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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민국의 창립자

냉전 이후 보수 진 의 이승만 재평가

키런

서울 학교 국제 학원 한국학과

탈냉전 시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자본주의의 승리’이다. 비록 어느 시 나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은 그 시

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혹은 ‘시 정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겠

지만 주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된다. 

냉전 이후 자본주의 진 의 국가들은 공산주의권의 붕괴 및 세계화의 시

적 흐름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

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시장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다. 탈냉전 시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향을 끼쳤고,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 있어 중요한 논점은 그것이 역사인식에도 향을 미쳤

다는 점이다. 특히 탈냉전의 기지 하에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보수 혹은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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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 제기한 역사인식을 검토하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 역시 세계사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위 ‘뉴

라이트’라는 계열의 등장을 통해 잘 드러난다. 뉴라이트는 민주화 이후, 한국에

서 보수진 이 ‘합리적인’ 새로운 이미지, 즉 민주주의에 걸 맞는 정당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정치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화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진 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응하기 위해 내

부적으로 서로 충돌하다가 결국 분열되었다. 그리고 뉴라이트는 보수진 의 새

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했다. 조선 사회의 침체론, 일본 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전이되었다는 식민지 근 화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박정희 찬성론

과 같은 역사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자본주의가 곧 문

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뉴라이트가 

제시하는 이승만에 한 재평가도 역시 이러한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뉴라이트에 의하면 이승만은 한국을 ‘문명사’로 이끌었던 인물로써 평가된

다. 이러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뉴라이트는 이승만의 ‘업적’을 강조하는데, 

뉴라이트에 의한 이승만의 업적은 단독정부 노선 견지, 농지개혁 그리고 한미

관계 공고화로 요약된다. 즉, 이승만은 단독정부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역사에 

거스르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한국의 자본주의 인

식을 확립시킴으로써 한국을 자본주의의 문명사로 이끌었으며, 미국과 우호적

인 관계를 맺어 한국이 자본주의의 편에 서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라

이트의 역사인식은 자본주를 옹호하는 입장에 따라 이승만을 판단한다는 점에

서 목적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

뉴라이트가 제기하는 역사인식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독재를 찬성하는 

인식을 수반한다는 데에 있다. 뉴라이트와 같이 협소하고 결과주의적 입장에

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독재는 그저 자본주의 체제를 전개하는 하나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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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라는 이유에서 결국 정당화된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에 두게 되면, 궁극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한국 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에 

한 세 한 검토와 반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독재 찬성론에 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는 냉전 이후 독재에 한 찬성론이 우익으로부터 등장

되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리콴유에 한 찬성론을 살펴보면 리

콴유가 경제성장이라는 유일한 잣 에 따라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국의 장제스와 러시아의 스탈린에 한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중국이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장제스에 한 평가 역시 그의 

독재 체제 하에서 중국이 ‘침체된’ 전근 사로부터 자본주의적인 근 사로 이

행하 으며 중국 내 자본주의적 인식이 확립되었다는 관점을 취한다. 러시아 

역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특히 스탈린이 ‘근 화를 추진

한 인물’이며 ‘경제 성장을 달성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목에서 이 같은 

관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독재 찬성론을 

수반하는 역사인식이 확산되었다는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와 독재 찬

성론 사이의 관련성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보수진

이 제기하는 이승만에 한 재평가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연관성이 부각된다

는 점이다.

핵심단어: 이승만, 재평가, 역사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곧 문명’, 독재 

찬성론

학번: 2010 - 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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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절 연구의 목적

 

냉전 시 는 한마디로 극도의 이데올로기 시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은 그 가운데 가장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냉전 체제 하

에서 한국은 극우적인 군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한 극히 사소한 저항이라도 그것을 '빨갱이'로 몰아갔을 정도로 억압된 나라

다. 당시 한국은 자본주의권에 서 있던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공산주의 팽창

의 저지가 가장 중요했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설립하

고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한 한국 중들의 열망

은 80년  말에 이르러 더 이상 간과될 수 없었다. 결국 민주화는 한국 사람

들이 근 사에 해 반성하고 특히 독재주의의 유산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민주화로 인해 오히려 독재를 옹호하는 역

사인식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나타나는 특성

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으로 판단된다. 예컨  냉전 시  이후로 접어들면서 

싱가포르의 리콴유,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장제스,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또는 이승만에 한 긍정적인 역사인식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냉전의 종말이 역사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갖

고 있는지에 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냉전이 끝난 당시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눌 수 있었다. 냉전의 종말은 낙관론적 입장에 따라 세계화를 통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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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질서가 설립되어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시기인 반면, 비관론에 

따르면 ‘안정적인 냉전 질서’가 사라진 상황에서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시기이

기도 하다. 90년  초, 걸프 전쟁은 부시 통령이 UN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

으로 응함으로써 낙관적 시각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 다. 하지만 2001년의 

9.11 테러는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과 같은 비관적 명제

를 증명하는 것 같기도 했다.1) 또한 냉전 이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제기된 새

로운 립 구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신냉전’, 혹은 냉전은 아예 끝나지 않

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2) 한마디로는 탈냉전 시 를 정의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탈냉전을 둘러싼 정의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분명하고 핵심적인 특징으로 정리된다. 후쿠야

마의 ‘역사의 종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냉전 이후 자본주의가 세계화의 흐

름을 타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역사인식의 측면에서 ‘역

사의 종말’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관찰된다.3) 즉, 역사의 종

말을 자본주의 진 의 승리로 귀결시킴으로써, 역사란 단지 자본주의의 전개

로만 묘사될 수 있다는 역사인식의 등장이다. 이러한 편협한 역사인식은 탈냉

전 시  하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

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역사인식의 등장과 독재 찬성론 사이에 

있는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보수진 으로부터 제기된 이승만에 한 재평가는 이 관점을 조명하

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는 이승만이 자본주의 질

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므로 긍정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한다는 입장

1)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6)

2) 박태균, 2012, 「세계사적 전화기와 노태우 정부」, 강원택 편, 『노태우 시 의 재인식 : 전환기의 한

국사회』파주: 나남, 137쪽

3)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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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수진 의 역사인식에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그 역사인식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

다는 것이다. 즉, 보수 진 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자본주의의 발전이며 이

러한 점에서 보수진 의 역사인식은 결과론적 특성을 지닌다. 즉, 자본주의만 

발전되면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보수진 의 역사인식은 

그저 목적론적 주장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보수진

이 옹호하는 역사인식이 곧 독재 찬성론으로 귀결되는 지에 한 여부에 있

다.

냉전 이후에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한국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등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리콴유, 장제스, 그리고 스탈린의 재평가에 한 검

토를 통해 이러한 관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

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나는 사례 비교를 통해 독재에 한 찬성론이 한국에

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밝힐 수 있다. 또 하나

는 각각의 사례에서의 평가가 다소 경제적 수준의 발전 정도에만 머무르는 신

자유주의적 이념이라는 공통된 사실을 밝힘으로써 신자유주의와 독재 찬성론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냉전 이후에 보수진 으로부터 제기된 독재에 

한 역사적 평가를 해석함으로써 그 근저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드러

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승만에 한 재평가에 한 논의를 살

펴본 후, 독재 찬성론과의 비교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절 기존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본 논문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승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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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역사이다. 이에 해 정병준 교수는 이승만에 한 연구가 어떻게 진

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연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종합적으로 서술

했다.4) 특히 정병준은 탈냉전 시  이승만에 한 재인식의 등장과 관련된 배

경 연구를 정리했다. 

두 번째 주제는 탈냉전 시 의 역사인식의 변화에 한 것이다. 이 주제

에 해서는 박태균 교수가 탈냉전 시  당시 보수의 분열로 인한 새로운 보

수진 , 즉 뉴라이트의 등장을 서술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역사인식의 발생을 

검토했다.5) 여기서 그는 탈냉전 시 부터 이승만에 한 역사인식이 변화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뉴라이트에 한 연구로는 실제 뉴

라이트 계열의 안병직, 이 훈 등의 연구와,6)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

는 박귀미, 주진오의 연구,7) 또한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한윤형의 연구가 있

다.8)

세 번째 주제는 뉴라이트가 신자유주의와의 연관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박태균과 김기협의 연구이다. 특히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 경로를 

묘사했던  박태균의 연구가 중요했고, 뉴라이트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

된 집단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김기협의 글이 매우 중요했다.9)

기존 연구에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다만 탈냉전 시  하에 독재 찬성

4)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5) 박태균, 2012, 「세계사적 전화기와 노태우 정부」, 강원택 편, 『노태우 시 의 재인식 : 전환기의 한

국사회』나남, 133~166쪽; 2012, 「세계화시  한국적 이념지형의 기원」, 박인휘 [공]엮음, 『탈냉

전사의 인식』, 한길사, 495~524쪽

6) 정재정 담자, 「나의학문, 나의인생: 안병직: 민족주의에서 경제성장주의로」, 『역사비평』통권 59

호, 2002년 5월, 204~260쪽; 민병호, 나기환 [공], 2007,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 예아름미디

어; 안세  등, 『2008 뉴라이트 한국 보고서』, 뉴라이트;  이 훈, 2009, 『 한민국 이야기: 행방 

전후사의 진실과 오해』, 일곡문화재단; 

7) 박귀미, 2007,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역사인식과 그 비판」, 아주 학교 교육 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주진오, 2009, 「뉴라이트 교과서의 주역과 역사 인식」, 역사교육연 회 지음, 『뉴라

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서해문집, 24~46쪽

8) 한윤형, 2009, 『뉴라이트 사용후기』, 개마고원 

9) 박태균, 2012, 「세계화시  한국적 이념지형의 기원」, 박인휘 [공]엮음, 『탈냉전사의 인식』, 한길

사, 495~524쪽; 김기협, 2008, 『뉴라이트 비판』,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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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승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가 없다는 점을 계기

로 본 논문은 이승만에 한 연구, 또는 탈냉전 역사인식에 한 연구에 기여

하고자 한다.  

 

  3절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주로 제1차 자료, 즉 신문, 책, 논문 등을 이용했

다. 이승만 재평가 부분에서는 보수진 으로부터 제기된 이승만에 한 자료

를 직접 참고했다. 하지만 사례 비교 부분에서는 연구 범위를 상 적으로 좁

혀서 각각 사례와 관련된 제2차 자료, 특히 역사 기록학(historiography)에 

한 연구에 의존했다. 

연구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승만에 한 재평가에 있

어 한국의 보수진 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초

점을 넓혀 비교 역사 방법론을 활용한 사례 비교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독재 

찬성론 사이에 있는 관련성을 밝히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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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승만 재평가와 그 분석

  1절 현재까지 이승만에 한 평가의 역사적 흐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이승만에 한 평가는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승만에 한 보수진 의 인식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뚜렷한 경향이 보인다. 우선 60년

에 4.19혁명으로 하야했던 이승만은 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이

승만은 부패한 독재자로 서술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표하는 자료로 리

차드 C. 알렌의 『한국과 이승만』이라는 책을 들 수 있다.10) 이 책은 물론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아니지만 당시 한국에서의 이승만에 한 인식을 면 히 

반 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이 책을, 이승만을 거의 숭배하고 있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50년  로버트 T. 올리버의 『이승만: 신화에 가린 

인물』이라는 책과 비교하면 60년  이승만에 한 인식의 부정적 변화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80년  민주화 시 까지 존재했지만 민주화 이후에

는 이승만에 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승만에 한 연구를 정리했

던 정병준은 다음과 같은 목에서 이승만에 한 연구 흐름을 간략하게 서술

하고 있다.

 

이승만에 한 전기적 접근이나 서술은 이미 통령 재

임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1950년 의 전기들은 이승

만을 찬양하는 홍보물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1960년  

이후 간행된 평전들은 정반 로 비판적 내기별로 차이가 

10) 리차드 C. 알렌, 1961, 『韓國과 李承晩 』, 合同通信社

11) 로버트 올리버, 1954, 『이승만 : 신화에 가린 인물』, 건국 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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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19 이후 이승만의 반민주 독재·부정부패·부정선

거·반공주의에 해 국민들의 기역이 분명하던 1960-80

년 에는 이승만에 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

며, 분단과 독재의 책임자로 비판하는 평가가 주류를 이

루었다. 이후 1990년  들어서는 ‘건국의 아버지’로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두되었다.12)

 

이렇듯 이승만에 한 연구는 60년 부터 80년 까지 부정적이었고, 민주화 

이후에 들어서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60년 , 70년 , 80년 , 그리고 90년 에 이르기 까지 각각의 시 를 반

하는 표적인 보수진 의 이승만에 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4.19혁명 이후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 박정희 통령이 

쓴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박정희는 

5.16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승만 시 를 매우 부패하고 침체된 것으로 서

술한다. 다음과 같은 목에서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그의 50년  통치에 한 

박정희의 인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더우기 8.15 해방 후의 민족수난사는 뼈아픈 바가 있다. 

과거 17년사는 두 정권의 부정·부패로 ‘빈곤의 악순화’

에 허덕이는 오늘의 위국을 결과하고야 말았다.13) (생

략)

  

남에서는 이승만의 자유당독재 12년에 기간산업의 토

인 전력하나 해결치 못한 사치적인 소비경제로 농촌은 

피폐하고 그 농민의 피와 살을 깎아 도시만이 비정상적

으로 비 화하여 부패와 부정이 극에 달해 세계의 눈에

는 우리 나라가 ‘극동의 병든 고도’로 비치게 되고 말았

다. 젊은 세 의 민족의식과 빈곤타파, 민주재건의 원

12)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1~22쪽

13) 박정희, 1962, 『우리 民族의 나갈 길』, 東亞出版社,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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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규한  4.19도 자유당과의 “0.5”당이라고 할 정도로 

토호, 해방귀족의 도당에 불과한 민주당 집정 9개월에 

실정을 거듭하고 마침내 5.16 군사혁명을 유발하고 말

았다.14) 

 

이처럼 박정희 시 에 이승만은 오로지 부패한 독재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70년 에는 이승만에 한 인식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그에 한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70년  보수진 으로부터 이승만 연

구를 표하는 자료로 손세일이 썼던 『이승만과 김구』 라는 책을 들 수 있

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부패한 독재자라는 인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다음과 같은 목에서 이승만에 한 저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 책은 이승만과 김구의 개인적 전기가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이 나라 

역사의 가위 혁명적 시기를 살고 간 양인의 지도자로서

의 정치행태와 그 관계를 쫓아 오늘의 이 땅의 정치문화

의 문제점의 기원을 더듬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 개인적 전기들이 어쩔 수 없이 또는 아예 의식적으

로 그 상인물에 한 애착심 내지 흠모를 바탕으로 하

여 서술되는 것과는 반 로 우선 비판적 입장에 선다.15)

이는 70년 에도 이승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80년 에도 이러한 평가의 흐름이 계속 존재했다. 다음과 같은 목에서 

송건호는 이승만이 분단의 책임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이승만을 미국정부가 한국민족의 웅으로서 귀

14) 박정희, 앞의 글, 118쪽

15) 손세일, 1970 『李承晩과 金九 』, 一潮閣,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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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킨 것은 국내에 여운형·박현  등 좌익 세력이 ‘인

민공화국’이라는 정치기반을 착착 구축하고 있어 이라한 

좌익과 효과적인 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손잡기 시

작한 한민당을 포함해 친일파 세력을 규합해도 용이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생략)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운명은 그후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남북협상 등을 통해 우익지도자간에 분열 립이 

생기고 이러한 립·반목의 과정에서 민중들도 향을 

받아 더욱 날카로운 립을 일으켰다. 여기에 지도자와 

민중, 지도자와 역사는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

리고 지도자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 민중과 역사는 좌우

되는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16)

이를 통해 80년 까지도 이승만에 한 인식이 부분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즉, 이승만은 

한민국의 창립자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승만의 ‘업적’도 강조되었는데 예컨  이승만이 한민국을 공산

주의로부터 보호했다는 것, 한민국이 미국과 나란히 서도록 했다는 것, 그리

고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는 냉

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승리했다는 측면에서, 이승만

이 ‘자본주의의 길’을 택했던 것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

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표하는 자료로 90년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이

승만 나라세우기』라는 글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과거 이승만에 한 부정적 

비판에 도전하여 이승만에 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했다. 기사는 과거 ‘이승만

은 분열의 원흉’이라는 비판에 해 다음과 같이 응하고 있다.

16) 송건호, 1980, 『徐載弼과 李承晩』, 正宇社,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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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좌우익 립이었다. 그것은 근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

한 노력이 아니라 사분오열된 정치세력들의 권력장악욕

에 들뜬 분파놀음에 지나지 않았다. 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치며 직접 국민들을 상 로 

본격적인 건국운동을 전개하 다. 남한만의 단독정부수

립론에서부터 건국운동은 시작되었다.

그는 미소공동워원회의 성과없는 시간 낭비를 극복하고 

좌우로 립된 정치세력들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이라고 굳게 믿었다. 

오늘날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비판하는 이들에 한 가

장 결정적인 반론은 “이승만의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진전되었겠는가”라는 물음이

다.17)

  

즉, 50년  한반도가 처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정국을 고려하면 이승만을 비판

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다음과 같은 목에서도 이승만에 한 재평가를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展(전)은 평생을 일관한 애국자

로, 불굴의 항일투사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 자유민주

주의를 수호한 정치인으로 한민국을 건설한 雩南(우

남) 李承晩(이승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 한 생애 90년을 살며 건국 통령으로 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산권

이 붕괴한 오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자유국가의 기초를 

세우고 전쟁을 극복, 나라를 수호한 이승만 통령의 선

17) 진덕규, 1995,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건국」 조선일보사 편,『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조선일보사,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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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은 더욱 의미를 깊게하고 있습니다.18)

 

또는 다음과 같은 목에서는 이승만의 업적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근 화 개혁운동의 선구자 던 이승만은 반공-반

소의 이념으로 한민국을 건국하고 자유 민주주의 실현

과 국가수호에 최 가치를 두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장기집권과 

3.15부정선거로 인한 하야는 그의 전공(前功)을 가리는 

먹구름이 되어 크게 부각되어 있다. 

광복 50년의 시점에 우남 이승만의 전체상을 재정립하

는 작업이 학계에서 일어나야 할 때다.19) (생략)

 

그는 민족의 자자를 항일 독립운동의 지주로 삼았고 73

세 한민국 초  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자유민주주의

를 일관된 통치철학으로 삼았다. 이승만은 공산침략 전

쟁에서 나라를 지켰고 미국을 등한 우방의 자리에 서

도록 했다. 그의 전후복구 노력이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

루게한 모태 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20)

이처럼 90년 부터 보수진 은 이승만에 한 긍정적 인식을 표명하기 시작

했는데, 그 평가 내용을 보면 냉전을 종식시킨 자본주의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승만은 한민국의 자본주의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 보수진 의 이승만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분명한 흐름이 보인다. 

60년 부터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승만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러

한 인식은 80년 까지 존재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의 탈냉전 시 에는 이승

18) 방상훈, 1995, 「임정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90년」 조선일보사 편,『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조선일보사, 5쪽 

19) 김학준, 1995, 「이승만론」 조선일보사 편,『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조선일보사, 19쪽

20) 이택휘, 1995, 「거인의 생애 90년」 조선일보사 편,『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조선일보사,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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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한 긍정적 인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절 이승만 재평가

탈냉전 시  이후 보수진 은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수진 이 주장했던 ‘이승만의 업적’이 무엇

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에 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한 『우남 이승만 연구』라는 책에서 정병준은 이승만이 성취했던 업적에 

한 보수진 의 연구를 정리했다. 그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의 업적으로는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 해방 이

후 한민국의 건국, 한국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농지개혁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승만이 ‘건국노

선’을 통해 한민국을 수립하고, 한국전쟁 시기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안전보장 위에서 

이후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 토 를 구축했다는, 건

국과 반공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미 외교에서 드러난 

이승만의 독자성과 능수능란함 역시, 이후 다른 지도자

들과 비교해볼 때 장점으로 꼽힌다. 이승만은 제2차 세

계 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장개석(蔣介石)과 쌍벽을 

이루는 반공 지도자로서 분명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

다.21)

여기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수진 에 의한 이승만에 한 재평가 작업에서 이

승만의 중요한 업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승만

이 강력한 반공주의에 따른 단독정부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공산주의가 한민

21)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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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승만이 실시한 농지개혁이 한

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셋째, 이승만이 친미적 노선

을 취함으로써 한민국을 냉전의 ‘올바른 축’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1) 나라세우기: 한민국의 건국

 과거에는 이승만이 선포했던 단독정부노선이 ‘분열의 원흉’으로서 주로 

비판의 상이 되었다. 그런데 냉전 이후 이승만에 한 보수진 의 재평가 

입장에서는 단독정부노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업적으로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는 단독정부노선이 한민국 

내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했고, 한민국이 냉전에서 승리국의 입장에 

서도록 했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승만의 단독정부노선을 지지하는 여러 자료

를 보면 이러한 논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승만에 한 재평가 자료로 먼저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이한우가 쓴 이

승만에 한 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후 『이승만 90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자료이다. 이 책에서 이한우는 이

승만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승만에 한 ‘객관적’ 혹은 

‘합리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 같은 작업을 제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는 틀을 바꿔야 한다. 자기 부정과 혐오의 인식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인식론을 바탕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틀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22) 나아가 이한우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4.19로 인해 물러난 독

재자’라는 화석화된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의 근현 사를 이끈 역사적 거인’으

로서” 서술하려는 목적을 밝힌다.23) 게다가 아래와 같은 목에서도 이한우는 

22) 이한우, 1995, 『거 한 생애: 이승만 90년』, 조선일보사, 11쪽

23) 이한우, 앞의 글,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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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한국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했다며 단독정부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세력에 의해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

가를 받기도 했던 그의 반공(反共) 노선이 80년  말 공

산권의 몰락으로 새삼 ‘현명한’ 선택이었음이 재확인된 

것도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다. 이에 해 일부 좌파 학

자들은 지금도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미화하지 말라”

고 반박한다. 이는 정말 궁색한 주장이다. 역사란 원래 

과거와 현재의 화”라고 한 E.H. 카의 말 그 로 이제 

와서 보니 당시 이승만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여질 때 그

를 재조명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학의 상

식이기 때문이다.24)

이 목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이 보인다. 첫째, 이승만의 단독정부노선을 

평가할 때 냉전의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결과론적 

역사 방법론을 옹호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즉,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과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 결과 이승만은 

한민국을 자본주의화 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했고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이한우는 이승만의 단독정부노선을 찬양하

고 있다. 아래와 같은 목에서 이한우의 인식이 드러난다. 

 

해방 직후 좌우(左右) 이념의 혼재기에 일찌감치 냉전

(冷戰) 질서의 장착을 간파하고, 단독 정부 수립 구상을 

통해 반공 노선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양의 폭넓

은 교양으로 무장된 그의 탄탄한 사상과 현실을 꿰뚫어

보는 탁월한 정치 감각의 작품이었다.25)

24) 이한우, 앞의 글,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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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한우에 의하면 이승만의 단독정부노선은 철저히 냉전의 결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유 익 교수가 제시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단독정부노선에 한 인식도 이

러한 논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가 썼던『이승만 통령 재평가』 

라는 책은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반박하기 위해 90년 부터 이승만에 해 

새롭게 공개된 문서와 연구를 정리하며 이승만을 재평가하고 있는 책이다.26) 

아래와 같은 목은 이러한 저자의 의식을 담고 있다.

 

냉전 종식은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주장했던 자유민주주

의와 반공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의미했기 때문에 식자들

간에 이승만에 한 긍정적 재평가를 촉발시켰다. 특히 

1991년 소련 붕괴 후 공산권 국가들의 현 사 관련사료

가 속속 공개됨으로써 이승만에게 남북분단과 6.25전쟁 

발발의 책임이 있다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무

색해졌다. 다른 한편 1961년부터 1998년까지 남한을 통

치한 군 출신 통령들의 강도 높은 ‘군사독재’는 이승

만의 ‘문민독재’를 상 화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객관적 

상황 변화는 1990년  중반 이후 ‘탈 수정주의

(post-revisionism)’를 표방하는 사회과학자, 역사학자 

및 언론인들 간에 이승만을 새롭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조명하려는 움직임을 태동시켰다.27)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관점이 보인다. 예컨  보수진 이 당시 구소련

에서 새롭게 공개된 사료를 활용해 수정주의를 반박하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25) 이한우, 앞의 글, 14쪽

26) 유 익, 2006, 『이승만 통령 재평가』, 돌베개, iii~iv쪽

27) 유 익,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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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전의 결과에 따라 이승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독정부노선을 찬양하는 운동 단체로 뉴라이트도 꼽을 수 있다. 뉴라이

트 학파를 표하는 이 훈 교수에 의하면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즉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칭송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

래와 같은 목에 잘 나타난다.

 

이승만을 올바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

의 객관적 상황을 올바로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 의 정치는 한마디로 ‘나라세우기’(state building)의 

정치 습니다. 그 정치는 국가체제가 안정된 위에 다수

결의 원리에 따라 행해지는, 토론과 조정이 가능한, 공

공선택의 정치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

는 데 정치원리를 자유민주주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프

롤레타리아독재로 할 것인가, 경제원리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할 것인

가를 두고 주민의 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나

라세우기’의 정치는 전쟁과 같습니다. 어느 이념의 정치

세력이 승리하면 다른 이념의 정치세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사의 전쟁이자 많은 경우 실제로 전쟁을 동반

했던 것이 ‘나라세우기’의 정치입니다.28)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라세우기’가 전쟁과 같

은 수준이므로 이승만의 행동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수준에 따라 판

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과론적 특징을 띠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위

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태도를 반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승만이 

없었으면 한국이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명실히 이승만은 

28) 이 훈, 2009, 『 한민국 이야기: 행방 전후사의 진실과 오해』, 일곡문화재단, 1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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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의 창립자라는 주장이다. 즉, 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 수 있

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면 한민국은 공산주의의 길로 빠졌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훈은 이렇게 하여 단독정부 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단독노선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뉴라이트 계열 단체인 

『교과서포럼』(이후 포럼)이 제작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당시 북한의 경제

적 침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건국 이후 60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날, 어떤 선택이 정

당했는가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60년

간 세계사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국가체제의 기본 원리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의 체제가, 인간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행복을 증진

하는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골고루 

잘산다는 공산주의 이상은 자유와 합리적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았다. 계급, 당, 국가를 우선하는 

전체주의 관료제적 지배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

신과 창의성은 억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빈곤해

지고 말았다. 공산주의 체제는 1980년  이후 소련 〮〮〮·중국

과 같은 주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

에 따라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

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이 계속되고 있다.29)

 

여기서도 단독정부노선이 당연히 옳은 선택으로 서술되어 있다. 북한은 단지 

‘실패한 국가’인 반면 한국은 ‘성공한 국가’인 것이다. 즉 이 자료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이용해 과거를 정당화함으로써 이승만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29) 교과서포럼, 2008, 『( 안 교과서)한국 근·현 사』, 기파랑,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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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냉전 이후 이승만에 한 보수진 의 평가를 보면 이승만의 단

독정부노선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이 평가는 냉전에서 ‘자본주의

의 승리’라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즉, 이승만이 단독정부노선을 견지하 기 

때문에 한민국이 자본주의적 국가로 건국되었고, 이에 따라 이승만이 아무

리 독재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수진 에 의하면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보다는 ‘ 한민국의 창립자’인 것이다.

  2) 경제성장의 기초 마련

냉전 이후 이승만에 한 보수진 의 재평가에서 이승만의 업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초 마련이 자주 언급된다. 물론 이승만 통령 집권 하에서 한국 경

제는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발발과 통화 팽창으로 인한 불경기를 겪었

기 때문에 성장주의 전제 위에서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

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넘어 보수진 은 이승만의 업적으로 경제성장 

자체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기초 마련’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승만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념적인 업적으로 이승만이 한민국이 자본주의를 수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업적으로 이승만이 추진했던 물가안정정책이나 교육

개혁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농지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업적은 이승만이 한민국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심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선 경제 성장을 위한 이승만의 이념적 공적에 한 표적인 논의로 이

승만의 경제적 업적을 제시한 이상훈의 『이승만의 비전과 현실: 국가의 설립 

그리고 이후』를 들 수 있다. 이상훈은 이승만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모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승만은 한민국의 근본으로서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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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시장 경제를 택했다. 그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한 믿음은 새

로운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그의 마음에 뿌리 깊게 존재해오던 것이었

다” 라고 설명했다.30) 더불어 그에 따르면 이승만은 자유적인 민주주의와 경

제를 지지하는 인물이었다고 묘사된다. 이는 이승만의 한 연설에 근거하여 내

린 결론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건을 반 해 국제 무역과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민국의 생활수준을 개선하

는 능력은 수많은 산업의 발전, 농업과 산업의 상품 수

출,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을 필요로 

한다.31)

 

위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를 

따르도록 하고자 했다는 입장이 드러난다. 게다가 이상훈은 이승만에 한 비

판을 반박하며 그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도록 노력했다. 이렇듯 “이

승만은 자유 무역의 개념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을 실천하고, 자본주의자 및 노

동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 하고자 했던 경제학자 다”고 말

하며 이승만이 한국을 자본주의 문명사로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2)

이한우는 이승만의 지도력 없이 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지에 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60년  이후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이 과연 이승만의 

30) Lee, Sang-Hoon. "Syngman Rhee's Vision and Re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and 

Thereafte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ume 14 Number 3, September 2011, 36쪽 

31) Lee, Sang-Hoon, 앞의 글, 40쪽

32) Lee, Sang-Hoon, 앞의 글,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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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整地)작업 없이 가능했을까 라는 질문도 던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50년 에 교육 확 를 통해 인력을 길러

놓지 않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나름 로 사회 간접자본

을 형성하지 못했더라면 60년 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가

능할 수 있었을까. 특히 이승만 집권 12년 동안 일본과의 

국교 단절이 없었던들 과연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자동차

가 가장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나마 이 정도의 

경제적 자립성이라도 생길 수 있었는지에 관해 물어야 하

는 것이다.33) 

여기서는 경제성장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승만이 

그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한다

는 논리가 반 되어 있다. 결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이념적 선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현실적 업적에 주목한 논의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  월간조선에서 1993년에 게재된 “한국의 통령”이라는 특별판

에는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에 한 기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잡

지에 정정길 교수가 쓴『앞으로도「경제발전」을 제1과제로 삼아야』라는 기

사가 있는데 그 제목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가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서의 성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승만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아래와 같은 목에서 나타나듯이 이승만의 경제

적 업적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50년 초에 실시된 

농지개혁, 50년  후반부에 실시된 물가안정 정책, 그리

고 꾸준히 계속된 교육 등은 계속된 미국원조와 농민들

33) 이한우, 1995, 『거 한 생애: 이승만 90년』, 조선일보사,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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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부담 등과 결합되어 60년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 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반공을 사상적 기초로 하고 전쟁복구를 통하여 

사회안정과 질서를 확보하며 국가형성에 주력한 시기가 

1공화국이라 볼 수 있다.34)

 

여기서 이승만의 역할은 60년 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마련’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이승만의 업적으로 특히 농지개혁 또한 강조되어 왔

다. 유 익 교수는 이승만이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업적에 주목하여, 

이승만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다음 네 가지의 기초 작업을 달성했다고 지

적한다. 즉,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조달, 수입 체산업에 투자 독려, 산업개

발위원회 설치, 그리고 농지개혁이다.35) 저자는 특히 마지막 업적이 제일 중

요하다며 “이 통령의 독려 하에 완결된 농지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 심 한 향을 끼쳤다”고 언급하고 있다.36) 즉, 농지개혁을 통

해 이승만은 앞으로 도래할 한국 사회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향을 미쳤다

는 것이다. 

농지개혁에 있어 유 익은 과거의 지주제 해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해 “지주의 손을 떠난 지가증권이 신흥기업가들에 의해 귀속재산 불하에 활

용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37) 이처럼 

경제성장주의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저자의 의식은 다음의 글에서

도 나타난다.

 

34) 정정길, 「역  통령의 국정 우선 순위와 차기 통령의 과제: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제1과제로 

삼아야」, 『조선월간』 1993년, 비록 한국의 통령: 신년호 별책부록, 34쪽

35) 유 익, 2006, 『이승만 통령 재평가』, 돌베개, 541~543쪽

36) 유 익, 앞의 글, 547쪽

37) 유 익, 앞의 글, 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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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통령 치하에서 완결된 농지개혁은 구

래의 지주제 토지소유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작농적 토지

소유제를 확립시킴으로써 한국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

로 높이는 한편 한국에서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민국 건국과 6.25전쟁이라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 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여 추진한 농지

개혁은 조선왕조 창건기에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단행

한 과전법(科田法) 이래 최  규모의 토지개혁으로서 그 

역사적 획기성이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38)

 

유 익의 논지는 이승만이 한국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궁극적으

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개혁은 이를 증명하

기 위한 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 해방 국면에서 한

국의 잠재적인 지도자 중 문명과 역사에 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었으며, 이러한 논리에 따라 현재 한국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 민주주

의가 모두 이승만의 업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훈 교수도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농지개혁을 전적으로 찬성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발언에서 이 훈은 농지개혁과 그 역사적 의의를 서

술한다.

 

당초 1949년 3월 국회에 상정된 개혁법에서는 농민이 

부담할 지가의 상환액이 평년 수확가의 30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이승만의 압력으로 195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150%로 낮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

승만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농지분배에 박

차를 가하여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이미 상 농지의 

7~8할이 분배된 상태 습니다.

38) 유 익, 앞의 글,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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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무엇 때문에 농지개혁에 그렇게 열심이었을까

요. 가난한 소작농민을 위해서라고요. 너무 천진한 생각

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한 정치적 계산

에서 그랬을 뿐입니다.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의 입장

에서 이승만은 이미 국부(國“) 습니다. 마치 프랑스 농

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 보나

파르트처럼 말입니다. (생략) 그렇지만 그 덕분에 한민

국이 살아났던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로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국민만들기’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1950

년 6월 25일 북한이 침공해 왔을 때 이미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농민들은 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민

국에 충성을 다하 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군이 서

울을 점령한 후 사흘간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것은 남한 

농민들의 봉기를 기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지

만 그런 일은 조짐조차 없었습니다.39)

 

이렇듯 보수진 은 이승만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에 해 한국이 자본주의 문명

사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교과서 

포럼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농지개혁은 조선왕조 시 를 거쳐 식민지 시기까지 내려

온 지주제를 해체하 다. 농촌 사회를 지배해 온 지주계

급은 농지개혁으로 완전히 해체되었다. 인구의 부분을 

이루던 소작농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농지를 소유한 

자작농으로 변신하 다. 그에 따라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북돋아져 전쟁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농업생

산이 크게 늘기 시작하 다. 농지개혁으로 다수의 농

민이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주체로 성립하 다. 그에 

39) 이 훈, 2009, 『 한민국 이야기: 행방 전후사의 진실과 오해』, 일곡문화재단, 164~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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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경제적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자

유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40)

 

즉, 이승만의 역사적 의의는 그가 한국 사회를 문명, 자본주의 문화로 이끌었

고,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곧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

다.

이상 이승만이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보수진 의 주장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점이다. 즉, 이승만이 

‘자본주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훗날 북한보다 훨씬 높은 경제 성장이 가

능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승만이 추진했던 경제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

적인 업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농지개혁을 강조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이승만이 한민국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심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수진 이 지지하는 이승만에 한 긍정적인 

평가는 경제성장의 측면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3)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문명’을 지킨 공적

마지막 이승만의 공적으로 그가 미국과 긴 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이승만이 친미 노선을 취함으로써 한민국을 냉전에서 ‘올바

른 축’에 서도록 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자본주의 문명사의 중

심인 미국의 우방이 됨에 따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역시 경제적인 관점에 서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보수진 은 이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40) 교과서포럼, 2008, 『( 안 교과서)한국 근·현 사』, 기파랑,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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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이 쓴 다음과 같은 목에서 이러한 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 이념과 그의 현실주

의적 정치기술이 그의 재임기간에 남긴 최 의 업적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41)

 

또한 교과서 포럼 역시 다음의 발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친미적 성향을 보

인다.

이승만 통령은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

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내용을 상호방위조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 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

이 포함되면 상원의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

워 한국 정부에 의해 조인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2개 사단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하 다. 이로써 6.25

전쟁 직전에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국군이 한국에 다시 

주둔하게 되었다. 미국은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빠

진 데 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2개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전선에 배치하 다. 이로써 북

한이 남침할 경우 휴전선에 배치된 미국군과 바로 충돌

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자동개입하는 효과가 보장되었

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금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의 군사적 안정은 물론, 경제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하

다.42)

여기에서 이승만은 한국이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체제를 확립했고 한국의 경제 

41) 이 훈, 2009, 『 한민국 이야기: 행방 전후사의 진실과 오해』, 일곡문화재단, 167쪽

42) 교과서포럼, 2008, 『( 안 교과서)한국 근·현 사』, 기파랑,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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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묘사된다. 즉, 이승만이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민국의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긍정

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이 보수 진 의 이승만 재평가에 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나타

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보수진 의 

재평가에서 이승만이 성취했던 업적은 첫째, 단독정부 노선으로 한민국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 한민국의 창립자가 되었다는 점, 둘째, 자본주의 문

명사의 중심인 미국과 한민국이 공고한 관계를 맺도록 하여 냉전에서 한

민국을 올바른 축으로 옮겼다는 점, 셋째, 농지개혁 등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수진 이 이승만을 평가하는 기준

은 단순히 경제, 즉 성장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수진 은 

이승만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업적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있고, 이러한 기준

에 따라 이승만에 한 긍정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점

에 해 보다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탈냉전 시 에 확산

된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반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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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보수적인 현 사 평가의 사례 비교

  

 

탈냉전 시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독재에 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렇듯 극단적

인 이데올로기 립으로 이루어진 냉전 시 가 종결된 것은 많은 나라가 과거

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보수진 으로부터 독재에 한 찬성론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냉전 이후 다른 국가의 독재 찬성론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90

년 부터 독재에 한 찬성론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

났으며, 이 현상은 곧 신자유주의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싱가포르의 리콴유, 중국의 장제

스, 그리고 러시아의 스탈린에 한 재평가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절 리콴유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인정을 받는 리콴유 전 

통령은 논란의 상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리콴유 하에서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콴유에 의한 강력한 사회적 통제와 

억압은 흔히 비판을 받는부분이다. 하지만 리콴유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

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주로 보수적 경제 성장주의 혹은 신자

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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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연구자는 전 싱가포르 학교 역사학과의 

홍리사(Hong Lysa) 교수이다. 홍리사의 연구는 싱가포르의 역사학에서 리콴

유의 역사와 싱가포르의 역사가 결합된 현상을 지적한다. 즉, 리콴유에 의한 

싱가포르의 역사가 곧 주류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리콴유: 그와 그의 사

상』이라는 책을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신문 기자들이 모여 리콴유의 

연설을 해명하기도 하고 리콴유와의 담을 수록하기도 한 자료이다. 그러나 

홍리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곧 리콴유’와 같이, 독단적인 도시국가의 모습과 

본인 스스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결국 리콴유 개인의 역사와 싱

가포르의 역사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제시된다.43) 아래 목에서 홍리사의 주

장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근  세계

에서 리콴유처럼 국가의 발전에 향을 끼치고 지휘했던 

다른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단히 흥미로운 점이

다. (생략)

현재 싱가포르가 성공적이며 그 성공이 주로 리콴유의 

덕택이라는 사실은, 그를 가장 심각하게 비판한다는 사

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44)

 

여기서 분명한 점은 리콴유가 경제 성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리콴유가 긍정적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또한 리콴유의 회고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회고록은 

총 두 권으로 나뉘어 출판되었는데 첫 번째가『싱가포르 이야기: 리콴유 회고

록 (제1권)』 이고 두 번째가『제3세계로부터 제1세계까지: 싱가포르 이야기: 

43) Hong, Lysa. "Review Article: The Lee Kuan Yew Story as Singapore's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ume 33 Issue 3, October 2002, 547쪽

44) Kwang, Han Fook. Lee Kuan Yew, the Man and his Ideas  (Singapore: Singapore Press 

Holding: Times Editions, 1998),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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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 2000. 리콴유 회고록 (제2권)』이다. 제1권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리콴유가 본인의 일화와 싱가포르의 역사를 결합하여 하나로 제시하려는 

전략이 분명하다. 그리고 제2권에는 싱가포르의 역사를 단순히 경제 성장의 

‘성공작’으로 인식하는 그의 의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홍리사는 다음과 같

은 발언에서 이 책들에 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범세계적 자본주의 변화의 동력에 

휘말려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출현했으며, 그 직선적 성

장은 경제지표에 의거하여 측정되었다. 리콴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 는데, 근  경제체제하에서의 싱가포르는 

‘변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공동체...즉 무엇이건 간에 - 

그것이 오토바이, 미니카, 아파트, 냉장고, 세탁기, 텔레

비전, 더 좋은 신발과 옷, 또는 집이든 -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45)

 

이러한 관점이 언론에 어떻게 반 되는 지에 해서는 아래와 같이 리콴유를 

칭송하는 싱가포르의 신문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리콴유의 목적은 일종의 제3세계의 절 권력자처럼 권

력을 장악하여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활용

하여 싱가포르를 극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그러한 일

을 어떻게 성취하 는지 이웃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이려

는 것이었다. (생략)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소득은 있었다: 리콴

유가 약속했던 것처럼 싱가포르가 약속의 땅에 이르러 

45) Hong, Lysa. "Review Article: The Lee Kuan Yew Story as Singapore's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ume 33 Issue 3, October 2002, 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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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이는 거

의 교과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리콴유가 이 

책의 저자 다. (생략)

그의 통치 정책을 얼마만큼 존경하던 간에, 그의 정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가혹한 정

치 어도, 그것은 가히 효과적이었다.46)

 

이러한 글을 보면 싱가포르의 보수진 에 의해 리콴유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분명해진다. 싱가포르의 역사는 단지 ‘자본주의 전개’의 측면에서 ‘성공작’이 

될 뿐이다. 이러한 역사인식 역시 ‘자본주의가 곧 문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하게 밝혀진 사실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다면 곧 독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2절 장제스

 

‘장제스’라는 이름 자체가 금기어 을 정도로 1978년 이전의 중국에서는 

장제스에 한 학문이 억압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 덩샤오핑 체제 하에서 중국이 자유 시장 개혁을 수용한 이래로 

장제스에 한 재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47) 그리고 그 재평가에서 이승만

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장제스가 ‘중국을 근 사로 이끌

었던 인물’로 평가되는 목에서 이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장제스의 사

례에서도 ‘자본주의가 곧 문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의 관련성이 관찰된

다.

46) Plate, Tom. "The S'pore way: the way to go?" The Straits Times, April 6, 2013. 

http://0-infoweb.newsbank.com.brum.beds.ac.uk/iw-search/we/InfoWeb

47) Thampi, Madhavi. "Current Historical Thinking in the PRC," China Report, Volume 45, 

November 2009,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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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덩샤오핑 시 에 이르러 장제스는 인민의 공공의 적에서, 중국의 

근 화를 위해 노력했던 웅의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묘사되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덩샤오핑의 개혁에 

따라 중국이 자유경제 자본주의를 수용하 기 때문에 장제스의 이미지가 변화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장제스는 중국의 근 사와 전근 사 사이에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쑨이셴과 같은 인물처럼 중국 사회를 전근 적 침체 상황

에서 근  사회로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래와 같은 

델리 학교 동아시아학 담피(Madhavi Thampi) 교수가 서술한 목에서 엿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역사에 한 연구와 재평가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1911년부터 1949년까지의 

공화당 시 이다. 이 시기에 한 사료가 밝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견해 또한 변화되고 있다. 위안스카이

와 장제스는 심도 있는 연구의 상이 되고 있는 두 명

의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 두 사람에 해 새로이 발표

되고 있는 연구의 양, 그리고 재평가되는 범위는 실제 

경이로운 수준이다. (생략) 장제스는 근 적 비전을 지

닌 민족주의자로 묘사된다. 부분의 그의 실패는 그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생각되는 그의 조언자와 가족의 책

임으로 돌려진다.48)

 

이는 곧 장제스에 한 재평가가 제시되는 목이다. 

역사에 한 재평가가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냉전의 종말로 인

해 새로 공개된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의 경우와 같이 

장제스의 경우에도 그가 썼던 일기가 공개되면서 학자들은 장제스를 보다 개

48) Thampi, 앞의 글,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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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뉴욕의 뉴 폴츠 학교 황(Ray 

Huang) 교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장제스 일기를 읽다”라는 책에서 

장제스에 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장제스와 국민당은 그럭저럭 새로운 국가를 위한 상부구

조를 창조해냈다. 거기에는 군 에 한 국가의 통일된 

지휘체계, 법정 통화, 중앙집권적인 재정, 새로운 행정기

구, 그리고 일단의 군사학교를 포함한 통합된 교육 시스

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본과의 전쟁이 사실상이 작

업을 촉진시켰다. 이 새로운 상부구조의 비효율성과 불

안정한 여건은 예상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임시변통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짝이 맞는 보완적인 

사회구조라는 견지에서 민간 부문의 지원도 얻지 못했

다. 장제스가 끌어 모은 조각들은 부분 파괴된 구질서

로부터 던져온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은 만들어

지자마자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 총통은 자신의 정력과 임기응변으로, 중국이 근

 세계 속에 자리를 잡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군벌은 

원히 제거되었다.49)

 

여기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장제스가 상부구조를 창조함으로써 중국이 

근 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그의 중요한 업적으로 묘사되

고 있는 부분이다. 

장제스의 일기를 연구한 학자로는 루방샹(Fang-shang Lu)과 린샤우팅

(Hsiao-ting Lin)이 있다. 이 연구자들은 장제스에 해 개인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자 노력하 는데 특히 아래와 같은 목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49) 황 레이, 2009, 『장제스(蔣介石) 일기를 읽다 : 레이 황의 중국 근현 사 사색』, 푸른역사,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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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스의 일기를 통해 비천한 평민으로부터 국가 지도

자라는 높은 지위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장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생략)

비록 다수 의심스러운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개인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를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장제스의 이력은 자주 비난을 

받지만, 국내외적으로 제도적 선례와 평화가 없던 상황

에서 근  국가를 수립했던 난관은 이러한 평가를 개선

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생략)

1980년 이래, 세계적으로 거 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역사적으로 단히 중요한 인물의 생애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이전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가진 학자들은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공함으로

써 장제스 및 중화민국을 재논의 및 재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50)

 

위의 목에서 1980년 이후 제시된 장제스에 한 재평가는 담피 교수의 주

장과 같이, 당시 자유 경제 시  상황을 반 하고 있으며, 또한 그를 중국을 

근 사로 이끈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테일러(Jay Taylor)가 쓴 『총통: 장제스와 근  중국을 위한 투

쟁』이라는 책에는 장제스에 한 중국 학계의 새로운 평가가 잘 나타나 있

다. 이 책에 해 웨이(Chunjuan Nancy Wei)가 쓴 서평은 책의 핵심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50) Lu, Fang-shang and Hsiao-ting Lin. "Chiang Kai-shek's Diaries and Republican China: New 

Insights in the History of Modern China"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Volume 15 Number 

2, Fall 2008, 334~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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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으로부터 잃어버린 중국을 차지한 독재자

로 유명한 장제스의 명예 회복은, 테일러의 새 책

에서 중국 본토에서 진행중인 20세기 '위 한' 지

도자로서 장제스를 재건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진행 중인 노력과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다.51)

같은 맥락에서 이 책에 한 또 다른 서평으로 와이오밍 학교(University 

of Wyoming)의 메이 리 차이(May-Lee Chai) 교수의 글이 있는데, 그는 테

일러가 장제스를 평가할 때 지나치게 일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테일러는 장제스를 중국이 외세 및 내란으로 인해 전국

을 거의 구적으로 마비되게만 들었던 격동의 전쟁 기

간 동안 중국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 어쩌면 유일한 사

람으로 장제스를 묘사한다.52)

 

이렇게 냉전 이후 장제스에 한 여러 재평가를 검토하다 보면 분명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입장에서 장제스를 바라보는 인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한마디로 요악하면, 장제스가 현재 중국이 겪

고 있는 경제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주장이다.

 

  

51) Wei, Chunjuan Nancy. "Review of The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the Struggle for 
Modern China, by Jay Taylor," Canadian Journal of History/Annales canadiennes d'histoire, 

Volume XLV, Autumn 2010, 424쪽

52) Chai, May-Lee. "Review of The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the Struggle for 
Modern China, by Jay Taylor,"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ume 37 Issue 1, 2010,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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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스탈린

 

냉전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시 의 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나라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급격한 개혁의 추진으

로 인해 혼란에 휩싸 다. 당시는 러시아의 ‘과두제’(oligarchy) 두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한 거부감을 갖게 되면서 공산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제기되었던 시기 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푸틴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탈린에 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전 고르바초프에서부터 흐루쇼프 체제 하의 스탈린에 한 인식의 맥을 이어, 

그를 독재자, 살인자로서 비난하는 의견이 주류 지만, 90년 에 이르러 학계, 

언론, 그리고 여론에서 이러한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즉, 냉전 종식 

이후 스탈린을 지지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민족주의의 작

동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탈린에 한 재평가의 경우에도 독재에 찬성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보인다. 이 현상은 러시아에서 어로 쓰여졌거나 

번역된 많은 신문에서, 또는 여론 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스탈린에 한 긍정적 평가를 독려하는 것을 반 한 것이다.

멘델슨(Sarah E. Mendelson)과 거버(Theodore P. Gerber)는 2003년부

터 연속적으로 세 가지의 조사를 실시하여 러시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탈린에 한 의견에 해 연구해 왔다. 그 결과 러시아 사람들은 체

적으로 스탈린에 해 이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스

탈린이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 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한편, 

그가 러시아를 위해 산업화한 측면과 제2차 세계 전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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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는 것이다.53) 멘델슨과 거버는 이 결과가 러시아 사람들이 스탈린

에 한 무지를 반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목에서 저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 조사는 스탈린에 한 러시아 사람들의 태도가 본능

적인 권위주의에 한 특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러시

아에서 종합적이고 효과전인 비스탈린화 운동이 전무함

에 의한 것으로 제시한다. 오히려 러시아의 위 한 독재

자에 한 신화와 착오가 살아남거나 심지어 번창하는 

것은 흔히 정부의 무언의(혹은 명백한) 격려 아래 그동

안 허용되어 왔다.54)

 

즉, 러시아 사람들이 스탈린에 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복합적인 태

도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반 하기는커녕 이

를 오히려 독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목에서와 같은 러시아 교과서에 

나타나는 스탈린에 한 서술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의 부족은 놀라운 것에 속하지 않

는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  하에, 역사적 

재평가에 한 최초의 소동 이후, 교사 지침서들은 스탈

린에 해 덜 비판적이고 덜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됐

다.55)

 

푸틴 정권 또한 스탈린에 한 긍정적 평가를 독려하는 것을 알 수 있는

53) Mendelson, Sarah E. and Theodore P. Gerber. "Failing the Stalin Test: Russians and Their 

Dictator" Foreign Affairs, Volume 85 Issue 1, January/February 2006, 2쪽

54) Mendelson, 앞의 글, 3쪽

55) Mendelson,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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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신문자료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아래의 신문 기사에는 학교 역사 교육에 한 푸틴의 입장이 표명되

어 있다.

 

크렘린에 의해 의뢰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스탈린이 

효과적 관리자로 서술되어 있다. 책에는 “평범한 인민들

과 관리 계층을 동원하기 위해 (스탈린에 의해) 정치적 

억압이 사용되었다”고 쓰여 있다.56)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탈린을 ‘효과적 관리자’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에도 반 되어 있다. 

 

작년, 논란을 불어 일으켰던 교사 지침서에는 스탈린이 

‘효과적 관리자’로 묘사되어 있다. 지금의 새로운 지침서

에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국가의 근 화를 보장하도

록 테러 작전을 실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설

명한다.

스탈린 하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처형당하거

나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수용소에 감금당했다.

지침서에 의하면 1930년 의 공포 시 는 다음과 같

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스탈린은 누군가 자신을 공

격할 것이지만 그 ‘누군가’가 도 체 누구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인민 혹은 운

동단체, 그의 편에 서 있지 않거나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모든 존재를 공격하 다.”

저자들에 의해 인터넷에 게재된 지침서는 교사들에게 

“스탈린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행동했으며, 그 체

56) Bukharbayeva, Bagila. “Historians to Focus on Stalin.” The St. Petersburg Times, December 

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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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수호자로서, 또는 나라를 산업화된 국가로 재형성

하는 일관된 지원자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한다.”57)

 

여기서 스탈린은 러시아를 근 사로 이끌었던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마치 이 훈의 ‘나라 세우기’ 

관점과 비슷하다. 사실 위의 목에서 스탈린의 이름만 이승만으로 바꾸면 뉴

라이트의 이승만에 한 재평가와 다를 게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스탈린을 지지하는 의견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의식을 찾을 수 있

다. 아래의 신문 기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스탈린의 억압을 조사하는 비정부 기구로 유명한 ‘기념

관(Memorial)' 소속의 이리나 셔르파코바(Irina 

Shcherbakova)는  “이것은 그저 소홀, 혹은 문화 기억

에 한 결핍일 뿐 아니라, 우리 기억을 수정하도록 하

는 거 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탈린의 죄악이 은폐되고 있다는 징후 중의 하

나로, 스탈린의 이러한 행위를 ‘경제 근 화의 필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시킨 교사 지침서가 전국적으로 고등학

교에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58)

그러나 푸틴 정권이 지지하는 스탈린에 한 인식에 있어 교육에 한 비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푸틴이 “우리가 1930년 에 이룩했던 종합적이고 강력한 

근 화와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가 스탈린의 

57)  Osadchuk, Svetlana. "New School Year, new Stalin," The St. Petersburg Times, September 

5, 2008. www.sptimes.ru/index.php?action_id=100&story_id=27052 

58) "Gorbachev warns against whitewashing Stalin's crimes," Pravda, September 26, 2007. 

english.pravda.ru/news/world/26-09-2007/97762-gorbachev_stali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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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화 모델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문헌에서도 드러난다.59) 따라서 

푸틴 정권이 스탈린의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탈린에 한 긍정적 인식은 푸틴 정부 뿐만 아니라 

러시아 언론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아래와 같은 신문 기사에서는 이러한 인식

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푸틴은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처형당했던 것을 신중하게 

인정하며 스탈린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조심스레 

지적했다. 하지만 그만큼 명민하고 용감했기 때문에 스

탈린이 매우 퇴보적인 사회를 물려받아 단지 수십 년에 

불과한 기간 동안 러시아를 세계 최고의 초강국으로 변

모시키며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화 계획을 실

천하고, 러시아에서는 물론 세계로 수출되는 인민 교육, 

자랑스러운 의료보험제도, 중교통, 무료 공  주택 제

도, 완전고용, 무상배급을 만들어, 부분의 아프리카를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적 폐해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소련

을 건설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60)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주로 스탈린 체제 하에서 러시아 사회의 ‘안

정성‘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 다수가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러시아 사회

의 안정성과 관련시켜 생각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

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동등했고, 아

59) Golts, Alexander. "Putin Turns to Stalin for Modernization Ideas," The St. Petersburg Times, 

September 12, 2012. www.sptimes.ru/index.php?action_id=2%story_id=36173

60) Bancroft-Hinchey, Timothy. "Putin, Stalin, Russia," Pravda, April 12, 2009. 

english.pravda.ru/russia/politics/04-12-2009/110933-putinrussi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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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물가가 지속적으

로 하락했다는 말까지 흔히 들린다.61) 

또한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러시아 사람이 직접 스탈린을 찬미하는 태도가 드

러난다.

(We had a very happy childhood under Stalin. We went to 

masquerades, had good kindergartens, were brought up well and had 

great teachers," Vera Ivanova said. "Today, teachers are nowhere as 

good as they were then. There were no street kids either. And now, 

under the capitalists, you see them everywhere.)

베라 이바노바(Vera Ivanova)는 “스탈린 하에서 매우 행

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가면무도회를 참가하기도 

했고 좋은 유치원을 다니기도 했으며, 훌륭한 선생님들

의 지도하에 잘 잘랐어요. 그러나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

때처럼 훌륭하지 않아요. 그때는 부랑아도 없었는데, 요

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디서나 부랑아들이 보이

죠.62)

 

따라서 러시아에서 스탈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

이 분명해진다.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민족주의를 들 

수 있겠지만, 특히 스탈린이 러시아를 근 사회로 이끌었으며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했던 인물이라는 평가는 이승만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스

탈린에 한 재평가 또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61) "Stalin’s Legacy: Russia’s Cross or Salvation?" Pravda, April 3, 2003. 

http://english.pravda.ru/news/russia/06-03-2003/22445-0/

62) Bigg, Claire "Fifty Years On, Russia Still Divided on Stalin" The St. Petersburg Times, March 

7, 2003. http://sptimes.ru/index.php?action_id=2&story_id=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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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냉전 시  보수진 의 역사인식

 

 

냉전 이후 보수진 의 역사관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그 과

정이 보수 진 에 역사인식에 미친 향에 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

로 앞서 비교했던 독재 찬성 사례들과의 차이점과 보편성을 서술함으로써 냉

전 이후 독재에 한 지지가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두되었음을 밝히고자 한

다.

  1절  민주화 이후 보수 이데올로기의 등장

탈냉전 시 에 이승만에 한 보수진 의 평가가 변하는 것은 냉전의 종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냉전 시기에 이승만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

다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화 논리를 해석해 보면 

흥미롭게도 경제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있다. 즉 보수진 은 이승만이 경제 성

장에 기여했는지 여부만을 놓고 평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탈냉전 시 에 

보수진 이 경제 성장주의적 논리를 수용했는지에 한 원인에 해 고찰하고

자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탈냉전 시기 신자유주의

의 확산이다. 즉, 보수진 의 역사인식을 분석해 보면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먼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진 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향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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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이 한국의 민주화 및 탈냉전 시기

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시 보수진

이 좌파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위협을 느끼고 결국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로 인해 보수진  일부가 ‘뉴라이트’라는 이름 하에 새롭게 합리적 모습

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노력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수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진 이 새로운 역사인식과 이승만에 

한 재평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1) 민주화 이후 보수 진 의 반격

 

민주화 이후 보수진 은 ‘뉴라이트’의 도 하에서 새로운 ‘합리’적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에 한 재평가가 나타났다. 이

는 보수진 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의 중요

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노태우 정권 시기의 새로운 진보적 정책 및 

좌파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정치적 여건에 의해 보수진 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에 한 응으로 보수진 이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하 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뉴라이트에 의한 새로운 시 를 반

하는 새로운 역사인식의 등장이다. 여기서 민주화 이후에 좌파적 역사인식

이 주류가 되면서 좌파에 한 보수진 의 반박에 있어 뉴라이트가 선도적 역

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는 새로운 정책적 방편으로 자주적 외교, 민주주의적 인권, 계

층 및 지역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제안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특히 북방외교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보수진 의 

본질과 부딪혔다는 점이다. 아래와 같은 발언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잘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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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이러한 ‘자주외교’의 특징은 이전 보수 세력 내부

의 민족주의적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과거 보수 세력

의 민족주의가 1946년 이후 지속되어 온 ‘반공반탁’ 민

족주의의 성격이라면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자주외교’ 측면에서의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성격의 것

이었다.63)

즉, 노태우 정권은 새로운 시 의 특징을 반 하도록 노력했는데 전통적 보수

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책 노선이 ‘진보적’ 혹은 '좌파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보 다. 그 결과 이러한 관점을 두고 보수진  내부에

서 논쟁이 일어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수진 이 새로운 시 에 한 위협을 예리하

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 우익은 민주화에 힘입은 좌익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다. 당시 총무처 장관 김용갑의 다음 발언에서도 그 상

황에 한 위기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제6공화국 초기 민주화 과정 당시 민주화 세력을 가장

한 좌경세력이 우리 사회를 크게 혼란시키고 있었다. 

통령을 공공연히 ‘물태우’라 불러 고 강한 야당에 눌린 

여당, 이른바 여소야  정국에서 정부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무기력 때문에 공권력이 제 기능

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란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묵인하는 것

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여 강한 소신 발언

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려 소관업무를 벗어나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라고 외치면서 침묵하는 보

63) 박태균,  2012, 「세계사적 전화기와 노태우 정부」, 강원택 편, 『노태우 시 의 재인식 : 전환기의 

한국사회』, 나남,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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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일깨우고, 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서라도 

좌경세력은 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64)  

그러나 노태우가 이러한 ‘협박’에 해 계속해서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응만 

취함으로써 결국 보수진  내부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수의 분열이 나타났다. 변화하는 내외적 조건에 따

라 보수진 이 제 로 변해야 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변화에 따른 새

로운 보수진 의 지향점을 두고 보수진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 그 결과 

전통적 보수와 상 적으로 진보적인 보수 사이의 균열이 생겼던 것이다. 박태

균은 아래와 같은 목에서 이 분열이 장차 도래할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해 서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보수 세력의 분열을 가져왔다. 노태

우 정부 시기 소외된 세력들은 이후 김 중, 노무현 정

부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북정책과 중국정책을 지

휘했다. 반면 강경한 보수 세력들은 1998년 이후 김

중,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뉴라이트’라는 이름 아래 반

탁반공 보수 세력들의 결집을 시도했고, 이명박 정부에

서 강경한 북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

다. 이들은 군인과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와 달

리 지식인들과의 연합을 통해 보수적 시민운동을 전개한

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지만, 탈냉전 이전의 반탁

반공세력 가졌던 의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65)

그리고 이러한 보수의 분열은 새로운 보수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의 시작을 초

64) 노재봉 외, 2011, 『노태우 통령을 말한다: 국내외 인사 175인의 기록』, 동화출판사, 210쪽

65) 박태균,  2012, 「세계사적 전화기와 노태우 정부」, 강원택 편, 『노태우 시 의 재인식 : 전환기의 

한국사회』, 나남,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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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다. 민주화 시 를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진 이 필요성에 한 

표적인 글로는 양동안 교수가 쓴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가 있다. 책의 내

용은 체로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좌익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치열

한 사상적 조직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좌익은 각 분

야에서 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양심인사로 자처하면서 

주변 인사들의 반공의식을 약화시키고 반미감정을 고조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좌익의 급속한 세력 확 는 학계, 언론계, 정계, 법조계, 

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에게도 

힘입은 바 적지 않다.

민주화의 혼란 속에 좌익의 도전은 날로 거세지는데 우

익은 널브러져 흐느적거리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이 나

라에는 궁극적으로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한 비극을 막으려면 우익이 좌익을 제압하고 제거해

야 한다.

이러한 우익의 궐기를 주도할 세력은 정부도 군부도 아

닌 민간 우익세력만이 가능하다. 신우익 또는 개혁적 우

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익 주도세력은 국민 중에 

한 설득력을 갖고 개혁의지가 확고해야 하며 자유민주주

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어야 한다.66)

 

 따라서 민주화 이후 보수파가 좌파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한 반응으로 민간 우익이 주도하는 ‘신우익’에 한 요청이 두된 것이다. 특

히 눈에 띄는 주장은 신우익의 이니셔티브가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노태우 시 , 당시 보수진  내에서 일어난 분열은 이른바 ‘뉴

66) “政界파문부른 梁東安 교수 「右翼은죽었는가」〈요지〉”〈동아일보〉, 198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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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의 등장을 불러왔으며, 이들은 보수진 이 새로운 ‘합리성’ 또는 ‘설득

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우익을 도할 수 있는 세력은 이른바 “뉴라이트”

다. 뉴라이트에 직접 참여했던 김일 에 의하면 뉴라이트란 한국에서 자유주

의적 이념을 지닌 보수주의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하 다.67) 그리고 박태균은 

뉴라이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진보 진 이 1950

년  이후 다양한 변신을 모색해왔던 반면, 보수 진  

내에서  처음으로 시 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념적 정립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수구’라는 이미지

에서 벗어나 보수 이념의 재정립을 시도한 것이다.68)

따라서 민주화의 시 에 보수진 이 새로운 이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뉴라이트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정리하자면 민주화 이후 보수진 은 새로운 시  상황으로부터, 또는 좌

익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며, 이에 한 응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논쟁을 벌이

다가 결국 분열되었다. 그 결과 뉴라이트라는 ‘합리적’ 보수적, 정치적 운동이 

등장하고, 한국에서의 역사인식에 있어 뉴라이트는 반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특히 그들은 이승만 혹은 이승만과 관련된 ‘건국절’에 있어 새로운 역

사인식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67) 김일 , 2006,「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그리고 공통된 지

평으로소의 자유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377쪽

68) 박태균, 2012, 「세계화시  한국적 이념지형의 기원」, 박인휘 [공]엮음, 『탈냉전사의 인식』, 한길

사, 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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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의 두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뉴라이트가 어떠한 정치 및 사

회적 조건에 의해 등장하 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뉴라이트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즉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뉴라이트가 보

수진 의 새로운 ‘합리적’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신자유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라이트가 제기하는 역사인식을 해석하면 이러한 특징이 분명

히 드러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노태우 시  당시 보수 진 이 분열되고 

뉴라이트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냉전제체의 ‘과잉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하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냉전 하

에서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시되었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지만, 탈냉전적 맥락에서 개인 자유의 여지가 나타났고 이를 표할 수 있

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구조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신자유주

의 확산의 토 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을 들 수 있다.

시장 만능주의는 1970년  이후 확산된 신고전주의 경

제학의 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만, 탈냉전 시기를 

통해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다. 자유기업과 시장 만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신고전주의 경

제학의 고전적 책들이 다시 번역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

회의 후원을 받으며 ‘자유기업센터’가 설립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전도사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고전적 

의미에서 일국 내의 자유시장이 아니라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시장만능을 주장했다. 이제 19세기 개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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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전반기 개조, 20세기 후반기 근 화에서 탈냉전 이

후 ‘세계화’가 화두가 된 것이다.69)

위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냉전 이후 세계사의 흐름은 신자유주의의 길로 나

아가고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는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진 의 새로운 역사인식에서 핵심적 

이념이 되었다. 예컨  뉴라이트에 한 전형적인 묘사로서 “이들의 움직임은 

1980년 에 등장해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정책 기조를 이룬 ‘뉴 라이트’ 신보

수주의 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는 언급을 들 수 있으며, 뉴라이트 인물 중 한 

명인 신지호는 뉴라이트가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70)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최고

의 가치로 여기는 이념으로 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봉건질서를 해체하고 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안으로 나온 사회주의보다

도 그 역사가 길다. 자유주의는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에 나타나듯이 한민국 헌법의 규범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를 추구해야 하는 시 에 새삼 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

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한민국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깊이 연관돼 있다.71)

이 목을 통해 뉴라이트의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에 

69) 박태균, 앞의 글, 519쪽   

70) “뉴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동아일보〉, 2004. 11. 7

71) 신지호, 2007, 「부활하는 대한민국, 2008년 선진화 체제」, 안세영 등, 『2008 뉴라이트 한국 보고

서』, 뉴라이트,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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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김기협은 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부실은 뉴라이트 정책 노선의 부실과 

맞물린 것이다. 뒷받침하려는 정책 노선이 건실한 것이

었다면 이처럼 부실한 결과를 얻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

서 뉴라이트 역사관이 제 로 된 역사관인지 따져보는 

작업은 뉴라이트 정책 노선이 제 로 된 것인지 따져보

는 의미를 동시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생략) 문제의 근

원은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받든다는 데 있다.72) 

따라서 뉴라이트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탈냉전 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민주 시 를 반 하는 이념으

로서 확산되면서 보수진 의 분열이 수반되었고,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뉴라이트가 보수진 의 새로운 주류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맥

락에서 뉴라이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역사에 한 재평가 다.

  3) 한국현 사 재평가 작업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변화를 겪으면서 뉴라이트가 등장하 는데, 주로 

민주화 시 에 걸 맞는 ‘합리성’과 설득력이 필요하고, 보수진 이 ‘수구’의 이

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역사인식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역사인식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이승만에 한 재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다. 

72) 김기협, 2008, 『뉴라이트 비판』, 돌베개,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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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라이트가 제기한 새로운 역사인식에서 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는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한민국의 건국에 한 부정적인 수정주의적 역

사인식을 반박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주의는 냉전 체제 하의 반공

주의적 상황에 따른 일방적인 역사인식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주요 기제 다. 

박태균은 수정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수정주의적 경향은 이전의 냉전적 전통주의 역사인식과 

가치관에 정면으로 비판을 가했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

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선의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미

국은 자본에 의해 팽창을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제국

주의로서 세계를 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와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오직 군수산업과 결합한 

자본의 이해관계만이 1945년 이후 미국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수정주의적 역사관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한국 근현 사

를 바라보는 시각을 180도로 전환하 고 진보진 의 저

항담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공

하 다. 1980년  민주화 운동 내부에서 수정주의 역사

관에 기초한 역사 서적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근현 에서 식민지로부터 독재

로 이어지는 역사적 ‘질곡’이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

어지는 외부 제국주의 세력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이 핵

심적인 주장이 되었다.73)

 

그리하여 수정주의가 한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역사인식이 큰 도전을 

받았고, 이에 따라 90년  보수진 에 의해 시작되는 역사에 한 재인식, 즉 

역사를 ‘되찾자’는 과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73) 박태균, 2012, 「세계화시  한국적 이념지형의 기원」, 박인휘 [공]엮음, 『탈냉전사의 인식』, 한길

사, 501~5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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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 의 새로운 역사인식을 요구했던 표적인 글로 1993년 월간조선 

잡지에서 게재되었던 조갑제의 글「박정희와 김 삼의 역사적 화해」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조갑제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보수진 이 이러

한 인식을 반박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한국 현 사와 역  통령에 한 金泳三 통령의 부정

적인 역사관은 그의 국정운 에도 반 되어 국기(國基)

의 수호와 통령의 역할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노

출시키고 있다. 건국·반공·경제발전·민주화로 이어진 국

가건설의 흐름이 아니라 투쟁과 반 의 노선에 정부 정

통성의 입각점을 두고 있는 金 통령은 특히 朴正熙 지

지세력의 반발을 사고 있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력과 국부(國“)에 치중한 李·朴·全

통령 진 의 표선수와 민주와 정의에 치중한 盧泰愚· 

金泳三 진 의 표선수가 역사적 화해를 해야만 우리의 

國基가 든든해질 것이다. 과거와 화해한 바탕에서만 미

래로, 세계로 나갈 수 있다.74)

따라서 민주화 시  당시 보수 진 의 정치적 과제에서 새로운 역사관의 형성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탈쟁전 시  보수진 이 새롭게 제기한 역사인식은 단순한 정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된 표적 사건은 2000년  

시작된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 논란이다. 보수진 이 교육에서 역사인식이 

‘자학사관’이라고 하면서 안적 역사 교과서를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 주진오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인 ‘교과서 포럼’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74) 조갑제, 「박정희와 김 삼의 역사적 화해」, 『조선월간』 199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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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뉴라이트가 한국 근현 사 교과서를 주 타격 상

으로 삼은 것은 역사 교육에 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기득

권에 기 어 보수정당에 한 충성 경쟁을 통해 차기 

선과 총선에서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엽관 세력들이 많

다. 앞에서 인용한 박지향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러한 정

치적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결과적으로 2007

년 차기 선 전, 교과서포럼은 노무현 정권과 진보 세

력을 친북좌파로 매도하는 데 한국 근현 사 논쟁을 적

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선동정치적 수법이

었다.75)

따라서 뉴라이트에 의한 역사 재인식은 분명한 정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

윤형의 서술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재미있는 것은 양쪽 모두 ‘저런 교과서로 가르치면 나라

가 잘못된다’는 식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우국충정에는 고개를 깊이 숙이게 되지만, 양 진 이 

공히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어떤 

국민’을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씁쓸하다.76)

물론 한윤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좌익과 우익을 모두 비판하고 있지만 역사

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한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뉴라이트가 한국의 정국을 좌우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관을 제기

75) 주진오, 2009, 「뉴라이트 교과서의 주역과 역사 인식」, 역사교육연대회 지음,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서해문집, 38쪽

76) 한윤형, 2009, 『뉴라이트 사용후기』, 개마고원,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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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그 역사관은 경제적 성과에 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를 기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기협은 이러한 

관점에서 뉴라이트를 비판하는 표적인 인물이다. 김기협은 “나는 이것이 공

산권 붕괴를 ‘자본주의의 성공’으로 믿는, 그래서 자본주의를 유일한 ‘문명’으

로 숭배하는 뉴라이트 신앙과 관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77)고 하며, 다

음과 같이 서술했다. 

 

뉴라이트가 보는 한국 근현 사는 한마디로 자본주의화

의 역사다. 단 하나의 기준으로 역사를 재단하니 일제 

통치도 고마운 일이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도 자랑스

러운 것이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은 자본주의 발전

을 방해한 테러리즘으로 보일 것이고, 독재에 항거한 민

주화 운동은 좌파 책동에 놀아난 무책임한 사보타주로 

보일 것이다.78)

 

이렇듯 김기협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비판한

다.

요컨  뉴라이트는 매우 협애한 ‘자본주의의 전개’ 혹은 ‘자본주의가 곧 

문명’이라는 이념적 틀로 한국의 역사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경제 성장을 집중 조명하는 이 훈의 역사 인식, 또는 박정희 

시 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유에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인식 등

이 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승만에 한 재평가 작업도 이러한 이념적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뉴라이트가 지지하는 ‘ 한민국을 문명으로 

이끌었던 이승만’으로서의 인식을 감안하면 이 관점은 더 분명해진다.79) 

77) 김기협, 2008, 『뉴라이트 비판』, 돌베개, 217쪽

78) 김기협, 앞의 글, 107쪽

79) 김기협, 앞의 글,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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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환기 던 노태우 시 부터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확

산되면서, 위기에 빠진 분열된 보수진 에 새로운 합리적, 설득력이 있는 이념

으로 작동된 점을 살펴보았다. 결국 보수진 에 의한 이승만에 한 재평가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역사인식에 따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절 탈냉전 이후 역사 재평가 현상의 보편성과 차이점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의하면 역사는 경제적 힘으로부터 발전된다. 따라서 

역사의 주체는 인간, 또는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자본주의가 곧 문명’이라는 경제적 기준에 의해 역사가 평가되며, 

앞서 검토한 사례와 같이 독재에 해서도 자본주의를 지지하면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고, 자본주의에 반 되면 모든 것이 비판받는다. 그러므로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독재도 묵인되었다.

앞서 검토했던 사례는 모두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것이라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차이점도 있다. 각각의 사례가 그 나라의 독특한 성격

과 역사적 상황을 반 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례의 특성을 서술하면 서로 

공유하는 보편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차이점에 해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

다.

첫째, 각각의 사례에서 강조할 수 있는 차이점은 각 국가에서 작용했던 정

치적 상황이다. 한국의 사례에서 그 특성은 ‘분단’이다. 특히 냉전이 끝나는 

시 가 통일의 길을 닦는 것으로 보 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승만과 그의 

한민국 건국에 한 논란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이후 한반도에 도래할 

모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승

만에 한 논란이 그토록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승만에 

한 재평가를 해석하는 데 ‘통일’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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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는 리콴유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는 리콴유가 아직 싱가포르 사회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가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해명하고 타당함을 보이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리콴유에 한 평가가 다양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장제스의 경우 중국에서 내린 그에 한 평가를 해석하려면 중국과 만 

사이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장제스를 미

화하는 것은 그저 만으로부터 환심을 사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만

에서 장제스에 한 논란을 보면 그 전략은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스탈린의 사례에서는 푸틴이 전략적으로 자극하는 민족주의가 특히 중요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탈린에 한 평가를 해석하려면 공산주의의 향수를 

지닌 스탈린에 한 평가와 근 화 추진자로서의 스탈린에 한 평가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후자만이 뉴라이트와 같은 역사인식을 반 하기 때문이다. 특

히 이 관점은 독재자의 평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 수사법이 갖는 중요성을 밝

혀 준다. 앞서 서술했듯이 각각의 사례에서 독특한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독

재에 한 찬성론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수사법, 혹은 말

투가 활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후술하겠지만 각각의 사례가 독특한 상황을 

반 해도, 각각의 사례에서 독재에 한 찬성론의 수사법이 거의 똑같다는 것

이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찬성론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해 준다.

다만 이 관점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사례들 간에 또 하나의 차이점

을 짚고 가야 한다. 이는 ‘보수’의 의미라는 문제이다. 보수주의는 원래 단순

한 전통이나 과거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징으로 정의되었지만 현 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복잡해졌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보수를 이루는 진 으로 전

통, 즉 유교적 보수파를 꼽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보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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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누리당’은 전통적 보수를 표하는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도 이와 비

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공산주의자가 보수

주의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보수의 의미와 반 로 정의된다

고 볼 수 있다. 예컨  앞서 언급한 스탈린이 ‘공산주의자’나 ‘근 화 추진자’

로서 평가되는 현상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이렇듯 독재 찬성론이 주로 ‘보

수’진 으로부터 제기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수와 우익을 구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전통적 보수와 달리 우

익의 독특한 특징은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즉, 우익은 경제적 가치관

에 따라 정의되는데 이러한 우익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

도 있다. 현재 주류 정치계에서 ‘보수’와 ‘우익’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보수’가 더 흔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보수’라는 단어를 주

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는 러시

아와 중국에 있는 진 은 ‘우익’으로 칭하면 마치 한국과 싱가포르의 ‘보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전제 하에 독재 찬성 사례들이 서로 공유하는 보편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보편성은 자본주의에 한 옹호이다. 자본주의를 무조건 우선시하는 

입장에 따르면, 역사는 단지 ‘자본주의의 전개’로 정의되며, 이 때 자본주의와 

문명은 서로 동의어가 된다. 이 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례의 

수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로 독재자들이 자국을 ‘근 사회’, ‘문명사’로 

이끌었다는 주장이 나타나며, 특히 경제 성장, 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독재자의 긍정적인 업적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에서 

역사는 비슷한 경제적 발전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주의적 기준에 

따르면 결국 독재는 자본주의의 한 방편일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독재에 

해 찬성하는 각각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독재 찬성론 사이의 

관련성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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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뉴라이트가 제기하는 역사인식은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냉전 이후 공산주의에 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인해 신자유

주의는 세계로 확산되고 특히 보수 혹은 우익진 에 있어 기본적인 이념이 되

었다. 이에 따라 우익진 이 새로운 역사인식을 제기하 으며 그 역사인식은 

어느 사회에 있어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역사인

식은 진정한 의미의 역사인식이라기 보다는 단지 자본주의의 목적론적 주장일 

뿐이다. 이는 결과주의적 성격에 의해 독재를 찬성하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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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보수진 으로부터 제기된 이승만에 한 재평가를 

분석함으로써 냉전 이후에 이승만에 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반 했는지 밝히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자유주의 다. 즉,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사회에 향을 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새로운 역사인식에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승만에 한 재평

가의 전형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이승만에 한 재평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탈냉전적 맥락의 전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냉전 이후 자본주의권은 공산주의권의 붕괴에 힘입어 세

계화 현상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관을 전 세계로 확산시

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 시장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역사인식에 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보수 혹은 우익진 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후쿠야마가 제기

했던 ‘역사의 종말’과 같은 명제가 이러한 현상을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세계사의 흐름에서 한국 역시 자유롭지 못했는데 뉴라이트의 등장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우선, 냉전이 해체되고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의 보수진 은 위기의식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응하는 과정에

서 내부적 충돌에 의해 결국 분열되었다. 뉴라이트는 민주주의 시 에 보수진

이 새로운 ‘합리성’, 즉 민주주의에 걸 맞는 이미지 구축의 필요성을 계기

로, 보수진 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 사회의 침체론, 일본 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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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한국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식민지 근 화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박정희 찬성론과 같은 역사인식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따라

서 뉴라이트에 의한 역사인식은 ‘자본주의가 곧 문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

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만에 한 인

식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한국을 ‘문명사’로 이끌었던 인물로 평가한다. 그리

고 이러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단독정부 노선 추구, 농지개혁 그리고 한미

관계 공고화와 같은 이승만의 ‘업적’이 언급된다. 결론적으로 뉴라이트는 이승

만에 해 그가 단독정부 노선을 견지하여 한한국 내에서 ‘역사에 거스르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았고, 농지개혁을 통해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

련하 으며,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이 자본주의의 편에 서

도록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한국을 자본주의의 문명사로 이끈 인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기준

에 따라 이승만을 판단하면 그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뉴

라이트의 역사인식은 목적론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뉴라이트가 제기하는 역사인식이 갖는 문제는 독재 찬성론을 수반한다는 

데 있다. 역사를 뉴라이트와 같은 협소하고 결과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독재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개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독재가 정당

화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

표로 설정하면 강한 지도자가 선호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뉴라이트가 제시하는 역사인식에 한 세 한 검토

와 반성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독재 찬성론의 비교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또 하나의 문제

점이 밝혀졌다. 이는 냉전 이후 우익에서부터 독재에 한 찬성론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리콴유에 한 찬성론을 살펴보면 리콴유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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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잣 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경제 성장이다. 

장제스와 스탈린에 한 사례를 봐도 다르지 않다. 물론 중국 장제스 하에서

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장제스가 중국을 ‘침체된’ 

전근 사로부터 자본주의적 근 사로 이끌었으며 중국 자본주의의 초석을 마

련했다는 평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근 화를 추진한 사

람’이며 ‘경제 성장을 이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두드러지는 것은 러시아도 

신자유주의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목이다. 따

라서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독재 찬성론에 한 역사인식의 확

산이 나타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승만에 한 연구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간

략한 수준에서의 비교 사례 정도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향후 신자유주의와 독

재 찬성론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자세하고 포괄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연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분석

한 자료의 언어가 어와 한국어 자료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분석한다면 언급한 사례에 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에 한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  

필리핀의 마르코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그리고 칠레의 피노체트 등에 

한 비교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며, 특히 신자유주의에 의해 민주주의보다 ‘시장’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작업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 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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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Founding Father 

Conservative Reappraisals of Syngman Rhee 

after the Cold War

Keiran Macrae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victory of capitalism' have 

had widespread implications, one such area significantly affected has 

been the understanding of history. While the study of history has 

certainly always been influenced by existing ideology or the 'spirit of 

the times,' it is simply the failure to recognize this fact that is 

problematic.

Following the Cold War, empowered by its victory over communism 

and spurred on under the auspices of globalization, capitalism rapidly 

extended its reach across the globe, accompanied by such values as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of course, the free mark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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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this last point, one must also take into account the 

concurrent proliferation of neoliberalism. While this ideology had 

important ramifications for economic as well as social policy, in terms 

of what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it also exercised a decisive 

influence on perceptions of the past. Particularly, if one examines the 

historical conceptions of right-wing, free-market conservatives in this 

period, this point becomes all the more clear.

To observe how this process played out in Korea, one might look 

to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New Right.' This particular political 

movement, which materialized out of the bitter division among 

conservatives striving to respond to the collapse of the old Cold War 

regime, urged conservatives to present a more rational, appealing 

image more in accordance with democracy. Accordingly, in order to 

reillustrate the character of Korean conservatives, the New Right 

began by presenting fresh conceptions of modern Korean History. 

Exemplary within this historical project were conceptions of the Joseon 

dynasty as 'stagnant,' positive appraisals of Japanese 'colonial 

modernity,' and veneration fo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ho 

was seen to have laid the foundations for democracy in Korea by 

fostering tremendous economic growth. It was within this same vain 

that reappraisals of Korea's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began to 

surface.   

According to the New Right, by ushering Korea into 'civilization,' 

Syngman Rhee deserves a positive historical legacy. In order to expose 

this perspective, one might examine what the New Right catalogs as 

his achievements. Chiefly, these may be described as his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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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olicy', his aligning of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and his agrarian reforms. In other words, by espousing a separate 

state in the south, Syngman Rhee checked the onslaught of 

'counter-historical' communism while forging a solid bond with the 

center of the capitalist sphere, namely the United States, whereby he 

proceeded to enact agrarian reforms which laid the foundations for a 

capitalist economy. In this sense, one can infer that Syngman Rhee is 

being judged purely by the standards of his contributions toward 

bringing capitalism to Korea. Thus,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Syngman Rhee emanating from the New Right can be justly labelled as 

tautological, equating the unfolding of capitalism with the unfolding of 

history.

Nevertheless, in regards to this kind of historical scholarship, the 

more pressing issue at hand is its tacit approbation of dictatorship. 

That is, if one adopts such a consequentialist conception of history, 

then dictatorship simply becomes one means for ensuring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In fact, if one 

champions market growth as the highest end toward which humans 

must strive, strong leadership is inevitably preferable. Therefor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that 

ostensibly shape contemporary society, such interpretations of history 

as presented by the New Right entail thorough examination and 

reflection.   

Especially, if one considers that this type of historical analysis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New Right, but has manifested as a global 

tren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problem becomes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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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pertinent. Lee Kuan Yew, for example, is almost solely judged in 

light of the economic growth of Singapore, particularly by 

conservatives therein. Moreover, historical reinterpretations have 

emerged representing the likes of Chiang Kai-shek and Stalin as 'great 

leaders' and 'modernizers.' Therefore, one can infer that the 

dissemination of neoliberal valu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as 

had an indelible effect on historical scholarship, leading to positive 

assessments of dictatorship. 

By a comparison of conservative scholarship on Syngman Rhee, 

Lee Kuan Yew, Chiang Kai Shek and Stalin, two important details 

emerge. On the one hand, the veneration of dictatorship in historical 

scholarship since the end of Cold War is revealed as a global trend. 

On the other hand, this fact ensures th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neoliberal ideology espoused by the New Right and its reappraisal of 

Syngman Rhee is made all the more clear. 

Key Words: Syngman Rhee, Historical Reappraisal, the 'New Right', 

Neoliberalism, ‘Capitalism as Civilization’, Lauding of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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