷올 보이는 데 반하 

여， 수출용 품목들은 50%에서 90%에 이르는 높은 휴인율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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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회 체제의 이러한 발전전략온 확실히 성공척이었다. 제 3공화국이 

시작되기 전인 1960년과 1990년의 각종 지표훌 비교혜 보면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는 신중상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전략의 입안자뜰이 예상했던 바와 같 

이， 급속히 성장한 수출성장에 의해 견인되었다. 5차 계획기간똥안에 무려 

134.4배가 증가한 수출은 세계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1975-80년 기간에만 

도 총성장의 기여도 중에셔 34.9%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산업 

화 자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계획년도에는 1 차산업 

과 2차산업의 비율이 64.8:20.5 였는데， 5차계획년도에는 12.8:30.1 가 되었 

다. 3차산업의 비중이 유달리 높은 제 3세쩨형의 산업구조를 감안한다 하 

더라도， 한국의 산업구조는 박정회 체제하에서 매우 고도화되었다고 말할 

수있다. 

빈번히 경제성장이란 명청으로 불리우던 이러한 성꽁척 산업화는 어떻게 

해서 매우 경직적이고 낮은 정홍성에 시달리던 박정회 체제가 30년 이상올 

버틸 수 있었는가률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박정회 체제하의 급속한 

산업화는 단순히 공산품 생산뿔만 아니라 1차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올 

미쳤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의 개개인들은 1%0년대 이전에 

는 누릴 수 없었던 소비재를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다. 이와 더 

불어 각종 산업시셜 조성과 도시화에 따른 구조적 변동은 문화적 충격을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박정희 체제는 여하튼 ‘보릿고개’ 를 없앤 체제로 

서 최소한의 정통성을 인정올 받았다. 세째는 「외자도입」이라는 성격인데， 

이 또한 정치적 안정에 일정한 영향올 미쳤다. 후발산업화의 난점은 자본 

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박정회의 지배연합은 이롤 해외저축을 동 

원하므로서 해결하고자하였다. 한국전쟁올 겪으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미국 

의 원조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1%0년 후반에 이르러 격감하였다. 더 

욱이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미국정부는 일반척으로 

대한원조에 대해 점차 많온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 

94) Chong Hyun Nam, “Trade and IndustriaI P이icies， and the Structure of Proteαion in 

Korea," in Trι따'eandGrolν'th in theAdνaηced Developi’ng ιountηe.<>; edited by W. Hong 

and L. Krause (SeouI: KDD, 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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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박정회 지배연합은 차관의 자본공급기능올 적극척으로 확대하기 시작 

하였는데， 세계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1970년대의 주요 기간 똥안 전체 

투하자본의 약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95) 흥미있는 것온 대부분의 

제 3세계가 다국적기업의 직첩투자에 산업자본옳 의존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차관의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이었다%) 예툴 툴면， 1962년에서 

1979년 사이에 도입한 공사차관은 총외자도입액의 93.4%롤 차지하는 반면 

에 직접투자는 겨우 6.6%롤 차지하고 있었다 97) 

어떤 국가가 자국의 산업화를 위한 자본을 해외저축에서 충당한다는 사 

실이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두 가지 견해로 나눠훌 수 있다. 

첫째는 부정척인 영향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온 종속 

이론들 중에서 자주 발견된다. 해외자본에의 의존은 숙주국 경제의 대외총 

속을 초래한다. 대외종속은 마땅히 잉여의 유출올 일으킨다. 따라서 대외 

종속이 심화될 수록 이 잉여유출에 기생하는 지배계급과 이에 대항하려는 

피지배계급 사이의 투쟁도 강화된다. 이러한 투쟁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나 

타난다는 주장이다 98) 둘째는 긍정적인 영향올 미철 수 었다는 주장이다. 

자본이 빈약한 국가가 산업화를 위해 국내에서 자본율 통원하는 방법은 매 

우 제한되어었다. 만일 기간이 충분하고 대외적인 압력이 없다면， 대외시 

장의 여건에 따라 지주계충들이 더 나은 이익올 위해 점차 스스로 산업자 

본으로 전화할 것이다. 만일 국제적 여건이 비호의척이고， 산업화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면，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매우 극 

95) World Bank, Korea: Managing the 1ηdustrial Transμion， Volume 1 The Condμct 01 
Industπal Policy (Washington, D.C,; World Bank, 1987), 30. 

%) 이 이유는 다양하다.첫째， 한국 내수시장의 미발닿과 자원의 빈약으로 다국척기업들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둘째. 정치자금 공급에는 직접투자 보다 차 

관 쪽이 훨씬 간편하였다 세째， 정통성의 확보를 위해 민족주의훌 강조하였던 박정 

회와 그의 관료들이 마련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국내경제통재 장치률이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결과훌 초래하였다. 이와 연관된 논의돌은， 백종국， 앞의 논문， 김석준， 

r산업화국가론J. 

97) Economic Planning Board, Current Status 01 Foreign Capital Indμcemeηt (Seoul: 

Economic Planning Board , 1980), 14, 47 

98) 대표적으로， Andre Gunder Fra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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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방법으로 자본융 통원하려 들 것이다 99) 이러한 청우에 만일 가능 

하다면 혜와저축올 동원하는 것이 국내척 갈퉁윷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 

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후자의 논리가 척절함올 잘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씨률 

중심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이 물론 국내자본의 동원을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온 아니다. 예컨대， 국민기금을 설치하여 

국내의 가능한 모든 저축을 - 코흘리개 국민학생틀의 용돈에 이르기까지 

- 정부의 통제 아래 집중시켰다.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 국내저축은 해 

외저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본공급처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씨는 근대척 

산업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들에 해외자본을 사용하므로 

서 한정된 자본의 배분올 둘러싸고 발생활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많은 근 

대적인 산업프로젝트들이 해외자본의 도입을 통하여 달성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자본공급을 둘러싸고 통치를 위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 

배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세력들을 부패를 통한 결속’ 으로 끌어들이고 있 

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두환 씨가 일본에 대해 100~ 달러의 지원을 요청 

했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네째는 「후발효과의 극대화」이다. 학습효과는 자본파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화의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돌과의 격차률 해소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라고 볼 수 었다. 특히， 산업화의 초기부터 해 

외 시장에서 선진국의 공산품과 경쟁하는 구조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대체 

산업화 전략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100) 1976년의 한 조사에 따 

르면，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후발효과률 비교적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한국의 근대척 부문 기업들이 사용한 주요 기술의 73% 정도가 

외국기업이나 정부가 주선하는 도입기술이었다 101)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 

99) Alexander Gers“henkron. 

10이 한국의 후발효과 극대화 사례연구로는， Jong Gook Back , Po!i tics of Late 

Industrialization π1e Origins and Processes ()f Automobile IndustJy Policies in Mexico 

and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CLA, 1990; Alice H. Amsden, A‘따 5 Next Giant: 

‘South Korea α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를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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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산업화 경협은 한국의 산업화에 좋은 길잡이 

가 되었다. 박정회 자신올 비롯하여 박정회 체제의 주체들운 그들이 가지 

고 있던 일본과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 

었다. 반면에 일본은 남한 지역을 일본의 관서산업지역과 연계시키려는 전 

략을 취함으로써 남한의 산업화에 더 많은 판심올 가지게 되었다 102) 

다섯째는 「강력한 노동통제」이었다. 수출대체형 산업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서구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수준의 품질과 낮은 

가격의 상품만이 이 전략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교 

육을 중시하는 한국의 유교적 문화전통파 해방 후에 발생한 폭발적인 교육 

열은 매우 높윤 질의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 

다1(3) 문제는 노동의 요구를 어떻게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 

로 유지하느냐하는 것이었다. 박정회의 지배연합윤 조합주의적 억압과 시 

장기제적 억압올 통하여 이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104) 만일 노동조합의 결 

성이 이러한 노동통제의 결과를 관찰하는 주요 지표라고 본다면， 박정회 

101) Yung Whee 뻐lee， Bruce Ross-Larson, and Gany Pur“ell, Kore.α s Competitive &챙e: 

Maηaging tbe Eηtη’ into World Markets (Baltimore: Thε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 98-99. 

102) 1970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한일협력위원회에서 일본측 상임위원인 야쓰기 

(失次) 씨가 제출한 “일한 장기협력 시안”이 그러한 챙우이다. 일명 “야쓰기 플랜” 

이라고도 볼리우는 이 시안은 한국 포항 이남의 남해 공업지대와 일본의 주고쿠(中 

國)산업지역을 연결시킴으로서 한국 경제롤 일본의 판서(關西)경제권에 편입시키 

려는 시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도연 r한일교섭비화: 혹막J (서울 조선일보사， 

1987) , 21 , 202쪽. 

103) 해방 후의 폭발적인 교육열이 반드시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폭발적인 교육열은 해방 후의 한국사회에서 정규교육이 사 

회적 상향이통의 통로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통적인 유교문화는 도리어 

사회계층 사이의 신분이통올 거부하는 생격율 가졌었다는 점율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 후의 교육열은 유교문화 때문이 아니라. 주로 교육수준에 의해 

서 신분상승을 가농케한 한국사회의 개방성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104) 최장집 r한국의 노동훈통과 국가J(서울. 얼음사， 1988); 송호근 r한국의 노동정치 

와 시장J (서울 나남， 1991)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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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연합의 노동통제는 상당히 성공척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조조직옳은 20% 이하로 저지되고 
있었다 105) 

박정회 체제에서 실시된 조합주의척 노동홍체는 많은 산업화 국가들에서 

볼 수 있었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노동탄압의 수단율 총망라한 것이었다 

고 볼 수 있다. 농민과 자본가들은 체제에 순웅척이었고， 중산총은 아직 덜 

발달되었으므로 급격히 그 세력이 증가하고 있던 노동운동 부분이야말로 

박정회의 체제 불안정올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세력이었다. 따라서 

노동부분의 동요야말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장 즉각적이고 격렬한 탄 

압을 받게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합주의적 통제는 노골척인 폭력뿐만 아니 

라 한국 특유의 문화적 기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권위주의적 지배연 

합은 유교척 전통올 활용하여 노통자의 사용자에 대한 복종을 - 결과적으 

로 피지배자의 지배자에 대한 복종을 - 자연척인 것으로 정의하려 하였 

다. 따라서 충효를 강조하는 “새마을”과 ”새마음”운동툴은 애당초 목표였 

던 농촌지역의 지지동원 차원을 넘어서 공장 풍 산업화된 도시지역에서까 

지 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아 이러한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아니하 

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산업화 초기에 있어서는 정치적 안정을 증가시키 

는 데 어느 정도의 공헌올 한 것으로 보인다. 

4. 신중상주의적 국가기구의 형성과 변동 

새로운 신중상주의척 발전전략의 성취 여부는 한국의 국가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석준 교수는 국가농력올 ‘·국가가 국가 꽁똥체 성원간에 합 

의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자율적으로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척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106) 국가능력은 이론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다. 예컨대. 제 2공화국이 

향후 수십년간올 이어갈 5깨년 경제계획의 틀올 잡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 

105) 한국노동연구원 r1990년도 임금관련 통계자료집J(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0). 

152. 

1(6) 김석준한국산업화 국가론J. 1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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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계획올 실천활 기회는 얼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잘 드러난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산업화에 있어서 국가기구외 중요성은 다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특성온 기술관료집단충이 극히 빈약하고 따라서 이물 

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국가기구의 극심한 정 

치화로 인해 일관된 발전전략 자체훌 세우기 힘툴 뽑더러， 일단 성립된 발 

전전략 조차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다. 딴일 어떤 국가의 지배연합 

이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정에만 몰두한다면 국가 전체 

를 위한 산업화전략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1950년대 말까지 한국의 정치체 

제가 보여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씨는 이러한 한국의 체제를 군사화함으로써 국가기구의 효율성올 

극대화하였다. 일차척으로 박정회씨와 그의 동료폴윤 국가기구가 청치척 

성격올 갖는 것올 극도로 싫어하였다. 국가기구물은 자체의 합리적 목적율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율 수행하는 과정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될수록 

비효율성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구 자체는 각종 정치적 고려에서 보 

호되어야 하며， 그 기구를 맡는 책임자들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 

능인이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동시에 박정희씨와 그의 동료들은 산업화를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러한 국가기구의 목표롤 정당화한다고 믿었다. 국가 

기구가 현실 정치의 고려에서 분리된다는 뜻이 모든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 

롭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자원의 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국 

가기구가 일관성올 가지려면 특정한 정치적 지도， 이 경우에는 박정회씨의 

지도에만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구가 강해질수록 독재의 경향 

도 강하게 되어 있었다. 결국은 국가안보라는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해 봉 

사하는 군인툴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이 합리화되듯이， 급속한 경제성장올 

위해 국가기구를 독재척으로 사용하는 것도 용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기획원， 상공부 그리고 중앙정보부 풍윤 이러한 목적 

을 위해 창설되거나 강화되어온 기구들이었다. 한국의 전산업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쉽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대통령비서실이 차지하 

는 역할을 쉽게 가름할 수 있다.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비서실윤 대 

통령의 보좌기구이지만 한국에서는 각종 정책의 기획과 집행올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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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작은 정부로 성장했다. 각종 주요 청책의 조사업무에서부터 시작 

하여 기획과 입안， 집행에 이르는 전과정이 대홍령비서실올 통해 총괄되었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은 각 부처의 업무률 대변하는 다수 

의 비서관으로 구성되었고 각 장관을 대표하는 수석비서관들이 업무률 총 

괄하였다. 가끔씩 중앙정보부나 경제기획원과 같용 강력한 기구둘과 영향 

력올 겨루곤 하였으나 대통령의 의중 이라는 명분으로 빈번히 송리하곤 

하였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창셜되고 김영삼 정권에 의해 폐지된 경제기획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함께 한국의 산업정책을 이끌어간 한 축이었다. 분야별 

업무가 없는 대신 강력한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올 부여받고 각종 정책연구 

기관올 산하에 둠으로써 영향력 있는 기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인 경제기획의 내용이 대흉령과 비서실의 측군들에 의해 결정되곤 하였으 

므로 경제기획원은 주로 이러한 내용올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임무를 맡 

았다고 불 수 있다. 도리어 상공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기획원보다 더 

구채적인 역할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종 기업체의 인허가권율 쥐 

고 있으면서 산업체의 셜립이나 통폐합 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력을 수행 

하였다. 기업의 퇴출올 장악하는 힘이야말로 산업정책올 실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구적 특성에 있어서 대홍령 비서실과 

경제기획원， 그리고 상공부의 기술관료들은 서로 업무롤 교체하는 일이 많 

았기 때문에 엄격한 상호 구별성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산업화롤 이끌어간 가장 강력 

한 국가기구였다. 1961 년 6월에 쿠테타를 성공하자마자， 박정회 씨와 그의 

동료들윤 관련기관과 그 협력자들을 합쳐 중앙정보부롤 창설하였다 107) 처 

음에는 약 3천 명 정도로 시작하였으나， 1964년 경에는 약 37만 명에 이르 

는 ‘국가 내의 국가’ 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지방의 기초단위 

까지 주재관올 파견하여 광범위한 정보조직망올 건셜하였다. 여기에서 장 

107) Chalmers Johnson, “ Political in~titutions and economic perlonnancε: the govemment -

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Frederic C. Deyo, ed., The 

Poli，짜:al Eco l1omy 01 the Netν Asian Indiμstrialism Othaca: Comell Universiπ Press, 
1987) ,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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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정보를통혜 각종산업쩡책외 담당차에 대한신뢰도뽕만아니라산업 

정책의 효율성 자체룰 판단하는 기놓올 보유하게 되었다. 유신체제률 출범 

시키고 반지배연합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중앙쩡보쭈의 역할이 지배연합내 

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동시에 비대해진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우려하 

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대흉적 지지기반옳 상실하 

고 안보지향적 국가기구에 의폰하던 권위주의척 정권은 중앙정보부의 권력 

비대률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1979년 말에 이르러 대통령 경호실 

의 힘으로 중앙정보부의 권력올 견제하려했던 박정희씨가 중앙정보부장에 

게 암살당한 것은 이러한 맥확으로도 이해활 수 있다. 

〈표 3) 은 한국의 정부기구가 어떻게 확장되어왔나률 집약하여 제시한 

다. 이 정부기구들이 신셜. 확대， 혹은 폐지되는 과정이 산업화의 파정과 

일치한다고 말활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주요 흐홈은 산업화 정책의 변 

천과 일치한다. 1961년에 신젤된 부처는 경채기획훤과 국토건셜챙， 조달청 

수
 -l 

청
 

구
 ~ 

-
서
 

키
 -
부
 터1
-

부
 -n 

aT 

‘
정
 
-?‘ 

공무훤훤수(명) 

12부3챙 

61 3원 12부2처 4청 

66 2원 13부3처 9챙 

68 2 원 13부4처 10청 

77 2원 14부4처 14 청 

81 2원 15부4처 14청 

82 2원 16부4처 14 청 

89 2원 16부6처 12 청 

90 2원 16부6처 14청 

93 2원 14부6처 15 청 

94 2원 13부5처 15 청 

암上---챈14부5처 14청 
출처 : 문화일보， 1997년 12월 27 일 , 

249.211 

329.106 

377 ,925 

딩12 ，900 

657_167 

638 ,027 

768.131 

804_244 

884_828 

829.463 

90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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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었다. 에너지위기훌 겪윤 후인 1977년쐐 풍력자원부가 신껄되었고， 

1980년의 노동쟁의 와중에 노풍부가 신쩔되었다. 캠차 환경의 중요성이 고 

양되어가자 1989년에 환경처가 신껄되었다. 한국의 산업정책이 점차 신자 

유주의적 색채률 띄기 시작한 1993년에 상공부와 동택자훤부가 상공자원 

부로 통합되었고 이듬해에 경채기획의 임무훌 맡았던 경제기획원이 재무부 

와 함께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다‘ 국가기구의 벌달에서 보여주는 주요 

한 특정 중 하나는 신자휴주의 하에서의 국가기구 확대라는 모순이다. 

1980년대에 성립한 전두환씨의 제 5꽁화국 정권에서부터 산업정책의 이론 

적 배경은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신중상주 

의적 국가개입은 접차 축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기구도 축소되어야 한 

다. 그러나 1981 년부터 1996년 사이에 국가기구는 도리어 약 2배 정도로 

팽창되고 있다. 이 팽창은 위 표에서 나타난 정부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약 

2백 61 개에 이르는 정부산하단체가 28만 4천 4백여 명의 직원올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1(8) 

신자유주의적 수사 하에서의 국가기구 확대라는 모순은 조합주의척 통제 

라는 목표로 설명훨 수 있다. 일차적으로 선차휴쭈와척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의 영역올 조합주의적 통제하에 놓고 싶어하는 군사정권의 의도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의도가 유지되는 한 기존의 국가기구들이 서로 

통합되더라도 기능들의 폐지는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산업의 영역이 급 

속히 확대되고 새로운 영역이 추가됨으로써 국가기구의 확대는 도리어 불 

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의 새로운 권위주의 

적 정권은 약화된 정보부의 기능보다는 전투경찰파 같은 직접적인 억압수 

단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경찰력은 전두환 정 

권 이전의 3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1(9) 이와 같은 추세는 

소위 문민정부라고 불리우는 김영삼 정권 하에서도 바뀌지 아니하였다. 

108) 문화일보.1997.12.27. 

109) 김석준 r한국산업화 국가론J.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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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1979년 12월에 박정회씨가 그의 부하에게 암살당하면서 , 한국의 발전전 

략은 혼란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정은 전반적인 발전방 

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 부재는， 특 

히 1979년의 쿠테타를 통해 경제정책의 지도부로 나타난 일단의 경제관료 

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척 웅변술과 화려한 교육경력율 

갖추고 극심한 정통성의 부재와 부패로 고통율 겪고 있는 권위주의적 지배 

자들과 결합하였다.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경제개혁이라는 신념을 까지고 

이들은 마첨내 새로운 쿠테타의 지도부를 셜특하는 데 성공하였다 110) 이 

들이 채택한 최고의 발전전략은 「독재권력을 둥에 업은 경쩨교육전략」이었 

다. 이들의 주장과 현실 사이에는 매우 룬 괴리가 있었지만 이들은 신중상 

주의적 지배연합이 자체의 모순으로 붕괴하는 틈올 타서 한국 산업정책위 

새로운 주류 중 하나로 둥장하였다. 

박정희씨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연합이 채택한 신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은 

확실히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상당한 어려움융 겪고 있었다. 이미 유신체 

제논쟁에서 다룬 바처럽 이러한 어려움윤 경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 

이었다. 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이 산업화에 성공하면 할수록 지배연합내부 

의 구조에서 촉발하여 신중상주의 지배연합 자체의 붕괴률 촉진하는 결정 

적 요인이 증가하였다. 이 요인의 핵심은 대자본가계충의 상대적 비대화라 

고활수있다. 

신중상주의 지배연합의 성공적인 산업화에는 후발효과의 극대화라는 전 

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융은 이미 치적한 바 있다. 이러한 후발효과의 극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의 지배계충은 회귀한 생산요소인 기업인능력의 

활용， 규모경제의 확립， 그리고 기업다변화를 홍한 이윤보장이 필수적이라 

110) 한 평론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활동하였던 김재익 경제수석， 강경식 재무장관， 김기 

환 KDI 원장 둥율 이 그롭의 대표로 꼽고 있다. 이들에 대해 당시의 실력자인 許
씨들이 ”실정모르는 시카고 보이 (Chicago boys)" 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이장규1"경제는 당선이 대통령이야J. 30쪽과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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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논리하에서 진행된 경제정책윤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력집중올 발생시켰다. 그리고 경쩨력집중의 결과는 재벌이라는 

대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자원올 확보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 

다. 예를 들면. 1991 년도에 있어서 삼성그룹의 총매출액이 31조 훤이었는 

데， 이는 당해년도 한국정부의 일반회계총액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1987 

년을 기준으로 하여 30대 채벌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제조업만을 중심으 

로 해서 77만 5천 명이었는데， 이는 같은 해에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공무 

원의 수인 70만 5천 53명올 능가하는 것이었다11l) 이러한 재벌들온 선진 

자본주의국들의 소유-경영 분리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소수의 개인소휴하에 

장악되어 었다. 1990년 3월에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재벌이 가진 5347ß 내국법인 중에서 72.2%가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채로 창업자나 창업자의 가족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자본가계충이 개별적인 소유권하에 거대한 권력자원을 확보하게 된 것 

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의 능력은 상대척으로 감소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첫째로， 급속히 확대되고 다양화한 국가경제규모는 국가가 과거와 같 

이 경제전반에 걸쳐 깊숙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있다. 둘째로， 

제 3셰계의 여타체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채 국가는 방대한 조직 

이 야기하는 비효융성의 문제 때문에 조직은 그대로 있되 영향력은 쇠퇴하 

든지， 자발적으로 조직을 축소함으로써 비효율성의 여지를 줄이든지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112) 셋째로， 신중상주의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반 

지배연합의 점증하는 도전으로 국가기구가 제도척 분열융 심하게 겪고 있 

다 113) 넷째로， 과거 산업화초기 시대에 있어서 존재하였던 경제건설에 대 

111) 기업에 총사하는 종업원의 수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률 가지고있다. 많옹 경우에， 혹 

히 일본식의 경영기법하에서 직장훈련과청융 겪은 노동자들은 노동자계충에의 귀 

속의식 보다는 기업에의 귀속의식이 더 강하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정에서 보다 대 

기업일수록. 숙련노동자나 사무직일 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나타난 현대의 노동자들이 취한 태도 

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112) Douglas A. Chalmers and Craig H. Robinson, “Why Power Contenders Choose 

Iiberalization: Perspectives from South America" lnterr따μ'o1la/ 5tudies Quartet낀126 

(March 1982): 2-36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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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적 합의가 상당한 정도 성공적인 산업화롤 활성한 지금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의 국가는 시민사회에 비해 

상대척으로 축소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이제야 서구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적 산업화 초기에 겪었던 국가에 대한 자본의 상대책 우위를 경험하게 되 

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1. 산업구조조정의 실패 

한국의 산업화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온 산업구조조정이라고 불 

리우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초 박정회 정부가 산업 

화를 시작할 시기와 19870년대 초 중화학공업화률 추구하던 시기， 그리고 

1980년대 초에 전두환 정부가 시도하던 산업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한국 

의 산업화 초기에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파정이었기 때문에 산 

업구조조정은 매우 쉽고 효과도 확실하였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초에 자동차산업 부문에서만도 수십개의 영세한 조립업체들을 강제로 폐쇄 

하고 단일 조립공장 수립을 추구한 바 있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시 

기에도 거의 기존 공장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업종을 지정하고 이률 추 

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이었으므로 비교적 손쉬운 구조조정국면을 지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구조조정은 과거의 경우처럼 그리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존재하는 대자본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폐쇄하 

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은 역사상 가장 폭압적인 정권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대자본들의 이익조정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윤 점차 한국의 

체제가 대자본의 이익올 거스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말해주 

고있다. 

1970년대 말에 한국 경제는 전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었다. 이전에 진행된 중화학공업화는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며서 장기불황에 접어들었올 때에 시작되었다. 

때문에 석유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들은 출발 초기부터 불황국면율 면치 못 

하였으며， 이와 연관된 다수의 산업들도 부실산업화하는 상황이 초래되었 

113) 김석준 r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J(서울: 풀빛. 19(1).238률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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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관공정올 통해 급격히 수립된 중화확산업들의 제폼판매가 시작되었 

으나 해외시장여건온 매우 비판적이었다. 세계경제의 첨체는 대외지향척 

산업화률 기본으로 수립된 중화학공업의 가동률 저하와 썰비과잉상태훌 초 

래하였다. 더구나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유인책이 정권의 장기화에 따라 무 

분별해짐에 따라 과잉중복투자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의욕만 과잉된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재벌들 간의 참여경쟁이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하였 

다. 

1979년 5월에 시작하여 1980년 10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투자조정이 진 

행되었다. 이 투자조갱의 기본방향은 중복설비를 가진 사업체들을 통폐합 

하고 해외시장에서 장기적인 비교우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자금조달 

이 부족한 투자계획올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114) 제 1 차 조정은 발전설비부 

문이었다. 현대양행， 현대， 대우， 삼성으로 4원화되어있던 발전설비를 현 

대-현대양행， 대우와 삼성의 상호합자로 2원화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부 

에 들어서서 진행된 제 2차 조정은 건설중장비를 포함한 발전설비를 한국 

중공업으로 통합하고 송용차 분야를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제 3차 조정은 

디젤엔진， 중전기기， 전자교환기， 통제련 동의 4개 분야에 독점업체를 셜 

정하고 산업설비를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검은미 교수가 조사한 바 

와 같이 국제경쟁에서의 보호는 여전히 선호하지만 기업적 자율성은 확보 

하려는 재벌의 저항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11';) 가장 대표적인 투자조정분 

야였던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새한자동차를 홉수하려는 계 

획은 개별자본들과 해외자본 사이의 갈풍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결국 2원 

화로 낙착되었다. 기아만 상용차 생산으로 제한을 받았으나 이도 곧 산업 

합리화방안을 통해 숭용차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발전설비도 개별자본 

들 사이의 조정에 실왜하여 결국 공기업화하여 한전으로 이관시킬 수밖에 

114) 한국개발연구원 r한국경제반세기J.334 

115) Eun Mee Kim, From Dominance to Symbiosis: State and Chaebol in the Korean 

Economy, 1960-1985. Brown University, Ph.D. thesis, 1987. Nora Hamilton and Eun 

Mee Kim, “Economic and Political IJberalization in South Korea and Mexico," 1bird 

Wor/d Quarterly 14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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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미 존재하는 시껄들옳 홉수통합하는 것온 경영상으로나 기술상 

으로 방대한 문제점과 낭비척 요소훌훌 포함하고 있었다. 더구나 1980년에 

성립한 전두환씨의 소위 신군부에 의한 조정운 정치척 갈둥과 정당성의 부 

재로 말미암아 지배연합 내부에서조차도 극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소위 산업합리화정책은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 

들을 포기하고 대폭적인 자유화， 신규진업규제， 그리고 대대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1985년에 개별 공업의 육성법윷 혜지하고 「공업발 

전법」이라는 단일법훌체채릎 수립하였고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하였다.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쩡을 받은 경우 기업통혜합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면제 동을 받옳 수 있고 기존 부채의 장기저리부채로의 대환과 신 

규대출의 지원이 약속되었다.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진행된 산업합리 

화 조치룰 통해 78개 기업올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 9조 8천억 원의 금융지 

원과 2천 4백억 원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졌다 116) 

결국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산업합리화 조치는 기존의 기업돌이 불 

황산업올 정리하거나 부실기업을 교환하여 회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으 

며 원래의 목표인 경쟁력 강화와 시장기능 확대훌 위한 산업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리어 몇몇 분야에서 그다지 바랍직하지 않는 독과점 구 

조 만을 초래하였고， 비대해진 기업들윤 정부로부터 더 많은 톡혜률 얻어 

내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도리어 국제경쟁력은 낙후하는 결과률 낳고 말았 

다. 특히 1985년 중반부터 시작된 소위 3저호황 으로 말미암아 중화학공 

업이 되살아나자 구조조정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도리어 신자 

유주의적 수사를 사용하여 재벌의 경제력집중올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철 

폐해야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재벌의 적극 

적 호용을 얻으면서 산업정책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 규제완화론의 결과 

1987년 제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완화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잡게되었다. 1986년에 웰생한 6~7월의 민주대항쟁 

116) 한국개발연구원 r한국경제반세기J.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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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는 일반적 경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척 민주화도 불가피해졌다 117) 국제화와 개방 

화가 일반척인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이 수준에 상용하는 산업정책이 필요 

하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이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초래 

하고 있다는 비판과 분석이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휘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재벌에 집중된 정부의 륙혜로 말미암야 생기는 극심한 경제 

력 집중과 경쟁력 약화는 경제정의와 균퉁분배를 추구하는 많온 사랍들의 

공격대상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새로운 정부를 장악한 지배연합은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 대신 규제완화라는 용어률 개발하였다. 이미 “경제민주화 

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유화논리는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켜서 

현재의 비민주적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하고 ‘경제민주화’ 보다는 ‘규제완화’ 혹은 ‘경제자유화’ 라는 말이 지배연 

합내부에서는 더욱 공감을 얻고 있었다 118) 

정 부의 시 장개 입 을 완화해 야하는 이 유는 정 부의 실 패 ( government 

failure)라는 말로 잘 셀명될 수 있다 119) 정부는 소위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라는 현상올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이것을 기화로 

특수한 이익집단의 정책 요구 혹은 정치가와 관료의 사익추구 성향 때문에 

본래의 목척은 왜곡되거나 과장되기 쉽다. 더구나 매개의 변증법에 따라 

정부는 본래의 목적에서 쉽게 벗어나 자체의 제도척 생존을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이 결과로 소득분배의 불공평이나 경제적 비효 

율성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실패 완화가 시장의 실패로 

회해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었다. 왜냐하변 오랜 신중상주의척 

산업화 전략이 초래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규제완화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117) 김석준 외 공저 r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J(서울: 법문사. 19(4); 변형윤 외 공저. 
『경제민주화의 킬~(서울: 비봉훌판사. 1992)툴 참조할 것. 

118) 변형윤 외 공저 r경제민주화의 길J. 51 

119) 최병선 r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199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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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제기됐다. 수출대체산업화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모훌 가진 몇몇 기업들올 육성 

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독과점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기업들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으로 육성하는 한 독과점의 폐해는 피할 길이 없었다. 또한 독과점이 진행 

되는 한 점차 국민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독과점올 규 

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들이 나타나지 않올 수 없었다. 경제민주 

화라는 용어는 이러한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규제완화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독과점 규제라는 정책목표와 미묘한 갈둥올 내포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에 있어서 규제완화라는 용어는 사회내의 강자 

들이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는 정책 슬로건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컸다. 

제 5공화국 이래 산자유주의적 규제완화는 경제력집중윷 강화하고 사회 

적 강자들 - 재벌풀 - 의 이익을 확대하는 결과률 초래하였다. 최병선교 

수가 요약하듯이， 제 5공화국 이래 규제완화 정책의 목표는 행정의 능률성 

(administrative efficiency)과 경제적 효율성 (economic efficienιγ) 이었다. 01 
와 같은 목표 하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대자본 

들에 대한 특혜집중과 노동을 비롯한 반지배연합 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은 경제조정기의 부담옳 대체로 모면할 

수 있었고 성장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 부담의 태반이 경제 

적 약자인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에게 지워지게 되었다" 120)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88년 중반에 산업합리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에 베풀어진 금융 

및 세제 혜택이 11 조 원을 넘는 반면 농촌은 6조 원에 달하는 부채에 신음 

하게 되었다. 

120) 앞의 책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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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산업화의 역사를 정리하며 

지난 50여년간 한국이 진행한 산업화의 드라마는 리스트의 다음파 같온 

슐회가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서대에서도 국민의 

가장 행복한 시기는 귀족파 명민이 일치하여 국민의 발전을 이록하려고 노 

력하던 시기였다. 어떤 곳에서도 가장 활행한 시겨는 그들이 서로 파멸의 

싸웅올 한 시기였다.’'121) 벼룩 군사쿠태타로 집권환 박정회 정권이었지만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 일치단결하였올 때에는 국민적 성취감과 뚜렷 

한 결파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차 산업화의 결과률 소수의 계충 

들이 독점하려할 때 말활 수 없는 갈퉁과 펴빼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기 시 

작하였다. 

민주화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회망이 솟아나고 

있다. 민주적 정권 교체롤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환 파정은 산업화 정 

책에도 심대한 영향올 미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고찰하였듯이 산업화 

정책은 그 자체가 국민적 생산물울 훈배하는 파정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 

에는 각 사회 세력폴간의 권력구조가 적나라하게 반영되기 마련이다. 1990 

년대에 이르러 민주적 분배과정이 나타났다면 과거 신중상주의척 지배연합 

과는 다른 새로운 지배연합이 통장하였다는 것올 의미한다. 

121) 리스트， 이주성 역 r국민경제학'J (서울: 단대출판부， 1983). 41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