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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업정책 분석1960

응웬 티 탄 타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한국은 년대부터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선택하여 단기1960

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박정희 정부는 년을 기점으로 하여. 1962

경제개발 개년계획을 진행하며 경제구조를 많이 변화시켰다 그 과5 .

정에 제 차 차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제 차 산업인 농2 , 3 1

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졌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며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

러 정책을 실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대의 농업정책은 높. 1960

이 평가 받지 못하였고 대부분 연구들은 이 시기 경제정책이 농업

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년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농업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한다1960 .

이를 위해 년과 년에 시행되었던 제 차 차 경제개발1962 1967 1 , 2 5

개년계획 기간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폈다 이어서 두 차례 계획.

의 결과를 토대로 이 시기 농업정책에 대해 재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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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토지개혁을 통한 민생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였는데 미군정 년 동안 소극적인 개혁을 추진3

한 탓에 한국농업 부문은 더욱 낙후되었다 또한 년에 발발했던. 1950

동란으로 인해 아직 회복하지 못한 한국농업이 다시 파괴되었6.25

다 전쟁 후 한국은 외국원조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시키고자.

했는데 그 원조가 주로 도시의 공업부문에 도입된 반면에 농업과

농민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없었다 또한 잉여농산.

물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했고 농가경제가 악화

되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이 점.

차 격심한 정체상태에 빠지고 농민은 심각하게 수탈당했다 농업문.

제의 해결은 년에 등장했던 군사정부의 큰 과제가 되었다1961 .

제 차 개년계획에서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는 농업증산 과1 5 “ ”

농업의 근대화 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증산“ ”

과 공업용 및 수출용 농산물의 증산이었다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

로서 농지확대를 위한 개간 간척사업과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경·

지정리 관배수 사업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 지도 보급 사· , · ·

업 등이 실시되었다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에서 농업부문의 주. 2 5

요 목표는 원활한 식량공급과 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두었으며 농업 성장률은 연평균 로 계획하였다 정부는 여전히5% .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여 수리사업 경지정리사업 개, ,

간 간척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 .

취시키고자 하며 고미가정책 중 곡가제 그리고 보리 수매가격 예, 2 ,

시제를 실시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무제한 수매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제 차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을 통해 한국경제는 빠른 성장을1 , 2 5

달성했지만 경제구조의 불균형 산업간 도 농간 지역간의 격차가, , · ,

점차 확대되었고 이농인구 증가 식량자급률의 저하 등의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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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았다 박정희 정부는 제 차 산업 즉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1 ,

공업화과정에 실시된 농업정책이 분명히 다른 산업보다 불충분한

배려를 받았고 소극적으로 실시된 정책들로 인해 농민의 증산의욕

이 나타나지 않거나 정부에 의존도가 몹시 강해서 자립자족 정신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실시될 계획들의 과제가 되.

었고 년대에 실시된 새마을운동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기70

여하였다.

주요어: 년대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개년계획 농업정책1960 , , 5 , ,

농업투자 농업의 근대화,

학 번: 2013-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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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론

제 절1 연구목적

농업은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된 산업이다 인류는 수백만년동안.

지구환경에 적응하면서 채집과 수렵을 통해 먹을거리를 해결해오다

가 황지를 개간하고 농경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농업은 인류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을 차지하며 인류문명의 흥망과 성쇠에 큰 영향

을 미쳤다 그런데 여년전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업위주. 200

의 경제구조가 변화되었고 농업의 주도적 지위는 상실되었다 자본.

주의의 형성과 함께 선진국가들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차 산업2

인 공업과 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급성장하여 경제구조에 큰 비중3

을 자치한 반면에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국가의 식량안보의 확보 공업화 자, ,

본의 형성 등 다른 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기능들을 갖는 산업이

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식량안보 가 곧 국가. , “ ” “

안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

지해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역시 농업위주의 사회였고 옛 전통사회.

때부터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부문일 뿐 아니라 백성의 먹을거

리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 국가는 농업의 위상을 인식.

하여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 후.

진보당이 경제정책에 농업부문을 강조했던 점 년대 농업은 전, 1950

체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을 차지30% 70%

했던 점 대통령이 친농 을 표방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 ”

보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농업의 위상이 상당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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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압. 1960

축적 성장으로 인해 농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고 농업의 쇠퇴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권들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

았고 경제정책에 농업부문을 항상 강조했었다.

혁명 군사정변 베트남전쟁파병 한일국교정상화 수출4.19 , 5.16 , , ,

주도형 경제성장 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년1960

대는 한국 근대역사에서 뚜렷한 성격을 가지는 시기였다 한국은.

년대부터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선택함에 따라 단기간에1960

고도성장을 달성했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라는 지위를 가졌다, .

박정희 정부는 년을 기점으로 하여 경제개발 개년 계획을 진행1962 5

하며 경제구조를 많이 변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차 산업 차 산업. 2 , 3

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졌

다 그렇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여.

농업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산업이라고 평가했고 경

제정책 중 농업에 관하여서도 여러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국.

의 급속한 성장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정

책을 거론하는 연구들의 분량은 상당하다 그중에 농업정책을 다루.

는 연구도 적지 않고 특히 년대 성공적으로 진행된 새마을운동1970

이나 녹색혁명 연구들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년대의 농업정책은. 1960

높이 평가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기 농

업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년대 경제정책은 농업을 포기하, 1960

는 정책이라고 결론지었다 과연 년대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던. 1960

경제정책은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년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농업1960

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년대 농업정책에는 한계가 많지만. 1960

긍정적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

년대에 시행되었던 제 차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을 분석함으1960 1 ,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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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농업정책의 전개를 살펴보고 두 차례의 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정책에 대해 재평가하고자 한다.

제 절2 기존연구의 검토

앞에서 지적했듯이 년대 한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들은 아주1960

많았다 이 중 농업에 관한 연구들은 둘로 나뉠 수 있다 한 갈래는. .

전체 한국경제정책의 흐름 속에서 농업의 지위 및 농업지원정책의

추이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갈래는 년대 공업화 및 고도성장을, 1960

목표로 진행된 경제정책 속에서 농업구조개혁에 관한 연구이다.

조석곤 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하에서 정부정책에 의해 농(2009)

업이 급격한 위상저하를 겪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년대를 한. 1960

국 농촌이 구조적 전환을 준비한 시기로 규정하며 년대 전반이1960

한국경제에서 농업과 공업의 발전이 비교적 균형을 이뤘던 유일한

시기로 농가경제가 그 나름대로 안정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1) 당.

시 농업부문의 목표는 식량자급을 통한 수입대체효과의 발생 및 증

산을 통한 수출여력의 증강으로 외화획득과 국제수지개선으로 설정

되었다 제 차 계획에서는 농업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의 결과 주산. 2

지 조성에 의한 성장농산물 개발을 농업정책의 목표를 설정했다.

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농업부문의 변화는 크지 않1960

은 것으로 보였다 농업구조 개선논의는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 1962

작되었으며 협업농과 기업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발전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조석곤은 농지법 제정의 실패와 농업기본법의 형식적인.

통과로 인해 정부가 소경영 양식의 극복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정책

을 포기했고 이후에 가족경영을 위주로 하는 전업농 육성이 농업정

책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고 기술했다 그는 농업구조 개선논의의.

1) 조석곤, 『역비논단 년대 농업구조개혁 논의와 그 함의: 1960 』 인용, 2009, p.328



- 4 -

귀결 후 농업은 다른 산업에 의존해서 성장하거나 다른 부문으로부

터 보호받아야 할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에 따르면 년 무렵의 한국의 산업구성에서(1984) 1960山本剛士

제 차 산업의 비중은 인구 면에서는 라는 높은 비율을1 38.0%, 67.3%

차지하고 있다2) 그런데 제 차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2

에서 제 차 산업인 농업의 성장은 정체되었다 는 농업경영1 . 山本剛士

의 영세성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

다 제 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제 차 산업의 비중에 비해. 1 2

서 제 차와 제 차 산업의 비중은 낮았고 투자 면에서 제 차 산업부1 3 1

문은 제 차와 제 차 산업보다 낮은 의 배분을 받았다 결과적2 3 17.2% .

으로 제 차 산업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연평균성장률1 5.3%

을 기록했고 해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제 차 산업의. 1

취업자도 급속히 감소되었다 따라서 는 한국이 경제개발계. 山本剛士

획을 추진했지만 농업부문은 여전히 정체상태에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추진에 있어서도 농업부문은 계속. 2 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임수환 은 개발주의국가론의 관점에서 년대 농업(1997) 1960, 1970

정책의 성격과 효과를 평가해보면 국가는 농업발전에 자본과 기술

의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결정에

도 깊이 관여하여 시장기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적했다3).

박정희 시대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생산성의 증진을 거두

었지만 국가의 발전론적 개입은 소농체제를 조건으로 한 생산성 및

생산량적 성장을 목표로만 한 것이고 소농의 규모적 영세성을 극복

하는 문제는 도외시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는 농지보.

존정책을 통해서 농업부문의 보호를 도모했지만 도시 노동자의 주

2) 김성환 김정원 허버트 빅스 외, , P. , 『1960年代』, 1984, p.274

3) 임수환, 『박정희 시대 소농체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평등주의 자본주의: , ,

그리고 권위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제 호, 31 4 , 1997,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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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를 상승시키고 도시의 지가상승 및 농지가 상승을 일으켜서 이

후의 농업발전의 장애를 초래했다.

신태곤 은 년대 이후 한국농업정책의 전개와 성격에(1987) 1960

대해 연구했다 그는 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다섯 차례의 대외지. 1962

향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농

업부문은 많이 변모했고 이 시기의 경제정책의 역점이 공업화에 있

었기 때문에 비농업부문의 성장에 부합하도록 농업정책이 규제되어

농업에 대한 정책의 배려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고 농업부문의 상

대적인 정체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4) 이어 신태곤은. 1960 ~ 1970

년대 농업정책 전개과정을 살피며 농업정책의 성격을 밝혔다.

왕기공은 박사학위 논문 에서 공업화과정에 농업을 발전시(2005)

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농업 지원 정책을 수행해왔다고 봤으

며 농업 정책을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정책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지원 정책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어서 년대부터 년대까지 농업지원정책을 살펴보고1960 1990

형 생산함수를 사용해서 한국 농업 지원 정책의 효과Cobb-Douglas

를 계량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중국과 한국의 농업 지.

원 정책의 시사점을 살피며 한국의 압축적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부

문의 정부지원 정책이 중국에게는 좋은 경험이라고 결론지었다.

제 절3 연구방법과 자료

본 논문은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들이 다루는 성과를 통해

경제정책에 있어서 농업정책을 접근한 뒤에 농업정책에 관한 국내,

국외 자료들을 수집해서 년대 시행된 농업지원 보호정책을 재1960 ,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농업정책 전개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

4) 신태곤, 『 이후 의 와 그1960年代 國號農業政策 展開 性格』 경영 경제 연구 제 권, . 6

제 호1 , 1987,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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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정책을 실시한 주체들의 입장 즉 군사정부의 경제정책, 5.16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박정희의 지

향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관리들의 회고록을 검토하.

여 당시에 군사정부가 경제정책 특히 농업정책에 관해서 어떤 방향,

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농업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이 편찬하는 한국농정 년사 는 해방 이래 산50 I . II『 』

업화 과정에 농업이 당면했던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 정리하는 자료이며 해방 이후 한국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한 정책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소장.

된 제 차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과 관련 자료들도 많이 활용했다1 , 2 5 .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평가보고서 평가1 5 (『

교수단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의 제 차) 1962~1966 , 2』 『

경제개발 개년계획 한국개발연구원의 농업투자5 (1967 - 1971) ,』 『

분석론 을 활용해서 두 차례 경제정책을 검토한 뒤 농업부문에 관』

한 정책을 살피었다 한편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을 집행. ,

했던 주체 즉 박정희의 입장을 알아보는 목적으로 회고록들도 검토,

했다 따라서 이기홍의 경제 근대화의 숨은 이야기 김정렴의. ,『 』

아 박정희 김정렴 정치 회고록 그리고 최빈국에서 선진국, : ,『 』 『

문턱까지 한국 경제정책 년사 를 참고했다: 30 .』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우선 장 절에서 현재까지 진. 1 2

행된 년대 한국농업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피고 절에서1960 , 3

본 논문의 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장에서 해방 이. 2

후 한국 농정의 변화와 농업개혁에 대한 논의 대두를 검토해서

년대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농업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1960 . 3

장에서는 제 차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을 분석하여 년대 농업1 , 2 5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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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년대 시행되었던 농업정책의 성과. 1960

와 한계들을 정리하는 것은 장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4 . 5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공업화과정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차 차 산업에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농촌의 몰락을 가져왔지만2 , 3

농업 지원과 보호정책도 진행됐다 물론 공업화 목표를 위해 시행된.

경제정책에 따라 농업정책이 규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만 년대 농업정책은 농업의 발전경로를 열어놓았고 그 이후의1960

농업정책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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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년대 박정희정부 농업정책에 대한1960

역사적 고찰

제 절1 한국사회의 농본주의

란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농업을 가장 중요農本主義

한 산업으로 여기고 농민과 농촌을 사회 경제조직의 바탕으로 삼ㆍ

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농본주의 사상은 농업만이 생.

산의 근본이며 토지국유 경자유전 부세균등 병농일치 중농억상, , , , ,

상부상조 사회통합 등의 정치적 강령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

기 시스템이다 농본주의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의 경세철학에서 비. ㆍ

롯되었으나 맹자에 의해 발전되고 한나라 때 유학자들에 의해 국가

통치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5).

아시아권에 위치한 한반도는 건국 때부터 농업에 의존하면서 살

아왔다 한민족의 국가를 형성해온 지역은 한반도와 중국의 산동지.

역 요서지역 요동지역 그리고 길림성지역 등을 포괄하는 중국 동, , ,

북부지역에 걸쳐있었다 이 지역은 황해와 발해를 중심에 두고 연안.

지역이 평야로 되어있어서 중국과 한반도의 강물이 대부분 황해로

흘러 들어가 서로 만난다 교통이 편리하여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일찍부터 농업위주의 동방문명이 꽃피웠다6).

이 지역은 수로교통이 편리하고 농토가 비옥하며 적당한 비가 내려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사계절 온대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산들

이 높지 않아서 맑은 공기를 지니고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시.

킨 이후 한반도의 영토가 좁아지고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지만 일

5) 오호성, 『 의 와農本主義 思想 構造 根源』, 농업사연구 제 권 호 한국농업사학6 2 ,

회 재인용, 2007

6)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제 전명개정판 재인용, 2014 ( 2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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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한반도 전체는 농경생활에 의존했었다 삼국은 통일한 후 신라.

부터 고려 조선까지 농업을 생산 활동의 근본으로 여기고 농업의,

발전이 수공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여 농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토지개혁 및 분배구조 개선 농지확대 농업기술의 발, ,

달 등 여러 정책을 시행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는 조.

선의 대 기본정책을 내세워 그중에 경제적으로는 농본주의 정책으3

로 농업을 장려하고 전지 를 개혁하여 농본민생주의에 따라 신( )田地

분 사회 제도를 확립하였다7) 그리고 전근대 농업책인 농사직설. 『 』

은 세종대왕의 농본주의 정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며 이

를 통해 농업이 천하의 대본이라는 왕도사상과 농업을 보호하여 민

생을 안정시키려는 조선 왕조의 농본민생 정책을 잘 알 수 있다 농.

사가 잘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농업을 경제생활의 중심 산업으로 내세웠고 왕은 적전(籍

에 참여하고 몸소 농사를 짓고 왕후는 몸소 누에를 치는 모범도)田

보였다 전통시대에 농업은 이와 같은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농본.

주의도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사상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토지개혁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한 문제였

는데 미군정 년 동안 소극적인 개혁을 추진한 탓에 한국농업 부문3

은 더욱 낙후되었다 그 당시 절대적 식량부족 상태에서 농업의 개.

발과 농민층 보호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정책 과제였다 해방 이후.

경제상황을 파악한 진보당은 경제정책에서 농업부문을 강조하였다.

진보당의 강령 내용 중 하나는 우리는 생산 분배의 합리적 계획으“

로 민족자본의 육성과 농민 노동자 모든 문화인 및 봉급생활자의.

생활권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흥 번영을 기한다 이다 뿐만 아니라” .

진보당의 정책을 보면 농업문제 협동조합 조직화의 문제“ ”, “ ”,

농업정책 등 세 부분에 걸쳐 농업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 ”

7) 오초록, 『한국역사인물열전 이성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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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농업의 위상은 해방 이후부터 년대까지 농업개혁에 대한 다1950

양한 논의의 대두를 통해 나타났다 그 중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분배하여 평등지권을 실시하고자 한 초대 농림부장관이었던

죽산 조봉암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은 농.

민 경작자를 위한 농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었다 년 대한, . 1948

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이승만은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으로 기용했

다 조선후기 이래 문란해진 농정은 년의 식민지배와 미군정 년. 36 3

을 거치면서 망가지고 농민은 심각한 수탈을 당했으며 식량부족에

당면하고 있었다 조봉암은 농림부장관 취임 후 농촌실태조사를 진.

행하여 농업개혁의 방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했다 조봉암의 농정목표는 일제 식민 잔재 및 반봉건적.

유제의 일소에 기초한 농촌 근대화와 토지개혁이었다9) 농림부장관.

취임 후 조봉암은 농정 기구를 근대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농정국

과 농업 근대화를 위한 농촌지도국을 설립했다 년 월에 조봉. 1948 11

암의 지휘 아래에 농림부는 농지개혁법시안을 작성하여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지주로부터 농지를 징수하는 보상액을 적게 평년작 생(

산량의 할 책정하고 농민의 지가상환액은 더 낮추고 할 상환15 ) (12 )

기간 중에 국세 등을 면제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조봉암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자주 농민과 대화했고 정책의 효과나 농민

의 반응을 알아보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 뿐만 아니.

라 농민 경작자의 이익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한 양곡매입법안을 마,

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고 농림일보 라는 신문을 창간하여 농민, 『 』

들을 계몽하고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고자 했다 또한 농민조직 개편.

을 통한 농민계층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며 농업협동조합이라는

8) 박태균, 『원형과 변용』, 2007, p.63

9)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삶과 투쟁: 』, 2006,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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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세우기 위한 농촌경제개발계획을 먼저 신설했다 농업협동조.

합법 초안의 내용은 금융조합을 비롯한 일제 식민지 시기 농업단체

를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이다10) 이를 통해 자본주.

의적 대농 농촌공업화의 전망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11) 조.

봉암과 농림부 개혁팀은 농지를 배분하는 방식을 고민했을 뿐만 아

니라 개혁 후 농지경영에 대해서도 생각했었다 농민의 경지소유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의 지도에 의

한 경영의 집약화 기계화 협동화와 계획적인 농민 전업을 도모해· ·

야 한다고 보았다12)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초안은 통과되지 못 한.

채 조봉암은 공금 유용혐의로 농림부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었다 그.

이후 이승만 정부는 신생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했으며 이는

농업 농민에 대한 통제 기구로 운영되었다, .

조봉암은 사임한 후 정당 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민조직의 결

성도 했다 조봉암은 족청계열과 연합하여 새로운 농민조직을 건설.

하려 했었다 따라서 과거 농업협동조합안과 마찬가지로 각종 농촌.

조직과 금융조합을 통합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농협 농업협동조합( )

의 중앙금고도 농림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13) 년 월. 1951 6

에 신당 준비 사무국 을 개설하고 월에는 당의 가건 조직의“ ” 10

하나가 될 전국농민대표자회의 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농가회“ ” “

의 라는 조직을 발족시켰으며 회의장에 조봉암을 선출했다” 14).

우리 국민의 태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 농민들이여!

우리가 빈곤과 몽매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 농촌 사회가 새 광,

명을 받지 못하는 한 이 민족의 발전은 기약되지 않는 것이며 이국가, ,

사회의 장래는 암담한 것이다 조국의 민주주의적 융성과 발전은 진실.

10) 박태균, 『조봉암 연구』, 1995, p.165

11) 정진아, 『제 공화국초가 의 경제정책 연구1 (1949-1950) 』, 1999, p. 248~249

12) 방기중, 『농지개혁의 사상 전통과 농정 이념』, 2001, p.125

13) 조석곤. 『 년대 농업구조 개혁논의와 그 함의1960 』, 2009, p.335

14) 장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2006,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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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권익이 보장된 토대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 이 농민조직의 농가화의의 기치 아래 모이고 뭉쳐야만 한

다 그래서 우리의 권익을 입을 모아 부르짖고 또 찾아야 한다. . 15)

조봉암은 농가회의 준비요령 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따라서“ ” .

농가조직의 목적은 농민 계몽을 통해 농촌 농민의 빈곤을 극복하고,

체제 내에서 스스로 권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또한 농가회의 준. “

비요령 에도 나오듯이 한국 농촌에 알맞은 조직을 구상하기 위한”

조건 중에 농가의 하나의 습관이며 항례적인 사랑방 공론 과“ ”

새로운 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발전의욕을 앙양 이 나왔다 이를“ ” .

통해 농민조직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층의 개화정신,

농민의 의식개혁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가회의의. ,

유사단체와의 상이성에 대해 언급하며 농협과 비교하면 농협은, “

순수 경제단체임에 대하여 본 화의체는 농민여론을 강력히 지도·

조성하고 또 그들의 사랑방 공론을 중앙에 클로즈업시킴으로 그들

의 갈 바를 지향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시정의 기초로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 폐단을 근절하는 농민의 권익을 지주적으로 웅호 해·

결함에 있다 그리고 국민 재건운동이 관념적 계몽운동에 반하여 농.

가회의는 농민자체의 구체적 내용을 전개하는 운동이고 지도적인

양면의 실천운동 단체이다.”16)라고 말했다.

정부 수립 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민의 압력을 대처하기 위해

이승만은 농업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산주의를 막을.

목적으로 농지개혁을 조봉암에게 맡겼지만 서로 정책적으로 부딪혔

다 조봉암이 제시한 농업개혁은 농민의 경작조건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농촌지도국이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

15) 조봉암, 『농가회의 준비요령』 정태영 외, , 『죽산 조봉암 전집 - 4』, 1999,

p.15~16

16) 위의 책 인용,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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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통해 농업생산을 증가하여 농촌의 뿌리 깊은 봉건적 잔재를

없애버리고 농촌민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되었

다17) 물론 당시에 대부분 지주 출신으로 구성된 한민당은 지지하지.

않았다 조봉암은 농림부장관직에 재임하는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하지만 그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은 뒷날 정책 결

정자나 대통령들에게 좋은 선례 경험이 되었다, .

년대의 한국 상황을 보면 농촌인구는 전체의 이상을 차1950 60%

지하고 농업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상이다30% 18) 농업.

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구조에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청. 前

와대 비서실장 김정렴에 따르면 년대에 군사혁명을 주도한 박1960

정희 대통령은 농업개발 녹색혁명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등 농업에, , ,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출주도의 공업화정책 과 더불어“ ”

농민이 잘 사는 정책 도 강력히 추진했다“ ” 19) 또한 박정희 대통령.

은 년에 발표한 농업용수 개발 계획에 관한 각하 친서 성명1968 “ ”

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농업은 천하의 대본 이라고 하면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 천재“ ”

앞에 내버려 둔 우리나라 농토는 거의 원시 상태인 채 너무도 황폐되었

고 그리하여 재해와 가난을 더불어 낳았다 수천 년 이래 한발의 무방, .

책인 농토 위에 살며 천후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온 서글프고 부끄,

러운 과거를 이제 다시 장래에 연장시킬 수는 없다 무위와 빈곤의 유.

산을 오늘에 물려받은 우리들이 또다시 후손들로부터 무능한 조상이라

고 불리워져서는 안 된다.

비록 오늘 우리가 고되고 힘겨워도 후손들이 가뭄 없는 농토“ ”

를 물려받아 잘 살게 될 그날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기에 나는 시급히 재원을 마련하여 기술을. 제공하고 노

력을 동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는 것이다.”

17) 이승목, 『죽산 조봉암의 유훈』 정태영 외, , 『죽산 조봉암 전집 - 4』, p.405

18) 한국은행, 1973, 『한국의 국민소득』, p.120

19) 김정렴, 1990, 『 30 :韓國經濟政策 年史 金正濂回顧錄』,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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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이라는 말로 농업의 중요성을“ ”農者天下之大本

강조했다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는 뿌리 깊은 농본주의.

전통은 산업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농업과 농민이 국민경제의 기반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정서는 한국사회에 남아있다.

제 절2 해방 이후 한국농정의 변화

한국은 년 월 일에 년의 걸친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1945 8 15 36

방되었다 일본의 심각한 수탈로 인한 당시에 농업인구는 이. 70.0%

상이었는데 대부분 농가가 매년 보릿고개를 겪었으며 농업이 식량

을 공급할 수 없는 정체상태에 빠졌다 일본 식민지배에 의하여 지.

주적 토지소유제도와 소작경영의 영세성이 심해졌고 농업생산기반

과 자재가 무척 부족해서 농업생산력이 여전히 낮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지주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대했다 표. < 2-1>

에서 보이듯이 년에 소작지의 면적은 였는데 년 해방1914 52.0% 1945

직전에 로 증가했다 또한 자소작별의 농가수도 많이 변했다65.0% . .

표 를 보면 년에 지주 호수의 비율에 비해서 소작농< 2-2> 1914 1.8%

호수의 비율이 였다 년에 소작농 호수만의 비율이41.0% . 1945 43.2%

이고 자작겸소작 호수와 합하면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83.5% .

해방 당시 농가의 대부분이 소작농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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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소작별 경지 면적 추이< 2-1> (1914 - 1945)

단위 정보( : , %)

자료: 년 조선총독부1914 ~ 1939 : , 『농업통계표』, 1941

년 조선은행 조사부1944 : , 『조선경제연보』 년판, 1948 , I - p.39

년 조선은행 조사부1945 : , 『한국산업경제 년사10 』, 1955

표 자소작별 농가 호수 추이< 2-2> (1914 ~ 1946)

단위 호( : , %)

자소작별 경지 면적 소작지율

논밭합계
계 논 밭

합계 자작지 소작지

1914 2,959,159 1,421,108 1,538,051 52.0 65.3 44.2

1919 4,522,070 2,151,531 2,173,148 50.2 64.5 42.6

1924 4,568,024 2,140,284 2,181,920 50.5 64.7 42.5

1929 4,632,234 2,004,655 2,451,317 56.7 66.0 48.7

1934 4,928,105 1,927,956 2,577,524 60.9 68.1 50.7

1939 4,958,508 1,905,406 2,621,352 61.6 68.0 51.5

1944 4,219,790 1,603,066 2,616,724 62.0 72.6 54.6

1945 2,225,572 778,072 1,447,500 65.0 71.1 57.0

총호수
지주 자작농 지직겸소작 소작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1914 2,590,237 46,754 1.8 569,517 22.0 911.261 35.2 1,062,705 41.0

1919 2,664,825 90,386 3.4 525,830 19.7 1,045,606 39.3 1,003,003 37.6

1924 2,704,272 102,183 3.8 525,689 19.5 934,208 34.5 1,142,192 42.2

1929 2,815,277 104,496 3.7 507,384 18.0 885,594 31.5 1,283,471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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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선은행 조사부: , 『조선경제연보』 년판, 948 , I - p.28, 29

해방 이후 한국농업은 위와 같은 문제들에 당면했으며 우선적으

로는 소작제를 해체하고 식량부족을 해결해야 했다 해방 직후 각종.

정당 단체들은 농정문제가 역사적이며 전 사회의 과제라고 했다, .

따라서 소작농의 소작 조건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작제를 폐지하기 위한 토지개혁을 제시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

본의 수탈로 인해 한국인에게 공급할 식량이 부족했고 해방 이후에

는 인구의 급증 때문에 식량이 부족했다.

년 월에 한국은 다른 시기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바로 미군1945 6

정시기였다 미군정은 한국의 농업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마련.

에 있어서 소작료 제를 실시했고 미곡의 강제공출제를 폐지하여3.1

자유 시장을 개선하고 토지개혁정책으로 귀속농지를 매각했다 그런.

데 인플레이션과 인구의 급증 도시의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미군정,

은 농가의 잉여 양곡을 수집하여 비농가에 배급하며 결국 양곡 유

통제와 배급제를 부활시켰다 양곡을 수집하는 것은 농가경제에 심.

각한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시장 판매가격보다 정부의 수집가격.

1934 3,013,104 - - 542,637 18.0 721,661 24.0 1,564,294 51.9

1939 3,023,133 - - 539,629 17.8 719,232 23.8 1,583,358 52.4

1943 3,046,001 - - 536,098 17.6 845,724 27.8 1,481,357 48.6

1944 1,992,052 - - 276,733 13.9 691,949 34.7 980,752 49.2

1945 2,065,477 - - 284,509 13.8 716,080 34.6 1,009,604 48.9

1946 2,137,288 - - 337,271 15.8 810,181 37.9 923,686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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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았기 때문이다20) 표 에 보면 년에 시장가격은. < 2-3> 1945 1,078

원 수집가격은 원으로 시장가격의 였으며 년에 수, 118.40 11.0% 1949

집가격은 원으로 시장가격의 였다 그리고 판매 상황을9,620 50.3% .

살펴보면 표 에 보이듯이 벼와 보리의 판매량을 합하면< 2-4> 181.09

두를 판매하였는데 벼와 같은 경우에는 수집에 의한 판매가 판매량

의 를 차지했으나 판매액이 였다70.6% 32.1% .

표 미곡의 석당 수집가격과 시장가격의 추이 비교< 2-3>

단위 원( : )

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 『경제연감』 년판, 1955 , I - p84.

표 양곡 수집에 의한 판매와 시장판매의 비교< 2-4> (1947.4 ~

1948.3)

자료 조선 조사부: , 『경제연감』 년판, 1949 , I - p8.

미군정의 양곡 수집은 당시 남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었다.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17

시장가격 수집가격

1945 1,078 118.40

1946 6,567 2,146

1947 11,192 2,368

1948 17,652 4,440

1949 19,108 9,620

벼 보리

수집판매 시장판매 합계 수집판매 시장판매 합계

판매량 두( ) 125.9 51.21 177.11 3.43 0.55 3.98

비율 (%) 70.6 29.4 100.0 86.2 13.8 100.0

판매액 두( ) 7,079 14,944 22,023 209 119 328

비율 (%) 32,1 67.9 100.0 63.7 3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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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남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식량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결국에 해외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을 일으.

켰다.

미군정기에 시급한 문제는 귀속재산 즉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공유 사유재산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 .

했던 농지는 토지개혁으로 처리하고자 했었다 당시에 남한의 좌익.

세력은 자산의 국유화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제시하는

반면에 우익 세력은 자산의 사유화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

혁을 취했다 그 당시에 미군정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에 대.

처하기 위해 남한에 반공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여 우익의 견해를 취

하며 귀속재산 매각을 통한 사유화를 추진했다 년에 미군정은. 1946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을 공포하여 남한 내 재산권의 사유화를 위

한 귀속재산의 매각 원칙을 정했다 미군정 이후 귀속재산 매각은.

년까지 시행되었는데 미군정의 귀속토지 매각에 의한 사유화1962

정책은 남한의 토지소유형태를 자본주의적 형태로 전환시켰다.

년에는 남한의 단독 총선거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설1948

립하고 헌법을 공포했다 헌법 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86 “ ,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규, ,

정한다 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년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 1949

년에 농지개혁법을 개정해서 발표했다 이로써 해방 이후 농지1950 .

개혁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농지개혁에 의해 매수나 분배되는.

농지는 모든 소작지 중 농가당 정보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농지였3

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 지주들이 임의로 소작지를.

방매하는 현상이 여전히 있고 영농이 불가능해지거나 상황 능력이

부족해서 분배농지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다 농지개혁 사업에 의.

해 소작지는 자작지화 되었고 자작농체제의 탄생으로 인해 지주세

력도 소멸되었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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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노동력도 마련했다.

해방 이후 농업개혁의 또 하나 중점은 농업협동조합 농협 의 실( )

현이었다 년대 협동조합설립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문. 1950

제였다 년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을 공포하고 양곡유통을 전. 1950 “ ”

면적 통제에서 부분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총생산량의

범위 내의 미곡을 매입하여 군량 공무원 영세민에게 배급하고1/3 , ,

유통의 질서를 합리화시키고 양곡의 자유 시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년 농지개혁법 이 제정되고 농림부를 위시한 정부에서1950 “ ”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 농협문제가 법제정으“ ”

로 가시화되었다 농협설립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공업과 상업.

부문에 비해 열악해져가는 농민들이 협동하여 대항력을 키우는 것

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농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제정과 금융체제. ,

유통체제의 정비 및 지원을 추진했다 년 농업협동합법 과. 1957 “ ”

농업은행법 이 제정되었다“ ” 21) 년에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1956

따라서 금융 업무는 농업은행에서 일괄 취급하기로 하고 신용조합

법안을 폐기하는 한편 일반은행법에 기초한 농업은행 의 설립을“ ”

추진했다 농업은행은 신용조합의 계통기관이 아니라 일반은행이자.

정부의 영농자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농업은행법을 개정안의.

결과 농업은행은 농협에 대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고 농민에

대한 재무업무와 정부의 농업자금관리 업무 중심으로만 운영됐다.

미군정이 농업기술교육령 을 공포하여 설립한 농사개량원은『 』

농업에 관한 연구 교육 기술보급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미국식 농, ,

사교도기구였는데 훈련된 인력과 예산 미국식 농촌지도 이념 기구, ,

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여 해체되었다 년. 1949

에 대한민국정부는 농업기술원을 설립했었고 한국의 농업 발전에

관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었다 년에 국회 농림부위원회와 농. 1956

21) 이경란, 『 년대 농업협동조합 법 제정과정과 농업협동채론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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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부와 미국의 대표가 농사교도법안 을 작성하여 제출했다OEC “ ” .

이 법은 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됨으로써 해방 이후 농촌1957

지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22).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었던 남한의 농정은 여러 문제를

겪었다 년 동안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정에 의해 농업개혁이 실시. 3

되었으나 일본식민지의 잔재인 소작제도와 지주 소작의 관계로 인·

해 농업개혁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농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우1948

선적으로는 농지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지주세력이 소멸되었

고 소작제가 자작제로 변화했다 정부에 의해 진행된 농지개혁은 성.

공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제 절3 년대 농업의 파탄1950

년에 발발했던 동란으로 인해 아직 회복하지 못한 한국1950 6.25

농업이 다시 파괴되었다 농촌은 인구 전체의 이상을 차지하고. 60%

있으면서도 식량자급도 달성하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해방되,

지 못하고 있었다23) 전쟁기간에 배분농지에 대한 지가상환 방법이.

현물상환 방법이 되었고 정부는 전시의 소요양곡을 농지개혁의 상

환곡을 통해 해결하며 막대한 규모의 전비부담을 농업에 맡겼다 지.

가상환을 위해 농민은 현물로 년간 계속 납부해야 했는데 전쟁기5

간의 심각한 인플레와 열악한 경작조건은 직접 생산자인 농민에게

무척 큰 부담이 되어버렸다 영농조건이 악화된 데다가 휴전 후 미.

국 원조인 잉여농산물이 대량으로 도입되어서 농산물가격이 대폭

하락했고 이로 인해 농민의 영농의욕이 떨어졌다 이는 농업생산성.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36

23) 이기홍, 『경제 근대화에 숨은 이야기』, 1999,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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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 농가수지의 악화 적자영농과 농가부채의 누적 농→ → →

지의 방매 농민의 재 소작농화 그리고 이농으로 이어지는 악순,→

환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다24) 또한 금융 면에서 보면 농업금.

융문제도 농업파탄을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도시의 공업부문.

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

면에 농업부문은 제도금융 밖에 밀려나고 고리채금융만 받았다25).

이런 악성고리채의 형성은 농업정체화의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복구과정에서 공업부문의 재건 및 국방강화를 실행하.

기 위해 농업은 희생되었고 정체화의 길로 밀려났다.

한국 경제는 원조경제라고 불렸다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원조 및 원조를 수취했고 대한정부를 수립한 후 미국GARIOA EROA

은 경제부흥적 성격인 원조를 한국에게 제공해주었다 그리고ECA .

유엔은 동란에 파견과 함께 민간구호원조 를 제공하고6.25 CRIK

유엔한국통일부흥사절단 과 유엔한국재건국 을 설치하고“ ” “ ”

운영하며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휴전 후에는 경제복구 및UNKRA .

방위지원을 위해 미국이 원조를 지원했다 종합부흥계획의 총투FOA .

자 규모는 백만 불이며 그 중에 원조자금은 백만 불 총628 FOA 235 ,

투자 재원의 를 차지했고 원조자금은 백만 불 총재37.4% UNKRA 117 ,

원의 를 차지했으며 이는 부흥계획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18.6% 26).

그렇기 때문에 원조와 원조 그리고 원조의 산업별FOA UNKRA , ICA

도입실적을 보고자 한다.

우선 년 기준으로 원조의 도입실적은 표 와 같다1954 FOA < 2-5> .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도입된 투자가 가장 많았고 농,

업부문과 공업부문 같은 경우에는 비료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24) 이대근, 『 의 의-1950 :解放後 年代 經濟 工業化 史的 背景 硏究』, 2002, p.219

25) ,李大根 『 과 1950韓國戰爭 年代資本蓄積』, 1987, p.195

26) 『産業銀行調査月刊』 년 월호, 1954 7 , 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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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다 대부분 비료공장은 북한에 있어서 휴전 후 남한은 비료부.

족현상에 직면하고 있었다 원조는 농업과 공업부문에서 비료. FOA

공급 및 비료 공장 건설에만 집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년 원조계획진행상태< 2-5> 1954 FOA

단위 천불( : )

자료: ,韓國産業銀行調査部 『 ,1945-1955韓國産業經濟十年史 』, 1955,

재작성p.563~566

년 간 원조의 규모는 백만 불이었고 시설재1952~1959 UNKRA 122

도입 실적이 약 백만 불로 총 도입액의 약 를 차지했고 나머78 64%

지 민수용 물자도입이 약 기술원조의 실적은 백만 불 약30%, 7,8 ,

를 차지했다 원조는 광업부문과 공업부문에 많이 도입6.4% . UNKRA

되었고 한국 공업화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로도 많이 도입되었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건설에 중요한 역할,

계획액 계약액 도착액

농업 23,070 21,936 20,187

비료 21,625 20,656 19,167

종서 50 42 42

양곡창고 1,000 999.716 804.988

병충해방지 265 155.529 155.529

병해방지 130 89.879 17.513

보건 3,104 2,392 1,458

교육 752 752 7

교통 통신· 62,873 50,093 28,065

공업 23,890 796

중소기업 890 782

비료공장 23,000 13,374

공공행정 1,710 2 2

민간필수물자 83,861 75,043 66,462

합계 200,000 151,424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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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 반면에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없었고 총재원의.

비중만 차지했다 농업에 대한 천 불 원조 중 천 불6.66% . 8,110 2,807

이 관개 수리사업에 도입되었고 천 불이 수산업에 도입되었다, 3,837 .

농업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경지정리 사업 경지의 생산력을 개선시,

키는 이와 같은 사업들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표 연도별 원조물자 도입 내역< 2-6> UNKRA

년(1951~1959 )

단위 천 불( : )

51~

52

51~

53

51~

54

51~

55
51~56

51~

57

51~

58
합계

농업 ·

수산업
559 2,199 2,423 2,096 451 352 30

8,110

(6.66)

농업연구

개발
215 283 126 31 17 29 701

임업

연구개발
31 5 52 10 1 99

관개 914 1,694 147 52 2,807

가축 216 222

농기구,

기타
363 118 64 1 546

수산업

관계
344 392 402 1,976 372 321 30 3,837

광업 14 127 916 1,898 2,790 4,541 2,481
12,767

(10.48)

공업 396 4,490 2,541 12,026 5,872 1,208
26,983

(22.15)

통신

전력
2,198 3,971 2,562 200 1 1

8,933

(7,33)

교육 490 2,495 3,601 1,674 935 348 48
9,591

(7,87)

주택

보건
216 550 2,688 2,732 1,187 1,318 2,764

11,455

(9,40)

민수용

물자도입
19,051 1,150 7,009 3,809 1,255 3,502

36,226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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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대근: ,『 과 1950寒國戰爭 年代 資本蓄積』 인용, 1987, p.301~303

마지막으로 원조이다 원조는 계획원조 시설재 와ICA . ICA ( )

비계획원조 원자재 로 나누어져 있었다 계획원조 부문의( ) .

도입실적이 표 와 같다 년 년간에 계획원조 부문의< 2-7> . 1954 ~1959

총 도입실적은 백만 불이며 철도 건설에 도입이 백만 불393 144,2 ,

전체의 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에 제조업 전력 주택 등36.7% . , ,

공업과 사회간접사업의 도입실적도 컸다 특히 비료공장 전선공장. , ,

타이어공장 등 건설에 많이 도입되었다 반면에 농업부문 토지. , .

수리사업에는 많이 도입되지 않았다.

표 연도별 원조물자 도입 내역< 2-7> ICA

년(1951~1959 )

단위 천 불( : )

기술원조

특수계획
812 2,114 1,608 1,669 972 416 224

7,815

(6,41)

합

계
2,091 29,580 21,297 22,181 22,370 14,103 10,218

121,840

(100)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합계

농수산 198 3,404 1,784 5,947 4,549 6,876 22,758

토 지 ,

수리
2,239 859 3,124 3,035 3,361 12,618

곡물,

가축
198 1,151 686 2,165 374 838 5,412

광공업 6,663 9,872 19,181 16,691 7,144 59,551

제조업 6,663 9,843 19,079 15,828 5,943 57,356

전력 6,207 11,876 13,893 6,803 2,246 1,807 42,112

교통

통신
1,334 64,532 4,292 45,729 22,525 13,138 191,550

철도 627 49,937 31,942 37,042 17,051 7,607 144,206

도로 122 3.893 2,192 1,816 2,215 1,788 12,206

항만 556 8,089 7,530 1,832 705 326 1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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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대근: , 『 의 의-1950 :解放後 年代 經濟 工業化 史的 背景 硏究』, 2002,

인용p.331

위처럼 외국원조의 도입실적은 한국의 경제부흥과업에 중요할 역

할을 가졌다 그러나 대부분 원조가 공업과 사회간접 부문에 많이.

도입되었고 농수산업 부문에는 공통적으로 시설재 원조가 많이 도

입되지 않았다 반면에 식료품이나 농산물원자재 그리고 잉여농산. , ,

물은 많이 도입되었다 원조의 식료품 및 농산물의 도입액은. ICA 59

백 불 원조의 백만 불이 농산물과 식료품의 도입액이고, UNKRA 184,2

원조의 농산물 식료품 도입액의 합계는 백만 불이었다FOA , 387 .

와 합하면 총액 백만 불의 농산물 원자재 및 식료품이 도PL480 975

입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약한 품목들은 생산 감.

축되거나 소멸되었다 정부는 국내 농업 정체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주로 도시지역 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원조를 썼다 그래.

서 농업 정체성을 벗어나기는커녕 한국의 농업을 파멸시켰다.

전쟁 후 한국은 외국원조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시키고자

했다 그렇지만 그 원조는 주로 도시의 공업부문에 도입되었다 국. .

내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원자재 및 식료품만 도입하

였고 국내 농업과 농민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없

었다 또한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했.

고 농가경제가 악화되어 농가 부채가 증가되었다 정부는 지가상환. ,

조세제도 입도선매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농,

통신 29 2,508 2,195 3,600 2,296 2,988 13,616

보건 55 2,106 2,099 2,741 3,786 3,079 14,066

교육 33 982 3,491 3,172 3,692 11,370

주택 1,570 7,330 9,003 6,266 4,927 2,492 31,588

기타 601 1,516 3,465 3,291 5,994 5,383 20,250

합계 10,165 97,460 85,390 92,729 63,890 43,611 3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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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점차 격심한 정체상태에 빠지고 농민이 심각하게 수탈당했다.

결국에 한국 농업이 황폐해지고 이 부담을 이기지 못한 농민들은

이농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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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년대 농업정책의 전개과정1960

제 절1 군사정권의 등장과 농정의 전환

년대 한국 경제구조 전체가 외자에 의존함으로써 년에1950 1957

원조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자 한국 경제구조 전체가 위기에 빠져 버

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제 차 산업인 농업에서 농지개혁이 실패. 1

함으로써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자립적 국민

경제의 토대가 붕괴되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년에 차 산업은 차 산업은1958~1959 1 43.5%, 2

그리고 차 산업은 을 기록했다 산업별 국민총생산 중16.9%, 3 39.6% .

에서 제 차 산업은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이는 일반3 40.0% .

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후진국에서 자본 부족과 노동력의 압력으로

인해 제 차 산업이 제 차 산업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3 1

로 설명될 수 있다27) 그리고 제 차 산업이 년의 의 비율에. 2 1951 7.5%

서 년에는 까지 성장했었지만 반면에 제 차 산업은 거의 답60 20.5% 1

보상태에 빠졌다 년대 무렵 한국의 산업 구성에서 제 차 산업. 1960 1

의 비중은 이며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고 농지개혁에 따라 영세38%

농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년에 호당 경지는 논 밭. 1961 1 0.53ha,

합계 였는데 이하의 농가가 를 차지했다0.36ha, 0.88ha 0.3ha 19.0% .

앞에서 지적했듯이 년대 정부가 취한 농업희생정책으로 인해1950

한국 농업이 정체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농업문제를 해결해야 하

는 것은 군사정부의 큰 과제가 되었다.

군사정권이 등장하여 추진한 첫 번째 사업은 농어촌고리채정리“

사업 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의 극심한 농어촌 고리채가 농” .

27) 김성환 김정원 허버트 빅스 외, , P. , 『1960年代』, 1984,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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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의 성장발전의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판단

하여 년 월부터 고리채 정리를 단행했다1961 5 28) 년에 농지개혁. 1950

을 통하여 농가가 자작농이 되었지만 농업생산은 증가하지 않았90%

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수입에 의해 농산물가격이 낮아서 농가경

제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또한 공공금융이 빈약해서 농가들은 연리.

가 넘는 고리의 사채를 빌렸다 군사정부는 농어민을 대신해서50.0% .

고리채를 정리해 주고 충분한 농어업자금 융자로 고리채에 다시 의

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당시에 정부의 재정 형편이 어렵고

농어민의 고리채를 완전정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에 농어촌고리

채 정리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도리어 농민이 새로운 고

리채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월에 군사정권은 농산물가격. 6 “

유지법 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정부의 수매 담보융자 수출 정리” · , , ,

보조금 지급 등으로 농업 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고자 했다 년. 1956

에는 미국 잉여농산물이 대량으로 도입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저하

되었다 이 저곡가정책은 농어촌 고리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고리채를 정리하기 위한 농산물가격도 적정하게 유지시켜

야 했다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여 미곡담보융자제 를 실시하고. “ ”

중지되었던 정부매상제도를 다시 실시하였다.

한편 군사정권은 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

하고자했으며 년 월에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을 폐지하1961 7

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을 공포해서 월부터 신용사업 경제“ ” 8 ,

사업 그리고 지도사업을 총괄하는 종합농협을 발족시켰다, 29) 이어.

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하의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28) 김정렴, 1990, 『 30 :韓國經濟政策 年史 金正濂回顧錄』, p.175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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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농업부문 투자실태

년 군사혁명을 주도한 박정희는 년부터 다섯 차례1961 5.16 1962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여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고도성장을 달성

하고자 했다 이 시기 경제정책의 역점이 공업화에 두어져서 산업구.

조가 변화되었고 각 부문 특히 농업에 대한 정책도 변모했다, 30) 즉.

부흥과 안정정책으로부터 성장정책으로 전환한 이 정책방향의 변화

는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농업정책의 변화는 먼저 정부 정.

책에 있어 농업부문 투자에서 볼 수 있다 년을 기점으로 하여. 1962

농업부문에 관한 투자를 살피고자 한다.

제 항1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의 농업부문 투자 실태1 5

경제투자의 핵심은 투자자원의 확보 및 투자자원의 효율적인 배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투자의 배분은 경제성장을 가속화시.

킬 뿐만 아니라 투자의 낭비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

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개발도상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모.

음이 빈약하여 충분한 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특히 혁명 직.

후인 년대 초기에는 한국의 국력과 재정 금융 능력이 미약했1960 ,

다 그래서 제한된 투자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인 투자.

배분을 위한 투자기준을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했고 정확한 투자우

선순위를 파악해야 했다 제 차 개년계획에 있어서의 산업별 투자. 1 5

실적을 보면 표 와 같다 계획의 시작년도인 년에 제 차< 3-1> . 1962 1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총투자의 이고 제 차 산업에 대한 투8.9% 2

자는 제 차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를 나타냈다24.8%, 3 66.3% . 1966

30) 신태곤, 『 년내 이후 한국농업정책의 전개와 그 성격1960 』 경영 경제학 연, ·

구 제 권6 , 1987,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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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제 차 산업의 투자는 총투자에 대한 비율이 로서 년1 8.4% 1962

에 비해서 감소했다 요컨대 기획기간에 차 및 차 산업은 계획에. 1 2

미급한 반면 차 산업은 계획을 초과하였다3 .

표 의< 3-1> 産業別 國內 總固定 資本形成 構成

단위( : %)

자료( : )經企院

제 차 산업에 대한 투자 분배비율이 가장 낮으며 년 이후 비1 1964

율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농업을 위한 투자도 실제로는

제 차 산업에 속하는 것이 많았고 둘째로 민간투자가 정부투융자의2

크기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성격인 데다가 년 이후의 재정안정1964

계획 실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제 차 산업의 투자는 주로. 2

민간부문에 위임된 부문이지만 실적치는 정부의 금융지원 및 공업

단지조성 그리고 차관도입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제 차 산업은 정부의 운송통신시설 등을 비롯하여 사회간접자. 3

본 확충을 위한 투자와 민간부문의 건물투자 및 상업 및 기타 서비

스업의 투자가 계획기간 중 계속 진행됨으로써 큰 변동이 없는 높

은 배분비율을 유지했었다.

투자주체별로 산업별 고정투자의 배분비율 동향을 표 와< 3-2>

표 에서 보면 민간부문에서는 제 차 산업이 가장 낮았고 제조< 3-3> 1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1962 8.9 24.8 66.3

1963 10.5 25.7 63.8

1964 8.3 26.5 65.2

1965 8.7 25.0 66.3

1966 8.4 28.6 63.0

合計 8.9 26.4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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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포함한 제 차 산업과 서비스 및 건물투자가 추가된 제 차 산2 3

업에 대한 배분비율이 각각 로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34%, 58%

었다 년에 있어서 제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총 민간투자의. 1962 1

이고 제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고 제 차 산업에 대한 투9% 2 33.2% 3

자는 였다 계획년도인 년에 들어가서 제 차 산업에 대한57.8% . 1966 1

투자는 이고 제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으로 감소하는8.6% 3 51.6%

반면에 제 차에 대한 투자는 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2 39.8% .

표< 3-2> 民間部門 國內總固定 資本形成

단위 금액 억 원 구성비( :10 ; : %)

자료( : )經企院

한편 정부부문에서는 제 차 산업에 대한 배분 비율이 이고, 3 82%

제 차 산업에 대한 배분 비율은 제 차 산업의 비율보다 낮은2 1 11.1%

에 지나지 않는다 즉 계획기간 중 제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주7% . 2

로 민간에 위임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부가 농업부문을 포기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차 산업부문의 투융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1

은 식량작물을 비롯한 그 밖의 작물의 증산을 위한 전략요인에 대

한 투융자라 할 수 있으며 제 차 산업부문에 배정된 총 투융자원1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金液 構成比 金液 構成比 金液 構成比

1962 2.06 9.0 7.64 33.2 13.29 57.8

1963 3.16 9.8 10.78 33.4 18.37 56.8

1964 2.04 7.2 9.09 32.1 17.15 60.7

1965 2.35 6.7 11.29 32.0 21.58 61.3

1966 4.10 8.6 18.97 39.8 24.62 51.6

平均

構成比
8.3 34.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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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부분은 농업에 투입되었다.

표< 3-3> 政府部門 國內總固定 資本形成

단위 금액 억 원 구성비( :10 ; : %)

자료( : )經企院

표에서 보이듯이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있어서 제 차 산업에의3

투자가 제 차 제 차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한1 , 2

국의 산업구조의 후진성을 볼 수 있다31) 한편 제 차 개년계획에. , 1 5

서 농업근대화정책이 다각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사실상 경제정책의

중점은 공업화에 두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의 한국은 재정 금. ·

융 능력이 미약해서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불

가피했다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부부.

문 투자구성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고 할 수 있다.

31) ,韓國 生産性本部 生産性 硏究所 『 과 의 의:經濟開發計劃 政府 役割 開發計劃

과 을 으로實績 展望 中心 』, 1996, p.32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金液 構成比 金液 構成比 金液 構成比

1962 1.11 8.9 1.14 9.1 10.29 82.0

1963 1.66 12.3 1.00 7.4 10.84 80.3

1964 1.15 11.6 1.02 10.3 7.77 78.1

1965 1.80 14.5 0.64 5.1 10.0 80.4

1966 1.66 8.0 0.64 3.1 18.46 88.9

平均

構成比
11.1 7.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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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2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의 농업부문 투자 실2 5

태

한국 경제는 제 차 계획으로 거둔 급속한 성장을 토대로 새로운1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 차 계획의 산업정책은 제 차 계획과는. 2 1

다른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투자계획으로서 구체화되어야 했다.

제 차 개년계획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자립적 성장2 5

달성과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공업기반의 구축에 있었다 공업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투자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투자분배 절차를 세워야 한다 합리적인 투자배.

분은 전 산업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요측정과 세부적인 사업선정

기준을 기초로 하여 여러 후보사업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사업

을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32).

제 차 개년계획기간 중 투자주체별 투자배분계획에 있어서 제2 5 1

차 산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는 로 나타났으며58.7%, 41.13%

이는 농 림 수산업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너무 크게 기대하고· ·

있다고 할 수 있다33) 계획기간에 민간투자는 경제작물증산과 잠업. ,

그리고 연안어업을 위한 기구 공급이나 동력개량 등에 투입되었다.

한편 제 차 산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는 로 나, 2 6.6%, 94.4%

타나며 제 차 산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는 를3 55.4%, 44.6%

계획하였다 사회간접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투자나 민간투자의 비.

율이 여전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32) ,經濟企劃院 『 2 5 , 1967-71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 재인용, 1966, p.63

33) ,韓國 生産性本部 生産性 硏究所 『 과 의 의:經濟開發計劃 政府 役割 開發計劃

과 을 으로實績 展望 中心 』, 1996,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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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부문별 투자주체별 투자배분의 구성< 3-4>

단위( : %)

자료: 經企院

다음으로 부문별 투자배분은 표 와 같다 계획기간 중 총< 3-5> .

투자는 억 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업 부문에 억 원을 배분9,800 1,599

함으로써 투자구성비는 제 차 계획의 에서 로 크게 늘어1 9.1% 16.3%

났다 광공업 부문에는 인 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투자구. 30.7% 3,010

성비가 기간의 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1962-1965 23.9%

자본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는 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에. 5,191 67.0%

서 로 감소했다53.0% .

표 산업별 투자 배분 구성< 3-5)

단위 백만 원 천 불( : / )

정부 민간 합계

농 림 수산업· · 58.7 41.3 100.0

광공업 6.6 93.4 100.0

사회간접 및 서비스 55.4 44.6 100.0

내자 백만원( ) 외자 천불( ) 합계 백만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

비
금액

구성

비

1차 산업 125,628 20.3 129,286 9.4 159,938 16.3

농업 38,619 13.5 34,499 2.5 92.773 9.4

수업 17,472 2.8 100 - 17,499 1.8

임업 6,197 1.0 94,687 6.9 31,326 3.1

기타 18,340 3.0 - - 18.430 2.0

2차 산업 118,589 19.2 687,340 50.3 301,010 30.7

광산업 12,360 2.0 19,244 1.4 17,467 1.8

제조업 89,643 14.5 622,281 45.5 254,797 26.0

기타 16,586 2.7 45,815 3.4 28,74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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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經濟企劃院 『 2 5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농림수산업 부문에의 투자가 부가가치나 인구의 구성비와 비교하

여 볼 때 과소한 것 같이 보이나 사실상으로는 비 농림수산업 부문

에 농림수산업을 위한 지원투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제사업을 감안하면 이 부문의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이상에21.5%

이른다34) 그리고 제 차 산업부문에 배정된 내자나 외자는 대부분을. 1

농업에 투입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제 차 경제계획에 농업재정투융자는 억 원이었으며 총재정2 1,990

투융자의 에 달했는데 제 차 계획의 비율에 비해서는25.8% 1 26.5%

감소했다 전체재정투융자 규모의 증대에 따라 농업재정투융자 절대.

액도 증가하였으나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되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 최우선 정책은 농지 및 수자원개발에 두고 이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다35).

34) ,經濟企劃院 『 2 5 , 1967-71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 1966, p.66

35) 한국개발연구원, 『농업투자분석론』, 1979, p.24

3차 산업 373,093 60.5 550,219 41.3 519,122 53.0

주택 74,614 12.1 906 0.1 74,854 7.6

토주 및

기타 건설
34,587 5.6 52,461 3.9 48,510 4.9

전력 38,549 6.3 151,452 11.1 78,744 8.1

통신 52,841 8.5 23,669 1.8 59,123 6.1

교통 90,745 14.7 223,139 16.4 149,966 15.3

보건 8,670 1.4 663 0.0 8,846 0.9

관광 4,360 0.7 8,000 0.7 6,483 0.6

교육 24,877 4.1 - 0.7 24,877 2.6

국토조사 2,762 0.5 2,781 0.2 3,500 0.3

과학기술

진흥
12,029 1.9 29,256 0.2 19,794 2.1

기타 29,059 4.7 57,892 4.2 44,425 4.5

합계 617,310 100.0 1,366,845 100.0 980,0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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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기간의 농업정책1 5

(1962 - 1966)

제 차 개년계획에서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는 농업증산 과1 5 “ ”

농업의 근대화 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증산“ ”

과 공업용 및 수출용 농산물의 증산이었다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

로서 농지확대를 위한 개간 간척사업과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경·

지정리 관배수 사업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 지도 보급 사· , · ·

업 등이 실시되었다36) 농업생산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투융.

자계획사업을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37)

① 농지개선 및 농지개발사업

②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

③ 농업생산자재의 공급사업

④ 종자개량사업

⑤ 잠업 및 경제작물의 증산사업

⑥ 농업자금 융자사업

⑦ 농촌지역사회개발 사업

⑧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

이들 개개의 산업계획을 위한 자금계획과 집행을 보면 표< 3-6>

와 같다 개년 간에 계획된 투융자 자금의 총액은 약 억 원이었. 5 259

고 집행된 자금의 총액은 약 억 원이었다 자급비료 증산 홍삼258 ( ,

에 대한 융자 등은 제외되었다, ).珪酸質肥料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41

37) ,經濟企劃院 『 1 5 , 1962-1966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 1967,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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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농업부문의 산업별 자금계획과 집행< 3-6>

(1962 - 1966)

단위 백만 원( : )

자료 는: ,括弧內 中 短期性資金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기간에 농업부문 투융자의 배분1 5

은 표 와 같다 제 차 산업에 농업부문의 투융자가 차지하는< 3-7> . 1

비율이 였으며 투융자금은 생산기반조성사업 농업증산사업74,5% , ,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등으로 배분되었다, .

산업종목 계획된 정부자금
집행된

정부자금
집행비율

농지개선 13,490 14,140 105

농업연구 980 1,334 136

농업지도 1,664 1,059 74

생산자재

공급사업
1,510 1,234 82

종자개량 528 618 117

경제작물 33 38 115

잠업 1,333 1,337 103

영농자금 3,950 (8,071) 4,050 (14,361) 103

지역사회개발 430 249 58

자립안정농가

조성
2,000 1,800 90

엽연초생산 750 588 79

인삼경작 312 302 97

합계 25,918 25,859 99

화학비료구매

(1966)
20,258 20,258 100

농약구매 (1966) 614 6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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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차 계획 농업부문 총 투융자< 3-7> 1 (1964-1966)

단위 백만 원( : )

자료 재정원 결산개요: , “ ”, 1964~66

년의 가뭄과 년의 보리대흉작으로 인해 농업용수개발이1962 1963

필요했다 년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년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논. 1965 9

면적 만 중 의 수리안전답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총123 8000ha 105ha

사업비 억 만원을 투입하여 만 를 신규 개발하고자1154 1700 38 6000ha

했다38) 제 차 계획에 농업재정투융자의 에 해당하는 억 원. 1 21,8% 67

이 수리시설에 배분되었으며 계획 기간 중에 의 논이 수리53,000ha

안전답화되었다 정부는 계속 수리안전답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많.

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146

투자 융자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계 95,872 19,982 115,864

농수산업 23,011 100.0 7,708 100.0 30,719 100.0

농업( ) 16,895 73.4 5,978 77.6 22,873 74.5

생산기반조성 8,961 38.9 1,699 22.0 10,660 34.7

수리시설 5,936 25.8 774 10.0 6,710 21.8

경지정리 273 1.2 273 0.9

개간 329 1.4 925 12.0 1,254 4.0

간척 2,423 10.5 2,423 7.9

농업증산 1,938 8.4 1,736 22.5 3,669 11.9

경제작물 336 1.0 92 1.2 328 1.1

잠업 911 4.0 203 2.6 1,114 3.6

축산 367 1.6 270 3.5 637 2.0

농업연구 및 지

도
1,356 5.9 1,356 4.4

농업기계화 757 3.3 8 0.1 765 2.5

기타 2,374 10.3 1,970 25.6 4,344 14.1

임업 2,752 12.0 2,752 9.0

수산업 3,364 14.6 1,370 17.8 4,73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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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었으나 부실한 관 배수시설은 큰 제약으로·

작동했다.

년부터 경지정리사업은 기술 축적이나 환지에 대한 경험이1964

없는 상태에서 시도되었고 대부분 공사는 농민의 노력부담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업비는 수혜자의 농지소유면적 비율에 의해 부담하고.

소요되는 자재가 지방비로 보조되었다39) 년에 정부는 백만. 1965 85

원을 투입하여 의 경지를 정리하고 년에 백만 원을18 ha 1966 188干

투자하여 의 논을 정리했다19,500ha 40) 개간 사업 및 간척 사업은.

농업부문 총 투자원의 에 해당하는 억 원이 투입되었으며12% 37

를 개간하고 를 간척하였다 그런데 간척 사업에는215,432ha 6,173ha .

공사비용이 많이 들었고 기술적 부족함으로 인해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도 생겼다41).

농업기계화에 있어서 년에 농협중앙회의 발족에 따라 농업기1962

계의 구매 공급도 활발해졌으며 농업기계의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

가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제 차 계획기간 중에 총 백만 원이 농. 1 757

업기계화사업에 투입되었다 주요 보급기종은 심경쟁기 손수레 등. ,

의 인력농기구 및 양수기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 동력실포기 수, , , ,

압퍼프 등이었다 년과 년 연속적으로 심한 한발과 병충해. 1962 1963

를 거쳐서 흉작에 대처하기 위한 양수기 및 동력분무기 및 살포기

가 집중적으로 보급됐다 년에 정부는 한해대책용 만 대 양. 1962 1 1000

수기를 지원보급하고 계속적인 공급을 하면서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자 했다42) 그 외에 동력경운기도 적극적으로 생산 및 수입해서 보.

급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운기를 보급하는데 정부가 지원해야 한.

다는 영단을 내려 동력경운기 구입지원 자금으로 국고보조 및50%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150

40) 한국개발연구원, 『농업투자분석론』, 1979, p.20

41) 한국개발연구원, 『농업투자분석론』, 1979, p.21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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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융자가 지원하게 되었다43) 결과로 년에 대 년. 1963 300 , 1963

에 대 년에 대가 공급되었다 이는 정부의 농촌 개발을360 , 1965 350 .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계획기간 중에 농업증산사업을 시행하여 증산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비료시책을 개선하고 병충해방제기술을 보급하였으나 심

각한 한발 때문에 미곡과 하곡흉작이 생겨서 외곡의 도입을 일으키

고 곡가는 급등하였다 정책에 의해 농업이 점점 회복함에도 불구하.

고 농산물가격이 점차 하락했다 증산정책이 생산과정에 편중된 반.

면에 농산물 가격과 유통조직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이 없어서 농민

의 증산의욕을 유발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증산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실현했다.

년에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고 토성 토양구조 지하수위 등의1964 , ,

토양의 물리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간척지를 활용하기 위.

해 토양구조개선 연구나 토양물리성 변화도 시도했다 한편 농업기. ,

술 개발 사업에 벼 맥류 두류 채소 등의 농작물들의 품종육성 및, , ,

재배기술과 한우 돼지 닭 등의 축종별의 품종육성 및 사냥기술에, ,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대책을 시도하여 국내 식량자급 및 수출을 촉

진하고자 했다.

제 절4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기간의 농업정책2 5

(1967 - 1971)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의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의 근대화와2 5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주.

요 목표는 원활한 식량공급과 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두었으며 농업 성장률을 연평균 로 계획하였다5% 44) 농업정책을 시.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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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년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1967 .

농경지면적의 확장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양곡생산 농어촌소득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다 농업, .

부문 총 투융자는 표 와 같다< 3-8> .

표 농업부문 총 투융자< 3-8) (1967-1971)

단위 백만 원( : )

자료 재정원: , 『결산개요』, 1967~71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체재정투융자 규모의 증대에 따라 농업재정

투융자 절대액도 증가하였으나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44) 한국개발연구원, 『농업투자분석론』, 1979, p.24

투자 융자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투융자 627,076
142,72

7
769,803

농수산업부문 138,824 100.0 59,944 100.0 198,768 100.0

농업 106,893 80.0 45,708 76.3 152,601 76.8

생산기반조성 34,711 25.0 11,292 18.8 46,003 23.1

수리시설 28,807 20.8 8,169 13.6 36,976 18.6

경지정리 2,382 1.7 2,382 1.2

개간 130 0.1 3,073 5.1 3,203 1.6

간척 3,552 2.6 50 3,602 1.8

농업증산 13,328 9.6 14,847 24.8 28.175 14.2

경제작물 932 0.7 2,475 4.1 3,407 1.7

잠업 3,260 2.3 2,900 4.8 6,160 3.1

축산 3,425 2.5 5,063 8.4 8,488 4.3

농업연구지도 6,937 5.0 465 0.8 7,402 3.7

농업기계화 4,708 3.4 4,107 6.9 8,815 4.4

기타 39,592 28.5 4,559 7.6 44,151 22.2

임업 15,472 11.1 892 1.5 16,364 8.2

수산업 16,459 11.9 13,344 22.3 29,80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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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었기 때문에 토지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원은 억460

원으로 농업부문 전체의 를 차지했으며 이는 제 차 계획의23.1% 1

에 비해서 감소된 셈이다32.3% .

제 차 경제계획의 목표는 년까지 의 수리안전답을 구2 1971 140 ha干

성하는 것이었다 수리시설사업의 비율이 로서 토지기반조성사. 18.6%

업 투융자의 를 차지했다 년과 년에 극심한 한발로70~80% . 1967 1968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되자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행정기관

은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가뭄 대책을 실

시했다 가뭄상습논을 개선하기 위해 억 만 원의 사업비를. 401 4500

투자하여 과정 집수암거 양수장 도수로 조 저수지 등으로 용수를, , , , ,

확보했다 제 차 계획의 목표연도인 년에 수리안전답의 면적은. 2 1971

이며 수리 안전답률이 에 달했다1.022 ha 81.0%干 45) 개답을 위해 많.

이 투자했었지만 고속도로건설 도시 및 생산용지로 인한 기존 논이,

잠식되었다.

한편 경지정리 사업 개간 간척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 , ,

었다 년까지 의 논을 정리하고 의 간척사업을 실. 1971 200 ha 20 ha干 干

시하고 의 야산을 개간하고자 계획했었으나 실제로 계획을120 ha干

달성하지 못했다 계획기간에 토지기반조성사업은 총 의 논이. 95 ha干

정리되었고 가 개간되었고 가 간척됨으로 기록했다42 ha 1.2 ha .干 干

그러나 정리된 농지가 공사에 사용되거나 잘못한 설계로 농토의 생

산력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제 차 경제계획을 이어서 제 차 계획에서도 농업기계화 산업이1 2

적극적으로 수행됐다 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족되어 농기계. 1967

사업부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쉬운 농용양수기 농용트랙터 등을 공,

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방충해 방제작업을 실현하기 위한 약제 농약.

을 살포하는 동력분무기도 도입해서 공급했다 년까지 동력분무. 1970

45) 한국개발연구원, 『농업투자분석론』, 1979, p.25



- 43 -

기 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수요가 점점 증가했다 한편 논 생산3200 . ,

기반의 정비와 함께 농토배양사업도 적극 추진했다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물리성 토양비옥도 조사 사업이 지속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

농약을 안정하게 사용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

발연구가 이루어졌다46) 정부는 신품종개발과 재배기술개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합동으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하여 전국으로 보급했다 이 통일벼를 통해.

정부는 신품종 육성기술을 발전시키고 영농기술 혁신을 이루었으며

생산 증산 및 수출정책을 촉진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식량의 증산을 위해 년부터 고미가정책을 실시하여1968

쌀부터 수매가격을 전년대비 인상시켰고 년 년에 연17% 1968 ~ 1971

평균 씩 수매가격이 인상되었다 더불어 년부터 보리 증산25.1% . 1969

을 유도하기 위한 이중맥가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양곡 수매량을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생산자의 쌀을 비싼 값으로 수매하고 소.

비자에게 싼값으로 파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고미가정책 이중맥가제 정책은 증. ,

산 의욕을 고취하는 데 있어 다른 어느 시책보다도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년 펼친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혼. , 1962 ·

분식 장려운동과 함께 식량소비의 절약을 위하여 정부는 년에1968

범국민적인 절미운동 즉 쌀을 절약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이를 통, .

해 쌀 중심 식습관을 바꾸어 식량자급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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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년대 농업정책 평가1960

제 절1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의 농업정책 평가1 5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에서 농업부문의 주요목표는 농업증1 5 “

산 과 농업의 근대화 였다 즉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 증산과 공” “ ” .

업용 및 수출용 농산물의 증산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그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지 못 하였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아직도.

전통적이었으며 경지가 한정되고 자연에 의존도가 높았다 군사정부.

는 등장 후 전통적인 생산기반 농촌사회 영농단체 농업기술 등을, , .

그대로 두면 충분한 농업증산을 이룩할 수 없다는 과거의 농업정책

들의 결과를 파악해서 농업증산의 조건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자

했다 농업증산 및 농업근대화 목표를 위한 식량증산사업을 수립하.

여 농지확장을 위한 개간 간척사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경지정, ,

리 사업 수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농업생산성을 증대하,

기 위한 농업연구 지도사업 등을 실시했다 제 차 경제개발 개년, . 1 5

계획의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보고자 한다.

제 차 계획기간 중 농업부문의 투융자사업을 보면 정부는 주로1

생산기반의 조성과 농업기술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었다고 할 수 있

으며 따라서 농업증산과 농업근대화작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서 성과가 현저하다고 보았다47) 농민들은 개년 동안 정부의 농지. 5

개발사업 생산자재의 공급 영농기술의 개선에 관한 노력 지방행정, , ,

의 의욕적인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수리사.

업의 개선과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발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의 공급,

47) ,經濟企劃院 『 1 5 , 1962-1966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 1967,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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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되었고 농민들의 영농기술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종자개.

량 비료의 공급 농기구의 보급 수리의 안정화 병충해방제의 철저, , , ,

등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년도의 에서 년에는 로1961 100 1964 115

증가하였다 또한 개년 동안에는 개간 간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진. 5 ·

행함으로써 경지면적은 년도의 정보에서 년도에1961 2,049,492 1964

정보로 년간에 정보가 확장되었다2,189,106 3 139,614 48). 개간 면적이

증가되어 식량 공급도 확대되었으므로 인구의 급증과 도시 광공업

의 급속한 팽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의 전망이 밝아졌다

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을 겪었고 도입양곡에.

여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제 차 경제개발계획의 경험을1

기반으로 제 차 개년계획기간에는 식량 자급능력을 더 높일 수 있2 5

다는 전망이 있었다.

한국 농업경제에 있어서 해방 이후 수출농산물에 대한 정책이 없

었다 제 차 개년계획 중에는 농업부문도 외화획득에 적극적으로. 1 5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다 경제작물 증산사업으로 수입대체. ,

식유의 자급 채소종자 수출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잠업사업으로, 80

여억 원의 농가수입을 증대했고 천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개3 . 5

년계획 기간 중 엽연초 및 홍삼을 수출하여 외자 천불을 획득12,042

하여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점차 수출액이 증대되었다49).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은 농업노동의 취업일수를 증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예컨대 농지개량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억 원이었고 그 중 약 억 원 은 인건비였다 동원된170 71 (42%) .

연인원수는 약 만 명이었다 당시에 이농한 농촌인구가 있었지6,000 .

만 자연증가의 급등에 따라 농가인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진 않지

만 존재했다 그리고 도시에 살아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 .

서 정부는 여러 농업정책을 시도하며 농업발전 과업의 중요한 위치

48) ,經濟企劃院 『 1 5 , 1962-1966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 1967, p.180

49) 위의 책,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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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농가인구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경제구조에 있어서 각종사업의 성장률을 보면 차 산, 2

업과 차 산업의 성장률이 및 에 달했지만 제 차 산업의3 15.0% 8.1% 1

성장률은 계획의 에 미달하는 에 그쳤다 이는 년과5.6% 5.3% . 1962

년 연속적으로 한발로 인한 미곡과 하곡의 흉작 때문이라고 판1963

단되었다 그런데 계획기간 중에 군사정부에 의해 실시된 농업부문.

에 대한 정책에 문제점들이 있었다.

우선 농민들이 상업적 영농으로 발달할 수 있게끔 농산물의 가격

을 보장해 주고 시장조직의 능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영농개선에

소요되는 농업신용을 공급해주는 것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소극적

인 활동을 취하였다 농업증산계획은 재정안정화계획이 농산물의 저.

물가정책을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증산을 이룩함에 있어서 많은 제

한을 받게 되었고 농업의 기술적 기능성은 높아졌으나 가격과 시장

조건이 좋지 못하여 농민들의 증산의욕이 기대한 바와 같이 높지

못하였으며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제 차. 1 5

개년계획기간 중 농업증산은 한국경제의 물가안정과 공업화과정에

있어서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비농업부문의 자본형성에 기

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제 차 개년계획은 제 차 계획에서 실. 2 5 1

시된 주요계획사업을 계승하여 농산물의 유통구조와 가격에 대한

정책을 적당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했다.

제 차 개년계획기간 중에 농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1 5

유 중의 하나는 무상 도입양곡 이다 이는 원래 구호목적(PL 480-II) .

으로 쓰게 되었지만 년대부터 정부는 경제개발 목적으로 전환1950

했으며 개발재원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개간 간척 토지정리사업에. , ,

있어서 지원양곡은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50) 그러나 무상으로 도입.

되는 원조양곡이 점감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를 대비하여 농지

50) ,經濟企劃院 『 1 5 , 1962-1966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 1967,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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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원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농민이 정부

에 대해 의존하게 만들었다 농민의 증산의욕이 없고 정부 지원을.

기대만 하면 농업 발전 과업이 불리한 상황에 밀려나게 된다.

제 차 개년계획기간에 농업재정투융자의 에 해당하는1 5 21.8% 100

억 원이 수리사업에 배분되었으며 수리사업은 투융자의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계속 수리안전답의 면적을 증.

대하고자 노력했으나 부실한 관 배수시설이 증산과 수리사업에 있·

어서 큰 장애물이었다51) 또한 어느 지역에 적용됨으로써 투자효율.

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기본조사가 아직 많이 진행되

지 않았다 한편 개간 간척 사업도 적극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농업. , ,

부문 총투자원의 약 에 해당하는 총 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런8% 26 .

데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많은 면적의 개간이 이루어졌으나 개간

된 경지의 지력증산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개간척지가 많.

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 개간할 수 있는 경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즉 개간 간척 사업이 균형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뿐. , .

만 아니라 공사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착

공 후 완공하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에 있어서 정부는1 5

생산기반구성에 주력해서 투융자를 큰 비중으로 지원해주었다 그런.

데 각 사업종목에 대한 투융자의 순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자료가 아직도 없다 투융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리시켜야 했,

다52).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기간에 농업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여1 5

농가에 잉여가 생겼으니 농가경제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51) 한국개발연구원, 『농업투자분석론』, 1979, p.20

52) ,經濟企劃院 『 1 5 , 1962-1966第 次 經濟開發 個年計劃 』 인용, 1967,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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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은 년도에 비해서 안정되었다는 것뿐이다 즉 농가경제1950 .

의 수준이 여전히 낮았고 농가소득도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농업생산은 기상조건에 크게 의존하여 자연이 불

안정하면 농가경제도 불안정하였다 농업생산 증산에도 불구하고 곡.

류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식량의 수입수요는.

국내식량공급능력의 시급한 강화를 요구했고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식량자급이 제 차 개년계획의 과제가 되었다 계획기2 5 .

간 중 농업정책을 단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사실상 경제정책의 중점

은 공업화에 있었다 물론 정부투융자는 제 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1

많이 투입되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동시에 농업과

공업을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간의 균형적. ,

인 발전을 진행하는 것은 제 차 개년계획의 과제였다2 5 .

제 절2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농업정책 평가2 5

제 차 개년계획의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촉진이라2 5

는 목표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목표는 원활한 식량공급과 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었다 그 목표를 세우고 농업부문에 대한· .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여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 몇 가지 한

계가 남아있기도 했다.

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농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1967

근대화 작업의 열쇠가 비록 공업 입국 에 있다 할지라도 농업“ “ ” ,

의 진흥 없이는 공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근대,

화야말로 바로 조국 근대화의 지름길"53)이라고 했고 이를 위해 농,

53) 지금 우리는 자립 경제 건설과 조국 근대화라는 민족적 지상 과업을 수행하“

기 위해서 온 국력을 이에 총집결하고 있읍니다만 먼저 과감한 농촌의 근대화,

없이는 이 거창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겠다는 근.

대화 작업의 열쇠가 비록 공업 입국 에 있다 할지라도 농업의 진흥없이는“ ” ,

공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근대화야말로 바로 조국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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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 1967

은 농민이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이나 축산을 개발함으로써 종합적으

로 소득을 높일 수 있게 그 기회를 조정하는 데 정부가 참여하겠다

고 하였으며 년에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을 실시하고자1968 “ ”

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정부 내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

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여러 행정기관을.

묶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척상황과 문제들을 직접 점검하는

것은 이 사업 성공의 전제였고 이는 년대에 추진된 새마을운동의70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 사업의 성과로 농가의 참여도가 증가되었고.

수출 면에서는 총 농수산물 수출이 배로 늘어났다2.5 .

년에 제 차 특별사업에 이어서 박대통령은 경제기획원과 재1968 1

무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저곡가정책에서 고곡가정책으로 정책전환

을 단행했다54)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과 농업의 발전격차 도시노동. ,

자와 농민과의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물가안정과 식량자급자족

을 위한 식량증산과 농공병진 농민소득 향상에 따른 도 농간의 소, ·

득균배 사회 안정을 위한 고곡가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년을, . 1968

기점으로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고미가정책을 채택

했다 그 결과 년 년의 평균 생산비에 대한 수매가격의. 1968 ~ 1971

지수는 평균 이 되었으며 이는 년의 에 비해서147 1962 ~ 1966 130

고미가라고 볼 수 있다55) 그런데 그 당시에 선 개헌과 년 대. 3 1971

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인 이유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고미가정책 이어서 년부터 중 곡가제 그리고 년에 보리1969 2 , 1972

수매가격 예시제도 실시되어 농업증산과 쌀 소비절약 효과를 거두

었다 이 정책들은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증대시키며 인상된 가격으.

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국농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 ” “,

1967.

54) 김정렴, 1990, 『 30 :韓國經濟政策 年史 金正濂回顧錄』, p.175

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년사50 』, 1999,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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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제한 수매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그렇지만.

보리의 수매가격을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게 결정해야 해서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었다.

식량자급목표는 년의 극심한 한발로 인한 미곡의 대1967 - 1968

흉작으로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년 박정희 대통령은 대책. 1968

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지침 을 시달했으며 수리안전답의 면적은“ ”

년의 에서 년에 로 확대되었다 수리사업은 농업1967 58.0% 1971 81.0% .

생산기반구성 총 투융자의 를 점하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18.6%

차지했다 농지개선에 많은 투자를 투입했었지만 답 면적은 증가하.

지 않았는데 고속도로건설과 도시 및 생산용지로 인해 기존 답이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간 간척 사업에도 재정적 지원을. ,

계속했었지만 수리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어서 계획에 미달했다.

식량증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제 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양곡생산 증2

가율은 에 그쳐 제 차 계획의 에 비해서 감소되었다고 볼-3.5% 1 6.2%

수 있다56) 이는 심한 한발 등 기상조건의 영향뿐만 아니라 도시화.

에 의해 식부면적이 감소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식량자급률도.

년의 에서 년에는 로 낮아졌다 식량부족을 해결1966 94.7% 1971 69.4% .

하기 위해 정부는 외곡을 도입하고 국내의 미곡 소비를 억제하고자

했다 식량증산을 위해 정부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의 확충과 종자.

개량 지력증진 농업기계화 등의 사업들을 여전히 실시하였지만, ,

공업화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충분

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에서는 외자에 의존한 수출주도형의 공2 5

업화가 정책의 방향으로 정식화되었다 이에 국민총생산의 성장률도.

높아지고 제 차 차 산업부문의 성장률도 증대했었지만 반면에 농2 , 3

림수산업 부문의 성장률 및 산업구조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경제.

56) 위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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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었지만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도·

농간 도시 노동자 및 농민간의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 .

해 농촌에 대량의 이농을 야기하였으며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의 감

소 그리고 경지면적의 감소를 일으켰다, .

제 차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을 통해 한국경제는 빠른 성장을1 , 2 5

달성했지만 경제구조의 불균형 산업간 도 농간 지역 간의 격차가, , · ,

점차 확대되었고 이농인구 증가 식량자급률의 저하 등의 문제들이,

남았다 박정희 정부는 제 차 산업 즉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1 ,

공업화과정에 실시된 농업정책이 분명히 다른 산업보다 불충분한

배려를 받았고 소극적으로 실시된 정책들로 인해 농민의 증산의욕

이 나타나지 않거나 정부에 의존도가 몹시 강해서 자립자족 정신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실시될 계획들의 과제가 되.

었고 년대에 실시된 새마을운동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기70

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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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결론

농업은 인류의 첫 사업이며 수백만 년 동안 국가의 주요 경제였

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공업의 부상으로 인해 농업의 지위가 점.

차 낮아졌다 농업은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투자회임 기. ,

간이 길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경영상, , ,

의 지표가 다른 산업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때문에 미국과 등 선진국EU

조차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보호 정책을 수행해왔다 이것은 농업· .

의 중요성과 농업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농업위주의 사회였고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부문일 뿐 아니라 백성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국가경

제의 주체였다 전통시대 이래 국가는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한국 농업은 많.

이 파괴되었고 해방 후 경제 복구와 함께 농업을 부흥 및 개혁하기

위해 조봉암을 비롯한 초대 농림부는 여러 정책을 시도했다 동. 6.25

란으로 인해 회복하지 못했던 한국 농업은 다시 파괴 상태에 빠졌

다 휴전 후 농업은 전체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인구는. 30%

전체인구의 70.0%57)를 차지했지만 당시 한국경제가 외국원조를 기

대함으로써 농업이 점점 정체되었다 년대에 들어 공업화가 본. 1960

격적으로 시작되며 압축적 성장을 추진한 탓에 농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고 농업이 쇠퇴했다 농업의 정체성 농업의 쇠퇴 등의 현상. ,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권들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농

업은 경제정책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년여의 집권기간 중 수출주도의 공업화 정18 “

책 과 더불어 농민이 잘 사는 정책 을 경제정책의 대 지주로” “ ” 2

57) 한국은행, 1973, 『한국의 국민소득』,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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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어떻게 하면 농민이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사색하고 구상하고

실천해 나갔다58) 박정희 대통령은 년 연설문에 이렇게 말했다. 1967 .

지금 우리는 자립 경제 건설과 조국 근대화라는 민족적 지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국력을 이에 총집결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과감한,

농촌의 근대화 없이는 이 거창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

리도 잘 살아보겠다는 근대화 작업의 열쇠가 비록 공업 입국 에 있“ ”

다 할지라도 농업의 진흥 없이는 공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따, ,

라서 농업 근대화야말로 바로 조국 근대화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박정희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업화를 추진하여 고도성

장을 달성하고자 했고 제 차 산업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농2

업부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섯 차례 경제개발 개년 계획에서5

항상 농촌부흥과 농업근대화를 강조했다 년대 제 차 차 경제. 1960 1 , 2

개발 개년계획을 보면 앞선 정부보다 박정희 정부는 농업에 대한5

정책이 더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기본목표는 자립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농업정책은 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1 5

에 농업 투자의 비중이 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부문(1962-1967) 8.9%

보다 낮은 비중이었지만 당시 정부의 재정 금융 능력이 약해서 어,

쩔 수 없었다 제 차 계획에 들어가며 농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

로 증가하고 투자의 대부분은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증산사업16.3%

에 투입되었다 정부는 주로 생산기반의 조성과 농업기술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고 농업증산과 농업근대화작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이 시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정부는 농지개선사업 수리. ,

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업증산 등 여러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

반면에 저곡가정책 잉여농산물도입 등 많은 소극적인 활동도 취하,

58) 김정렴, 1990, 『 30 :韓國經濟政策 年史 金正濂回顧錄』,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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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었다 한편 농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심. ,

이 아직도 강하고 자급자족 정신이 약해서 농업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년대 박정희 정부는 제 차 산업 혹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1960 1 ,

았지만 공업화과정에 실시된 농업정책은 분명 다른 산업보다 불충

분한 배려를 받았다 또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의해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산업간 도 농간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 , · ,

으며 이농인구 증가 및 식량자급률의 저하 등의 문제들이 생겼다.

이들은 앞으로 실시될 계획들의 과제가 되었고 년대에 실시된1970

새마을운동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년대 농업정책은 한국. 1960

농업의 새로운 발전경로를 열어놓았고 그 이후의 농업정책의 토대

라고 할 수 있다.

년대의 농업정책은 새마을운동이나 다른 농업정책의 전제라1960

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년대 농업정책에 대한 다른 관점을. 1960

제공하고 그를 토대로 이후의 농업정책을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배우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업정책도 배

우려고 했었기에 고도성장 시기의 농업정책에 대한 필수적인 이해

를 본 논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본 논문의 의의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아직 한계가 있다 년대의 한국뿐만. . 1960

아니라 싱가포르나 대만 역시 공업화를 추진하고 고도성장을 이루

고자 하는 나라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비슷했다 본 논문은.

한국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아서 객관

적인 관점과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

지 못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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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ark Chung He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in the 1960s

NGUYEN THI THANH THAO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xperienced a rapid transition from an rural agricultural nation

to an urban industrial one. Since the 1960s the Korean economy has

achieved a high growth rat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export-oriented policies. From 1962,

Park Chung Hee launched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which resulted in changes in the nation’s economic structure. Although

the plans resulted in rapid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industry and

tertiary industry, it also caused for the reduction of the size of the

primary industry which wa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ue to

this pattern of development, most researches have presented the Park

Chung Hee’s administration as the period in which the agriculture

sector was neglected although during the 1960s the government had

actually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which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this sector.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re-examine and revaluate the

agricultural policies taken by the Park Chung Hee's administration in

the 1960s through the examination the progress and the resul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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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nd seco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implemented in

1962 and 1967.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land redistribution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Korea. However, for the

next three years, the American occupation made only minor

reformations which had negative effects on Korea’s agricultural sector.

Besides that, the Korean War also increased the severity of the effects

of the diminishment of this sector. Although Korea was supplied with

foreign aid, they were direct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other

sectors while agriculture was continuously neglected. To top it off, farm

surpluses which was imported overseas has caused the prices of local

products to drop. These policies has resulted in the worsening of

conditions for the farmers. Therefore, the junta which took over in

1961 decided to make this issue as one of their main agenda.

The first 5-years Economic Development Plan’s goal was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s well as the modernization of

this sector. The aim of this program was to improve facilities which

would allow for the expansion and increase of production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Then the second plan was aimed towards

maintaining a 5% increment for the improvement of not only food

production but also the economic and societal conditions of the farmers

through various policies including double grain price system, high rice

price policy, etc.

The first and seco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llowed

for Korea to achieve development at a rapid rate but at some costs

such as increased inequality in level of development between industries,

urban and rural areas or the exodus of farmers from agricultural areas

etc. Although Park Chung Hee did not neglect the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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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ly, but the policies which were enforced for this sector was

evidently insufficient, leaving important task for the next policies and

also having a certain effe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Village

Movement in the 1970s.

Keywords: 1960s, Park Chung Hee's administration,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gricultural policy, agricultural investment,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Student Number: 2013-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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