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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재평가 그, ,

리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재건국민운동이 갖고 있는 함의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에 지식층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인 동

아일보 기사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을 중심으로 실증적 역사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재건국민운동은 5 ․ 군사 쿠데타 직후 군정과 지식인이 합쳐서 국16 ‘

민혁명 을 추구하기 위해 전개한 관료적 성격을 가진 범국민운동이었다’ .

국민운동은 국민을 대상으로 두고 사회적 사업 및 운동을 통해 인간개조,

국민계몽 전통 및 민족 가치 강조 향토개발 등을 교육 에서 찾아 실, , ‘ ’

시하였다 재건국민운동의 실행주체는 재건국민운동본부인데 국가재건최.

고회의의 산하기관으로 배치되어 한국 사회 말단위까지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군정의 작전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은 관주도 운.

동으로 국민을 동원하지 못하고 실패한 국민운동으로만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에서 지적된 보편적 실패원인은 운동의 출발 배경과 관

료적 운영체제로 인한 관제운동 성격 부족한 사업예산 정치적 개입 결, , ,

과 만들어내는데 부족한 시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재건국민운동 진행 과정에 관련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

해 기존 연구에서 실패 원인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실패,

원인으로는 운동의 인사 처리에 있어서 리더십 부족과 도시인 및 지식인

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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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운동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

다 먼저 동아일보의 기사와 비슷한 두 가지 주장은 재건국민운동에 약하.

고 결단력이 부족한 리더십과 도시인과 지식인을 설득하지 못함을 운동의

실패 원인으로 보았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자발적 행동주의. ‘ —

을 기반으로 한 재건국민운동이 도리어 도시인 및 지식인Voluntarism’

들로부터 의심과 불신을 받았다 그 외에 미국 전문 보고서에서 짚었던.

다른 문제들은 국민운동에 대한 명확한 계획 부재와 지역에서 수십 개 지

역개발조직과의 경쟁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는 동아일보와 주한미국.

대사관의 전문을 통하여 사회적 여론 및 열성을 조성하지 못한 즉 국민,

을 동원하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한 국민운동의 문제점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언급을 모두 종합해 보니 아래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군정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동원하

고자 하였으나 지식인이나 도시인을 동원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국민

동원에 실패하였다.

2. 농촌지역에서는 선거 및 공화당 창당에 재건국민운동 조직 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용했고 그 후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

다.

3.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맞는 국민형을 추구한 만큼 새

로운 문화 서구문화 나 근대성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동시( )

에 그렇기 위한 군정의 노력이 보였다.

4. 그렇지만 이것은 새마을운동만큼 사람들을 동원하는데는 설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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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즉 실제적으로 재건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처럼 운동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국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할 수 없었다, .

5. 특히 정부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의 측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화당의 창당에 인적 자원과 선거에 지지를 구하고 확보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 볼 수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두 매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재건국민운동의

두 가지 결정적 한계를 찾을 수 있었다.

1. 동아일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였기 때문이다.

2. 주한미국대사관의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미

국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당시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재건국민운동이 비록 군정에서 원하는 국민형을 추구하기 위해

군정의 통제 및 관리 수단에 불과했는지 국민을 동원하지 못하여 실패하

였지만 국민이 재건국민운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근대성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계기 또한 그러기 위한 군정의 노력에 대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개발도상국에게 재건국민운동이 가진 함의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운동이 제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의

정치적 재정적 뒷받침 또한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원의 확보,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지역개발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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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준비 특히 강하고 총명한 리더십을 비롯하여 국민의 운동 참여,

를 위한 여론 조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시인 및 지식인들의 지지가 필요

하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에 있어서는 거대하고 중요한 지원국인 미국과.

같은 외부적 지원을 확보하도록 신경 썼어야 하였다.

주요어 재건국민운동 지역개발 동아일보 전문: , , , , 5 ․ 군사 쿠데타16 ,

군정 민주공화당,

학 번 : 2013-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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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논문의 목적1.

한국 발전사는 몇 십여 년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동안 수많은 지역사회

개발이나 농촌개발 사업이 실행되었다 이 중에 한국 발전사에 가장 많은.

기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은 새마을운동이었다 특히 이 운동은.

정계나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창립자인 박정희.

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1

그 이유는 한국정부에서 새마을운동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진출시키는 사

업 및 정책을 펼쳐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옛날에 못살고 절박한.

상황이었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 을 이루면서 경제성장을 하여‘ ’ OECD

국가가 된 한국을 바라보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

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캄보디아정부에서 한국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모델로 받아들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새마을운동이 처음에.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의 요청으로 년부터 한국정부에서 시범사업을and Pacific) 2002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한국 국제협력단, (KOICA: Korea

의 공적개발지원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DA: Offical

1 년 제 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개발원조를 지구촌2014 18 ‘

새마을운동 이라는 공식적 명칭을 갖게 되면서 새마을운동을 알리는 체계적인’

기반이 설치된다 이도석(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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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는데 그 중에Development Aid) ,

년부터 년까지 평균적으로 년간의 개의 프로젝트를2006 2012 2 4

진행하였다 그런데 실행 지역 대상은 캄보디아 총리로 기 동안. 5

집권하고 있는 훈센 총리의 출신 지역인 껌뽕짬이라는 데에서

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이었다면(Sao Dina, 2014).

년부터의 프로젝트는 본격화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즉 백만2015 . 8

달러 상당한 예산으로 년부터 년까지 계획된 프로젝트로2015 2018

새마을 연수 센터 설치 와 스마트 새마을의(Kim Yong-Whan, 2014)

플랫폼 실시 등의 새마을운동의 양상이 좀 더(Lee Yoo-ri, 2014)

뚜렷하게 펼쳐진 것이다 더불어 최근의 프로젝트 중 박정희의 출신.

지역인 경상북도에 있는 영남대학교의 박정희정책대학

새마을운동대학원처럼 캄보디아도 훈센 총리 출신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대학 새마을운동대학원과 비슷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

등이 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캄보디아의 시민이나(CARD, 2014).

농촌 주민들에게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보다 운동이,

활성화한 만큼 정치적 방책과 상징이 현 정부에게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년대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캄보디아의 사회 발전이1970

한국의 사회발전 노선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즉. ,

현재 이러한 캄보디아의 미진한 지역사회발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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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새마을운동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원형 요건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실시했던 새마을운동의 특징과 한계를 캄보디아의 맥락에서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진화적인 이해가 더.

필히 요구된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태동 전에 전사로 알려져 있는 즉,

은 새마을운동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다 권태준 김광웅‘ ’ ( ,再建國民運動 ∙

박진도 한도현 즉 새마을운동의 예행연습 정도로1981; , 1999).∙

인지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캄보디아에서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알 리가 없다 재건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의 창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김대영 이렇게( , 2004:190),

인정하고 밝힌 만큼 새마을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주요 정신 축인 자조 근면 협력 즉 이념적 기반이‘ , , ’,

재건국민운동 시기에 세워졌던 것이다 정주진 그래서( , 2014).

재건국민운동도 새마을운동처럼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국민운동은 일반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실패한 운동이라고 몇 마디로의 평가를 단호하게

받았다 박진도 한도현 그래서 새마을운동과 흡사한( , 1999:37-80).∙

재건국민운동은 왜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는가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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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당시의 재건국민운동의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캄보디아에 적용했을 때,

재건국민운동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뭔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 검토2.

재건국민운동은 군사 쿠데타 직후 국민 사회적 운동으로 발족했5·16

으나 당시 군사정부 기간 동안 최고 기관, (1961. 05. 16 ~ 1963. 12. 16)

인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산하기구인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심으로 하여‘ ’

최단 시일 안에 전국적으로 사업 실행체를 성립하였다 즉 쿠데타 후. 5

월 일 최고회의법 공포와 같이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위한 준비24

단계를 시작하였고 월 일자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관한 직무제도를, 6 27

시행하였고 일에 각급 촉진회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조직활동을 행, 30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조직체계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었

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된 월 일에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을. 6 12 ‘ ’

공포하고 서울을 비롯하여 각 주요 도시에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교육,

및 계몽강연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모든 것이 군사정부의. 5·16

사회개혁정책 즉 군정의 정책시행 주체인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국민들에,

게 반공이념을 주입시켜 강화하고 군정의 국민혁명 에 동원하기 위한‘ ’

것이 전재호 의 지적이었다(2010) .2

2 군정에게 사회혁명이 정치의 반사체 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참된 혁명이 아니라고 한 주장이 있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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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호가 재건국민운동을 군정에 의해 사회개혁정책이 펼쳐져 국민에

게 반공이념을 확립시키고 군사혁명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운동

만을 보여 준다면 허은 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재건국민, (2003)

운동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 주는데 이는 거의 최초로 다룬 연구다 그는.

이 연구에서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쿠데타세력과 지식인들 간의 결5·16

합과 분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재건국민운동은 전재호의 지적과 달리.

단지 군사쿠데타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만 전개한 것이 아닌 국가와 국

민의 내용을 다시 정의하며 양자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이자 수단이

었고 단 군정기 종료 후 재건국민운동본부도 폐지되고 두 주체도 결별하,

였다 더불어 군사 정부 하에 있고 분단국가의 틀 안에 있는 조직운동임.

에도 불구하고 군정기 내내 지식인들의 순수국민운동전환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민간주도 국민운동 의 성격이‘ ’

좀 들어가 있으나 완전한 순수 국민운동 으로 보기에는 두 주체간의‘ ’

마찰이 많이 드러난 것이었다.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쿠데타세력이 등장한 후 사회혁신이나 인5·16

간개조와 같은 추상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교육

법률 에서도 잘 나타났다 즉 전국민이 청산한 기풍을 배양하고’ . “

신생활체제를 견지하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한 또한 국민혁명을”, “

목표로 하는 인간개조운동 이라며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

참획 을 전제로 한 범국민운동 등으로 명시되고 특히 재건국민운동의( ) ” ,參劃

대 실천방안 중에 제 조의 승공민주이념의 확립 용공중립화 사상의7 ‘ 1 ;

배격 에서 제시된 것을 지적하였다 전재호’ ( , 2010:47-50).

3 재건국민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군정기 전부터 국민운동을 위한 활동을 해

왔고 국민운동을 순수한 민간운동이 되도록 개편하고자 하는 저극 노력하기,

때문이었다 허은(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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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고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해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실시하였.

던 국민교육활동의 전개 성격 내용을 통해 동원담론을 살펴 본 연구도, ,

있다 김현주 즉 쿠데타세력이 교육 사업을 통해 세대교체 및 구( , 2014).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보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 자원 양상

책을 펼쳐 나갔으며 동원담론에서 도덕적 정당성이나 혁명의 당위성이,

국민에게 씌워지도록 국민혁명의 국민혁명화 전 국민의 혁명주체화‘ , ”

하여 국민의 협조와 자발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이 실시하.

는 동안 발간한 원자료 제 호 년 월 제 호 년 월( 1 ,1961 8 - 27 , 1963 12 ),

즉 재건국민운동 재건통신 재건생활 국가재건최고회의, , ,『 』 『 』 『 』 『

보 를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있다 채우공( , 2004).』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기존 연구의 공통점은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평

가인데 재건국민운동은 군사정권이 표방하는 가치의 주입 과정이다 즉.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이 운동은 전반적으로 군정에서 정한 사회

생활 규율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구호를 내걸고 계몽운동으.

로 국민의 정신혁명과 규범에 개입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 하나

하나를 규제하며 의무만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허은 채우( , 2003;

공 전재호 김현주, 2004; , 2010; , 2014).

마지막으로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요인에 대해 정주진의 연구에서 정리

한 바 있다 첫째 관제운동의 하향식으로 접근했기에 주민들의 공감 및. ,

호응을 못 받았다 둘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운동에 필요. ,

한 물질적 요인을 충족하지 못했다 셋째 국민운동이 전개 초기부터 계. ,

속 우려했던 정치적 도구화이다 마지막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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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재건국민운.

동은 국민운동이라기에 부족한 자발적인 국민 참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부족한 정부의 지원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한 시간 그리고 과한 정, ,

치개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주진( , 2014).

이와 같이 재건국민에 대한 평가 성격 실패 요소에 대해 기존 연구를, ,

통해 검토해 보았다.

논문의 범위와 방법론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범국민운동인 재건국민운

동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개발도상국에, ,

적용했을 때 재건국민운동이 갖는 함의가 뭔지를 같이 보는 것인데 이러,

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실증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즉 재, .

건국민운동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및 사실들이 있는데 연구자로서 이에 대해,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는 이 방법을 통해 재건국민운동이 갖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분석하여 이

운동의 부작용 및 문제점을 짚어 본 후 다시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그리.

고 그 사실에서 드러난 함의도 같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정기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역사적 실증적 방법론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또한 본 연구에서 역사적 실증적 연구방법을 선택한 다른 이유는 연,

구에 사용될 자료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주제와 관련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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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의 기사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들이다 기사는 재건국민운동이 발.

족했을 때 년 월 부터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해체 년 월(1961 6 ) (1964 08 )

되고 다시 민간주도운동으로 전환된 시기까지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동

아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은 주한미.

국대사관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모든 전개 과정부터 민정 이양 후까지

의 운동에 관한 관찰 및 평가 내용을 워싱턴으로 보내는 전문 들이( )電文

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보여 주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언론의.

시각 및 평가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을 갖게 되기에 즉 사실 을, ‘ ’

갖춘 시각으로 보여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역.

사적 실증적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데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자료에,

중점이 있다.

그러면 본 연구에서 역사적 실증적 연구방법을 선택한 만큼 자료의,

중요성 및 신빙성의 몫이 크다 미디어의 주체 하나인 신문은 민주주의.

강화 및 인간개발에 감시 의제설정 게이트키퍼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 ,

다는 주장이 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진정 그런(Pippa Norris, 2009).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즉 정부에 대한 편향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힘들,

다 그렇지만 동아일보는 당시 진보적인 성향과 국내에서 정권 비판적 경.

향을 갖으며 지식인 사이에 중요한 월간지인 와 밀접한 관계가思想界『 』

있었다 시모카와 아야나 동아일보의 역사 그렇기( , 2014; , 2015/10/18).

때문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동아일보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년에 일어난 동아 백지 광고 사태 김행섭 를. 1974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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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동아일보의 정부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다 하지 않더라도 덜 있다

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동아일보를 선택하는데 어필해 주.

는 사항이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타 신문사와 비교했을 때 동아일보의.

기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른 자료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워싱턴으로 발

송하는 전문이다 전문은 워싱턴 국무부. 4에 보내는 보고서가 있고 워싱턴

의 육군성에 보내는 ‘Joint Weekly Analysis’5가 있다 그리고 이 전.

문을 쓰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당시 대사관에서 일하는 영사나 비서의 책

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특히 글의 뒷부분에서 대사님을 위한. ‘ ’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기사에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기.

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에,

서 일하는 영사나 비서가 쓰거나 담당하는 사람의 책무만큼은 상대적으로

전문의 신빙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동아일보의 기사나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 왜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 내에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보여 주는 시각

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전문은 물론 일반 보고서에 불과할 수 있으나 외부적 시각으로서 미국이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군정의 추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4 The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5 는Joint Weekly Analysis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에 발송하는Intelligence of the Department of the Army of Washington D.C.

주간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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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고 동시에 한국의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미국의 관심 및 의도

도 보여 주었을 것이다 특히 동아일보의 기사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

에서 하는 주장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과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있을

것인데 이는 두 자료에서 보여 준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재건국민운동을 평가하는데 보와적이고 유익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두고 같이 살펴봄으로써 즉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내외적 시각,

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흐름을 보여 준 동시에 미국의 군정

에 대한 시각과 한국의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미국의 관심 및 의도가 나타

내기도 하였고 보다 이 두 자료는 서로간의 보완적이고 필요한 요소가,

되어본 연구 결과의 신빙성도 높아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 운동에 대한 재평가, ,

재건국민운동이 가지는 운동의 함의를 역사적 실증적 방법으로 당시 운,

동과 관련되어 발간한 동아일보의 기사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문을 통해

서 살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섯 장으로 나뉘는데 제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듯이1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목적 및 문제 선행 연구 재검토 연구 자, ,

료 연구 방법에 대해 연구에 대한 영역 및 범위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

제 장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의 전개 과정 즉 운동의 시작 경과 및 실패2 , ,

를 보여 준다 그런 다음에 제 장에서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재. 3

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한 언론을 분석하고 제 장에서는 재건국민, 4

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분석을 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의 제 장 결론은 전체 요약하는데 실패 원인을 찾은 다음 기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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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인지 재평가하고 개발도상국들과 캄보,

디아에는 재건국민운동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찾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먼저 본 연구의 제 장에서의 재건국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2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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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민운동의 전개 과정II.

재건국민운동의 시작1.

재건국민운동의 탄생은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년 월 일에. 1948 8 15

미국의 군정통치하에 남부 조선인들이 자유선거를 통해 탄생시킨 국제연

합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이승.

만 대통령과 장면 내각의 지도하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

문제가 가시지 않는 시기를 거쳤다.6 즉 이러한 무능과 부정부패가 대,

한민국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한국의 경기가 절.

대 좋은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혼란과 함께 자.

기를 정군운동 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어 왔던‘ ’ ,

김종필과 박정희를 포함한 다른 육사 기생들이 하극상의 계획을 세우며8 ,

년 월 일에 박정희를 비롯한 육사 기생으로 구성된 쿠데타1961 5 16 8

주도세력이 결국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군사혁명위원회 이후 국. (

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 를 설치하고 반공과 국가의 전통을 강조하여 사회)

개조 및 인간개조를 외치며 쿠데타를 쿠데타로 인식하지 않고 혁명 이‘ ’

라 부르며 국민을 개조대상으로 여긴 쿠데타 세력은 조국 근대화 의, ‘ ’

6 계몽단으로 농촌에 나간 학생들에 의하면 국민들은 구정권에 대한 실망이 크

다고 했다 동아일보 이승만과 장면 정권을 부정과 불의의 싸울( , 1961/08/17, 4).

상대로 둔 언론의 역할이 크다 동아일보 박정희가 재건국민운( , 1961/08/23, 1).

동의 방향에서 구정권을 무능 부정과 부패라고 평가하였다 동아일보, ( ,

구정권의 농정에 대한 실표요인을 지적했는데 정책에 대한 검1961/09/16, 2).

토 및 반성을 하지 않는 즉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는 사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동아일보( , 1961/1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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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을 내걸고 그 조건으로 국민운동을 통해 국민의 교육에서 인간, ‘

개조운동 을 강조하였다 이는 군사정부의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여 재, ‘

건국민운동 이 절실히 필요하였기 채우공 때문에’ ( , 2004: 1-3, 58-59)

추진하였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의 출발은 관주도식으로 위에서 하달하.

여 빠르게 추진하였다 따라서 군정은 곧 재건국민운동의 경제적 정치적. ,

보탬 및 주도의 한 축이 되고 최단 시일 내에 발전시켜 나가게 하였다.

한편으로 유진오를 비롯하여 유달영 이관구 등이 학계 문화계 언론, , , ,

계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여론형성자이자 지도자의 구성이 다른 한 축이

된다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 시기에 이들은 구정권에 대해 비판을 계.

속해왔고 국민운동으로 국가 및 국민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온 일,

군 지식인들이다 유진오는 혁신세력의 발호로 민족이 북한 공산괴뢰집. “

단의 손아귀에 빠질 뻔했던 시기 로 제 공화국 시기를 평가하고” 2 7 전,

국민이 규칙적인 경제체제 를 습득하여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아 거‘ ’ “

대한 규율조직의 협소한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맡아볼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회 가 근대국가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유진오” ( ,

조선일보 재건국민운동 대 본부장이었던 유달1963:18-19; , 1962/01). 2

영은 썩은 정객들의 분쟁 과 함께 무자각한 국민들의 극단적 이기주“ ” “

의 무제한의 자유 남용 등이, 4 ․ 혁명의 불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19 ”

라고 장면 정권의 시기를 규정하였다 유달영과 이관구는 둘 다 전통과.

문화를 강조한 인물인데 유달영은 문화와 전통은 문화의 정체성이고 보수

7 유진오가 제 공화국의 문제를 평가하며 반공을 출발점을 삼았고 이로 인해2

사상체계를 발전 성장시켜야 한다 서울신문( , 1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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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의 목숨을 지켜 가는 것이며 서구화의 흐름 속에서의 문화흡수도

보수적 기반 위에 새로운 것을 계속 짓고 조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며 유달영 이관구는 민족의 생사는 문화에 달려 있( , 1958; 1963: 164),

다고 보았다 허은 특히 유달영은 민족의 가장 큰 문제를( , 2003: 17).

대아적 자아 를 극복하는 것인데 보다 사대주의와 이기주의의 근원 뿌‘ ’

리를 일소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이 무지에서 빠져 나와 자립할 수. ,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국민운동은 반공의 정신을 대.

전제로 삼아 자율적 규율 내재화 전통중시 민족 자립적 국민‘ ’, ‘ ’, ‘

을 위한 계몽 을 강조하여 민간주도 재건국민운동을 꾸려 나가는 것이었’

다 허은( , 2003: 18).

재건국민운동은 혁명 을 내건 군사쿠데타 세력의 한 축과 국민운동‘ ’

지도자인 지식인들의 한 축에 의해 발족하였다.8 그리고 두 축 간에 손잡

고 재건국민운동을 같이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생의 신생활운동에

있으며 이는 대학생에 한정을 짓지 않고 전사회 혁명의 구심체로 삼아,

그들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9 따라서 정치세력의 주도와

사회적 지도층의 운동에 참여가 반공과 근대화를 중심으로 반공이념 강화,

국민계몽 전통 및 민족가치 강조 인간개조 향토개발 등 다각적 운동을, , ,

전개한 국민운동의 밑바탕이 되어 실행한다.

8 허은 은 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에서 분단국가(2003) ’5·16 ’｢ ｣

국민운동 노선에서 두 축 간의 결합과 분화를 설명하였다.

9군사 정변 직후 구정권을 비판하면서 혁명공약을 내세우는 것 등이 박정희

정부의 국민운동을 통한 사회개혁 의지를 보여줬다고 한다 정주진( , 2014:

대학생의 계몽운동과 신생활운동에 관한 설명도 있있다 고명균119-122). ( ,

사상계1990; , 1960/0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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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민운동의 경과와 실패2.

1) 재건국민운동의 경과 조직과정:

이후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세력은 쿠데타를 최대한 빨리 국민5·16 ‘

혁명 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지도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

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 차장을 맡았던 이지형 차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사혁명 정권이 재건국민운동의 범국민운동을 통해 최단시일 내에 군“

사혁명의 의의를 국민에게 계몽하고 혁명이념을 일반대중에 확대 하는데”

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재건통신 특히 재건국민운동에( , 1962/06: 06).

관한 구상은 김종필이 혁명거사를 계획한 당시부터 같이 하였다 채우공( ,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추진은 윤보선 대통령이 감탄한2004: 14).

만큼 운동의 조직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10

재건국민운동은 사회적 지도층의 참여로 군사쿠데타가 군사정부5·16

의 시책으로 주도한 고속적으로 조직화한 범국민운동이다 년 월. 1961 5

일에 최고회의법 이 공포됨에 따라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설립되며27 ‘ ’

유진오가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제 대 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최1 . ‘

고회의법 에 의거하여 발족한 재건국민운동본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 ’

의 산하기구로 배치된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설립한 지 불과. 2

주일 후에 년 월 일에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이 이어1961 06 11 ‘ ’

10 윤보선 대통령은 군정의 작업에 관한 소감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혁명정부“

는 모든 일을 대단히 신속 과감하게 실천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군사혁명이 아, .

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업적과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 고 말한 바”

있다 동아일보.( , 1961/07/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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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포되는데 이는 재건국민운동이 본선에 올랐다는 의미를 뜻한다 또.

같은 해 월말까지 즉 불과 달의 짧은 기간 안에 재건국민운동 조직7 , 2

이 전국에 걸쳐 조직되었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이 군사쿠데타 세력의.

지원과 추진력에 의해 급격히 발전해 나간 범국민적 운동이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는 구성된 재건국민운동본부 간

부진에서 쿠데타세력이 조직관리를 차지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

다 즉 년 월 일의 간부진들은 본부장 유달영 차장 이지형 육. 1961 9 30 , (

군준장 차장보 유덕천 지도부장 윤재학 총무부장 조용찬 훈련소 학감), , , ,

강현식 조직 부장 심이변 육군대령 운영부장 채문식 등이 있었다 그리, ( ), .

고 년 월의 재건국민운동본부 간부진은 본부장 이관구 차장 심이1963 5 ,

섭 육군대령 국민교도부장 서리 최기홍 향토교육과장 이규현 조직관리( ), , ,

과장 오찬영 육군중령 향토개발부장 유덕천 향토개발과장 겸 생화지도( ), ,

과장 강만춘 국민협동과장 조한원 부녀실장서리 고수희 기획실장 조재, , ,

건 육군소령 총무실장 조영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각 지부의 장이나( ), .

차장 같은 핵심 요직도 군인들로 채워진다 허은 이는 쿠데( , 2003: 33).

타 세력이 재건국민운동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이 기구를 장악하는 작전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을 맡았던 유진오를 비롯하여 유달영 이,

관구 모두가 관제운동 성격을 가진 재건국민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전환하

고자 하는 의사 및 노력을 보였다 즉 년 월에 초대본부장 유진오. 1961 8

는 재건국민운동을 민간운동으로의 전환 의사를 뚜렷이 보여줬는데 재건

국민운동이 민간주도 운동이어야 함을 밝혔고 곧 월에 유진오 후임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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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임한 유달영 본부장도 다시 그 민간운동으로 전환의사를 강조하였다.

특히 재건국민운동본부 제 대 본부장 유달영이 순수 민간운동을 확대하2

기 위해 차의 조직개편을 시도하였다 허은 리3 ( , 2003: 31). ․ 동촉진회와

일제강점기 통제기구인 애국반과 유사했던 재건국민반이 해체되고 마을,

마다 재건청년회와 재건부녀회가 설립된다 동시에 민간유지 들이 운. ‘ ’

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지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

역적 관리인 공무원과 분리시켰다 최고회의보 그리고 재건( , 1962: 161).

국민운동본부 유달영 본부장이 재건국민운동을 순수 민간주도 운동의 성

격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 하나는 중앙과 도지부의 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의기관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회로 승격시킨 것이다 즉 민간.—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군의 세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재건(

생활, 1961/11: 18-19).

민간주도 운동으로 확대시킨 중요한 계기는 년 월 일의 국1961 8 16

가재건최고회의가 결의한 국민운동 항구화 방침 에 따라 월 일“ ” 11 20

에 제 차 조직개편이 실행되었다 개편의 주요내용은 시군구단위의 지부3 .

조직까지가 국가에서 뒷받침해 주는 산하기구로 유지되는데 운동의 항구

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작은 단위인 읍 면 재건위원회는, ·

법인체로 만들어 정부와의 관계를 분리시켰다 이는 재건국민운동의 민간.

운동 토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고 또한 각 단위 위원회,

의 구성방식도 관제운동으로 보였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방식으로 바

꾸어 재건국민운동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채우공( ,

2004: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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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의 항구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

없다 즉 국민운동이 민간 운동이 되어야 하는 전제는 비정치적 운동이어.

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국민운동 요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

게 하거나 참여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년 월 일에 강. 1962 02 17

원도 지부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춘천에 온 유달영 본부장의 말

에 따르면 군사혁명은 정의와 용기로써 이루어졌지만 재건국민“5·16

운동은 학생혁명이나 군인혁명 아닌 성실과 시혜와 노력으로서 이루어지

는 국민혁명 이라고 하였다 동아일보” ( , 1962/02/18, 1).11그리고 쿠데타

세력의 민정이양에 대비하는 군출신의 사전 조직 에 참여하는 것을 막‘ ’

았다 신동아 이는 국민운동의 순수한 비정치적 면을( , 1965/02: 158).

강조하면서도 민정이양 때 재건국민운동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한 방식 하나다 즉 국민운동의 항구화가 정치적 중립성. ‘ ’

에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의 조직과정에서 군사쿠데타 세력의 급속한 추진력과 민

간주도 운동을 위한 지식층 지도자의 노력이 잘 나타났다 즉 쿠데타 세.

력에게는 군정시책을 국민에게 잘 선전하고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국민운동기관을 잘 활용해야 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결과를 만

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재건국민운동이 하향식으로 관제운동의 성격

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간부진뿐만 아니라 그.

11 다만 취임한 초기에 월 혁명은 학생들이 완성하지 못한“5 4 ․ 혁명을 완19

성으로 이끌려는 것이며 따라서 군인들은 학생들의 형인 동시에 내일의 군인은

곧 학생들 자신이 라고 군인과 학생을 동일시로 한 유달영 본부장의 모순적인”

면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 1961/0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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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지부급장이나 차장과 같은 자리도 군인출신들이 맡고 있었다 이.

에 관해 재건국민운동본부장들이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

따른 조직개편을 차례나 취하였고 국민운동의 항구화를 위해 재건국민3 ,

운동의 현지기구 읍 면재건위원회 를 정부나 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재( · ) ,

건국민운동의 순수한 민간운동이나 비정치적 운동으로 하는 정치적 중립

성을 위해 국민운동가의 정치적 운동 참여에 대한 거부 표현을 하였고,

쿠데타 세력의 민정이양에 대비하는 사전 조직 도 막는 등의 재건국민‘ ’

운동 본부장의 민간운동을 위한 노력이 보였다.

이러한 조직과 조직개편 과정을 살펴본 결과 군정이 원하는 것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군정의 인사를 국민운동의 주요 자리에 진입시.

키는데 조직 관리를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최대한 빨리 쿠데타를 국민혁명 이라는 인식으로 잡아 주고 싶고 정‘ ’ ,

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허은 그래서 운동의 중앙( , 2003: 33).

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그 구성을 허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건국민운동의 영구화와 정치적 중립성에 허용한 것.

은 재건국민운동을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기 위한 한 걸음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따라서 재건국민운동의 조직과정을( , 1962/08/17, 1).

통해서 군사쿠데타 세력의 긴밀한 계획과 재건국민운동의 정치적 도구화

에 대한 야망을 이해할 수 있고 군사 쿠데타 세력과 당대 재건국민본부,

장 간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의도의 차이도 잘 나타났다.

2) 재건국민운동의 경과 사업 및 활동:

군사쿠데타 직후 펼쳐진 재건국민운동 의 실행 요체는 국5·16 ‘ ’ ‘



- 20 -

가재건최고회의 의 산하기관인 재건국민운동본부이다 다시 말하자면 재’ .

건국민운동본부는 국가재건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른바 재건국민운동 의 중요 핵심 총본부로서 이에 관해서는 재건국‘ ’ , ‘

민운동에 관한 법률 이 자세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조에서는 본’ , 2 ‘

법에서 국가재건을 위한 국민운동이라 함은 전국민이 청신한 기풍을 배양

하고 신생활체제를 견지하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하는 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범국민운동을 말한다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같’ .

은 법률의 제 조에서도 가지 실천 요강 승공민주이념의 확립 용공2 7 : (①

중립화 사상의 배격 내핍생활의 여행 근면정신의 고무 생), ( ), ,勵行② ③ ④

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국민도의의 양양 정서관념의 순화 국민체, , ,⑤ ⑥ ⑦

위의 향상 등을 들었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은 재건국민. ‘ ’

운동을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국민이 민주주의 이념 아래 협동“

단결하고 자조자립정신으로 향토를 개발하며 새로운 생활체제를 확립하는

운동 이라고 정의했다 재건통신” ( , 1961/06: 16-17).12 이와 같은 재건국

민운동에 관한 제반정책의 지침과 방향을 정하고 이 사업의 통할 조정, , ,

지도 및 실천에 관한 사무를 장관하는데 바로 재건국민운동본부 이다‘ ’ .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의 모든 사업은 재건국민운동본부를 통해 계획하

고 사업내용을 결의한 다음 진행하는데 기획 및 방향부터 실천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실행한 사업은 국민교도사업,

향토개발사업 국민협동사업 등의 사회적 운동이 있다 즉 국민교도사업, .

12 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신생활운동을 그대로 반영된다 채우공(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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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신교육 신생활교육 문맹교육 등에 해당이 될 것이고 향토개발 사, , ,

업은 가지 실천 요강의 근면정신의 고취와 생산 및 건설 의식의 증진을7

지향하는 지역사회개발에서 향토재건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협동사,

업은 도농 간에 인정을 맺고 문화와 경제의 교류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

줄이는 데에 자매부락결연운동이 대표로 꼽힐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재건.

국민운동이 전후 국민운동과 같은 신생활운동 기독교 사회운동 국민사, ,

상운동 등의 형태를 띠었는데 이는 재건국민운동으로서의 수렴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사대주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승공을 대전제로 삼아 대중,

계몽을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허은( , 2003: 29).

쉽게 말하자면 재건국민운동이 처음 발족했을 때 만든 가지 실천 요강7

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군정의 국가재건과 국민혁명의 이념 하에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는 재

건국민운동을 통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인간개조 자조독립심 향토재건 그, ,

리고 국민의 단합과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 교육13에서 찾는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한 교육사업을 보면 초기에 중견 지도자나 최

일선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정적으로 시켰으나 년부터 교육1963

과정이 점차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파되었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향토재건 등 여러 면에 걸친 교육을 하여 혁명- , ,

13 교육을 통하여 이념의 통일과 전파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재건청년회와“ ,

부녀회를 이끌고 나가는 최일선 지도자로부터 사범 요원에 이르기까지 각급요원

의 지도능력은 교육으로 배양되었고 활발한 사업 전개가 교육에서 나왔다 재, .” (

건통신, 1963/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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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의 모체 를 길러낸다는 재건국민운동 교육원은 작년 혁명( ) 5·16

직후인 월에 재건국민교육 훈련소라는 좀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설치6

된 후 일 제 기 사범교육을 마친 명을 포함하여 여 명의5 2 188 6300

수료생을 내었다 이들 교육 요원의 최종 목표 인원은 청년 부녀 회. .

원을 포함하여 백만 금년 말까지 만의 요원을 길러 내리라한다 금, 10 .

년도 총예산은 억 천만 환 년도 예산을 억으로 기대한다고5 4 , 63 14

한 간부는 말하였는데 유본부장도 혁명과업 중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어느 사립대학의 교사를 빌려 셋방살이를 하고는 있지.

만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가 자신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훈련생.

들의 침실인 개의 내무실에는 질서정연하게 놓인 침구 피라밋11 , ‘ ’

형으로 쌓아올린 밥그릇 등이 보는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동아일보( ,…

1962/05/06, 1)

교육사업도 크게 대민계몽 가족계획 계몽교육 문맹교육 사업으로 구, ,

분되는데 재건통신 특히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사업 중에 교( , 1962/02),

육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재건청년회와,

부녀회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정이양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사업도 년에 년 동안 집1963 1

중적으로 펼쳤는데 약 만 명에게 교육을 시켰다 재건통신1,355 8000 ( ,

특히 교육 사업을 통해 군정에서 원하는 국민상은 민족과1963/12: 13).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민 근면자조정신이 있는 국민 의무를 권리보다 우, ,

선시하는 국민 국가의 규율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는 국민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허은 즉 전과 다른 국민 이른바 새로운 인간( , 20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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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 교육 사업을 펼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듯이 교육을 통한 국민교도사업은 인간개조 라는 목적‘ ’

을 갖고 있었다 즉 박정희의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을 통해서도 알. ‘ ’

수 있듯이 그는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악습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호,

소하였다 먼저 게으름과 불로소득 관념 자주정신이 결여된 사대주. ‘ ’, ‘

의 그리고 패당과 분파 의식 등의 국민에게 배어 있는 악습을 없’, ‘ ’

애야 하는데 박정희 그 방법으로는 근면 자조 협( ,1969: 90-92) · ·

동정신 등을 배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나중에 실시했던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이 된다.

따라서 재건국민운동의 사업은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 선정되고 재

건청년회와 부녀회에서 실행되는데 교육에 중점을 둔 활동이다 재건국. ‘

민운동에 관한 법률 제 조와 가지의 실천요강에서 보여준 듯이 재’ 2 7 ,

건국민운동은 사대주의와 이기주의를 비평하고 승공을 대전제로 두고 국

민의 계몽을 통하여 새로운 국민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재건국.

민운동본부에서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인간개조 자조독립심 향토재건 국, , ,

민단합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교도사업 향토개발사업 국민협동사, ,

업과 같은 사회교육 활동을 실시한 것이었다.

3) 재건국민운동의 경과 그 사업 및 활동의 의미: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인간 및 사회개조 향토재건 국민의 단합과 민, ,

주주의의 제고를 위해 신생활 기풍 진작 운동 및 생활지도 사업 문맹퇴,

치사업 향토개발사업 국민협동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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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사업 및 활동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는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생활 진작 운동 및 생활지도 사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신.

생활 진작 운동은 재건국민운동 대 목표의 하나인 신생활체제의 확립에3

서 국민의 의식주 생활양식을 개선하는데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으

로 청신 ․ 명랑하고 건전한 방향으로의 생활개혁을 목적으로 한 재건국민

운동 사업 중 하나다 신생활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뿌리가 박힌 모든 부.

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재건국민운동 창설 시부터 만든 가지 실천 요강, 7

대로 국민들의 정서관념을 순화하여 명랑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의 도의를 앙양하여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는데 전개하는 중요한 운동이

다 즉 직장문화 서클과 국민개창운동 도의심 앙양운동 시간 지키기 운. , ,

동 밀가루 음식 먹기 운동 미신타파 허례허식 일소운동 및 국민체위향, , ,

상 등 다양한 운동에 해당된다.

생활지도 사업에 관하여는 성과를 거두는데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깔려 있는데 열악한 지도기술 예산 결여 국민운동기구의 조직 개편 무, , ,

관심한 지도층 전통과 습관을 고수하려는 국민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

다 채우공 그러나 계몽과 선전에 힘을 쓰고 정력적으로 생( , 2004: 100).

활개선운동을 전개하여 의식주생활 의례간소화 저축 장려 등에 관한 사, ,

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났다 재건통신( , 1963/11: 62-73).14

14 특히 고려대학교 이창열 교수가 군정의 년 넘는 과업 중에 부정과 부패가1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

그리고 농촌은 이미 스스로의 생활개혁을 받아들이려는 풍조1962/05/16, 5). “

와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고 하는 기사도 있다 동아일보” ( , 1963/01/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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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 진작 운동과 생활지도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에 관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신생활 진작 운동에 관한 모든 운동 직장. :

문화 서클과 국민개창운동 도의심 앙양운동 시간 지키기 운동 미신타파, , , ,

허례허식 일소운동 및 국민체위향상 등의 내용을 보면 국민이 행해야 하

는 것에 대해 즉 추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거의 모든 운동이 펼,

친 것이다 이는 군정의 국민에 대한 사적인 것과 사소한 것까지의 통치.

와 개입을 하고자 한 것이 잘 나타났다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를 기반으.

로 한 생활지도 사업에 관한 운동 중에 의례간소화15와 저축 장려 운동16

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강제의 성격도 내포된다.

즉 국민이 갖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면이 잘 나타난

것이다.

다음 문맹퇴치사업은 혁명완수의 첫걸음을 위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

문맹자들에게 국민해독 가계기록정리 사리판단의 능력을 길러 줘서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으로 삼았다 문맹자 교육 방안은 한 사람이 한.

한편으로 농촌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힘들어하는 농촌에 가능한 최대의 혜택을,

베풀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자조정신에 관해 관제운동에서 벗( , 1962/05/30, 1).

어나지 못하고 모방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스스로가 생활개혁을 받아들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동아일보( , 1963/01/10, 2).

15 주례로 나간 유달영 본부장이 식 시작 전에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신고와 호

적초본을 제시해 달라해서 신랑과 신부가 황당해하고 유달영 본부장이 재건국민,

운동본부에서 표준의례 를 제정하여 결혼식날에 혼인신고와 호적초본을 즉각‘ ’

교환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동아일보( , 1962/01/24, 1).

16 년에 출발할 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민간자본동원이 필요한데 관“1962 5 …

계당국자들도 강제나 반강제의 방법을 택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나 국

민저축 목표액을 달성하는 계획을 보면 어딘가 강제의 냄새가 풍겨지는 것은 유

감이다 동아일보.”( , 1961/1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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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문맹자를 교육시킨다는 원칙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한 집안에게 한 집안이 한 마을에게 교육을 선전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재건청년회 및 재건부녀회에서 추진체로 실행.

하는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지역사회 내에 있는 클럽과 소년 녀4H ( )

단과 같이 서로 연관 맺어 활동을 하였다 보다 재건학생회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방학 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발적으로 봉사적으로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교사나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이 사업을 전개하였다 교육 내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

고 교육과정은 교안 및 진도표를 작성하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심도 있는,

것까지 나갔다 채우공 문맹퇴치교육의 성과는 년( , 2004: 90-93). 1961

월부터 시작하여 년에는 만 명 그리고 년에는 만12 1962 60 , 1963 30

명의 문맹자를 대상으로 교육시켰다 채우공( , 2004: 121).

문맹퇴치사업에 관한 평가는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예방한 윤보선 대통

령의 문맹퇴치사업에만 성공하더라도 국민운동은 성공될 것이 라는 발“ ”

언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문맹퇴치사업이 곧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평.

가로 연결되는데 이는 문맹퇴치라는 과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문맹교육 사업은 선거를 위한 사업에. ,

불과하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동아일보( , 1961/12/17, 01).17 즉

년에 있었던 대선 때 기명 투표제가 실시한 가정 하에 투표자가 투1963

17 더불어 당시 재건국민운동보부 차장인 이지형이 정부에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민운동의 사업이 국한되겠지만 그 중에 문맹교육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만 성공하더라면 국민운동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아(

일보, 1961/12/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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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기 위해 문맹퇴치사업이 실

행된 목적의 하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토개발 사업은 가지 실천 요강의 근면정신의 고취 와 생산7 ‘ ’ ‘

및 건설의식의 증진 의 항에 해당한다 기구나 조직이 없어서 관념적인’ .

방향으로 시작했으나 향토재건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년 월에, 1962 12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자립자조정신으로 향‘ ’ ‘

토를 개발하며 라는 어구와 함께 재건국민운동의 정의가 즉 재건국민운’ ,

동의 중요한 방향과 중점이 향토개발 사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향토개발사업의 추진 원리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6

이 있다 재건통신( , 1963/11).

첫째 향토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조정 추, ,

진하여 나간다 이 경우에 재건청년회와 재건부녀회가 리. ․ 동 재건위원

회의 지도를 받아 자율적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추진하고 또한 그 결

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계획은 향토민의 공통욕구에 기초를 둔다, .

셋째 모든 사업은 향토민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채택,

한다.

넷째 외부로부터의 기술 물자 및 재정적인 지원은 향토민들의 자체자, ,

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모든 활동에 있어서 향토 자체 지도자의 지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한다.

여섯째 정부 각 기관은 분석적으로 향토 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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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거점에서 그 기능을 서로 조정하고 통합해서

향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행정적으로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향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별

도의 각급 조정위원회를 두고 서로 밀접한 관계 하에 향토 사업개발에 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향토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세한 내용에서 보여 주듯이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직접 및 스스로 적극적 참여 지도자의 지도력 발휘 공‘ , ,

통적 요구 기반 협력의 요구 등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 .

원리는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인 유달영 교수가 당시 유엔 등에 의해

개발된 서구식 지역사회개발 이론을 가지고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 정주진( , 2014: 154-156).

당시의 향토개발사업의 성과는 다음 기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향토.

개발 사업이 시작하여 정부의 재정 및 기술 지원으로 수많은 청년회와 부

녀회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청년회와 부녀회를 통해 걷은 향토개발사업의,

성과는 청년회관 건립 농지개반 농로확장 식수 양어장 등을 들 수 있, , , ,

다.

이제 폐지되는 국민운동본부 및 각급 조직의 활동상황을 외고검토할…

때 이후 년 간 향토개발 신생활운동 자력, 5·16 3 , , ․ 자주의 독립정신

과 상호부조의 협동정신을 고취하는데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다 조직면에 있어 청년회 만 천 부녀회 만. 4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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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무려 백만의 회원을 한대 묶어 농지개간 천 백만 평 농로5 4 2 4 ,

확장 만 킬로 청년회관 천 개 신설 식수 억 오천만 그루 양어장5 , 7 , 2 ,

만 평 자매 결연수 등 유형적 성과를 거두었고 동아일보2 , 5022 ( ,…

1964/07/27, 2)

재건국민운동 시기에 일으켰던 사업과 그 업적들을 살펴봤을 때 재건

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향토.

개발사업 중에 청소년과 부녀자에 대한 지도육성 농로확장 청년회관 설, ,

립사업 등은 새마을운동 때 그대로 전승되고 당시 지도교육을 받은 청소,

년 및 부녀자들은 새마을운동 때 새마을의 지도자들로 운동에 성장되고,

더불어 재건국민운동 시기에 경험했던 사업선정 사업기획 의사결정방식, ,

등을 새마을운동이 전개했을 당시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전개,

했을 시기에 박정희의 발언을 살펴보면 두 운동에 일관성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주진 즉 두 운동에서 둘 다( , 2014: 156-160).

잘살기 운동 의 목표를 들고 나왔으며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 ’

다 특히 새마을운동에서 늘 강조하는 근면 자조 협력 의 주요 정신. ‘ , , ’

도 재건국민운동 시기부터 만들어지고 출발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의 탄생과정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

였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재건국민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라고만 평가하고

새마을운동의 사전 학습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새마을운동 때 강조하는 지도자들은 주로 재건국민운동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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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육성한 지도력들이었고 새마을운동 때 실시한 사업도 재건국민운동,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승되며 특히 새마을운동의 이념 및 정신인 자, ‘

조 근면 협력 도 재건국민운동이 전개한 시기에 개발되고 다음 시기로· · ’

물러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물론 재건국민운동 그 자체가 폐지되어 실.

패라고 하지만 재건국민운동의 원력 원리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

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재건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의 사전학, ‘

습운동 보다 새마을운동이 재건국민운동의 연장선 이라고 불리는 것’ “ ”

이 더 일리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협동사업인데 이는 농어촌과 도시 간의 구조적 불균,

형을 감소하고 국민단합의 이념 하에서 자조자립정신을 키워 주고 군정의

과업에 부합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재건국민운동 중 한

사업으로 년 월부터 자매부락결연운동이 발족하였다 당시의 자매1961 8 .

부락결연은 개 부락끼리 결연을 맺었다 재건통신4,784 ( , 1963/11: 74).

밑에 있는 기사를 보면 자매결연으로 서로 돕는다는 이념으로 마을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 사는 명의 문둥, 97

한센병 혹은 나명 환자가 차별을 받아 재건국민운동본부에 도움을 요청( )

한 것이다.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면 가남리산 일성자원에 살고 있는 음성 나환자-

명을 대표해서 김모씨가 요즘 재건국민운동본부장 유달영 씨에게97 ' '

간곡한 편지 한 장을 냈는데 내용인 즉 문둥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 모두가 외면을 하고 있어 요즘에 흔해진 자매결연 차례도 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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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온다 는 것 자매결연까진 못하더라도 중고품 라디오 한” “ ‘ ’…

대쯤 보내줄 아량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없을는지 하는 눈물겨운 하?”

소연 끝에 몸은 병들었어도 정신은 병들지 않았다 고 호소 외로“ ” …

운 이 사람들과 자매결연할 단체는 없는지 동아일보? ( , 1962/02/29, 3)

이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에 경제 문화의 교류를 통해 서로,

돕는다는 이념 하에 협동하고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

이는데 성과를 맺었다 특히 년 월 일에 시작한 사랑의 금고운. 1962 5 28

동이 있는데 농어촌 구제운동으로 국내외 구별 없이 인사들의 동포에 대

한 사랑이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농어촌에서 어려운 주민을

도와준 것이다 채우공 이는 기아해결운동 재해대책운동 펜( , 2004: 99). , ,

팔운동 학생봉사활동 및 국제친선 기념비건립 등은 재건국민운동의 국, ,

민협동사업으로 전개한 사업들이다 예로 다음 기사를 통하여 사업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요즈음 각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순천수재민 구호금품의 접수 보도가…

많이 납니다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

옷 쌀 일용품 돈들 이렇게 어른들의 이름이 많이 납니다 가끔 어린, , , .

이들이 보내온 구호품 이름도 눈에 뜨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우.

리들은 우리들이 작년에 배우던 학년의 교과서와 그리고 학용품을 모

아서 보내 줍시다 날마나 빈손으로 학교에 나오는 순천어린이들이 얼.

마나 교과서가 그리웁겠읍니까 연필이나 공책이 얼마나 아쉬웁겠읍니.

까 크레용이나 도화지가 얼마나 생각 나겠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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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슬픔을 나누고 괴로움을 같이 하고 어려

울 때 서로 돕고 하는 마음씰 갖고 또 생각한 것을 실제로 용감하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럿이 의논해서

다 같이 좋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동포애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동아일보. ( , 1962/09/15, 6)

이처럼 재건국민운동 국민협동사업이 봉사나 구제운동 등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어른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까지 전파되거니와 그.

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려운 다른 주민에게 물질.

적 정신적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즉 봉사심과 동포애를 갖· .

도록 하는 것이 이 기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돕고 봉사와 애국에 대해 촉진하는 기사는 애국심과 봉사열은 애정과‘

관용에서부터18 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곧 재건국민운동에서’ .

국민에게 원하는 상부상조로 협동 의 정신과 그들로부터 요구한 자발‘ ’ ,

성도 보여줬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 으로서 국가 및 동포를 사랑해. ‘ ’

야 하는 즉 애국주의나 국가주의를 앙양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

렇지만 동시에 군정이 전국민을 재건국민운동에 동원하도록 노력한 면도

보여 주고 있다 바로 운동에 동원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협동과 봉.

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운동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재건국민운동의 국민교도사업 향토개발사업 국민협동사업, ,

등 사회적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사업들은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

18 애국심과 봉사열은 동포 간에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동아일보( , 1962/03/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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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제기한 가지의 실천 요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인간7 ,

및 사회개조 자조독립심 향토재건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목, , .

적들은 신생활 진작 운동 생활지도 사업 문맹퇴치교육운동 향토개발사, , ,

업 국민협동사업을 통해 실시된다 그 중에 가지의 실천 요강에서 발표, . 7

한 목적을 제대로 지향하는 사업도 있고 실제 목적과 벗어나는 사업도,

있다 동시에 군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발전된 새로운 문화를 키워.

주는 노력도 보였다 재건국민운동의 사업 및 활동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신생활 진작 운동에서 인간의 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 국민,

의 하나부터 열까지 개입 및 통치하는 운동을 실시하였고 생활지도 사업,

은 물질적 면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인데 그 중에 혼란 및 강제의 성격을

다소로 가진 의례간소화와 저축 장려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맹.

퇴치교육에 관한 것은 윤보선 대통령도 인정하였듯이 지역사회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년의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명을 정1963

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 문맹퇴치교육이 선거를 위한 운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협동사업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협동 과 국가주의나 애국주의에 대한 앙양을 보여 주‘ ’

며 애국심과 봉사열을 키워 전 국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고 한 군정의,

전 국민을 동원하려는 시도도 함께 드러났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은 군정에서 국민의 생활을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서구의 근대성을 심어주기 위한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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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국가의 지원 중단 민간주도운동의: ,

전환 폐지—

재건국민운동은 군사 쿠데타 직후 국가 재건최고회의법에 따른5·16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관으로 신설되고 재건‘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년 월말에 폐지된다’ 1964 07 .19

즉 민정이양 후 야당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폐기법안을 제출하여 존,

폐론 속에 결국 폐지되었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폐기법안이 발.

효되면서 군정에서 주도한 범국민운동이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가 해체됨

에 따라 결국 폐지된다.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년 만에 폐지될 결정적 운명에 놓여 있다 민3 .

정이래 정치가들의 시비의 대상이 되어 오더니 마침내 정부는 국민운,

동에 관한 법률의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안은 여야의 찬성으,

로 불원 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지금까지 국민운동을 지도해온 민간유지들은 지난 일 사단20

법인재건국민운동 발기준비위원회 구성하여 순수한 민간운동으로(1)

그 조직과 운동오식에 있어 본래의 모습인 자발성과 민주성을 최고의

원리로 삼으며 정치적 주장을 달리하는 어느 일당일파를 지지하거(2)

나 반대하는 입장을 배격하고 초연한 입장에서 민족단합의 광장을 마

련하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 민중사이에 새지도자군을 발견육성하(3)

고 세계민주우방의 국민운동조직과 연결제휴한다 등 사개항의 선(4) ,

19 정부에서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의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의

찬성으로 폐지될 것이다 동아일보( , 1964/07/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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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준.

비 중에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64.07.27, 2).

재건국민운동본부에 관한 폐지론은 결국 폐지라는 결말을 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윗글을 통해 재건국민운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준

비한 상태였다 즉 재건국민운동은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의 해체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유달영.

을 비롯하여 여러 명 본부장들이 힘을 모아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민간운동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민간주도 재건국.

민운동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데 바꿔 말하자면 재건국민운동본부,

출신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는 정부와 결별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새로운 기구가 된 것이다 새로 발족한 국민운동은 먼저.

순수한 민간국민운동으로서 자발성과 민주성을 최고의 원리로 삼고 민족,

단합의 광장 과거 경험을 살려 새 지도자군 발견 육성 그리고 전 세계, ,

의 국민운동조직과 연결하여 협력하는 것 등을 선언하였다.

이관구 요컨대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인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정:

신력 말하자면 개척자정신 또는 상록수정신을 국민운동이 교육을 통해,

서 함양시킨 것이 큰 업적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시킨 게 아니라 자발.

적으로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이 더욱 높이 평가될만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국민운동이 지난 년동안 이. 3

러한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대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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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릴 것없이 몰이해한 정치인들은 모든 정당정파에 초연하는 국민

운동이 자기편을 들지 않는다고 꺼려한 끝에 마침내 폐지론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운동이 관제기구로부터 탈피하여 순

수한 민간기구로 전환하는 좋은 찬스 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 …

백만 회원들은 옛날과 변함없는 성의와 열의로서 국민운동을 계속4

추진해 나갈 결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발기 준비 위원회를 구성

해서 민간기구 발족을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 1964/07/21,…

3)

그렇지만 당시 즉 국가의 지원이 중단된 후 재건국민운동이 민간운동,

으로 전환되면서 만 명에 이르렀던 조직원이 급격하게 줄어 년430 1969

까지 만 명만 남았다 특히 그 동안의 중점사업은 마을금고 재건금고126 . ( )

사업에 맞추어졌는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조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운동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

대하였다 다만 이 사단법인은 예산 인력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새. ,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년 월에 폐지되었다1975 12

김필동 따라서 재건국민운동도 완전히 해체된다는 뜻이다( , 1995). .

이와 같이 제 장에서 재건국민운동의 전개과정 즉 재건국민운동의2 ,

시작 경과 및 실패에 대해 서술하였다 재건국민운동은 정변 이후, . 5·16

쿠데타세력에 의해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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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제정함으로써 관주도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즉 군정은 재건국민운동.

을 계획했을 때부터 국민운동을 통해 국민혁명 이라는 인식과 집권의‘ ’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국민운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망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갖기 위한 과정으로 당시 재건국민운동본부.

장인 유진오를 비롯하여 유달영 본부장과 이관구 본부장까지 재건국민운

동을 민간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즉 차의 조직개편, 3

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군정과 민간 지도층 간.

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민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서

구근대성을 깊이 새기는 두 측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정에.

서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과 가지 요강을 제정하고 재건국민운동7

본부에서는 사회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민교도사업 향토개발사업 국, ,

민협동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목적과 의도는 인간개조 자조독립. ,

심 향토재건 국민담합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재건국민, , .

운동의 사업 및 활동을 통해 군정에서의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개입의 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서양의 발전된 근대성을 심어주는 군

정의 노력도 보인다 그래서 국민을 계몽 및 혁명의 대상으로 두고 서구.

근대성을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형 및 신 인간형을 만들고자 교육 에서‘ ’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군사 쿠데타 세력과 시회지도층에 있는 본부장들 간

의 일치점으로 잘 나타났다.

그렇지만 재건국민운동은 민정이양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해체되고

민간 주도 운동으로 버티다가 결국 폐지된다 즉 선거하고 제 공화국 정. 3

부가 시작한 후에 정부의 지원 없이 재건국민운동은 민간주도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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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였다 결국 재건국민운동중앙회는.

년 말에 해체되었다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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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한 언론의III.

분석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 정부의 주도로 출발한 재건국민운동은 성공과 실패5·16

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실패한 운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이다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한 주장은 첫째 보편적으로 알려진 실패 요인. ,

으로는 관주도 성격을 가진 하향식 접근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

지 못한 것이다 둘째 금전적 요인으로 사회변동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 ,

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재건국민운동 사업을 위한 예산이 어.

렵고 부족하여 새마을운동 때과 달리 시멘트와 같은 지원을 주민에게 공

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입 시비이다. , .

주도 세력이 표면적으로는 정치중립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자신들5·16

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방편으로 재건국민운동을 이용하려는 목

적을 가졌다는 비난이다 넷째 운동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눈에 띄는 성. ,

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을 역임한 유달영은.

그 운동의 성과가 부진한 요인을 짧고도 졸속주의에 있는 것 정주진( ,

등으로 정리하였다2014: 118) .

본 연구의 제 장에서는 당시 지식층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동3

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본 후 그 운동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재건국민운동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위.

에 정리한 주장들을 다시 확인하는데 이는 거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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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같이 탐색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와 함께 재건국민운동의 실패원인.

에 대해 살펴보고 그로 인해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하지만 필자가 꼭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동아일보를 통한,

연구에 대한 결점이다 동아일보에서 당시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천여 개가 넘었지만 년 이후의 기사는 거의 없다 즉 재1965 .

건국민운동이 군정기와 민정이양 후 년 내외로만 언론에 나타났고 그1

이후에는 거의 유명무실이었다 동아일보 특히 재건국( , 1969/12/23, 2).

민운동에 대한 평가나 시각을 보여 주는 사설 칼럼 논단 등은 하나도, ,

없다 하지만 재건국민운동은 분명히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년 월말. 1964 7

에 해체되고 그 이후 민간주도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단법인 재건국,

민운동중앙회로 재출발하였고 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해체된다 그1975 .

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사 자료는 주로 재건국민운동이 발족한

년 후반부터 년까지의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1961 1965 .

동아일보를 통하여 나중에 민간주도운동으로 전환한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추적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게 된다.

동아일보로 보는 재건국민운동을 둘러싼 문제1.

재건국민운동이 발족했을 때부터 해체될 때까지 널리 논의된 공통적

문제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성격 관제운동 운동에 대한 정치적 요소: ; ,

민정이양 후 운동의 폐지론 및 미래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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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문제로 즉 재건. ,

국민운동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재건국민운동의 성격에 대해 논의된 문제는 재건국민운동이 관제운동

이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이 혁명의 완수로 인간개조와.

복지국가 이룩한다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고 군정에 의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으로 조직화하고 하향식으로 시달하

였다 특히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구성은 시민출신인 본부장을 빼고는 다.

군 출신이었다 이는 국민운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

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관주. ‘

도적 운동 이라는 성격과 이로 인해 나타난 운동에 관한 획일주의 나열’ ,

주의 형식주의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아일보, ( ,

1962/05/28).20

재건국민운동본부 는 국가재건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2) ‘ ’…

추진하는 이른바 재건국민운동 의 중핵체 요 총본부로서 이에 관‘ ’ ( ) ,

하여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전문 조 이 자상한 규정을‘ ’ ( 11 )

두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범국민운동으로서 전개하기로 한 것은.

용공중립사상의 배격 내핍생활의 여행 근면정신의 고취 생산 및“ , , ,

건설의욕의 증진 국민도의의 앙양 정서관념의 순화 국민체위의 향상, , , ”

등 개 항목이다7 .

20보다 윤보선 대통령이 정치는 현실이지 결코 이상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는“ ”

데 모든 것이 현실적 여건과 토대 위에 신중과 만전으로 기해야 한다

면(1961.07.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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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제반정책의 지침과 방향을 정하고

이 사업의 통할 조정 지도 및 실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 곧, ,

재건국민운동본부 이다 본부 의 통할 하에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 . ‘ ’

는 지부를 구 군 시 읍면 동리 통반에는 지구촉진회를 설치하기로, , , , ,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국민적인 재건국민운동은 현하 우리 사회의 실.

정 하에서는 필요불가결의 요무로서 조속히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은 국민의 정신운동이므로 전 국민의 자발적

인 협력과 실천을 절대로 필요로 한다 한낱 법률의 규정이나 권력의.

발동으로써만 될 일이 아니고 관계당국의 친절한 지도와 솔선수범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에 따라가도록 이끌어 나가야만 될 것이다…

동아일보( , 1961/06/11, 1)

이관구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재건국민운동이 처음에 관제운동으로서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21 이렇게 해서 재건국민운동이 관주도 성

격을 가진 운동으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 대상이 되고 호응을 받지 못하

여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재건국민운동의 크나 큰 목적은 국민혁명으로서 인간개조와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자발성 자조 협동 등이. , ,

요구되며 박의장도 이에 대해 늘 강조해 왔고 동시에 문제로도 제기한, ,

것이다 동아일보 즉 모든 국민이 자조 및 협동하고 운( , 1961/09/16, 2).

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의 가지 요강을 실천해야 하고 그래야7 ,

21 지금까지의 국민운동이 상층부분은 관제였기에 폐지는 오히려 당연한 운명“

이 아닌가도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동아일보” ( , 1964/07/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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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 및 악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국민으로서 혁

명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재건국민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모든 국민이 재건국민운동에 동원되어야 하는 논리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재건국민운동의 시작 및 조직화와 운동에 요한 실천 요강은 곧

군정이 주도하는 국민운동에서 드러난 다른 목적이 내포되는데 즉 관이,

주도하는 운동으로써 군정의 집권 정당성 및 혁명의 당위성을 국민들로부

터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곧 재건국민운동이 군정에 의해.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말썽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월 동지회와, 5

의 충돌 사건을 비롯한 군정이 재건국민운동을 이용하려고 일어난 여러

사건들도 있었다.22 그래서 국민운동이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으

며 보다 국민운동이 월 동지회와 같은 정치적 창당 이후 공화당 자원, 5 (

이 됨 의 꾀에 빠질 뻔하였다 이는 재건국민운동이 국민을 동원하는데) .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재건국민운동이 국민에 의한 국민운동 이어야 하‘ ’

는 국민순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3 하지만 재건국민운동

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재건국민운동이 현

22 월 동지회에서 친목회라는 이유로 재건국민운동의 회원을 돌리려는데 이관5

구 본부장 막아 일어난 조직 간의 갈등 사건이다 동아일보( , 1963/06/17,1-2).

당시의 월 동지회의 구성원 하나인 예춘호 씨도 월 동지회를 정당 사전조5 5 ‘

직 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관권에 좀 먹힌 국민운동 등이 있다 동아일보’ . ‘ ’ ( ,

1964/12/28, 2; 1965/01/08, 2).

23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건국민운동의 조직을 이용하려는 짓에 대해 유달영 본

부장이 국민운동의 순수성 을 주장하였다 동아일보‘ ’ ( , 1962/02/13,1;

재건국민운동의 항구화를 위한 개 항목의 기본 방침 중 국민1962/05/28, 1). 5

운동의 비정치적 순수성을 보장하는 법칙제정을 제시하였다 동아일보( ,

1962/08/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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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민간단체로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신 재건국.

민운동이라는 기구가 민주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각오와 양식을 해야 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운동기구의 성격에 관해서도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순수한 민…

간단체로서 운영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민운.

동은 향토개발은 물론이요 인간혁명을 통한 자율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하느니만큼 방대한 조직과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의 현실로 보아 순수한 민간단체에 그것을 기대하

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된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통령이 국민운동의 비정

치적 순수성을 보장하려는 각오와 양식이다 현재 새로운 헌법내용이.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논의의 귀추로 보아

새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실권자가 될 것 같다 그러기 때문.

에 대통령이 국민운동을 정치적으로 오용하려는 유혹을 전연히 받지

않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로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운동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이것을 오용하여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길을 택하

지 않을 양식과 각오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

1962/08/18, 1).

그리고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이라는 기사에서 재건국민운동의 문제‘ ’

가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유달영 본부장이 재건국민운동본부.

에서 사직하고 나서 한 말을 반영하고 당시 재건국민운동의 존폐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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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보여준 면이 있어서 의의가 있다 먼저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정치.

적 중립성 보장해야 한다는24 즉 정치적 목적으로 표 얻기 위한 운동, ‘ ’

이나 출마를 위한 운동 을 벗어 줘야 된다 재건국민운동은 아직까지‘ ’ .

관제운동이라는 인상을 깨끗이 씻지 못해 도시와 지방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똑같이 국민운동과는 거리감이 있고 이로 인해 재건,

국민운동이 진정한 국민운동이 될 수 없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1

년이나 년 내에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 조급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2

지적했다 그러나 관제운동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다.25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의 존폐는 국민운동의 성격 즉 진정한 국민운,

동인지에 달려 있고 특히 그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잡아 줘야 하고, ,

운동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자는 것이다.

유씨는 국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운동은 종말을 보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고” ,

상관하민의 현 국민운동 조직이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

다 고 주장했으며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는 금년이 국민운동 존폐의” , “

해가 될 것 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되었다” .

말이 국민운동 이지 어느 모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재건국‘ ’ ,

24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재건국민운동이 지역사회개발에 치중하

는 순수한 신생활체제운동 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지역사‘ ’ ,

회개발이 재건국민운동의 근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 , 1962/10/05,

2).

25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운동에 관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리를 농민에게 주는 운동이어야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 1963/06/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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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운동이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뭉쳐놓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은 아직도 재건국민운동이 관제운동이라는 인상을 깨끗이 씻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본다.

도시의 경우와 지방의 경우가 같지는 않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

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관제운동이라는 인상에서 재건국민운

동과 국민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다.

관제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덮어놓고 나쁘다고 단정해야만 할 논거

는 없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의 성과를 우리가 년이나 년의 기간의. 1 2

기절로 조급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어떠한 나무거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상당한 세월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 가운데 거리감이 있는 동안은 그것은 진정한 국민운동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을 절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운동이 표 얻기 위한 운동 이 되고 출마하기 위한 운동 으“ ” “ ”

로 이용될 때 국민운동은 장송곡을 울리게 된다 대체로 총선거 기운이.

농후한 듯이 보이는 금년이야말로 국민운동 존폐를 가릴 해가 되리라

는 유씨 전망에 우리도 전적으로 동조하는 바이다.

국민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변질할 때 국민운동자체는 망하게 된다 국.

민운동은 어디까지나 국민계몽운동이어야 하고 생활개선운동이어야 하

고 지역사회개발운동이어야 한다 지역사회개발운동의 경우는 현정부기.

구상 앞으로 적절한 조절과 배려가 필요한 문제겠으나 하여간 국민운,

동이 탈선을 해서 국민이 외면하는 국민운동 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동아일보( , 1963/05/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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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윗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운동은 어디까지나 국민계몽“

운동이어야 하고 생활개선운동이어야 하고 지역사회개발운동이어야 한다”

는 점이다 특히 국민운동운동과 생활개선운동은 국민의 마음과 생활개선.

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개발운동은 유달영 본부장이 취임하고 나,

서 향토개발 사업을 중요시한 것처럼 지역사회개발사업이 향토재건을 하

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보다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

중점이 된다 즉 지금의 재건국민운동은 획일주의 나열주의 형식주. · ·

의로 성격이 다원적이다 하면 이를 성행하여 실질적으로 지양하고 사업,

이 다양성을 띤다 하면 복지사회건설에 맞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26 따라서 재건국민운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지향하는 기

구로 개혁하여 재발족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27

원래의 설립의도에 어긋나게 발전한 또 하나의 제도는 재건국민운…

동이다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생활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진작시키려.

는 취지는 처음에는 약간 지나친 방향으로 흘러 한때 웃음거리까지 된

일도 있었으나 대체로는 꽤 좋은 성과를 울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

촌에서의 갖가지 희생적인 활동은 적지 않은 효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6 보다 운동에 정치세력의 개입이 없는 전제 하에 재건국민운동이 지역사회개

발로 초점을 돌리는 것이 국민운동의 성공의 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동아일보( ,

1963/05/18, 2).

27 재건국민운동은 관계 각부처의 유사한 기능을 통합한 지역사회개발기구“…

로 재발족케 할 것을 우리는 다시금 주장한다 즉 현재의 재건국민운동이라”,…

는 기구를 완전히 바꿔 지역사회개발기구로 출발하자는 것이다 동아일보( ,

1963/12/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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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에 두 가지 점에서 점차 난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 하나

는 예산부족이요 다른 하나는 정치도구화의 경향이었다. .

농촌에서의 국민운동은 다각적인 지역사회개발 연동이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문맹퇴치 협동조합운동 신, , ,

생활운동 또는 토지개량 등등의 여러 활동과 상충하게 되어 자연히 관,

계 부처와의 조정이 힘들게 되었다 재건운동이 요하는 많은 예산이 삭.

감된 것도 이런데 연유하는 바 큰 것이다 여기에 가하여 정치활동의.

개시와 선거운동의 전개로 말미암아 여당세력이 이 국민운동 속에 침

투하여 본의 아닌 정치도구화의 사태를 빚어내어 국민에게 좋은 인상

을 안 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의 실효없는 도시에서의 국민

운동은 이를 지양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농촌에만 집중시킬 것이며 농,

촌에서는 현재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그 기구를 통합

하여 지역사회개발기구로 재출발하여 농민 속에 깊은 뿌리를 박는 방

향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개발 사업이 일원화되어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동아일보( , 1964/12/04, 2)…

위 내용에서 보여준 듯이 재건국민운동이 갖고 있는 목적이 매우 광범

위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운동이 출발했을 때부터 계속 지적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성과로 봤을 때 꽤 좋은 성과라고 보.

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재건국민운동이 난경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계속 설명한 정치 도구화의 경향으로 인한

문제와 다른 하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다.28 즉 이 두 가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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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재건국민운동이 점차적으로 침체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보면 재건국민운동의 초점을 농

촌으로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보다 더 좋은 효과 및 성과를 올리기 위해.

현재 농촌에서 재건국민운동조직과 비슷한 기능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구와 통합하여 지역사회개발기구로 새로 시작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것

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사회개발기구로 재출발하자는.

이유에 있는데 도시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이 거의 실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도시와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 및 조건이 서로 달라 농촌.

에서 성과가 눈에 띄는 사업들이 도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29 다르게 말하자면 재건국민운동의 성격이 다원적이어서 농촌에나 도

시에나 똑같이 적용하여 농촌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운동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재건국민운.

동이 지역사회개발에 치중하거나 완전히 지역사회개발기구로 변형하여 다

시 시작하는 것을 성공의 길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재건국민운동의 시작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재건국민운동은 년 군사정변 직후 군정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1961

조직화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재건국민운동본부 년 월 말에 해체1974 7

되고 다시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로 재발족하면서 년 말에1975

28 새해 년 을 위한 예산 편성에서 억 환을 요청했지만 억 환으로(1962 ) 83 30

깎여 버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된다 동아일보( , 1961/12/28, 1).

29 이외에 농촌이나 도시와 지역특수에 따라 국민운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기사

가 종종 나타났다 동아일보 그( , 1961/06/27, 1; 1962/05/28, 1; 1964/03/11,2),

리고 저축장려사업에 관해 도시에서는 은행에 저축만 재촉하기보다 건강보험 교,

육보험 등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강제 저축한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

다 동아일보( , 1961/11/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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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었다 국가기록원 문제는 재건국민운동의 사업이( , 2015/10/29).

도시와 농촌에서 동시에 시작했다는 점인데 농촌에서의 국민운동은 그나,

마 결과가 있는 데에 비해 도시에서의 국민운동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평

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을 전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

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한편으로 재건국민운동의 후사로 알려진 새마을운동은 년에, 1970 4

월 일자에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가꾸기22 ‘ ’

를 발언하면서 농촌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을 펼쳐 시작하였고 년에, 1974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올리고 안정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장새‘

마을운동 이 시작하며 결국 년이 되어야 공동체의식 제고하고 새’ , 1976

마을운동의 범국민화를 위한 도시새마을운동 이 전개되었다 국가기록‘ ’ (

원 새마을운동이 시작하고 나서 년이나 지나야 재건국, 2015/10/29). 6

민운동과 비슷한 범국민적 운동이 되었는데 즉 농촌과 도시에서 동시에,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기억 속.

에 남고 주로 성공한 사례로 보게 된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알려진 사실

이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시작은 농촌부흥 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에 치중

을 하다가 다시 공장과 도시까지 확장한 사업을 출진했다면 재건국민운,

동은 무작정 농촌 및 도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원적 성격을 가진

다양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두 사업간의 시작점이나 초.

점이 달라서 맺어진 결과도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주목할 만.

한 것은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년 월에 해체되면서 새마을운동1975 12

이 년에 도시새마을운동 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건국19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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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운동이 새마을운동처럼 먼저 농촌에서 지역사회개발에 집중하고 또 다

시 도시에서 사업을 펼쳤더라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랬더라면 새마을운동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

지 않을까 싶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주장은 더 많은 연구와 근거가 필요할 듯하다 재.

건국민운동이 논총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새마을운동만큼 지

역사회개발사업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획을 어떻게 짜고 국민을 동원하

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즉. ,

새마을운동처럼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는지 재건국민운동이 갖는 예산을

따져 봐야 되고 사업내용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건국민, .

운동이 지역개발사업에서 출발했다면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 고

려하지 않은 요소가 많다.

이와 같이 동아일보로 보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재건국민운동에 가장 큰 문제로 여긴 것은 그 운동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즉 관제운동 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정치적 도구화될 가능성과, ‘ ’

동시에 운동의 획일주의 나열주의 형식주의의 경향이 재건국민운동의, ,

관제적 성격에서 나온 부산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국민이 멀리한 것이

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재건국민운동이 민간단체로서 순수한 국민운동이.

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건국.

민운동이 민간단체만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며 보다 군정이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해 주는 즉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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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이 국민운동답게 민주화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

는 절충적 논리를 내놓은 것이다 물론 도시에서의 국민운동은 별 의미가.

없지만 농촌에서는 꽤 성과를 맺었는데 정치적 도구화와 예산 부족의 문,

제가 없었더라면 재건국민운동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만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국민운동에 관한 성과평가는 매우 이른 것

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힌 것을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

이로써 지금의 재건국민운동의 성격과 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불확실하

여 국민과의 거리감을 없애려 하거니와 성공하기 위해 농촌에서 집중적으

로 지역사회개발 쪽이나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구와 통합하

여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국민운동의 미래 및 방향이라는 시각을 보여준 것

이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통해 재건국민운동의 실패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민운동의 관제적 성격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정치적,

개입 부족한 예산과 시간 때문에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을 보여준 것,

인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한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답이다 그리고 재건, .

국민운동의 미래 및 방향으로서 원래 가진 광범위한 목적을 버리고 도시

보다 농촌에 치중하는 지역사회개발의 사업을 전개하여 국민운동을 재출

발시키는 것이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가능성과 평가

를 보여 준 것이다.

특히 재건국민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새마을운동의 출발점과 비교

했을 때 발견한 흥미로운 것은 재건국민운동의 시작점에 있다 재건국민.

운동이 농촌과 도시에서 동시에 출발한 범국민운동인데 농촌에서는 가시

적 성과를 맺은 반면에 도시에서는 무가치한 사업이 되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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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써 농촌에 집중적으로 하여

성과를 맺은 후 공장 및 도시로 확대한 좋은 결과를 가진 운동이 되었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해체된 직후에 도시새마을운동 이 시작했‘ ’

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의 시작은 농촌에서 지.

역사회개발사업으로 했더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거나 평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는 재건국민운동이 새.

마을운동만큼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제대로 살리느냐의 전제하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의 시작은 비록 재미있는 점에 그쳤다 할 수.

있다 즉 이에 뒷받침 근거와 이에 대한 미래 연구가 더 필요하다. .

1. 동아일보로 보는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 분석

당시 발간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동아일보의 기사

를 통해 재건국민운동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사에서 나타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실패원인을 찾는 가운데 기존연구의 주장과 비교하

면서 진행하였다 동시에 당대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재임한 본부장들과 지.

식인들의 발언을 통해 국민운동의 다른 실패원인을 찾아보았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지식인들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곧 바로 한국사회 내에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내부.

적인 시각을 보여 준다.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재건국민운동의 존폐에 대해 논의된 계기는 바

로 민정이양 후에 민정당에서 국민운동본부를 폐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

한 것이다 민정당으로서 재건국민운동본부를 폐기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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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군정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재건국민운동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군.

정을 대표한 민주공화당은 재건국민운동을 해체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지키기엔 너무 여지가 없는 즉 재건국민운동을 지킨,

다는 것은 필요한 예산이 매우 커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민정당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을 지킬 리가 없었고. ,

공화당에서는 현재의 성과로서 국민운동을 유지하기에 예산에 대한 부담

이 컸다 쿠데타세력은 군정을 상징한 축소된 기구를 지키고 싶어. 5·16

도 더 확대한 지역사회개발기구로 전환한 기구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30

그래서 이때의 재건국민운동의 존폐론은 분명하게 폐지의 쪽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정당은 일에 국민운동본부와 그 지방기구전체를 없애기 위한22

법안을 제출하였다 지난 군정 동안에 재건국민운동이라 불렸고 민정과.

더불어 국민운동본부로 개칭된 이 기구를 폐기하려는 이유는 사업 대

상이 보사 문교 농림의 각 부처와 중복되고 그 조직과 운영이 관료적, ,

일뿐더러 예산의 가 인건비 및 사무비로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78%

30 재건국민운도의 축소방안은 먼저 기구를 중앙본부와 도지부만 남기고 밑 기

구인 시 군 단위는 없애고 운동의 이 동단위의 청년회 부녀회 중심으로 증산운동. , . .

에 치중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기구축소로 절약되는 인건비 약 억원을 사업비, 2

로 전용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유달영본부장 저는 야당에서( , 1964/01/24, 2). “

없애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국민운동이 가지당에 마이너스. ‘ ’

가 된다는 겁니까 또 여당에서도 기구를 축소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하자는 것.

입니까 선거를 치르고 보니 국민운동이 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라고 하? ?”

였다 동아일보 김종필의 국민운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없어( , 1964/03/18, 3).

지기 시작하였다 채우공( , 2004: 60).



- 55 -

니라는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표면화되지 않은 더 깊은 이유는 이 운동기구가 군정의 앞잡

이로서 지나친 간섭과 충성을 하였고 특히 국민운동이 군정을 연상시,

킨다는데 있을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이 기구가 여당을 위해 행한 역할은 적지 않.

은 것이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운동본부 기구를 축소하고

그 감원 및 기구 정비에 따르는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돌리려는 고식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정의 상징의 하나였던 국민운동본부라는 명칭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지역사회개발사업에만 국한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운.

동 촉성회 따위의 간판이 건물마다 붙어 있는 것은 지난날의 불유쾌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군정을 상징적으

로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 1964/01/24, 2).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폐지론은 재건국민운동의 실패요인과 국민운동에

대한 폐기안건의 관계가 드러났다 국민운동의 폐지법안 제출은 곧 재건.

국민운동본부와 재건국민운동의 해체가 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은 재건국민운동 폐기법안이 입법되면 국민운동본부가 폐기

되고 보다 정부도 더 이상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안겨,

주지 않다 즉 정부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된. ,

다 국민운동은 원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왔지만 이제 지원이 근절되면.

운동의 실질적 진행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예산이 부족하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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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건국민운동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폐기안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차단에서 야기한 것이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의 문제로 이관구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재건국민,

운동이 구조적으로 상하층 간의 조직의 성격이 다르다31 관료적 성질 띤.

상층과 민간적 성질을 가진 하층 간의 역동적 현상 즉 하층구조가 상층,

의 정치적인 지휘에 따르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재건국민운동본부

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가정 하에서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요인은 정치적 개입의 시비에 대한 주장에 해당된 것이다 즉 국민. ,

운동이 정치세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관구 본부장의 말에 따른 운동실패 요인은 폐지론 라는 맥락에서 국민‘ ’

운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자 물론 정부에서 국민운동본부를 폐지키로 한데는 예산상이유:

라든가 몰이해한 정치인들의 소치에도 일인이 있다 하겠읍니다만 국, ,

민운동자체의 결함도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인적 조직이나 이념상의?

결함 같은 것 말입니다 심지어 비상 시 국수습방안 중에 국민운동본부.

폐지가 들어갈 정도니 말입니다 국민들 사이에도 국민운동에 대해 회.

의의 눈초리를 돌리는 경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관구 물론 국민운동의 조직이 상층은 특정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층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하층은 활발히 움직이지,

31이관구 본부장이 늘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파문이 일어나니 일이 안 됩니“…

다 라고 한 적 있는데 동아일보 이것도 정치적 개입 으로” ( , 1964/03/08, 3) ‘ ’

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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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무원적 성질을 띤 상층 구조에는 타성이 있었던 것 가혹하게 말, ,

하자면 국민운동 요원자리를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자리를 맡아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지의 이유는 이 보다도 다른.

데 있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운동이 당이나 정치인들의 뜻대로 움직이.

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움.

직이지 않겠다는 기운이 하층 구조에서 왕성하므로 정치인들이 싫어한

거지요…

정충량32 저는 시비의 촛점이 관제였다는 것과 다음은 막대한 예산:

을 써서 무엇을 했느냐는 성과면에 대한 회의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반이 관이라면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농촌에서 유형무형,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적이 일반국민들에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운동의 선전부족과 인텔리 들이 냉담했기 때문이. ‘ ’

아닌가 봅니다 동아일보( , 1964/07/21, 3)…

그리고 정충량이 지적한 것은 관 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즉 원래‘ ’ ,

국민의 구정권에 대한 실망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재건

국민운동이 관제 운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속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유형무형 업적이 일반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운동의 선전부족과 인텔리 들이 냉담했기 때문이라고 지‘ -Intellectual’

적하였다 즉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거나 일반인에. ,

게나 지식인에게나 자극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

32 평론가 전재건국민운동본부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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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관제적 운동 이라 실패한 주장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재‘ ’ ,

건국민운동으로서의 결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충량의 모순적 주장을 보여 주기도 한다 즉 관이라 무조건. ‘

싫다면 운동의 선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미 무의미가 되고 동시에 선,

전을 충분히 한다면 관제운동 이라는 문제도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이‘ ’

된다 즉 아무리 선전을 잘 한다 하더라도 관제운동 이란 이유만으로. ‘ ’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겠지만 선전을 충분히 한다면 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제운동이라서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일

반화할 수 없는 요소 중에 국민 과 관 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던‘ ’ ‘ ’

것이고 하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 과 관 의, . ‘ ’ ‘ ’

의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국민은 일반인과 지성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성인은 정충량이 얘기한 인텔리에 해당된다. .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간주해 봤을 때 일반인도 성별 나이 차이, ,

경제적 수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도시인인지 지방인인지에 따라 관, : ‘ ’

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그리고 관 에 대한 구분은 정치자체 정치. ‘ ’ :

적 수준 정치적 분위기 및 상황 등을 말할 것인지 정치에 속한 사람들, , :

군인 공무원 특히 또한 이들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 즉 이들은 관, , , ‘ ’

이기 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관 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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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외곽단체인 재건국민운동지부 토지개량조합 농촌진흥원“ , , ,

농업협동조합 공무원 등 이들 중 간부들만 박정희 씨에게 표를 찍었더,

라도 우리 청원군에서 이와 같은 참패는 안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

일 민주공화당 청원군당 공천신청자 소신 발표회에서 차트 까지23 ‘ ’

그려가지고 나온 민 모씨의 지난 대통령선거 득표분석연설 중의 한토

막 정부가 입버릇처럼 엄정중립을 되뇌이던 이들 정치권 밖의 반관단.

체나 공무원들의 과잉충성 부족에 대한 공화당의 불만은 지방일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듯 동아일보( , 1963/10/25, 1)…

그래서 정충량이 얘기한 것과 달리 관 을 단정하게 나쁘다 만은‘ ’ ‘ ’

아니다 특히 윗글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관이나 공무원 이들도 반관. , ‘

단체나 공무원 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소위 피해자이기도 한다 이는 당’ .

시의 정치적 분위기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며 보다 관 에 대한 단, ‘ ’

정할 수 없고 눈에 띄지 않은 다양성 및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년 선거 때 정치적 수준이 낮은 곳에서 여당이1963 ‘

유리하다 는 평가도 나왔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정치에 대한 시각과 그’

수준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국민 중에서도 관이나 공무원을 포함한 사람.

들이 재건국민운동의 관료적 성격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었겠지만 관제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무조건 재건국민운동을 싫어한

다고 판단도 할 수 없고 더불어 이러한 이유로 재건국민운동의 실패원인,

으로 연결하기에도 아직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매우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충량의 주장 중에 운동의 선전부족과 지식인의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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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즉 민간인들의 운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인들의.

협조가 충분히 있다면 국민운동의 이미지는 물론 성과도 높일 수 있을 테

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같은 좌담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으로 재임한 유달

영의 지적은 먼저 인사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즉 업무 처리에 대한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빈약한 조치 선택으로 재건국

민운동의 실패 요소로 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적한 다른 한 가지는 지.

성인 및 도시인에 대해서 마케팅 하는데 주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P.R( ) .

즉 비율빈 필리핀 의 로물로( ) ‘ 33 씨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인’ “ ”

이라고 하는데 도시인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예로

설명하였다 유달영 본부장이 도시인과 지식인에 대해 홍보를 잘 못했다.

면서 매우 아쉬워한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정충량이 선전 부족과. ‘

냉담한 인텔리 라고 얘기한 의견과 유사하고 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 .

즉 정충량은 국민에게 재건국민운동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유달영 본부장은 국민운동 홍보 마케팅 가 지식인과 도시인을 대상P.R( / )

으로 더 잘 했어야 한 것이다 그래서 유달영 본부장은 인사 처리에 대한.

리더십 부족과 함께 지식인과 도시인에게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잘 설명하

지 못했다는 것 등의 이유를 운동의 결함으로 지적하였다 즉 재건국민. ,

운동은 지식인과 도시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의 정치가 외교관 언론인 필리핀 대학 학장을Romulo, Carlos Pena: , , .

역임하고 년에 유엔 총회 의장을 거쳐 외상을 지냈으며 년에 퓰리처1949 , 1941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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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영 국민운동 자체의 결함을 든다면 하나는 인사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며 또 하나는 지성인 도시인에 대해서 하P.R

는데 주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율빈의 로물로 씨는 여론을. ‘ ’ ‘

조성하는 것은 도시인이다 그러므로 도시인에게 충분한 납득을 시켜야.

한다 고 말한 일이 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었읍니다 우리가 좀더” .

을 잘했더라면 도시인이나 지성인이 국민운동을 더 잘 이해할 수P.R

있었을 것을 하고 후회가 없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 ( , 1964/07/21, 3)

먼저 유달영 본부장이 얘기한 단점으로 인사 처리에 과감한 리더십‘

이 부족한 것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무엇을 가리킨 것인’ .

지 알 수 없지만 재건국민운동본부 그 자체가 관제 구성으로 인사 처리를

쉽게 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군계일학처럼. ,

재건국민운동본부 내에서 혼자 민간출신이라 참으로 일처리가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남의 돈을 받고 남의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국.

민운동이 군정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이 일 처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진오를 비롯한 유달영 이관구 본부장이 지도자로서의. ,

역량을 발휘하고 제 역할을 하여 재건국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즉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안 던질 수 없다.34 왜냐하면 사리의

결과는 곧 지도자의 능력 및 노력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운동의. ,

지도자를 평가해야 하지만 이는 기사에서 평가 및 분석하기 힘들며 국민,

운동의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34 주한미대사관의 전문에서 지도자들의 부족한 지도력을 평가한 바가 있기 때

문이다 (Philip C. Habib,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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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달영 본부장이 지적한 다른 문제 하나는 재건국민운동에 관련,

사업에 대해 도시인 및 지식인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를 잘 하지P.R( / )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홍보를 잘했더라면 그들이 국민운동에 대해 잘 이.

해하고 지역 내에서도 여론 조성을 잘 하여 운동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그들이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의심을 안 받고. ,

원칙적으로 한 명에서 한 명으로 한 명에서 한 집안으로 한 집안에서, ,

한 공동체로 선전하고 연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원리

로써 재건국민운동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재건.

국민운동의 성공적 사업진행을 위해 홍보사업이 국민운동 진행사업의 과

정 및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백… 35 저도 정말 처음에는 재건국민운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읍니:

다 많은 의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성격이. .

라면 꼭 있어야지요 요는 그 방법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 .

드려요는 누가 그런 운동을 지시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동아일보( ,…

1964/03/18, 3)

그렇지만 특히 윗글에서 나온 것처럼 당시 교수인 이상백도 재건국민,

운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 보다 그 외에 수많은 도.

시인과 지식인도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이상백 교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식인과 도시인에게 를 잘해야 한다는 유달. P.R

35 서울대문리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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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본부장의 생각은 옳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영향력.

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동아일보 기사에서 잘 보여 주듯이 지식인들이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지.

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필자는 당시 지식층 사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동아일

보의 기사를 통해 재건국민운동의 실패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민정당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 폐기 법안을 제출하면서 기구에 대한 폐지론 이 일‘ ’

어났는데 바로 국민운동의 실패 원인과 관계가 밀접하다 민정당에서는.

관제운동과 운동의 예산에 이상이 있는 이유로 국민운동본부를 폐기하려

는 것이었고 공화당에서는 선거 후의 국민운동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지 재건국민운동을 축소화시키고자 하였다 원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다 국민운동본부가 폐기되거나 축소되면 국민,

운동에 대한 지원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맞아 운동의 미래는 좋을 수가 없

다.

그리고 이관구 본부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건국민운동 내의 상하층

간의 부조화한 문제 있는데 상부에서의 관료적 권위로 하부 민간층을 정,

치적 개입하여 사업 실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 정충량은 재건국민운.

동의 관제성격이 국민운동의 결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예산부족 정치적 개입 관제 성격의 문제가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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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정충량과 유달영 본부장이 지적해 주었다 정충량은 국민에 대한.

선전부족과 인텔리의 냉담이라고 하고 유달영 본부장은 인사 처리에 대,

한 과감한 리더십 부족과 지식인 및 도시인을 대상으로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홍보 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단 그 중에 인사 처리P.R( ) .

에 대한 과감한 리더십 처리는 개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충량과.

유달영의 주장을 살펴보면 선전 부족과 인텔리의 냉담과 도시인과 지식인

대상으로 홍보사업을 잘 하지 못했다는 점들은 서로 유사성이 있다 이는.

재건국민운동의 성공한 사업을 위한 과정 및 방법 하나로써 매우 중요하

지만 특히 도시인과 지식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잘하여 그들이 국민운동,

을 잘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래서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의 리더십에 대한 것은 물론 실질적 문제일 수

도 있지만 여기서 보다 국민들에 대한 선전이 부족하고 지식인의 무관심, ,

도시인 및 지식인에게 홍보를 잘 못했다는 것은 즉 재건국민운동에 국민,

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재건국민운

동의 또 다른 실패 원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 장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재건국민운동의3

실패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발견한 재건국민운동.

의 실패 원인 관제 성격 부족한 예산 정치적 개입 지나친 단기간에 대: , , ,

해 확인한 바가 있다 그리고 정충량과 유달영 본부장이 지적한 국민이나.

도시인 및 지식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재건국민운동의 실

패 원인 하나로 볼 수가 있다 그 외에 재건국민운동의 지도자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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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작업이다.

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시작점을 비교

해 봤을 때 발견하였다 재건국민운동이 범국민 혁명 운동으로서 도시. ,

농촌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 반면에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농촌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재건국민운동이 완전히 해체됐을 때

인 년 후에야 도시새마을운동 을 시작하였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이6 ‘ ’ .

실패한 운동이라고 알려진 반면에 새마을운동이 다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유일한 성공한 지역사회개발 사례로의 평을 받았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

의 다른 실패 원인 하나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범국민운동의 시작

점에 있다 즉 만약에 재건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처럼 농촌 지역에서부터.

정신교육이 아닌 지역사회개발에 집중하게 실행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재

건국민운동에 대해 다르게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새마을운동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는 재건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처럼 농촌지역에서부터 지역

개발사업으로 출발한다 해서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재건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만큼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제대로 살리느냐

에 달려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계획 및 예산 새마을운, ,

동과의 사업내용 비교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얼마나 철저,

히 준비하는지 따져 봐야 된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이 지역개발사업에서.

출발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많으

며 이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와 이에 대한 미래 연구가 더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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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한 주한미국IV.

대사관의 전문 분석

재건국민운동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 운동에 대

한 전문 형식 보고서를 써서 워싱턴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그 중에 재건.

국민운동에 대한 전용 보고서 차례가 있는데 이는 재건국민운동이 처6 ,

음 발족했을 때부터 민정이양하고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해체되고 또 사단

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로 전환한 재건국민운동까지에 대해 보고하고 논

평 한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다 그렇지만 필자가 차례의 보(comment) . 6

고서를 다 찾지 못하였다 즉 그 차례 중에 번째 보고서 하나가 빠진. , 6 4

것이다 그래서 번째 보고서에서 보고한 시기에 똑같이 재건국민운동에. 4

대한 경과를 보고한 라는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Joint Week Analysis’

용한 것이다.

본 연구의 장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실패 원인 분석에 사용된 자4

료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차례의 보고서와 재건6

국민운동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라는 전문 자‘Joint Week Analysis’

료가 있다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차례 보고서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6

정기적으로 워싱턴의 국무부 에 보고한 반면(The Department of State)

에 는 주간자료로서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업, ‘Joint Week Analysis’

무와 사건을 워싱턴의 육군성 일반 기밀 참모실(Office of the Assistant

으로 보낸 자료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서는Chief of Staff, Intelligence) .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재직한 영사나 제 비서가 담당하고 그들에 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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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성된 자료들이다 그래서 는 보고서에서. ‘Joint Weekly Analysis’

빠진 부분의 보완적 자료가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자료에 의해 우리,

가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외곽의 시각을 같이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 장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3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평가 및 시각을 보여준다면 제 장에서는 주한미국, 4

대사관의 전문을 통해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실패 원인의 분석은 외부적

관찰로써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좀 더 객관적 진단 및 시각을 보여준 것이

다.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 전문들1.

여기서 필자가 보고서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먼저 차와. 1 2

차의 전문 보고서를 같이 보고 차와 차 때의 보고서를 살펴본 후에, 3 4

차와 차의 보고서를 같이 논의할 것이다5 6 .

1) 차와 차 전문 보고서1 2

먼저 차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 보고서는 재건국민운동이1 ,

년 월 일에 발족하고 같은 해 월 일까지의 운동에 관한1961 6 12 8 17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서의 첫 단(Donald L. Ranard, 1961/08/17).

락 결론에서는 군정이 재건국민운동을 한국 사회의 말단위까지를 관리하

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고 하였다 즉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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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본부의 구조가 유진오 본부장 빼고 나머지 중요한 인사는 다 군

출신인데 비 정부조직을 통해 모든 권력이 군정에게 가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는 일반 관료적 체계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재건국민운, .

동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복합적 재건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회단

체와 협력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모든 요소를 재,

건국민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획일적 준 공공단체가 될 수 있게 한 것

이다.

그리고 설립하고 지금까지의 재건국민운동의 진행은 대중 사이에서의

무관심이 현저히 나타나서 군정이야말로 운동이 사라지게 방치하거나 국

민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 중에 선택

해야 할 것 같다고 평하였다 재건국민운동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발성 을 강조한 이 운동. ‘ ’

에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고 보다 재건국민운동이 이승만 정권,

때 같이 투쟁한 지식인들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에서.

학생 계몽단의 이탈에 관한 문제이다 즉 월 일에 학생 계몽단이 재. 7 15

건국민운동본부에서 국민을 동원하는 조치에 대해 회담을 잡았는데 정, ‘

부의 압력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동원방식에’

있어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월 일에 유진오 본부, 7 19

장은 학생 계몽단이 재건국민운동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중의 열광 부족 국민들에게 계속 자발성을 요청하고 또한 압력을 가, ,

한다는 것에 대해 되풀이 부정하고 또한 학생 계몽단의 이반문제 등을,

봤을 때 재건국민운동이 대단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 69 -

그리고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

서 이 차 전문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의 미래가 밝은 것 같지는 않다고 결1

론을 내렸다.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재미있는 질문은 재건국민운동의 주요한 민간 지

도자인 유진오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것이다 즉 유진오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보고를 통해 유진오를 평가한 바가 있는데 어떤 보고서는 유진오가

기회주의자라고도 하고 어떤 보고서는 그가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최선을,

다해 군정으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화제가 되는 것은 다른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재건국민운동본

부 내의 주요 자리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유진오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재건국민운동에서 일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

라를 위해 그의 사회적 공공적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배경을 고려하고,

재건국민운동이 한국 사회의 마지막 기회 라고 한 유진오는 의심스러‘ ’

운 존재로 부여된다.

차의 보고서는 년 월에 보낸 것인데 지난 월부터의 재건국2 1962 1 8

민운동을 관찰해 온 결과물이다 재건국(Philip C. Habib, 1962/01/18).

민운동의 첫 개월의 성과기록은 월초의 본부장 자리의 대체가 반영된3 9

다 즉 유진오가 재건국민운동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개월 만에 사직한. 3

것인데 이는 박정희가 재건국민운동본부를 방문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때문에 재건국민운동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지만 성과물로서는 운동의 준

비와 출발하는 것 이외에 대단한 것이 없었다.

재건국민운동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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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해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었다 먼저 자문 및 협의회의 역할로 할.

중앙위원회의 설립인데 처음에 중앙위원회의 분의 이 구정치인이 포3 1

함된다고 발표했을 때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나 국가재건최

고회의의 시인을 통해 결정된 최종 구성원은 내각 장관들 기자들 학자, ,

들 문화지도자들 한 학생 이외에는 구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나, ,

와 어느 측도 중앙위원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도록 하는 예식 간소화를 위한 법률의 제출을 제안

한다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항의를 일으켰다 또한 전국.

고등 대학교 학생의 자치회를 없애고 재건학생회를 설립하겠다는 재건국

민운동에 대해서도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군정과 재건국민운동본.

부에서 이 일로 발끈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년의 재건국민운동의 사업계획을, 1962

위해 억 환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억 환으로 깎였다 때문에 새로운83 28 .

예산을 맞춰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정하였다 그래서 깎인 예산으로 실.

행한 운동에 대해 평가하기가 힘들고 보다 어떤 면 마을 의 경우 사업에, ( )

쓴 예산이 오천 환밖에 안 들었는데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예산이 들었,

어도 성과를 진작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다 특히.

가장 논의된 문제는 의 전체 예산이 사람의 조직에 사용되며 나머지65%

만이 훈련 계몽 일반 비용 등으로 나뉘어 된 것에 대해 많은 비판35% , ,

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의 조직 은 어떠한 목적을, ‘ ’

갖고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제대활동 만 하더라고 의 예산‘ ’ 65%

이 들었다고 국민운동본부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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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건국민운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건국민운동의 흥망.

성쇠의 주요한 용어일 수도 있는 자발적 행동주의 즉‘ Voluntarism’, ,—

국민의 운동에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에서도 정부에.

서도 강제로 국민의 참여를 원치 않고 모든 활동이 국민의 자발성에 기반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도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이.

에 대해 외곽에서 언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열정이 부족 하고 모든‘ ’ ‘

계급 사람의 참여를 확대하며 여 론 조성을 위한 지도안 을 제공할 필‘ ’

요가 있다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표어가 농촌 말.

단위까지 어디서나 보일 수 있어도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보이지 않고 그러한 증거도 없다.

실패한 결과 이외에 재건국민운동에서 발표한 몇 사업이 한국 사회에

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중에 문맹퇴치교육 가족계. ,

획 및 산아제한 자원 및 식량 다양 보관계획 농촌지역 복지 제고 등이, ,

있다 하지만 재건국민운동에서 관료적 체계를 조성한 것 즉 재건국민운. ,

동에 관한 간판이나 표어를 제시하는 것 외에 실질적 결과는 보이지 않아

서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년 하반기가 준비. 1961

기간이라 성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구로 실질적 결과물을 가져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같이 제기된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 차보고서에서의 결론은 모든 것을 감안했을2

때 재건국민운동이 가지의 기본적 목적을 가졌는데 한국 사회 내에서의3

약점과 특정한 경제를 개선하기 군정을 위한 지원개발하기 년 선,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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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 설립하기 등을 가진 정부의 대중조직

으로 보는 것이다(quasi-governmental mass organization) .

이와 같이 차와 차의 보고서를 통해 재건국민운동이 발족한 지1 2 6

개월이 지난 경과를 보았다 그 중에 박의장의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방문.

한 결과로서 새로운 본부장이 대체되며 중앙위원회도 설립되지만 재건국,

민운동의 결과로서 운동의 출발점에 그쳤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한 이 운동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였다 즉 국민. ,

운동에서의 쓰인 자발적 행동주의 라는 이념도 있는데다가 사회적 문‘ ’

제도 일으켰고 예산으로 인한 논란도 일으켰다 보다 도시지역에서는 이, .

러한 자발성을 추구한 재건국민운동의 자발적 행동주의는 도시인과 지식

인을 설득을 더 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 재건국민운동에 대.

해 무관심이나 열정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때문에 국민을 전체적으,

로 동원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재건국민운동이란 단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말단위까지 군정의 관

리와 통제를 펼쳐 주는 체계로서 물론 한국 사회 내에서의 약점과 경제적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군정을 지지하는 자원을 개발하고 보다

년의 선거를 위해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한 목적도 내포된 것이었1963

다 이는 바로 군정의 정치적 창당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모으고 또 년 선거 대비하여 최대한 당을 키우고 국민의 지, 1963

지 및 정치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 재건국민운동을 이용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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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전문 보고서3

제 차 보고서는 년 월부터 월까지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3 1962 1 5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고한 자료다 농촌(Philip C. Habib, 1962/05/18).

에서 재건국민운동의 재건청년회와 재건부녀회에 의한 농촌계몽 문맹퇴,

치사업 내핍제고 자매결연 등 사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간부 교육도, ,

결과물을 많지 않아도 계속 성장해 가지만 도시에서의 운동의 사회적 이,

미지와 효과성에 대한 발전이 매우 적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도시에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운동계획을 같이 작성한 사람

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도시에서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도구를 위한 운동이라 인식한 사람들이 운동의 참여에 꺼

려한다.

박정희의 재건국민운동본부 번째 방문에 재건국민운동의 성과가 여2

전히 미진한 상태라서 군정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즉 국민과 멀. ‘

리하고 수동적 인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이번 방문은 유달’ .

영의 본부장자리의 대체를 야기하지 않았다 특히 운동본부에서 구조조정.

을 할 수 있었고 정부로부터 요청한 전액 예산과 특별 추가 예산 분의: 3

이 재향군인회와 아시아인반공동맹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운1 .

동에 관한 비판은 정부와 대중으로부터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왔는데 운

동을 맡은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며 공무원들은 운동과 협력하지 않고 보,

다 운동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관료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

동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

해 국민운동본부에서도 노력하였지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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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이 군정의 정당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거나 새로운 정

파 공화당 의 간부요원과 당 조직구성을 위한 자원 등의 두 선택 중에( )

년 선거에 연루될 지표가 늘어나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재건국1963 .

민운동 이외에 농촌에서 정부의 정치적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모임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가 아니더라도 농촌에서 재건국민운동을 정치.

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즉 정치적 운동의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군정의 운동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정은 재건국민.

운동을 정치적 도구로 완전히 변환시키는지 아니면 재건국민운동의 간부

를 선발하고 그 정당조직의 구성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파 공화당 를 구( )

성해야 하는지 기본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재건국민운동의 미래가 아직 분명치 않다 정부에.

서는 지속적으로 이 운동에 지원을 할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은 열성과 인.

기를 조금만 만들지 못하였고 운동의 최고 리더십이 약하고 결단력이 없,

는 것으로 판단하며 도시지역에 대한 모든 정서적 반응이 가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며 특히 지식인들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운동, .

의 목적이라고 추적한 한국사회 내에서의 약점과 특정한 경제개선 군정,

을 위한 지원개발 년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 설립 등에 대한 것, 1963

은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하였다.

제 차 보고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재건국3

민운동의 미래에 대한 추론이다 먼저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발전은 여전.

히 흐지부지하지만 그 중에 농촌에서의 운동이 활발하고 앞으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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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의 재건국민운동의 진도는 거,

의 없다 즉 도시에서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심과 운동의.

사회적 여론 조성이 실패했는데 이는 재건국민운동의 활동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운동계획을 짠 사람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운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즉 재건국.

민운동이 국민을 동원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건국민운동의 상위지도자의 리더십이 약하며 우유부단한 것이

보고서에서 나온 평가가 있다 이 리더십에 관한 문제는 정확한 얘기가.

없지만 당대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재임한 유진오 유달영 이, ,

관구 등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의 미래는 년에 있는 선거 때 특히 농촌에1963 ,

서는 군정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거나 운동의 구조조직과 운동에 속한

간부들이 정부의 정당 설립에 중요한 자원이 되도록 활용될 것인데 군정

의 사전조직에 대한 계획 및 노력이 보인다 그 이유는 재건국민운동이.

군정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지원

을 받은 것에서 찾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

3) 차 전문 보고서4 : Joint Weekly Analysis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차 보고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4 1962 5 1963 1

지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자료를 찾지 못해 그 기간 내에 재건,

국민운동에 대해 똑같이 보고한 라는 자료를‘Joint Weekl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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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보완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 기간에 개의 가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2 ‘Joint Weekly Analysis’ .

이 이 두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년 월 일에 보고한 에 대1962 8 21 ‘Joint Weekly Analysis’

해 보면 제목이 재건국민운동의 미래 라고 되어 있다‘ ’ (Joint WeekA,

그 내용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를 대1962/08/21).

통령실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선거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

였다 이 법률에서 재건국민운동을 헌법 과 협력하도록 새로. (constitution)

운 지위를 제공하며 특히 재건국민운동이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근절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도 이에 대해 재건국민운동이 정치적.

활동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도 재건국민운동에 본격화한 이유를 운동에 대한 대규모 금전적 지원과

정치적 활동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사설에서는 이 발표를 재건국민운동의 실패한 결과로 해석하고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둔다는 것이 운동을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멀리

하는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신문인 서울신문에서 재건국민운동이.

대통령실의 직속기관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든 이유 는 정당을 의미‘ ’

한다고 하였다.

이 자료에서 논평한 것은 재건국민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이 정부의 운

동에 대한 정치적 격리에 대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대중단체

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보다 정부에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둠으로써 국민운동을 독점적으로 정치적 통제와 활용하기 위한 조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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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 법률에서 국민운동의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재건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농촌에서.

정부의 정당을 위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유권자를 정부 정당 공, (

화당 의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야당을 공격할 수도 있다) , .

그리고 다음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의 자료, ‘Joint Weekly Analysis’

는 년 월 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재건국민운동의 법1962 11 7 ‘

률이 통과 된 제목으로 워싱턴으로 보고한 것이다’ (Joint WeekA,

위에서 언급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기본 법률이 국가재1962/11/07).

건회의에 의해 통과됐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 유관한 인사들은 정치활동.

참여로부터 금지되며 국민운동의 국가 및 하위급 직원이 공무원에 준하,

는 신분과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에서도 민정이양 후의 재건국.

민운동을 보장하지만 국민운동 내에서의 지역개발법인 프로젝트를 허용하

지 않았다 이 법률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가진 다른 공공 단체나 정부의.

장관과의 협력관계를 하도록 국가 도 시 군 급의 합동위원 설립에 대· · ·

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률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이 국가재.

건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되며 본부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의 회,

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논평은 재건국민운동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될지에 대해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재건국민운동의 하위직원을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국민운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증상을 보여 준다 재건국민.

운동 임원들에 의한 정치적 활동금지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국민운동에 의

해 일반적으로 친정부를 위한 선전의 노력을 배제하지 못했다 보다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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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건국민운동이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은 것도 운

동의 발전이나 변화를 원치 않고 동시에 군정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뜻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보고한 이 두 개의 ‘Joint Weekly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재건국Analysis’

민운동을 활용하고자 한 노력이 보였다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기본 법률.

을 제정해 통과시켜 국민운동에 속한 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제,

공하여 정부의 정당에 유리하도록 재건국민운동을 직접적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제 차와 제 차 전문 보고서5 6

제 차 보고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약 년 개월5 1962 1 1964 3 1 3

정도의 기간에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경과를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단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본 보고(Benjamin A. Fleck, 1964/03/31).

서와 다르게 작성자의 논평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재건국민운.

동에 관한 사건과 변화를 기술하고 거기에 재건국민운동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제 차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5

같이 있다;

년과 년 월까지 재건국민운동은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호1963 1964 3

응을 못 받고 열성을 일으킬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실패해 온 상태다 그.

동안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의 사직이나 재건최고회의나 국회에서부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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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을 때 이외에는 언론이나 대중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여러 번 주장하더라도 년 선거 때 재건국민운동이 비록 중요한 역, 1963

할을 하지 않거나 큰 효과를 가져 오지 않았지만 공화당에 의해 사용된

보고가 있었다 야당은 지난겨울에 이 운동을 없애려고 작정했으나 여당.

에 의해 무산됐다 단 이 시도는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국. .

민운동이 새로운 활력을 고취하기와 함께 농업프로그램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들 이 운동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재건국민운동의 첫해에 발표한 성과와 같은 결과물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유는 다른 그룹에 의해 이미 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년 초에 재건국민운동의 부진한 상태 즉 사회적 여론의 관심이나1963 ,

반응을 일으킬 수 없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도시지.

역에서는 재건청년회나 부녀회마저 특별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며 농,

촌지역에서는 다른 개의 조직 농업협동 클럽 지역사회개16-17 ; , 4-H ,

발위원회 농업마을지도위원회 등과 함께 경쟁해서 특별한 발전을 보여주,

지 못하였다.

년 선거에 재건국민운동의 역할과 그 운동의 성질 때문에 재건1963

국민운동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즉 공화당에서 국민운동을 이용하려고. ,

했으나 재건국민운동이 민간운동이어야 된다고 주장한 유달영 씨와 충돌

이 있기도 하고 유달영 본부장에게는 커다란 압력이었는지 결국 년1963

월에 유달영 본부장이 사직하였다 그런데 유달영의 사직이 언론으로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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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즉 효과 없는 국민운동. ,

과대한 예산 부족한 성과물 등을 비판하고 보다 이는 재건국민운동의, ,

상위지도부의 군사적 성격 엄정한 관료적 조직에 의한 탓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관구 본부장이 유달영 본부장의 후임으로 재건국민운동에 들어왔다.

이관구 시기의 주요한 사건은 월 동지회와의 충돌사건이 있는데 이관구5

가 강력히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에서는 어떤 국민운동 지.

부에서 정치적 캠페인 방법에 대해 지역 공무원에게 훈련시키고 무료 교,

육프로그램과 문맹퇴치교육을 통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정이양 바로 직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의 예

산을 짰을 때 재건국민운동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올랐다 즉 어.

떤 측에서는 이 운동을 완전히 없애자고 하고 어떤 측에서는 도시의 운,

동만 없애고 지역사회사업과 통합하자는 것이다 단 박정희는 재건국민운.

동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 지키며 운동 명을 국민운동 으로 유지‘ ’

하였다 특히 박정회의 취임식에 그가 대혁명운동 에 대한 중요성을. ‘ ’

여전히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재건국민운동이 높은 갈망이나 꿈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국가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 않다 농촌지역에.

서는 운동의 구호가 어디서나 눈에 띄었지만 결과가 매우 적었고 도시지

역에서는 거의 죽은 상태다 운동에 좋은 의도와 성실한 사람이 결합하여.

실행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문제로 또한 사전조직과 같은 월 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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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나 정치적 개입이 운동의 발전에 방해된다 특히 강력하고 현명한 리.

더십과 명확한 계획의 부재와 다른 더 오래된 비슷한 조직과 함께 경쟁

하는 것이 운동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든 것이다.

마지막이자 제 차 보고서는 년 월부터 월까지의 재건국민운6 1964 4 8

동본부의 해체와 그 이후에 관한 내용을 담긴 보고서다(Philip C. Habib,

보고서는 운동이 죽었다 운동 영속해라 라는 문구로1964/08/13). “ , ”

시작하여 재건국민운동이 정부기관으로 월에 국회에 의해 해체되고 그7

이후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겼다 재건국민운동의 몇몇 지도자가 모여서.

지역사회개발 협력시도 국가통일촉진에 헌신한 민간자원봉사 기구로 재, ,

건국민운동을 유지시켰다 이때 유달영이 새로 발족한 이 기구의 지도자.

로 선발되었다 다만 새롭게 출발한 재건국민운동은 과거의 실패를 벗어.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또한 사람들 중에 지지와 자신감을 가져 올 수.

있는 운동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새로 출발한 재건국민운동중앙회는 사업가나 개인에게서 기부와 멤버

십비를 걷어 운영자금을 모았는데 그 중에 박정희가 천오백만 원을 기부,

하였다고 보도된다 이는 곧 운동이 옛날처럼 정부의 도구로 사용된 것으.

로 소문이 난다 그리고 정보원 보고에 의하면 야당에서 현재 재건국민운.

동을 잡고 활용할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허락은커녕.

이를 막아야만 하여 국민운동이 야당에 가지 않도록 잡아야 하였다 이.

때문에 민간운동으로 마음먹은 국민운동의 새로운 시작의 미래와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 순수한 협력 운동이 특별히 필요하지만 재건국민운동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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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에 맞는지 모르겠다는 언급을 하였다 국민운동이 민간조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관리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관.

심과 여론이 여전히 년 전과 같다 리더십도 특별히 발휘한 것도 여전3 .

히 없다 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 상태로 이러한 거대한 조직이 운영하기. ,

어렵다 정부에서 운동을 잡기 위해 계속 지원하면 운동에 대한 비판을.

가열한 것과 같고 또 운동의 무익한 면이 더 정확히 드러난 것이다, .

따라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도된 제 차와 제5

차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건국민운동이 마지막 년 개월6 1 8

쯤 동안 별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유로 지적된 것은 운동의.

관료적 성격 문제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강력하고 총명한,

리더십 그리고 수많은 비슷한 단체와의 경쟁이 운동의 발전에 방해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재건국민운동을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킨 박정희의 의도도 같이 드러났다 먼저 재건국민운동을 대통령의 직.

속기관으로 두었고 다음에 국민운동이 민간단체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적,

으로 지원하였다 단 이는 재건국민운동이 잘 되도록 지켜 주는 것이 아.

니라 재건국민운동이 야당에 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

서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로 출발한 국민운동은 박정희의 지원을

받은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이로써 정치로부터 떠나지 못하며

보다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운동과 같지 않는 것이 당시의 보고서의 평가

였다.



- 83 -

주한미국대사관 전문 보고서 분석2.

제 차부터 제 차의 보고서와 를 살펴 본 후1 6 Joint Weekly Analysis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는 재건국민운동은 일관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기여

하지 않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군정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이라는 비정치.

적 기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회전체를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한 작전이

었으며 보다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합적 재건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다양한 사회단체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모든 요소를 재건국민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획일적 준공공단체

가 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특히 자발적 행동주의 를 기반으로 하. ‘ ’

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 재건국민운동은 지식인을 비롯하여 비판

및 불신을 받아 국민들로부터 관심 및 참여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농촌.

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이 눈에 띄도록 활발하여 그나마 결과가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의 활동이 거의 없어서 전체적 결과물로 봤을,

때 재건국민운동이 만들어낸 성과가 매우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에서 국민운동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는 군정에게 재건국민운동이 군정의 정당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거나

새로운 정당의 간부 요원이나 구조 조직의 자원이 되도록 즉 년, 1963

선거를 대비한 움직임이었을 지표로 나타났고 실제로 국민운동이 선거에,

이용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재건국민운동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 ‘

다 는 것은 이미 첫 보고서부터 짐작해 온 결론이다 즉 한국에서 사회’ .

적 협동운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건국민운동 이 이런 요구를 만족시‘ ’

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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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고서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을 가지의 기본 목적을 가진 정부의2 3

대중조직 으로 보았다 즉 한국(quasi-governmental mass organization) .

사회 문제 및 경제를 개선하고 군정을 위한 지원을 개발하며 년, , 1963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설립하는 것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

라고 정의한 것이다 먼저 재건국민운동을 한국 사회 문제 및 경제 문제.

를 개선하는 기본 목적을 가진 운동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재건국민운동에

서 제정하고 발표한 사업들 문맹퇴치교육 가족계획 및 산아제한 자원: , ,

및 식량 다양 보관계획 농촌지역복지제고 등이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개, ,

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정을 위한.

지원 개발 및 년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 설립에 대한 군정의 노력은63

제 차보고서에서 잘 나타났다 재건국민운동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3 .

러한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에서.

는 부진한 재건국민운동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

원을 해왔다 그 이유는 도시에서는 국민운동이 지식인들은 국민들로 반.

응이 비록 좋지 않았지만 농촌에서는 국민운동을 통하여 농촌민을 군정의

편이 되도록 설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

단이기 때문이다 즉 군정의 창당에도 자원이 되며 선거에도 정치적으로.

유익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서의 노력이 보였다.

더불어 재건국민운동이 해체되고 민간운동으로 전환한 뒤에도 박정희

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나중에 재건국민운동이 야당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절방책으로 보인다 즉 특히 공화당 설립 전의 사전 조직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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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지회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정의 한 수였다 따라서5 .

민정이양을 기준으로 하면 군정에서는 국민운동을 통하여 추구해 온 목적:

한국 사회 문제 및 경제를 개선하고 군정을 위한 지원을 개발하며, ,

년 선거를 대비한 군정의 창당과 정치적 지지 및 기반을 설립하는1963

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민정이양 후에 어떤 특정한,

지원도 없었지만 재건국민운동이 정부 편으로 보류하도록 박정희의 관심

이 보이기도 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 전문 보고서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지적한 문제는

다양하다 즉 국민 동원실패 지식인에게 불신을 받음 재건국민운동 내의. , ,

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리더십 예산부족문제 정치적 개입 운동의 명확한, , ,

계획 없음 더 오래된 타 조직과의 경쟁문제 특히 정부의 지원 없이 자, ,

립할 수 없는 운동의 규모 등이 있다 먼저 도시인들에게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동원하지 못한 것인데 이는 주로 도시인을 얘기한 것이,

며 동시에 도시의 부진한 운동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자발적 행동주의 을 기반으로 한 점이다‘ Voluntarism’ .—

이는 국민들의 자발성을 요구하였지만 실제로 국민의 열정이 부족 하‘ ’

고 이에 대해 각층의 참여자를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며 여론에 대한‘ ’

가이드라인의 필요하였다 이와 함께 재건 이라는 표시나 간판을 크게. ‘ ’

거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에게 관제운동이라는 즉 강제의 분위기를 강화,

하여 오히려 운동에 국민을 동원시킬 수 없게 만든 요소였을 것이다 그.

래서 자발적 행동주의 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들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

국민운동이 특히 도시에서 국민들을 동원하지 못하며 지식인들로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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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및 불신을 받게 된다 특히 제 장에서 유달영 본부장이 지적한 점과. 3

맞아 떨어지는 주장이기도 한다.

재건국민운동 내에서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리더십도 운동의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제 장에서 유달영 본부장이 인사에 대해서 과감한3 ‘

조치를 취하지 못 한다 고 한 것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미국대사관’ .

전문 보고서에서 재건국민운동의 강력하고 현명한 고위 리더십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본부장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미 차 전문 보고서. 1

에서 유진오라는 인물이 의심스럽다 고 언급한 것처럼 재건국민운동이‘ ’

시작부터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 물론 그 인물이 의심스럽.

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의심한다,

는 것은 그 인물에게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서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달영 본부장도 나중의 일.

이지만 년에 국토통일원 고문으로 오르자 박정희와 같은 편임을 알1974

수 있다 허은 보다 국민운동이 해체되고 정부영향을 떠난다( , 2003: 47).

고 해서 민간기구로 전환한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발족하자마자 박정희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재건국민운동의 리더십의 모순적인 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유달영 본부장이 지적한 인사 처리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부족한 점은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주한미국,

대사관 전문에서 재건국민운동의 고위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지적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예산부족 문제와 정치적 개입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미 얘기한

문제인데 이 운동의 실패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즉 예산이 깎여서 축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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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만 흐지부지한 국민운동이 되어 원래 지향하고자 한 목적도 미달

하며 특히 국민운동의 발전에 방해가 된 중요한 요소는 군정이나 월, 5

동지회의 정치적 개입이 강하였다 더불어 운동의 다른 문제로 재건국민.

운동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허용하지도 않고 더 발전한 운동을 위한 명

확한 계획도 없었다 가장 새로운 문제로 지적된 것은 더 오래된 타 조직.

과의 경쟁한 점이다 즉 당시 도시지역에서는 말할 필요 없이 재건국민운.

동이 거의 죽은 상태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성과가 좀 있었다 그렇지만, .

다른 개의 지역개발 조직과 경쟁한 재건국민운동이 현저한 결과를16~17

맺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규모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하기 힘든 국민운동이다 즉 운동실행체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운영체제로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 보고서를 살

펴보았다 먼저 모든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정에서 재건국민운.

동을 한국 사회의 말단위까지 통제 및 관리하는 수단으로 설립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즉 이 운동의 미래가 밝지 않으며 보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고 애초부터 평가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추정한.

국민운동의 목적이 한국의 사회 및 경제 문제를 개선하고 군정을 위한,

지원을 개발하고 년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설립하는 것 등인, 1963

데 군정에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경 써서 노력해 왔다 특히 월 동. 5

지회라는 군정의 정치적 사전 조직을 통해서 재건국민운동을 선거를 대비

한 수단과 공화당의 조직구성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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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전문 보고서를 통해 운동에 관한 예산 부족 정치적 개입 정확한 계, ,

획 부재 수많은 지역개발 조직과의 경쟁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같이 살펴,

봤는데 그 중에 본 연구 동아일보 기사를 이용한 제 장에서 한 주장과, 3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다 즉 재건국민운동의 고위지도자 리더십 문제와.

과한 자발적 행동주의 을 기대한 재건국민운동이 도시인과Voluntarism—

지식인을 설득하지 못해 국민동원에 실패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시각이었다 허은.

선생님의 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라는 연구에서(2003) ‘5·16 ’

재건국민운동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실제 재건국민운동 담당“

자들은 주한미공보원에 활동지원을 요청했고 공보원은 자신들이 중대한,

사업에 개입할 기회라고 평가한다 고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 (USIS

이는 미국공보원에서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미국Korea, 1961/11/24: 6),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유익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이러한 평가는 위에서 같은 시기에 재건국민운동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보고서에서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혹평을.

하였지만 공보원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재건국.

민운동의 출발 초기에 운동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지원을 통해 개입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제 차 보고서부터 재건국. 3

민운동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당시 상황

에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주한미국대사관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운동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먼저 보고서를 통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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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 재건국민운동의 고위

리더십의 부족한 결단력과 도시인 및 지식인을 운동에 동원시키지 못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기존 연구와 다른 주장이기도 하고 제 장에서. 3

동아일보를 통해 실패 원인으로 추정한 주장과 맞아떨어진 점이기 때문이

다 특히 군정에서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하여 발전된 국.

민운동이 되도록 도와준 것보다 지역에서 군정을 위한 지원 개발과

년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 설립에 대해 공화당에 참여하는 사람1963

을 찾고 키우는 데에 신경을 더 많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재건.

국민운동이 출발한 초기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재건국민운동을 지

원하고자 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보여 주듯이 재건국.

민운동의 수행이 점차 안 좋아져 국민들로 비판만 받았고 또한 그 비판,

에 의해 지원을 통해 국민운동에 개입을 하려 했던 미국의 기대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운동의 지역개발사업.

을 위한 미국의 원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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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V.

본 연구는 재건국민운동의 실패 원인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재평가 그, ,

리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재건국민운동이 갖고 있는 함의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에 지식층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인 동

아일보 기사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전문을 중심으로 실증적 역사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재건국민운동은 정변 직후 혁명 을 내건 군사 쿠데타 세력과5·16 ‘ ’

구정권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가지고 국민운동으로 국가 및 국민을 바꾸

려는 활동을 해온 지식층에 의해 발족한 관주도 운동이었다 재건국민운.

동이 단시간 안에 하향식으로 전국에 조직화하였고 또한 교육을 통해 반

공이념과 근대화를 바탕으로 인간개조 국민계몽 전통 및 민족가치 강조, , ,

향토개발 등을 추구하기 위해 전개하였다 단 군정에게는 재건국민운동이.

군사쿠데타보다 혁명 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정이 집권의 정당성을 확‘ ’

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재건국민운동본부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산하기관으로 재건국민운동의 각종 사회적 지역적 사업을 통해 한국 사,

회 말단위까지 통제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재건국민운동.

에 대한 군정의 긴밀한 계획과 정치적 목적을 잘 나타냈다.

그렇지만 재건국민운동의 진행이 출발단계만큼 순조롭게 하지 못하였

다 즉 그 과정에서 국민운동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재건국민운동의 조직 배경과 진행 방식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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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발전하지 못하고 보다 민정이양, ,

대비와 공화당의 창립을 위해 계속적으로 재건국민운동을 이용하려는 군

정의 정치적 개입이 강했으며 특히 재건국민운동이 가진 목적이 워낙 컸,

기 때문에 년의 시간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2~3 .

그래서 관제성격 정치적 개입 예산부족 제한적 시간 등이 재건국민운동, , ,

에 관한 보편적 실패 원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실패 원인으로 한

주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새로운 실패 원인으로는,

운동의 고위 지도자 리더십 부족과 도시인 및 지식인들을 설득하지 못했

다는 것이다 이는 정충량 교수가 말한 국민에 대한 선전 부족과 인텔리.

들의 운동에 대한 냉담과 유달영 본부장이 주장한 인사 처리에 대한 과감

한 리더십 부족과 지식인 및 도시인들에게 운동에 대한 홍보 마케팅P.R( / )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에서 나왔다 즉 국민운동이란 국민의 참여가 필수.

적인 것인데 운동에 대한 선전 부족하고 지식인들을 설득하지 못하여 비

판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운동의 사회적 여론조성이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한 지도자의 처리능력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의

전문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국민운동에 부족한 리더십을 말한 것이

다 이에 관하여 유달영 본부장 스스로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아일보. .

기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의 주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다,

른 실패 원인으로서는 재건국민운동의 고위지도자의 부족한 리더십과 운

동참여에 대해 도시인 및 지식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에서 야기된 것이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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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국민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운동에 관련

워싱턴으로 보낸 전문보고서를 썼다 보고서에서는 재건국민운동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첫 보고서부터 운동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평가하였

다 먼저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밝힌 내용과 맞아 떨어진 주장은 재건.

국민운동에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리더십과 도시인과 지식인을 설득하

지 못한 것을 운동의 실패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도시인과 지식인을.

설득한 문제는 과한 자발적 행동주의 을 통해 국민을‘ Voluntarism’—

접근하다 보니 도리어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인 및 지식인에게로부터 의심

과 불신을 받았다 이는 재건국민운동이 사회적 여론 및 열성을 조성하지.

못하였음 의미한다 즉 국민동원을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운동의 실패에 요소가 될

수 있는 다른 문제도 짚을 수 있었다 먼저 운동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국민운동이 발전 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민운동의 변화와 자립을 원치도 않았던 군.

정의 의도를 본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국민운동이 탄생 전부터 이미 진.

출한 수십 개의 지역개발조직이 있어서 국민운동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재건국민운.

동의 관료적 성격과 예산부족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재건국민운동이 국민을 동원하는데 실패하며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개발협력운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재건국민운동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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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동아일보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언급을 모두 종합해 보니 아

래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군정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

도로 국민을 동원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지식인이나 도시인을 동원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국민을 동원시키지 못하였다.

2.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와 달리 선거 및 공화당 창당에 재건국민운동

조직 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용하였다 그 이후에는 즉 민정. ,

이양 끝나고 재건국민운동의 이용가치가 떨어져서인지 어떠한 계획이

나 후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군정에서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맞는 국민형을 추구한

만큼 새로운 문화 서구문화 나 근대성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계기 및( )

노력을 보여 주었다는 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재건국민운동이 진.

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국민에게 근대성을 불어넣으려 군정이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보고서에서도 이 사업.

이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

였다.

4. 그렇지만 이것이 비록 새마을운동만큼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설득

력이 없었다 즉 실제적으로 재건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처럼 운동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계획도 보다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같은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시할 수 없었다.

5. 특히 정부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의 측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재건국민운동 관련된 공화당의 발족과정을 보면 창당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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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동인 월 동지회가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역개발사업보다는5

지역에서 공화당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키우는 데에 더 신경을 썼,

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창당 이후에는 어떠한 특별한.

지원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전체적으로 두 매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재건국민운동의

두 가지 결정적 한계를 찾을 수 있었다.

1. 동아일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였기 때문이다.

2. 주한미국대사관의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미

국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당시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재건국민운동의 실패의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었다 먼저 재건국민운동의 새로운 실패원인으로서는 동아일보.

기사와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에서 같이 주장한 국민운동의 참여에 도시인

과 지식인을 설득하지 못한 것과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리더십의 문제

가 있다 그 이외에 국민운동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부재 운동의. ,

관료적 성격 예산부족 다른 지역개발조직과의 경쟁과 같은 문제 등이, ,

있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의 발전에 방해된 문제는 군정에서 정치적 개입.

으로 창당을 위해 지역개발사업보다 국민운동의 조직 및 인적 자원에 관

심을 더 많이 가진 것이다 즉 새마을운동만큼 재건국민운동의 사업을 제.

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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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재건국민운동이 국민을 동원하지 못하고 실패한 운동으로만 알려

진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국민운동은 당시 국내에서 지식층 사

이에 영향력이 가장 많은 동아일보와 외부 시각을 보여준 주한미국대사관

의 전문보고서로부터 똑같이 비판을 받았다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

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재건국민운동의 동원실패 실적을 보여 준 것

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운동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이다.

특히 빠질 수 없는 것은 군정에서 재건국민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서구

문화나 근대성을 깊이 새기는 계기 및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대표적으.

로 신생활 진작 운동 생활지도 사업 문맹퇴치교육 가족계획 및 산아제, , ,

한 자원 및 식량 다양 보관계획 농촌지역복지제고 향토개발사업 등이, , ,

있다 이는 비록 군정에서 원하는 국민형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였고 또한.

국민을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국민

에게 근대성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는 것 또한 그러기 위한 군정의 노력,

에 대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게 재건국민운동이 가진 함의는 이와 비슷한 운동이 제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치적 금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즉 한 지역.

개발운동이 잘 되기 위해 내부에서는 강하고 총명한 리더십을 비롯하여

예산 기술 설비 인적 자원 정치적 중립성 및 지원 특히 국민이 운동에, , , , ,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조성을 일으키는 도시인 및 지식인들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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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재건국민운동에 있어서는 거대하고 중요한 미국.

과 같은 외부적인 지원의 확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보았고 제언이

나 해결법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지원 확보이다 그래서 세부적이.

고 효율적인 해결법을 제공하지 못 했다는 아쉬운 점이다 특히 재건국민.

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실질적 사업 비교연구는 필자의 지속적인 관심 연구

분야이다 즉 본 연구에서 운동에 관한 정치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순수성과 효율성을 놓쳤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운동 간의 사업.

내용을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지역사회개발사업

의 플랫폼 을 제공할 수 있는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Plat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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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im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which

are to re-evaluate and identify the reasons behind the failure of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NRM) as well a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NRM within the developing country context. Data for

this research were extracted from telegrams sent from the US

Embassy to the South Korea as well as Dong-A Ilbo the most– 

influential media among the intellects in South Korea when NRM was

being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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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M was a ‘National Revolution’ participated by both intellects and

military officers post-5 ․ 16 coup d’état. It is a citizen-oriented 

movement geared towards reformation in humanity, public

enlightenment, mainstream traditions and ethnic values, as well as

community development. Although most activities are administered by

the NRM’s headquarters, being affiliated with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Construction had its own influence on NRM. As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Construction functions an institution which

extends the power of the military government to control the society

and hence, NRM’s inability to mobilize the public caused it to be

evaluated as a failed national movement. Various factors were noted

as reasons for this failure including lack of business budgets, political

intervention, NRM’s bureaucratic system, and insufficient time to

produce significant results.

Articles related to NRM operations in Dong-A Ilbo is an important

source which reconfirms the legitimacy of those reasons to be the

source of movement’s failure. However, those articles also provided

essential insight on other factors which have rarely been discussed in

this field such as lack of leadership and the failure to persuade both

city-dwellers and intellects to support NRM. On top of that, telegrams

from the US Embassy has also pointed out several weaknesses in

NRM and indicated that the future of this movement is bleak. Similar

to reports from Dong-A Ilbo, the telegram pointed out that indeci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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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ak leadership as well as lack of appeal to urban dwellers and

scholars are the main reason for NRM’s downfall. ‘Voluntarism’, in

particular, was a source for skepticism. In addition, other issues

include vague plans as well as high competition with other similar

organizations which are more well-established in this field. Articles

from Dong-A Ilbo and telegrams from US Embassy highlighted NRM’s

inability to evoke neither popular enthusiasm nor positive responses

to mobilize the public.

Furthermore, collation of information from Dong-A Ilbo and

telegrams from the US Embassy has underlined several information:

Military administration aimed to mobilize the public for political

purposes through NRM but was a failure as it received cold responses

from urban dwellers and intellects.

Although the NRM and certain group of individuals have contributed

towards the organization of Democratic Republican Party (DRP) and

became the political base for 1963 elections in rural areas, these

regions barely received any attention from the military government

post-election.

The military government’s efforts were also apparent in its aim to

create a new image of ideal Korean citizen which embodies a new

culture influenced by the Western values through NRM.

However, NRM was less effective in public mobilization as

compared to Saemaul(New Village) Movement. This is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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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of well-designed plans and lack of incentives for participants.

Government’s problem was that they were more focused on

securing human resources to create DRP and support for election

instead of on community development.

Overall, both sources pointed out to two decisive limitations of the

NRM:

Dong-A Ilbo is the most influential newspaper among the intellects

and hence, severe criticism from this media illustrates the lack of

support from scholars for NRM.

U.S. Embassy criticism of the NRM signifies that possibility of

receiving U.S. aids fo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s low.

Undoubtedly, NRM was merely a tool for the military administration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public. However, they failed to mobilize

the people into their ideal citizen image. Nevertheless, it was also a

golden opportunity for people to access and experience a Western

sense of modernity. Furthermore, military administration’s to make

this project a success is worth complimenting.

In order to be able to implement NRM effective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not only requir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but also

proper planning is also essential for this purpose. This includes

capable and proactive leaders from both urban and rural areas in

order to gain an insight to the public opinion. Last but not least,

support from an ally which could provide substantial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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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such as the U.S., is also an issue which should not be

taken lightly.

Keywords :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NRM), Community

Development, Dong-A Ilbo, Telegrams, 5 ․ 16 Coup D’état,

Military Administration, Democratic Republican Party

(D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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