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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 년 5 월 27 일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1961 년 5 월
16 일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 비교를 통해, 두 국가에서 군사 정변 이후 쿠데타
세력의 정치 활동의 적극성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탐구했다.
터키의 경우, 당시 집권 정당이었던 민주당 국회 의원들과 그 지지 세력을
체포한 군인들은 쿠데타 직후 민정이양을 선언했다. 헌법을 개정한 군사 세력이
터키의 국회 구조를 바꿔 양원제가 됐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1 년 만에 총선거가
실시 됐고, 쿠데타의 공식적인 지도자 제말 귀르셀(Cemal Gursel) 대장이 쿠데타
세력과 국회 의원들의 합의로 대통령이 됐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나머지 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180 명으로 구성된 상원에 정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갔다. 오랜 기간
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는 내각제였던 터키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쿠데타 세력의 정치 활동이 다른 군사 정변 사례에 비해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소장과 그의 군사 세력은 터키와 유사하게 민정이양을
선언했지만, 2 년이 되어서야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창당을 준비한 군사
세력이 민주공화당을 설립한 후, 총선에 참가했다. 5.16 세력의 이러한 정치 활동은
터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두 국가의 쿠데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군사 세력과 기존의
정치 세력과의 관계가 이러한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키의 경우에는 쿠데타 세력과 야당 공화당의 이념적인 혹은 실질적인 관계가
쿠데타 세력의 군사 정변 모의 과정 및 군사 정변 이후의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군인들 입장에서 같은 이념을 가진 정당의 존재는 군인들의 정치 활동을
간섭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5.16 세력이 구축한 정치
방식이 기존의 정치 세력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들의 쿠데타 모의 과정과
군사 정변 이후에도 정치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쿠데타, 군사 정변, 혁명, 군부, 시민정치, 터키, 한국, 5.16, 박정희
학번: 2010-22707

iii

목 차
제 I 장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정의 ............................................................................... 1
2- 기존 연구 현황 .............................................,...................................... 2
3- 연구 문제 제기 및 연구 사례 선정 ..................................................... 7
4- 연구 방법과 자료 .............................................................................. 10

제 II 장 쿠데타의 정의 및 개념 분석 .............................................................. 13
1- 쿠데타의 정의 .................................................................................... 13
2- 혁명의 의미 및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 .............................................. 14

제 III 장 터키 5.27 쿠데타의 근원 ................................................................ 18
1- 터키 군부와 정부 관계 ...................................................................... 19
1) 터키 군부의 쿠데타 전통 및 역대 정부와 관계 ..................... 20
2) 터키 군부와 민주당 정권 관계 .............................................. 23
2- 5.27 세력의 이념적 성향 .................................................................. 25
1) 5.27 세력 내 진보적 세력의 형성 ......................................... 27
2) 5.27 세력 내 보수적 세력의 형성 ......................................... 30
3) 5.27 세력의 리더십 구조 ....................................................... 31
3- 소결 ................................................................................................... 35

제 IV 장 한국 5.16 쿠데타의 배경 분석 .......................................................... 38
1- 1960 년대 한국 군부와 정부 관계 .................................................... 38
1) 한국 군부의 기원 및 군부의 형성 과정 ................................. 38
2)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 ........................................... 41
3) 한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 .................................................... 44
2- 5.16 세력의 부상 및 이념적 성향 ..................................................... 46
1) 5.16 의 모의 및 박정희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 ..................... 46
2)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 ....................................................... 49
3) 사상계 중심으로 본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 ...................... 52
3- 소결 ................................................................................................... 54
iv

제 V 장 한국 5.16 쿠데타 세력과 터키 5.27 쿠데타 세력의 비교 ..................... 57
1- 두 사례에서 군부와 시민 관계의 비교 ............................................... 57
2-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성향의 비교 ............................... 58
3-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과 정당 관계의 비교 ................................... 59

제 VI 장 결론 ............................................................................................... 61
참고 문헌 및 자료 .......................................................................................... 64
Abstract ........................................................................................................ 83

v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정의
2016년 7월, 터키의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려 시도 했다가
실패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데타’는 다시 역사에서 중요한
단어로

떠올랐다.

일찍이

터키처럼

받아들이고,

이슬람

문명권에

나토(NATO)

속하면서

회원국이자

민주주의를
오랜

기간

유럽연합(EU)에 가입을 시도하던 국가에서 쿠데다 시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사건들 중 하나가 쿠데타라는 점에서 이 주제는 정치학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연구 주제로 볼 수 있다.
쿠데타는 비밀리에 계획되어 기습적이고 과감하게 실행된다.
쿠데타 때는 반대파의 체포·탄압, 정부요원의 불법납치·감금 암살,
군사력의 강압이 있거나, 의회를 강제 점령하고 정보통신망을 탈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기도 한다. 보통의 경우 쿠데타는 지배계급
내의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은 정치 세력을 물러나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뜻은 무시된다. 그러나 일부 쿠데타 사례들을 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이탈하는 문민정부나 군사정부를 다시 민주주의 범위로 끌어
당기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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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들

중,

아이티공화국에서

뒤발리에(Duvalier)

가문의

장기

정권을

무너뜨린 ‘1986년 아이티 군사 정변’이나 독재화된 마마두 탄자 정권에 성공적으로
감행된 ‘2010년 니제르 쿠데타’ 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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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사례들을 살펴보면 군사 정변이 일어난 후, 쿠데타
세력이 만든 다양한 정부의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얀마처럼
군복을 벗지 않은 채 군사 정권으로 나간 경우나, 1971년 터키처럼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 이양을
선언하고

권력을

다시

민중들에게

돌려준

사례도

발견된다.

또한

20세기에 발생한 쿠데타 중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후, 시민의 신분으로
정치를 한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시민으로서 정치를 한
쿠데타 세력이 소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경우와 적극적으로 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2). 바로 이 맥락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후, 무엇이
정치 활동을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만든 원인으로 작용 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하여 쿠데타
이후의

정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쿠데타는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쿠데타의
내용이나 기간이 민주주의의 회복 및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향후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기존 연구 현황
쿠데타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된 최초의 자료는 성경이다. 연합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9세기에

분단된

후,

북부에서

수립된

제2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왕가의 교체가 빈번했다(3).
2- 한 나라를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1925년, 칠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페드로 다트넬
(Pedro Dartnell) 장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민정이양을 시도했으나, 1973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 장군의 경우 1990년까지 정권을 잡았다.
3- 구약성서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왕국 제2국왕인 나답(Nadav)이 바아사(Ba’asha)
가 일으킨 쿠데타로 사망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Elah)가
자신의 신하 지므리(Zimri)한테 쿠데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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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알려진 최초의 쿠데타는 같은 시기 제(齊) 나라에서
발생했던

궁전

쿠데타이다(4).

그러나

학술적으로

내용이

풍부한

쿠데타는 1851년 파리의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Louis Napoléon
Bonaparte 혹은 Napoléon III)가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말기,

1851년

파리

쿠데타를

중심으로

쿠데타

문헌들이

잇따라

발표되기 시작했다(5). 이 문헌들을 살펴보면 제2 프랑스 공화국의 수립,
나폴레옹 3세의 정계 진출 그리고 그가 일으킨 쿠데타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 진행된 쿠데타 연구들을 살펴보면, 참고 문헌 리스트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두 권의 도서가 있다. 하나는 1968년에 쓰여진
에드워드

루트와크(Edward

Luttwak)의

《쿠데타:

실용족인

지침서(Coup d'État: A Practical Handbook)》(6)이고 또 하나는 같은
해에 발표된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질서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이다. 루트와크의 책은
제목처럼 쿠데타가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세, 쿠데타가 벌어질
당시의

군사

작전

또는

성공적인

쿠데타를

위한

필수

요소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4-

동양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온

기록에

따르자면, 제나라 공작인 호공(胡公)은 이북 동생 헌공(獻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5- 그 당시에 기자로 활동했던 외쩬 테넛(Eugène Ténot)이 1870년에 쓴 《Paris in
December 1851, or the Coup d'É tat of Napoleon III》이나 쿠데타 시기에 파리
경찰청장을 역임하고, 쿠데타 후 경찰부 장관으로 임명된 샬리메인 에밀(Charlemagne
É mile de Maupas)이 1884년에 쓴 《The Story of the Coup D'état》은 가장 대표적인
문헌들이다.
6- 미국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루트와크는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개입했던 쿠데타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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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 시기에 들어가면서 변화된 국제 정세를 반영한 그레고르
퍼거슨(Gregor Ferguson) 교수의 책 《쿠데타: 실용 매뉴얼 (Coup
d’e´tat: A Practical Manual》은 1987년에 발간됐다. 이후 수많은
자료들이 공개되고,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이 출판되면서 더욱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009년에 나온 켄 커너(Ken
Connor)와 데이빗 헵디치(David Hebditc)의 《쿠데타를 어떻게 설계한
것인가: 모의부터 작전까지(How to Stage a Military Coup: From
Planning

to

Execution)》이라는

책은

루트와크의

쿠데타

연구를

현대화시켰다. 다만, 루트와크의 쿠데타 분석의 단점이라면 정치적인
흐름으로 쿠데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들보다 약소국에서 권력욕이 있는
쿠데타 세력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는 점이다(7).
헌팅턴 교수가 저술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질서》가
선행 연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쿠데타를 분류했다는
점이다. 헌팅턴 교수는 군사 세력의 목적을 가지고 쿠데타의 종류를 세
개로 구분했다. 변혁적 쿠데타, 정권수호적 친위 쿠데타, 거부의사의
쿠데타이다. 헌팅턴 교수가 쿠데타들을 분류를 했을 때 사용했던 주된
연구 방법이 군부와 정부 혹은 군부와 정부 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었다.

7- 조나단 포웰(Jonathan M Powell)과 클레이턴타 타인(Clayton L Thyne)이
2011년에 발표한 ‘Global instances of coups from 1950 to 2010: A new
dataset’보고서의 기존 연구 현황에서 루트와크가 오직 공모로 계획된 쿠데타들만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 사례들을 보면, 공모로 계획되지
않았던 쿠데타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1982년에 방글라데시에 일어난 쿠데타이다.
1981년 육군 장교에 의해 암살당했던 지아우르 라흐만 대통령의 사후에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자,

당시에

총사령관을

역임하던

후세인

무하메드

에르샤드(Hussain

Muhammad Ershad) 장군이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1974년 4.25에
포르투갈에서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 역시 쿠데타 세력의 권력 욕심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쿠데타를 계기로 정치 체제가 변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오늘
날에도 쿠데타보다 혁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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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와서 다른 변수들을 도입한 쿠데타가 재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쿠데타가 무혈 혹은 유혈로 감행 되었는가 또는 어떠한
원인때문에 쿠데타가 무혈로 벌어질 수 있었는지도 연구되었다(8).
쿠데타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연구 도서 중 하나는 1962년에
출간된 새뮤얼 파이너(Samuel Finer) 교수의 《말 탄 사람: 정치에서의
군부 역할(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은 군부의 정치 간섭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국내 정치가
안정을 잃은 상황에서 강력한 위계 질서가 자리잡힌 군부가 벌인
쿠데타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파이너 교수는 이 책에서 군부의
쿠데타 기질을 각종 방향에서 서술했다. 파이너 교수의 이 책은 차후에
발생한 쿠데타 감행 가능성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선행 자료가 되었다(9).
추가로 왜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10).

8- 예를 들어, 2013년에 발표된 마마두 디오마 바(Mamadou Diouma Bah)의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Guinea: An Instrumental Explanation of Political Stability’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혈 쿠데타가 발생한 반면, 유일하게도 모든
군사정변이 무혈로 벌어진 기니의 쿠데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9- Robert W Jackman, “The predictability of coups d’e´tat: A model with
African dat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2, No. 4. (Dec.,
1978), pp. 1262-1275.; A. Belkin and E. Schofer, “Toward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Coup Risk”,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5,
October 2003, pp. 594-620.;Patrick McGowan, “African military coups d'état,
1956–2001: frequency, trends and distribut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1(03), (September 2003), pp. 339 – 370.
10- Paul Collier & Anke Hoeffler, Coup Traps: Why does Africa have so many

Coups D’etat?, Centre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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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연구의 핵심 연구 주제로는 쿠데타 분위기를 만드는
국내외적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하에서

경제와(11)

쿠데타의 관계 그리고 냉전 시기와 쿠데타의 관계가(12) 가장 많이
다뤄졌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연구 주제는 쿠데타를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
쿠데타 연구는 2000년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8-2010년 사이에 쿠데타가 무려 일곱 차례나
발생하면서 다시 학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시기이후
발표된 쿠데타 연구들 중에 눈에 처음으로 띈 연구들이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가 쿠데타와 민주화의 관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했다면, 그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쿠데타들의 존재가 처음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13).
11- Lena Gerling, Riots and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Coup; Plotters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Urban Protests and Coups d' É tat, Münster
University,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Economics, 2016; Londregan, John B &
Keith T Poole, “Poverty, The Coup Trap, and the Seizure of Executive Power”

World Politics, Vol. 42, No. 2. (Jan., 1990), pp. 151-183.; Marcelo Leiras,
Antonella Bandiera, Marcos Salgado, A call to arms: the conditional effect of

economic performance on coups, Red para el Estudio de la Economía Política en
América Latina(REPAL), 2015
12- Ulrich Pilster & Tobias Boehmelt, Coup-Proofing and Military Effectiveness
in Interstate Wars, 1967–99, University of Essex, 2011 그리고 냉전 시기 중심으로
한 쿠데타 연구들을 보면, 주로 미국의 개입이 주제가 되었다. Arindrajit Dube, Ethan
Kaplan, Suresh Naidu, Coups, Corporations, and Classified Inform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375–1409.
13- Clayton L. Thyne, Coup d’etat or Coup d’Autocracy How Coups Impact
Democratization 1950–2008, Foreign Policy Analysis (2014), 0, 1–22; John J. Chin,

Military Coups, Regime Change, and Democratization,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5; George Derpanopoulos, Erica Frantz,
Barbara Geddes & Joseph Wright, Are coups good for democracy? Research and

Politics, (January-March 2016)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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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문제 제기 및 연구 사례 선정
20세기에 발생한 수많은 쿠데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쿠데타

세력이

군사

정변이

일어난

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이 군인의 신분이 아닌 시민의
신분으로 정치를 한 사례가 비교적 더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으로서 정치를 한 경우,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하나는

정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한

경우,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한 경우이다.
군사 정변 이후, 쿠데타 세력이 정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한
사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1960년 5월 27일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38명의 장교에 의해 발생한 군사 정변
이후, 터키의 민주주의는 잠시 멈추었다. 그 당시 집권정당인 민주당
국회 의원들과 그 지지세력을 체포한 군인들은 민정이양을 선언했다.
헌법을 개정한 군사 세력이 5.27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터키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 하원을 두었다. 쿠데타가 일어난지
1년만에 총선거가 실시 되었고, 쿠데타의 데유레(de jure) 지도자 중장
제말 귀르셀(Cemal Gursel)이 쿠데타 세력과 국회 의원들의 합의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나머지 쿠데타 장교들은 군복을 벗고 180명으로
구성된

상원에

정의원으로

들어갔다.

내각제인

터키에서

대통령은

실권을 가진 총리와 달리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쿠데타 세력의 이러한 정치활동이 소극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14).

14- Idris Gursoy, Darbelerin Sahitleri (Kaynak Yayinlari, 2011) p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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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5.16 쿠데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61년대
쿠데타를 선포한 박정희 소장과 그의 지지 세력은 터키 사례처럼 민정
이양을 선언한 후, 2년 만에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 세력은
터키와는 달리 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참가했다. 박정희와
그 지지 세력의 정치 활동은 터키에 비교했을 때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고 평가된다.
연구 문제 제기
한국의 61년 쿠데타와 터키의 60년 쿠데타를 비교할 때, 군사정변
이후에 쿠데타 세력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터키의 60년대 쿠데타 세력과 한국의 61년대 쿠데타
세력이 군사정변 이후에 다르게 움직인 원인을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쿠데타 세력이 군사
정변 이후 무엇 때문에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한국의 61년대 군사 세력이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반면, 터키의 60년대 쿠데타 세력은 왜 소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알아
볼 것이다.
가설 세우기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방향과 일치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쿠데타 세력은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
터키 사례를 보면 쿠데타 세력은 38명이다. 그 38명이 아무리
중립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당시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이었다.
그 장교들의 회고록을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진행된 비밀 회의에서
대부분의 장교들은 군사 정변 이후 정권을 공화당에 돌려 주자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쿠데타의 정당성을
약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일부 장교는 반공화당 입장에
있었기에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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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사실은 군사 세력 안에 공화당을 반대하던 장교들이 일부
존재했다 할지라도 쿠데타 세력은 전반적으로 친공화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례는

터키와

다르다.

박정희와

그의

뜻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정치 활동에 뛰어들 수 있었다.
본 가설은 기존의 두 연구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터키
쿠데타에 대한 평가들을 보자면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터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워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군사 세력이 국내 정치의
혼란을

잠재운

후,

정치

간섭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만

개입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을 볼 때 이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5.16 발생 원인에 관한 설들을 살펴보면 특히
진보 진영 세력에서는 박정희의 권력욕에 초점을 두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국내 변수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 정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외 관계, 외부 위협, 위기 의식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도 한국와 터키의 쿠데타를 살펴보면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6과 5.27 군사 정변 이후, 당시
미국과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터키의 쿠데타 세력은 모두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위기 의식의 경우도 매우 유사하다.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후
분노가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터키의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에
불만을 갖고 매일 시위에 참여한 친공화당 세력이 있었다. 아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외부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존재했으며, 터키 역시 소련이 있었지만 그 위협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군사 정권이 북한이라는 변수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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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이 두 국가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내 변수의 경우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쿠데타를 분석할 때 5.16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신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시기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유신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5.16세력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나,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라는 1인
중심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 4 절 연구 방법과 자료
본 논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군사정변 이후의 쿠데타
세력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연구와 본 연구의
내용

방향은

다소

상이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학자들의

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쿠데타의 발생 원인이다.
쿠데타 이후 군사 세력의 정치 개입 정도는 학계에서 많이 연구된
분야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쿠데타 세력과 정치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연구

방향은

5.16

쿠데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5.16 쿠데타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의 방향은 주로 군사정변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려는
연구, 5.16이 한국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외적인
연구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윤근의 《해병대와 5.16》
이다. 이 책은 쿠데타에서의 해병대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경우 5.16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함께 보는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15-

에드워드

루와크,

아모스

펄머터

(Amos

Perlmutter),

크리스토퍼

앵커슨

(Christopher Ankersen), 레베까 쉬프(Rebecca L. Schiff) 교수들을 비롯하여 많은
쿠데타 전문가들의 연구들은 주로 군인과 시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다. 군인들과
정치 세력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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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쿠데타 연구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군사정변 배경을
밝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여전히 수많은 자료들이 미공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의 60년대 쿠데타 논문들은 군사정변이 터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 한국 사례를 연구한 방식은 기존연구와 달리 5.16을
군부, 정당, 시민의 삼각 구조 아래에서 분석한다. 이제까지 5.16에
관한 논문들을 보자면 연구자들은 주로 5.16을 당시 한국의 경제와
사회 문제와 결부시켜, 5.16의 과정을 연구하였고 4.19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박정희와 그의 군부 세력을 그 당시의
다른 정치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 보자고 한다. 즉, 박정희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그와

그의

지지

세력이

가진

정치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의 관계 및 그들과 당시 정치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5.16 쿠데타를 연구하고자 한다.
터키의 5.27 쿠데타 연구의 경우, 냉전 말까지는 쿠데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로부터 연구자들은 5.27을
쿠데타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에 많은 자료가 공개
되면서 터키의 60년대 쿠데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5.27이 혁명인가 아니면
쿠데타인가에 관한 것이다. 5.27을 혁명이라고 한 학자도 쿠데타라고 한
학자도 5.27 세력을 민주당과의 관계를 통해 5.27을 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5.27 쿠데타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아닌
야당인 공화당과의 관계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50년대부터 역사적, 정치적 흐름을 살펴 봄으로써
5.27과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에 대한 질문을 떠나 군부 세력의
움직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5.27과 5.16를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쿠데타와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터키와 한국 사례의 경우는 남미 또는 아프리카 쿠데타들과 달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대륙의 쿠데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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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으로 쿠데타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터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27 쿠데타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민주주의가 회복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터키의 사례에서 군사
세력이 이미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문헌 해석을 통해 분석을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먼저 검토할 자료들은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이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뿐 아니라 당시 정치인이나 언론인의
회고록들도 연구에 포함될 것이다. 루트와크의 주장에 따르자면 쿠데타
세력은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슬로건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부
세력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쿠데타 세력의 시기 분석을 대조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터키 사례를 연구할 때 60년대
쿠데타를

바라보는

친공화당과

친민주당

언론인들의

시각을

모두

고려하면서 연구의 중립성을 높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될 또 다른 자료는 쿠데타 세력의 군사
정변

이후의

쿠데타의

공식

세력에

Komitesi)와

문건들이다.
의해

한국에서

설립된
쿠데타

터키에서
국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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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부터

통합
설립된

총선까지의

위원회(Milli

Birlik

군사혁명위원회

및

제 II 장 쿠데타의 정의 및 개념 분석
본 연구에 있어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사례인
터키의

5.27

군사

정변과

한국의

5.16

군사

정변이

쿠데타로

언급되거나 때로는 혁명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제 1 절 쿠데타의 정의
쿠데타는 영어로 ‘coup d'état’이며, 이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왔다. ‘État’이라는 단어는 현대 프랑스어로 사태, 상황, 입장, 처지를
뜻하는

술어로

사용된다.
타격의

쓰이지만,

정치적인

‘Coup’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단어는

옥스퍼드

의미로
현대

국가,

국민

프랑스어로

대사전에서

쿠데타

치기,

등으로도
때리기,

의미를

가진

‘coup d'état’ 혹은 ‘coup’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국가를 치다,
국가를 때리다’로 풀이 된다.
쿠데타의 어원학적 설명을 다시 쉬운 말로 요약 하면 한 세력이
힘을 써서 억지로 한 국가의 수장을 바꾸거나 체제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5 년 국왕 칼리파 빈 하마드 알사니(Khalifa
bin Hamad Al Thani)는 왕세자가 아니었던 왕자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Hamad bin Khalifa Al Thani)로부터 무혈 쿠데타를 당했고, 그
결과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경우 국가
운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국가 원수만 교체됐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 원수가 유지 되지만 국가 운영 체제가 지도자의 권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친위쿠데타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선포가
있다. 유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수는 그대로 박정희였지만, 원수의
권력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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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혁명의 의미 및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
쿠데타의

의미를

확인하고

나면

형식적인

면에서

혁명과

쿠데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혁명이 벌어질 때도
한 세력이 강제로 권력을 잡고, 지도자와 체제가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데타와 혁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혁명의
의미부터 분석하자면 혁명은 쿠데타처럼 외래어가 아니며, 민주주의처럼
서구 문명과 만나는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단어가 아니다. 혁명은
‘변하다’는 의미의 ‘혁’자와 생명을 가리키는 ‘명’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이

단어는

가장

먼저

주역에서

언급되지만,

정치학에서 쓰이는 의미와는 다르다(15).
영어 ‘revolution’ 도 혁명의 ‘혁’자와 유사하게 ‘회전하다’
혹은

‘반전하다’의

의미인

라틴어

‘revolio’에서

유래됐다.

흥미롭게도 터키어로 혁명을 가르키는 ‘devrim’은 ‘회전하다’와
‘무너뜨리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devirmek’에서 유래된
것이다. 영어 ‘revolution’이 정치학에서 현대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17 세기 영국의 내전 과정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16).
혁명의 핵심적인 특징은 국가의 정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 혁명 또는 러시아 혁명의 경우, 혁명이 일어난
국가의 지도자는 물론, 국가 정체가 바뀌어 혁명 자체가 그 국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5- 주역에서 언급된 부분: 天地革而四時成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한국어 의미: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철을 이루듯 탕, 무의혁명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16-

Richard

Pipes, A

Concise

History

of

the

Russian

http://chagala.com/russia/pipes.htm (검색일: 2017 년 10 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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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최근에 들어 혁명과 쿠데타 구분이 혼란스러울만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17). 이러한 개념적 혼란의 원인은 쿠데타 세력에
있다.

마지막

세기에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에서

일어난

포장되었다.

쿠데타들이

쿠데타

세력이

처음에는

군사

정변을

혁명으로 포장시킨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쿠데타가 혁명으로 포장될 경우,
지도자만이 아닌 국가의 체제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을
수정해

새헌법을

통과되고

나면

선포해야
쿠데타는

한다.

새헌법은

정당성을

국민투표나

확보하게

되므로

국회에서
법적책임이

사라진다(18).
현대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쿠데타와 혁명을
구분하던
원수나

전통적인
체제

혁명이다’는

중

의미에서의
하나만

법칙이

더

차이점이

변하면
이상

쿠데타,
작동하지

사라졌다.
두

개

못하게

오늘날
모두
됐기

‘국가
변했다면

때문이다.

1952 년에 자유장교단이 이집트에서 일으킨 군사 정변은 ‘혁명’으로
불리지만, 1969 년에 리비아계 자유장교단이 일으킨 군사 정변의 경우
한때는

‘리비아

혁명’으로

불렸지만,

오늘날

‘반란’

혹은

‘쿠데타’로 언급된다(19). 1958 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군사 정변은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거리다(20).

17- 한국의 5.16 군사 정변과 터키의 5.27 군사정변은 여전히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논쟁 중이다.
18- 터키에서 5.27 쿠데타가 발생하고 난 후, 군부 세력은 법학교수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 이 조언에 따라 새 헌법을 만들고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19- Ozan O. Varol, “The Democratic Coup d’E´tat”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2) Vol. 53, pg.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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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국가에서 발생한 군사 정변을 살펴보면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에서는 모두 왕권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 됐지만, 리비아가
혁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정변 이후의 국가 정세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집트계 자유장교단이 이끌었던 정권은 독재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과거의 왕권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리비아에서 자유장교단의 지도자였던 카다피는 군사 정변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선포했다. 이후 공화국의 최고 정치 기구로

혁명지도평의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 의회에 평생의장으로 취임했다.
즉, 헌법 상으로 보았을 때 리비아에서 체제가 변한 것은 사실이나,
신체제는 구체제의 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21).
이라크는 왕권이 폐지된 후, 군사 정변으로 인해 중동에서
아랍민족주의 바람이 불었지만,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1958 년에 발생한 군사 정변을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22)

20- Katie Fordyce, The 14 July Revolution and the “True Coup” Ques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5
21- Joshua Friesen, Tribes and revolution; the 'social factor' in Muammar

Gadhafi's Libya and beyond, McGill University, 2013
22- Katie Fordyce, The 14 July Revolution and the “True Coup” Ques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5, pg.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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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모든 혁명은 일종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모두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23). 쿠데타와 혁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명명할 수 있는 혁명과 쿠데타들의 존재하는 것처럼 혁명의 성격을 지닌
쿠데타와 쿠데타적 성향을 가진 혁명도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와 한국의 군사 정변이 혁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두 사례를 모두 쿠데타로 전제한 후 연구했음을 밝힌다.

23- Raymond Tanter and Manus Midlarsky, A Theory of Revolu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1, No. 3 (Sep., 1967), pp. 26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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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장 터키 5.27 쿠데타의 근원

1960 년 5 월 27 일, 터키 민주당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쿠데타가 벌어지자 대대적으로 체포됐다.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1957 년 12 월 26 일에 민주당 정권은 쿠데타 제보를 받고
9 명의 장교를 구속한 적은 있었으나 5 개월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쿠데타 공범자이자 최초 고발자였던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8 명의 장교는 6 개월만에 석방됐다(24). 이외에도 군사 사관 학교
학생들이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
두 사건을 살펴볼 때, 정부와 군부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은

민주당에

저항한

군부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민주당 정권 말기, 군부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장교들이 어떠한 이유로 쿠데타를 모의하려고 했는지는 본 논문의 터키
부분에서 핵심적인 질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와 군부
사이에 충돌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터키에서 군부와
정부 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고발부터 석방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제로 다룬 책이 있다: Idris Gursoy, 2008,
Dokuz Subay Olayı ve Samet Kuşçu, Kaynak Yayin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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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1960 년대 터키 군부와 정부의 관계
터키 공화국은 1 차 대전에서 패배해 연합군으로부터 점령을
당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이다. 점령을 당할 당시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쟁취한 장교들이 1923 년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오스만제국의
입헌군주제를 폐지했다.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은 해방 전쟁의
지도자였던 군부 출신의 케말 파샤가 됐다. 1938 년 케말 파샤(M.
Kemal -Paşa-Ataturk)(25)가 사망하자, 그의 사관학교 친구이자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스멧 파샤(Ismet -Paşa-Inonu)가 대통령이 됐다. 초대
2

대

대통령까지

군부

출신이었던

터키는

1945

년까지

단일정당제였으며, 공화당 이외에 다른 정당의 활동은 불가능했다(26).
2 차 대전의 참전을 거부하고, 중립 선언을 했던 터키는 전후
소련의 위협을 받고(27) 미국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당제를 허용한 터키에서 당시 공화당의 총재였던
이스멧 파샤의 정권은 오래 버틸 수 없었다. 1946 년, 케말 파샤
정권에서

두

번째

총리이자

이스멧

파샤의

경쟁자였던

젤랄

바야르(Celal Bayar)는 민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1950 년에 정권을
잡고, 쿠데타가 벌어질 때까지 10 년 동안 집권당이었다.

25- 당시 터키에는 성(Family name) 제도가 없었다. 파샤는 고위급 관료들만 사용할
수 있던 호칭이었다. 성 제도가 시작되면서, 케말 파샤는 ‘튀르크의 조상’이라는
의미의 ‘Ataturk’라는 성을 받았다.
26- 케말 파샤는 몇 차례나 다당제 실험을 했으나, 새로 설립된 정당들이 공화주의를
반대한 ‘반혁명’ 세력으로 부상하자 결국 케말 파샤의 지시로 무산되었다.
27- 2 차 대전이 끝나자 스탈린이 터키 동북부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터키 정부는
안보 위협을 받았다. 당시 소련이 발칸반도,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터키는 소련의 소유권 주장을 예민하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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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이러한 현대사 흐름을 살펴볼 때, 1960 년대에 발생한
쿠데타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젤랄 바야르(Celal Bayar)
대통령과 아드난 멘데레스(Adnan Menderes) 총리에 대한 군부의
저항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터키 군부가 군인 출신인
이스멧 파샤의 정권에서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점은 쿠데타 분석을
복잡하게 만든다.
케말
현대적인

파샤는

국가를

터키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선포할

계획을

때,

세웠다.

서구

이

국가들처럼

과정에서

군부를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 시켰다. 케말 파샤 정권 당시 움직임이 없었던
터키 군부였지만, 같은 군인 출신이었던 이스멧 파샤의 정권 시기에는
군부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국가 원수의 출신과 상관없이 정권을
잡으려는 터키 군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터키 군부의 탄생과 쿠데타
전통을 분석해야 한다.

1) 터키 군부의 쿠데타 전통 및 역대 정부와의 관계
1960 년대의 터키 군부를 분석 하려면 터키 군부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한다. 터키 군부의 전신은 오스만 제국의 군부이다.
오스만 제국의 군부라면 가장 먼저 예니체리(Yeniçeri)가 떠오른다.
주로

비이슬람권

오자으(Yeniçeri

지역에서
Ocağı,

징집된

터키어로

아이들로

Ocak

학당을

구성된
의미함)는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의 군사는 물론 고위급 공무원으로 키우기 위한 엘리트 집단이었다.
황제의 직속 경호대와 친위대 역할을 맡았던 카프쿨루 오자으(Kapıkulu
Ocağı)의

대다수가

예니체리

오자으

출신으로

예니체리

오자으는

오스만 제국 군부의 핵심 기관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17 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만큼 유럽에서 승리를
쉽게 쟁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혁은

울레마(Ulema)라고

예니체리
불리던

오자으

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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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집단과

친밀한

실패로
관계를

끝났다.
유지한

예니체리는 개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울레마의 눈치를 살피며
정계에 간섭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스만

2

세부터(1618-1622)는

행정이나 사회 개혁보다 예니체리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오스만 2 세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가 예니체리 개혁을 계획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를 당해 실각됐다. 역대 조상들의 끔직한
최후를(28) 본 마흐무트 2 세는 사전 준비를 철처하게 한 후, 1826 년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이스탄불 주민을 동원해 예니체리 오자으를
폐지시켰다. 반발이 있을까 우려했던 마흐무트 2 세는 보수 성향을 가진
주민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모함메드의 승리 군부대(Asâkir-i
Mansûre-i Muhammediye)’라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새로운 군부를
창설했다. 약칭으로 ‘승리 군부대’(터키어: Asâkir-i Mansûre, 영어:
Mansure Army)라고 불리던 곳은 오늘날 터키 군부의 전신이 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니체리라는 집단이 사라졌다고
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쿠데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스만
제국이 붕괴 되고 공화국이 선포된 1923 년까지 몇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29). 게다가 공화국의 선포 역시 일종의 쿠데타 겸 혁명이었다.
즉, 엘리트 집단의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예니체리가 없어지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28- 예를 들어 마흐무트 2 세의 할아버지인 오스만 2 세와 사촌 형인 셀림 3 세는 군대
개혁을 시도하다 쿠데타를 당해 감옥에서 잔인하게 살해 당했다.
29- 1876 년, 두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2 명의 황제가 실각했고, 1908 년에
일어난 쿠데타로 황제가 실각되면서 국회가 다시 열렸다. 1913 년에 일어난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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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년까지 울레마라는 신학자 계급의 편을 들어온 군부는 그
이후 새로 생긴 조직이자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혁신파의 편을 들게
되었다. 새로 생긴 군부의 압박으로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입헌군주제를
선포했고, 그 중 제일 급진적인 세력은 해방 전쟁 때 거둔 승리를
기반으로 공화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터키의 초대 대통령 케말 파샤는 자신의 정권 때 많은 개혁들을
실시했다. 빠른 속도로 개혁들이 실시되면서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케말 파샤는 군부의 힘을
이용해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었다. 특히 케말 파샤는 군부의
교육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개혁을 반대할 수 있을만한 고위급
장군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30) 군부에는 진보적 가치관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스만 제국 때 군부의 힘이 강했던 이유는 제국의 특성
때문이다. 오스만 제국은 군부가 중심이었던 제국이었다(31). 제도적으로
설명하자면 제국 시절에는 엔데룬(Enderûn)이라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 기관이 있었다. 문관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 학교에는
예니체리 오자으 출신 아이들 중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입학했다. 과거 오스만 제국 때는 문관, 무관 교육이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다. 최고의 공무원인 총리나 각 주에 파견된 주지사들의 경우,
동시에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사 교육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승진이 힘들거나, 승진을 할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32).
30- Begüm Burak, 2011, Osmanlı'dan Günümüze Ordu-Siyaset İlişkileri
31- 오스만 제국의 궁궐인 토프카프 궁전(Topkapı Palace)은 유럽의 다른 궁전들과
달리 행정 건물이 아닌 군부 부대로 디자인 됐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다.
32-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총리나 주지사가 군사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군부의
압박으로 실각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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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제국의 현대화도 군부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럽에 간 첫
유학생들은

모두

무관이었고,

유럽에서

돌아와

오스만

제국에서

현대적인 교육을 전수했던 서양 전문가들 역시 군인이었다. 오스만
제국에서 열린 현대적 의미의 최초 교육 기관들 역시 군사 사관 학교
안에 설립되었다. 요약하자면, 오스만 제국 시절에 군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수한 집단이었다(33).
오스만 제국 말기에는 문관, 무관 교육의 분리 정책과 함께 문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엘리트 학교들이 잇따라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이 케말 파샤 정권 때 더욱 활발해졌다. 공화국 이후 문관과
무관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이 시작됐고, 민주당이 정책을 통해
군부의 혜택들을 폐지했지만 1960 년의 경우만해도 터키 군부는 여전히
교육적으로나, 양적으로 터키의 엘리트 집단이었다.

2) 터키 군부와 민주당 정권과의 관계
1950 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39%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을
55%의 지지율로 앞서면서 정권을 잡자, 많은 사람들은 군부 출신
이스멧 파샤가 찬카야 궁전(터키 대통령의 관저)을 떠나지 않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리라 예상했다. 당시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키키
위해 이스멧 파샤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찬카야 궁전을 찾기도 했다(34).
그러나 이스멧 파샤는 군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12 년 장기 집권을
마무리한 후 야당 지도자가 됐다.

33- 쿠데타에 관한 연구들 중, 쿠데타의 핵심 원인으로 군부의 양적, 질적 팽창을
지목하고 있다.
34- 선거 날 밤에는 참모장이 긴급 회의를 진행했고, 1 군 부대의 대대장은 이스멧
파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군사 정변을 일으키자는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이스멧 파샤는 국민의 뜻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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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뇌부는 군부가 민주당과 공화당 중, 공화당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고, 안정적으로 집권 하기 위해 군부 출신의 고위급
인사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군부 개혁에 나섰다(35). 하지만
민주당이 군부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높은 자리를 제공하며, 군부에서
친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승진을

시도했지만,

군사

개혁의

부담때문에 군부 내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쌓이고 있었다.
군사 개혁과 별개로 장교들은 이념적인 이유로 민주당에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주당에 반감을 느끼는 장교들과 민주당의 이념적인
차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 차이었다(36).
진보적 군인들은 민주당이 케말 파샤가 건설한 세속주의적인 국가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37).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1954 년경 군부에서는 하급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루트와크의 말로는 ‘쿠데타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하다(38)는
원칙에 따라 군인들은 쿠데타 혹은 혁명의 정당성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한 터키에서 1954 년 총선 때 58%의 높은 지지를
받은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생기거나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모의를 하고 세력을 확대한 쿠데타
세력은 1958 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35- 장교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들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폐지되자, 많은
군인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36- Ali Fuat Basgil, 1963, 27 Mayıs İhtilali ve Sebepleri, Yagmur Yayinevi
37- Mehmet Ali Birant, 1991, Demirkirat, Dogan Kitap, pg 76
38- Edward Lutwak, 1964, Coup d'État: A Practical Handbook, London, pg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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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957 년 총선 때 지지율이 48%로 떨어지자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 정책들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통제, 야당의 압박과 함께 동맹국이던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해외
대출마저 끊겼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경제가 흔들리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져만 갔다. 1959 년부터 반민주당 시위들이 대도시
광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39), 이미 오랜 시간 쿠데타를 계획했던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제 2 절 5.27 세력의 이념적 성향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쿠데타 세력의 유력한 지도자들 중
알프아르슬란 튀르케시(Alparslan Türkeş) 대령이 5 월 27 일 월요일
아침 4 시 35 분, 라디오에서 ‘혁명 공지’를 발표했다. 생각보다 쉽게
정권을 잡은 5.27 세력은 ‘국민 통합 위원회(Milli Birlik Komitesi,
MBK)’라는 최고의 행정기관을 창설하고 6 월 18 일에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은 쿠데타의 데유레(De jure) 지도자이던 중장 제말
귀르셀의 지시로 준비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쿠데타는 하나의 세력이
일으킨 군사 정변이 아닌, 막판에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서 벌인
쿠데타였기 때문이다. 정작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서로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이 혁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군인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했다(40).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및 헌병의 각 계급에서 쿠데타 세력을 대표할
만한 군인들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 명단에 있는 군인들을 분석하면
이념적으로

다른

두

세력이

두드러진다.

하나는

제말

마다노울루

(Cemal Madanoğlu) 중장 중심으로 형성된 진보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튀르케시 대령 중심으로 된 보수 세력이었다.

(표-1)

39- Ali Fuat Basgil, 1963, 27 Mayıs İhtilali ve Sebepleri, Yagmur Yayinevi
40- Ahmer Er, 2000, 27 Mayıs'tan 12 Eylül'e Hatıralarım, Alternatif Yayinlari, pg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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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민 통합 위원회(Milli Birlik Komitesi, MBK)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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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처럼 서로 반대된 두 세력이 어떻게 통합을 이뤄
군사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5.27
세력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세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5.27 세력 내 진보적 세력의 형성
5.27 세력은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일부
장교들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쿠데타를 모의했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다. 어느
순간부터 통합을 하게 된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계급이 낮다는 것과
각 쿠데타 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공평하게 움직이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제말
마다노울루 중장을 찾았다.
각 파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쿠데타 모의를 했던 인물은
대위였던 듄다르 세이한(Dündar Seyhan)과 오르한 카비바이(Orhan
Kabibay)었다.

이

둘은

1954

년에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다가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까지 논의하게 됐다. 그 이후에 혁명을
계획하던 오르한 에르칸르(Orhan Erkanlı), 아흐멧 이을드지(Ahmet
Yıldız), 파룩 규벤튀르크(Faruk Güventürk)까지 계획이 공유되면서 첫
모의를 진행했다(41).
카비바이파와

세이한파

말고는

탈랏

아이데미르(Talat

Aydemir), 세자이 오칸(Sezai Okan)과 오스만 쿅살(Osman Köksal)도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 3 년이 되도록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 쿠데타 모의를 이어왔던 두 조직은 1957 년이 되어서야 통합했다.
위에 언급된 인물들의 쿠데타 이후의 행보를 살펴 보면 모두 진보적
성향이 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적인 군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민주당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걸까?
41- Dündar Seyhan, 1966, Gölgedeki Adam, Uycan Matbaası, pg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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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군사 정변을 일으킨 일차적 이유로
1958 년 이후 진행된 민주당의 독재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이 모두 1954-55 년경에 모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독재화는
5.27 세력 모의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장교들의
인터뷰들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군부 세력을 자극했던 이념적인 차이가
눈에 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아잔의 아랍어화였다.
아잔은 이슬람에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아랍어를

사용한다.

케말

파샤가

정권을

잡고

있던

1932 년에 세족주의와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터키어 외에 다른
언어로 아잔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 이 금지령은 이스멧 파샤
정권 때도 지속됐다. 국민의 거부감을 파악한 민주당이 1950 년 총선
때 아잔을 다시 아랍어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놓았다. 민주당은 5 월
14 일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6 월 16 일까지 법안을 통과 시키고, 아잔의
아랍어 금지령을 풀었다. 국민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을 환영했지만,
쿠데타 세력의 회고록을 보면 군인의 대다수는 세속주의로 대표되는
케말 파샤의 혁명이 후퇴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42).
물론 아잔 문제만으로 세속주의 성향을 가진 군부가 위기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케말 파샤 정권 때는 사회적 위치가 박탈된
신학자를 포함한 수많은 종교인 세력이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역시 군부를 자극했다. 다시 말해, 쿠데타 내
진보 세력이 세속주의 후퇴에 대한 위기감으로 민주당을 케말 파샤가
건설한 터키 공화국의 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43).

42- Mehmet Ali Birant, 1991, Demirkirat, Dogan Kitap, pg 77-79
43- Ali Fuat Basgil, 1963, 27 Mayıs İhtilali ve Sebepleri, Yagmur Yayinevi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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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내 진보적 세력은 세속주의적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민주당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에 실린 진보적
사설들을

살펴보면,

진보적

정치

평론가들은

케말

파샤의

혁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케말 파샤는 국가
조직의 상단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나, 이 혁명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스멧 파샤 정권 때 논의됐던
토지

개혁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뒤짚어지면서

진보적

군인들의 거부감을 유발시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을 하자면 민주당 인사들은 공화당에
비해 관료보다 지주가 더 많은 편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멧 파샤
정권과 달리 민주당 정권은 친자본가적인 경제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
민주당이 선택한 경제 노선도 군부 내에 진보 세력을 자극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을 무너뜨리자는 생각을 가진 진보적
성향의 군인들은 모의를 하면서도 공화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정권 이후 쿠데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두고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첫 번째는 군인이 정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쿠데타직후, 정권을 이스멧 파샤가 있던 공화당에 넘기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당을 재판한 후, 다시 민정
이양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을 해석하면 5.27 세력 내 진보 세력
사이에도 친공화당 진보와 독립적인 진보로 갈라져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44). 이러한 갈등은 쿠데타 세력에 보수파가 가담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안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44- 쿠데타 가담한 장교들의 회고록을 보면, 모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의 갈등은 회고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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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7 세력 내 보수적 세력의 형성
케말 파샤 정권 비해 비교적 독재화가 진행됐던 이스멧 파샤
정권 때, 혁명을 거론했던 지식인들과 군인들이 ‘투란주의(Turanism)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 1944 년에 발생했던 이
사건에서 투란주의 즉, 모두 튀르크계 민족들을 통일시키자는 이념을
가진 장교와 교수들은 인종 차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석방된 군인들 중 알프아르슬란 튀르케시(Alparslan Türkeş)는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튀르케시

대령은

뒤늦게

탈랏

아이데미르(Talat

Aydemir) 대령의 초대로 가담하게 됐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튀르케시는 이후 자신의 세력과 함께 쿠데타 모의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5.27

군사

정변에

생소한

사람들은

보수파였던

민주당을

무너뜨린 사건에 보수 군인들이 가담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표하는 보수적 가치와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의 보수적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다.
5.27 세력 내 보수파는 투란주의적인 보수였다. 이 세력은
민족주의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어 보수로 분류되고 있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진보에 가까웠다. 쿠데타 이후 시민의
신분으로

정계에

들어간

이

정당의

이름은

‘공화주의

농부

국민당(Cumhuriyetçi Köylü Millet Partisi)’이었다.
이 세력은 민주당이 1957 년 이후 민주주의에 어긋한 행보들을
많이 보였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58 년 이후,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는 내전과 다름없는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보수 세력은 민주당이 분열된 국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45). 쿠데타의 보수 세력은 이러한 이유로
45- Ahmer Er, 2000, 27 Mayıs'tan 12 Eylül'e Hatıralarım, Alternatif Yayinlari,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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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변을 통해 ‘무너진 터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는 생각으로
군사 정변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3) 5.27 세력의 리더십 구조
5.27 세력은 보수와 진보의 통합으로 생긴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단의 리더십도 하나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파룩 규벤튀르크(Faruk Güventürk)는 급이 높다는 이유로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1957 년에 발생한 사멧
쿠슈츄(Samet Kuscu)의 공범 고발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규벤튀르크는 6 개월 만에 다시 석방되었지만, 군사 정변의 안전을
위해서 쿠데타 모의에는 소극적으로만 참여했다. 규벤튀르크의 실각으로
쿠데타 세력 내 리더십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쿠데타 세력에 가담한
군인들 중 급이 가장 높은 군인이 대령이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군사
정변 이후 쿠데타에 참여한 세력 외에 터키 군부의 나머지 세력이
쿠데타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장군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 마다노울루 중장의 리더십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의 회고록에서 동일하게 언급됐듯이
제말

마다노울루(Cemal

Madanoğlu)

중장은

‘정의로운

사나이

남자’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였다. 그는 파견된 군부대마다 군인들의
존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미 터키 군부 내에서 쿠데타
모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접촉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쿠데타

세력에서 추대 제의를 받자마자 곧바로 수락했고, 5.27 세력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마다노울루 중장의 회고록이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친공화당으로 분리할 수는 없다.
그는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정변 이후에 정권을
공화당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다노울루

중장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부패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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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러한 이유로 5.27 세력 내의 친공화당파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급부상한 튀르케시 대령 주도 하에 보수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 갈등이 수면위로 뚜렷하게 떠오르지는 않았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5 개월이 지난 후, 마다노울루 중장이 쿠데타
세력

내의

보수파를

숙청하면서

실권을

잡게

됐다.

그러나

이

시기로부터 쿠데타 세력 내에 있던 온건파와의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국민 통합 위원회에 남아있던 군인들의 잦은 의견
대립으로 사이가 나빠지자, 그는 사임 후 정계를 떠나버렸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마다노울루 중장은 1969 년 이후에 진보 군인들로부터
다시 지도자 제의를 받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쿠데타 모의가
적발되면서 1971 년 감옥에 들어갔다. 쿠데타 세력에 보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마다노울루 중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었지만, 보수의 제거와
함께 마다노울루 중장 역시 실각하게 된 것이다.
나- 튀르케시 대령의 리더십
튀르케시 대령은 5.27 세력에 가담하기 전부터 군부에서 이미
자신의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급부상은 군사 정변 이후에
진행됐다. 군사 정변 이후에는 마다노울루 중장이 계엄령 대대장을
맡았고, 튀르케시 대령이 총리겸 국무 차관을 맡았다. 계엄령 대대장은
군을 통치해야하기 때문에 급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마다노울루
중장이 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 두 직책 모두 높았지만, 세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총리겸 국무 차관직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튀르케시 대령이 이 직책을 이용해 군사 정변 이후 막강한 권력을
키우려고 하자 마다노울루 중장과 갈등을 빚게 됐다.
군사 정변 이후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한 이 두 인물의
의견은 이미 갈등에 놓여 있었다. 튀르케시 대령은 군사 정변 이후
민주주의를 수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최소
4 년이 지난 이후에 민정이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정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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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선거를 치를 경우, 공화당의 정권 장악이
당연한 것이라 소위 말하는 ‘혁명의 정당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마다노울루 중장은 최대한 빨리 민정이양을 하지
않으면, 정치를 모르는 군인들 때문에 튀르케시 대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튀르케시 대령과 마다노울루 중장의 부딪힘은 결국 숙청으로
마무리 되었다. 38 명으로 구성된 국민 통합 위원회는 이미 튀르케시
대령파와 마다노울루 중장파로 갈려져 있었고, 양쪽 모두 상대파로부터
숙청당할

거라는

소문을

접하고

있었다.

결국

마다노울루

중장이

쿠데타의 데유레(De jure) 지도자인 대장 제말 귀르셀의 지지를 받아
어느 날 밤 국민 통합 위원회 회원 38 명 중 튀르케시 대령을 포함한
14 명을 체포했다. 체포 당한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은 며칠이 지난
후 해외 대사관에 무관으로 파견 됐다. 일종의 무혈 숙청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14 인방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숙청된 14 인이 모두 튀르케시 파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두
보수파는 아니었다. 그 중 4 명은 진보파였다. 튀르케시 대령은 리더십을
통해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튀르케시와 그의 세력은 망명을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의 재판이 종료된 이후 총리, 외교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의 사형 판결에 대한 통과를 두고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이 투표했을 당시에도 14 인방은 해외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사형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망명 기간이 끝나고 국내로 돌아 온 14 인방의 상당수는
튀르케시의 주도하에 공화주의 농부 국민당에 입당했다. 튀르케시는
입당하자마자 매우 빠른 시일 안에 정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오늘 날
터키 국회에서 3 번째로 큰 정당인 민족주의운동당(Milliyetçi Hareket
Partisi, MHP)은 공화주의 농부 국민당이 개명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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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르셀 대장의 리더십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자 해외에서는 제말 귀르셀(Cemal
Gursel)을 군사 정변의 지도자로 추측했다. 그러나 귀르셀 대장은
공식적인(de jure) 지도자였지, 실질적인(de facto) 지도자는 아니었다.
1959-60 년경 터키 군부 내에는 케말 파샤와 같이 해방 전쟁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귀르셀 대장은 급이 가장 높은
군인들 중에서도 1 차 대전과 해방 전쟁을 비롯해 터키 공화국에 있어
의미 있는 전쟁에 가담했던 군인들 중 하나였다. 군부에서 존경을
받았던 귀르셀 대장은 쿠데타 지도자 요청을 받았을 때 동의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쿠데타 세력에는 장군급이 없었고,
마다노울루 중장도 포섭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의
입장에서 귀르셀 대장의 포섭은 매우 중요했다.
귀르셀 대장은 쿠데타 제의를 받자마자, 멘데레스 총리에게 경고
편지를 썼다. 그러나 멘데레스는 이 편지를 읽지 못 했다. 귀르셀
대장은 당시 터키의 정치 문제들을 쿠데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 사이 육군 총장으로 승진한 귀르셀 대장은
쿠데타 세력이 원하는 승진 명단에 따라 승진을 실시했지만, 동시에
쿠데타를 막을 방안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귀르셀 대장은
전역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명예 은퇴를 선택했다(46). 귀르셀 대장의
환송회 때는 마다노울루 중장이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로 포섭됐다.
군사 정변 당일,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3 군 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3 군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귀뮤시팔라
대장은 쿠데타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만일 급이 자신보다 낮다면
군사 정변을 ‘반란’으로 받아들이고, 쿠데타를 진압하기위해 앙카라로

46- Sami Kucuk, 2008, Rumeli'den 27 Mayıs'a İhtilalin Kaderini Belirleyen Köşk
Harekatı, Mikado Yayinlari, pg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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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쿠데타 세력은 귀뮤시팔라 대장의 협박이
합당하다고 여겨 바로 그날, 은퇴한 귀르셀 대장을 다시 앙카라로
복귀시킨 후 그를 지도자로 발표했다. 사실 표면적으로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는 귀르셀 대장이었지만, 실제 지도자는 마다노울루 중장이었다.
귀르셀
회고록이나

대장의

인터뷰가

정치적인
존재하지

성향을
않는다.

정확히
그는

확인할
국민

수

통합

있는
위원회

의장으로도 대통령으로도 항상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귀르셀 대장은 국민 통합 위원회를 창설할 때, 쿠데타 세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진보 세력의 균형을 원했다. 대통령 시절에도 모든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러나 귀르셀 대장이 이스멧
파샤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47).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의 사형 판결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이 투표했을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귀르셀 대장은
최대한 빨리 민정이양을 하려고 했다. 튀르케시 대령이 주장했던 국민
통합 위원회의 장기 집권 제안에 소극적이었던 귀르셀 대장은 이러한
의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다노울루

중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14 인방을 숙청하기에 이르렀다.

제 3 절 소 결
터키 쿠데타를 이해하려면, 쿠데타 이후에 일어난 정치적인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변이 5 월 27 에 일어났고, 귀르셀
대장의 주도하에 국민 통합 위원회는 6 월에 창설되었다. 1960 년
11 월에 장기집권을 주장하던 튀르케시파가 숙청을 당했다. 1961 년
6 월에는 마다노울루 중장이 국민 통합 위원회에서 사임했다.

47- Ahmer Er, 2000, 27 Mayıs'tan 12 Eylül'e Hatıralarım, Alternatif Yayinlari,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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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년 1 월 국민 통합 위원회의 지시로 명단이 발표됐고,
이들은 국회 의사당에서 ‘헌법 제정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헌법
제정단에서 통과된 제정안이 같은 해 6 월에 약 60%의 지지율로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됐다. 계속해서 1960 년 9 월에는
총선이 실시되었고, 36% 지지율로 공화당은 겨우 여당이 될 수 있었다.
단, 국회에서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계자나 다름 없었던 정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61 년 총선때 국민 통합
위원회는 공화당이 단독 집권당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민정이양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이다.
5.27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이나,

최종적으로

국민

통합

위원회에서 남은 장교들의 입장에서 쿠데타 세력이 공화당에 가진
애정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 14 인방이 숙청을 당하기
전에도 국민 통합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됐던 주제는 위원회
위원들이 공화당 인사들 또는 이스멧 파샤와 첩촉을 했었다는 것이다.
5.27 에 가담한 장교들이나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의 상당수는
이념적으로는 공화당과 일치된 것이었다. 특히 국민 통합 위원회 위원들
중 4 명이 1965 년 총선에서 직접 공화당 후보로 참여했다.
결론을 맺자면 국부였던 케말 파샤가 창당한 공화당과 군인
출신 이스멧 파샤의 존재감 때문에 군인들의 상당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군정에 있어서 군부의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러면에서 공화당과 반대 성향을 가진 민주당이
제거되었다면, 특히 케말 파샤의 세속주의적인 개혁들의 실행을 막을
장애물들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정치판에서 활동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5.27 세력과 사상적으로 일치된 정치 집단이 이미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5.27 군사 정변을 국민에게 설명하는데 있어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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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은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즉,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방향과
일치하는
정치활동을

정치
할

세력이
수

있는

존재하는
환경이

경우,

쿠데타

주어지지

세력이

않는다.

적극적으로

쿠데타

세력과

공화당의 이러한 관계는 군사 정변 이후 1 년 반 안에 이루어진
민정이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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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 한국 5.16 쿠데타의 배경 분석
본 연구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의 이념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쿠데타 세력을 이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정부의
관계, 쿠데타 세력과 정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5.16 에 합류한 장교들의 쿠데타 목적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6 세력이 쿠데타 이전에 가졌던 목적을 큰
그림에서 확인한다면, 군사 정변 후 쿠데타 세력이 움직인 방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제 1 절 1960 년대 한국 군부와 정부의 관계
5.16 세력에 관한 이념적 분석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그
당시 한국 군부의 이념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군부의 형성 과정과
이승만 정부와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만, 5.16 세력이 어떤 계기로
군부의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 정변을 계획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한국 군부의 기원 및 군부의 형성 과정
한국군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1960 년대 한국 군부의 정치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계자로 보고
있듯이, 한국 군부 역시 일제 강점기에 독립 투쟁을 벌였던 광복군 혹은
독립군과 같은 민병군을 자신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군사적인
정신에서

살펴볼

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관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육군 창설 기념일은 1946 년 1 월 15 일이다. 사실
이

날짜는

남쪽에서

미군정이
대한민국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정부가

수립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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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한

날짜이기도

조선경비대는

하다.

‘육군’으로

개편됐다. 즉, 육군의 정신적인 전신은 광복군이나, 기관으로 본다면
미군정이 창설한 국방경비대에 그 기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광복 이후, 남쪽에서 열린 첫 번째 군사학교는 주한 미군이
1945 년 말에 세운 군사영어학교다. 이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광복군 출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오히려 학생들
중에는 일본군사학교, 특히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초급
장교들이 많았다(48). 다음해 4 월에 폐지된 이 학교는 군사 교육보다는
군사 영어 혹은 통역에 집중했던 교육 기관이었다.
군사영어학교는

겉으로

보았을

때,

언어

교육

기관이지만

졸업생들의 행로를 살펴보면 한국 육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졸업생 110 명의 대다수는 30 대에 장군으로 승진했고, 20 대에 별을
달기도 했다. 특히 쿠데타가 일어난 1961 년까지 육군참모총장들 중
과반수는 이 학교의 졸업생이었으며, 군의 요직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국군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49).
군사영어학교

외에

당시에

설립된

교육

기관들

중에서는

1951 년 진해에서 문을 연 4 년제 육군사관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처음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1948 년이 되어서야
육군사관학교로 바뀌었다. 4 년 정규 과정의 경우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학교가 진해로 터전을 옮기면서 시작됐다. 이때 선발된 11 기
생도들을 1980 년대 쿠데타를 일으키는 핵심 세력이 됐다(50). 이러한
배경으로 파악해 볼 때, 한국 군부의 첫 출발은 미국이 세운 사관학교를

48- 서중석, 2013,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pg 237
49- 김일영, 2010, 건국과 부국, 기파랑, pg 332
50- 1955 년에 졸업한 전두환-노태우-정호용 중심으로 된 11 기생 세력이 12.12
군사 반란을 계기로 5.17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군부 세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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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일본군 출신의 장교들과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군부는 보수 색깔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한국 군부의 교육에 있어서 미군의 영향력은 크다. 미군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통신학교, 공병학교, 보병학교, 포병학교를
운영했으며, 육군사관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미군은 장교
교육뿐만 아니라 각급 야전 훈련장에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미군은 한국
장교들의 유학 또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첫 유학은 1948 년에
실시됐다. 정부 수립 직전인 1948 년 8 월 11 일, 이형근, 장창국,
이한림 등 6 명이 포트 베닝 미 육군보병학교에 입학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 군인들은 1950 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1951 년 9 월, 미육군보병학교 초등군사반에 들어가기 위해 165 명이
미국으로 떠났고, 그들 중에는 5.16 때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종필을
비롯한 김전식, 강상욱 대위 등이 있었다.
한국 군부의 미국 유학이 장교들 사이에서만 유행처럼 번졌던
것은 아니었고, 장군들 중에서도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우가 많았다.
1953 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유재홍 중장, 양국진, 송요찬, 이성가,
백인엽, 함병선, 김종갑, 박임항, 오덕준, 백남권 소장과 최경룩 준장 등
14 명이 미 육군참모대학에 입학했다. 박정희 역시 준장급이었을 때
미국에서 한 학기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
숫자로 볼 때 한국 군부에서 50 년대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군인들의 숫자는 많았다. 1952 년에는 594 명, 1953 년에는 829 명이
유학을 떠났다. 다른 자료에서는 1950 년부터 1957 년까지 육군
4729 명, 해군 920 명, 공군 1503 명 등 7000 여명이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1).

51- 노영기 (2001).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1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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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문서에서도 1953 년대 해외로 유학을 떠난 민간인의
숫자는 613 명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 미국을 비롯해 해외로 유학을
떠난 장교 숫자는 983 명이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2).
한국 군부의 이러한 형성 과정을 보면 1950-60 년대 한국
장교들의 지배적인 이념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한국 군부는 당시에 대표적인 조직들 중 경찰, 정당, 행정부서와 달리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1950-60 년대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인 자유당이나 민주당과는 다르게 한국 군부는 국제화되고
현대화된
다녀왔다는

엘리트
이유로

집단으로
정치나

부상하고
민주주의를

있었다.
배웠다고는

군인들이
볼

수

유학에
없지만,

선진화된 서양 사회의 가치관을 충분히 관찰할 기회가 주어졌고 당시
한국 정치 세력이나 구조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53).

2)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
5.16 세력이 무너뜨린 정부는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가 아닌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부였지만, 5.16 세력이 형성된 시기가 이승만
정권의 말기라는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해하려면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내에서 강력한 반공 정책과

52- 서중석, 2013,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pg 238
53- 5.16 쿠데타 발발 소식을 접한 김웅수 6 군 단장은 예하 8 사단(사단장 정강
준장)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그해 5 월 20 일 체포된 그는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반혁명’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10 년을 선고받고 강제 예편됐다. 얼마
이후에 석방된 김 장군은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딴 후 교수가 되었다. 김웅수
교수의 회고록이라든가 인터뷰 증언들을 보면, 당시 군인들은 자신이 빠르게 현대화
됐다는 생각에 공무원으로서 높은 계급에 있다고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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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야당을 억압한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이승만에게 있어서
군부는 경찰과 함께 가장 많이 협력해야 할 기관이자 동시에 장악해야
하는 조직이었다.
이승만 정부와 군부의 관계는 공화국 초기 반공 정책 하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승만 정부는 야당을 억압하는데 있어
군부를 이용할 의도를 가지자 처음으로 한국군이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냈다. 정부와 군부의 첫 갈등은 1952 년에 발발했던
부산정치파동이다. 여당의 집회를 무산 시키려는 데 있어 경찰의 힘이
약하다보니 이승만 정부는 강도 높은 탄압을 위해 군대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참모 총장을 맡은 이종찬 중장은 이승만 정부의 병력
출동 요구를 거절했다(54).
이승만과 이종찬 장군 사이에 일어났던 의견 충돌은 군인과
정치인 사이에 벌어진 첫 갈등이었다. 이를 계기로 군부에 있던 많은
인사들은 민간인 출신의 국가 고위급 관료들과 부딪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모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 군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도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됐다.
이 사건 이후, 군부의 일부 세력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릴
작전까지 세웠지만, 이승만 역시 군 수뇌부 장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54 년에 새로 개설된 연합참모본부총장은 오늘
날의 합동참모의장의 전신이 됐고, 이승만은 정부에 충성을 한다고
여겼던

이형근(1954-1956),

1959)

그리고

정일권(1956-1957),

백선엽(1959-1960)을

총장

자리에

유재흥(1957앉혀

군부를

통제하려고 했다(55).
54- 조갑제가 저술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의 제 3 권은 이 사건을 많은 증언과
함께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55- 서중석, 2013,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pg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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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와 한국 군부의 갈등은 오로지 여당의 압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선거 때마다 부정 선거를 위해 군대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1956 년 선거와 1960 년 선거에서
군인들의 합의 없이 군부를 동원해 부정 선거를 가능하게 했고, 이
때문에 젊은 장교들 사이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다.
1956 년 박정희 하의 한 부대가 월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으며, 정부의
부정 선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장교들은 수사를 받기도 했다(56).
이승만과 군부의 갈등에는 주한 미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가 주도하는 1952 년 쿠데타
모의라든가 그 이후 이승만 제거를 목표로 한 에버레디 계획은 모두
미군의 산물이었다.
이승만의 군부 통제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김창룡 암살 사건도(57)
전환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창룡 중장 같이 이승만에게
충성을 하던 장군이 군부 안에서 벌어진 파벌 싸움에서 사망한 것은
군에 있는 친이승만 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58). 이
시기로부터 요직에 임명된 군인들은 이승만이라는 개인보다 국가 자체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송요찬 중장을 들 수
있다. 육군 참모총장 송요찬은 4. 19 때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지만,
이승만에 충성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결과, 이승만은 결국 하야 하게
되었다.
56- 조갑제, 1998,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 3 권, 조선일보사, pg 97
57-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김창룡 장군이었다. 이승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군부에서 부상한 김창룔은
동시에도 많은 적을 만들었다. 결국 그는 4 명 장교로부터 피격을 받아 사망했다.
58- 윤치영, 1991, 삼성출판사, 동산회고록: 윤치영의 20 세기, pg 308-309. 이승만의
비서실장이자, 이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정권 때, 서울 시장이자
민주공화당 의장을 지낸 윤치용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서술한다. 윤치영은 김창룡의 암살 사건이 없었다면, 4.19 혁명은 혁명이 아닌 하나의
미완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이승만의 하야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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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
한국

군인들이

역할은

고려

시대에

벌어졌던

무신정권(1170 년 – 1270 년) 이후 약화되어 왔다. 모순적이게도 조선
왕조의 탄생 역시 일종의 쿠데타로 볼 수 있지만, 특히 조선 시대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문인 집단은 무인 집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 시대에 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분위기는 대한민국의 수립까지도 이어졌다. 특히, 6.25 전쟁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발생했음에도 승리 또는 패배도 아닌 휴전으로 끝이 나면서
이러한 인식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두 가지 요소가 한국군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켰다. 첫 번째는 한국 군부의 수뇌부에 있던 인물들이
일본군에 속해있을 당시 경험했던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한국군이 받았던 유수한 교육을 통한 자신감
회복이다(59)*. 이 두 가지 요소를 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동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5.16 이전에 쿠데타 모의를 계획했던 경험이 한국 군부에
있었냐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알려진 첫 번째 쿠데타 모의는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가 계획한 1952 년 쿠데타 모의다. 부산정치파동
이후, 이승만 정부가 야당 정치인들에게 억압을 한 후, 이종찬과 이용문
장군이 쿠데타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군의 뚜렷한 개입으로
진행된 일이었다. 에버레디 계획과 같은 틀에서 구성된 모의였다. 즉,
5.16 군사 정변까지 한국 군부는 자발적으로 쿠데타 모의를 하지
않았다.

59- 김웅수, 2007, 새로운사람들, 김웅수 회고록,
* 특히 일제 시기에 일본군이 시도한 쿠데타는 한국인 장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군인의 사회적 위치를 재판단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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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부가 받은 우월한 교육과 강력한 위계질서 그리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하던 상황에서 군부가 언젠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례는

없었다(60).
한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에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흥미로운 글이 언론에 개제됐다.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예대로 군사 지배가 정당을 대체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현재

한국군에서는 정치적인 신망이나 조직력을 가진 군인이 없다. 육군엔
야심가는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육군은 정부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도구에
불과했다. 그것은 부부적으로 자유당 정부,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군부
조종 기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은 실각
당했고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지휘관은 냉대받았다. 만일 정부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엔전가 한 번은 군부가 지배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일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1960 년 1 월호 사상계에서 나온 미국 상원 외교분과위원회가
콜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이라는

논문에서 한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강조 했고,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

글이

발표된

이후

작성된

군인들의

회고록을 보면 이 글이 한국 군인들을 자극했다는 정황들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부 군인들에게 이 논문은 5.16 쿠데타를 실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61).

60- 오연호 (1993). “미 8 군 사령관의 반이승만 쿠데타 작전계획서”. 『월간말』,
158-163.
61- 조갑제, 1998,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 3 권, 조선일보사, pg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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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의 젊은 장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군 운동이
1960 년 이후 쿠데타 모의의 발판이 됐다. 쿠데타를 계획하던 장교들은
모의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 연맹을 맺기도 했다(62).

제 2 절 5.16 세력의 부상 및 이념적 성향
1) 5.16 모의 및 박정희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부의

관계를

서술했다. 한국 군부는 이미 1950 년 이후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승만 정부는 반대파를 압박하는데 있어 군부를 이용하고자 군인들을
정계로 끌어당겼지만, 그 후 군부는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졌다.
한국 군부 내에서 이승만 정권에 불만이 점점 더 쌓이고
있었지만, 쿠데타까지 고려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쿠데타

직후에

등장했지만,

5.16

국가재건최고회의
쿠데타는

의장으로

참모본부총장이

참모총장

주도하는

장도영이

형식의

군사

정변이 아니었다. 물론 장도영이 참모총장이 된 것은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의 일부였지만, 결론적으로 장도영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5.16 에
가담한 것은 모의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다시 말해,
5.16 은 한국 군부 안에 특정한 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

62- 홍석률 (2012). 4 월혁명 직후 정군운동과 5.16 쿠데타. 한국사연구, (158), 197230.
*** 김종필의 회고록과 김윤근의 회고록에서 이러한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특히
1963 년에 출간된 ‘한국군사혁명사’에서도 이 논문이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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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의 모의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보인다.

첫

번째는

박정희를

비롯한

만주군

출신

고급

장교들이

1960 년 1 월 이후에 비밀리에 만나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다.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목적으로 모인 것은, 콜론 연구소 논문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 논문이 쿠데타 모의 모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연구

대상

주제이나,

이승만

정권

말기에

군

원로들의 부정부패와 독재주의로 분노가 쌓여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로
볼 수 있다. 이승만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 모의를 시작한 군인들은 4.19
혁명이 발생하면서 군사 정변 계획을 잠시 내려 놓았다. 그러나 4.19
이후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당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자 장면 정부를 무능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군인들을
다시 군사 정변을 목표로 모임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5.16 계획의 시작점이다. 공개한
자료의 증거에 따르면 박정희는 쿠데타를 목적으로 군 인사들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은 1960 년 초기이다. 그러나 조갑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에서는 박정희가 조규동 소위에게 혁명을 뜻한 발언 이후,
군부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운 것을 두고 5.16 의 기원을 1956 년으로
잡기도 한다(증언). 5.16 계획의 시작점을 1956 년으로 잡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당시

군부에는 또 다른 흐름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증언- 1956 년에 열린 선거 때는 정부가 군부를 동원해서 표 조작을 했었는데, 박정희
부대에 소속된 조규동 소위는 조선일보 기자를 찾아서 군내부 상황을 고발했다.
양심선언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던 조 소위는 처벌도 받지 않고 박정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임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오. 그런 선거를 나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오.
군단장이 시키고 하니, 나도 어찌할 수 없었을 거요. 만약 임자도 연대장이었으면 그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요. 청년 장교로서도 임자의 정의감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술이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도집니다. 지금 수술하면 희생만
큽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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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흐름은

군

8

기생을

중심으로

군부에서

일어난

‘정군운동’이다. 처음에는 한국군 수뇌부를 개혁하자는 의지로 시작된
이 운동의 회원들은 정치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군 조직의 수뇌부에게 가진 거부감과 분노는 이후 정부로 향했고, 결국
한국에 대한 분노로 확대되면서 혁명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젊은 장교들이 당시 제기했던 질문인 ‘군부에서 일 처리가
정상적이나 왜 국가와 같은 더 큰 조직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가’는
정부를 심판한 후, 한국 사회를 심판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사전 준비
끝에 김형욱, 김종필이 포함된 8 기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군 운동이
1960 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박정희 소장을 추대하면서 쿠데타를 원하는
세력이 통합 됐다(63).

63- 이 두 흐름 외에는 군부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세력을 기운 족청계도 있었고,
이들의 쿠데타 설은 이미 미국 정보 당국까지 알려졌다. *,**
*-조선민족청년단 약칭 족청은 이범석 중심으로 청설된 반공-극우 청년단체이다.
이승만 정권 때 이범석은 국방부 장관을 지니기도 했지만, 이승만의 지시로 모두 청년
단체들을 대한청년단으로

흡수되면서 족청도 역시

해산되었지만 족청계 인사들이

군부에 들어가면서 한국 군부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키웠다. 그러나 미국이 접한 쿠데타
설은, 8 기생들이 의도적으로 뿌린 역정보였다.
**- 1961 년 4 월 24 일 미 CIA 극동과가 서울 지부로부터 받은 정보 보고를 요약한
내용은 이러하다.
<4 월 24 일: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쿠데타 모의에 대한 견해. 장 장군은 박정희를
체포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의 체포는 쿠데타를 촉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또 이범석과 족청계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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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박정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1952 년 박정희는 이종찬, 이용민
장군과 한 때 쿠데타 모의 했으며, 1957 년 이후 자신의 인맥을
강화하려고 했다. 5.16 이후에도 주요 인물로 활동을 하면서 5.16 군사
정변이 계획 초기부터 박정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5.16 이전,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쿠데타 모의와는 별개로 이미 8 기생을 중심으로
또다른 쿠데타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5.16 군사
정변은 박정희의 개인적인 산물이라기 보다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어 당시 한국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된 젊은
장교들과 함께 시작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
5.16 쿠데타의 모의 과정과 관련된 회고록들을 보면 터키
사례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16 을 일으킨 군인들은 쿠데타
모의 과정에서 부산일본 주필을 포함한 일부 민간인들과 쿠데타 논의를
목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으나, 정치인들과의 접촉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16 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을 해석하자면, 5.16
세력에게 있어 당시에 활동하던 정치인들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
인물들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분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5.16 군사 정변에 가담한 군인들을 분석하면 하나의 뚜렷한
핵심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64). 5.16 이 일어난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발생한 ‘장도영 일파반혁명’ 사건과 2 년 이후에 발생한
쿠데타 음모 사건으로 군부와 쿠데타 세력의 숙청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64- 노영기 (2001).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1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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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차례 숙청이 가진 의미는 장도영, 김동하를 중심으로 하던
5 기생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8 기생들에게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력의 이념적 성향이 어땠을까? 5.16 세력에 관한
사상적, 이념적 연구가 적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5.16 세력의 정치적
이념이 기존에 있던 자유당 또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5.16 세력처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공정책을

실시한

정당이었다.

남한

정부

수립

초기시절에 자유당으로 자리를 잡은 우익 보수 진영은 군인들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으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구도로 보면, 5.16 세력이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군인들은 왜 군사 정변을
기획했었던 것일까? 단순히 권력욕으로 설명하거나 주도세력의 이해로
보는 것은 깊은 연구를 회피하는 행위이다.
박정희의 《국가와 혁명과 나》 저서를 비롯한 많은 군인들의
회고록을 읽으면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언급된다. 군인들의 대다수가
당시에 자국의 현황에 매우 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다음과 같은 문단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분노의 본질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생략) 그 후 19 년간의 역사가, 창업의 기점이 되기는커녕,
언제나 새로운 악순환의 반복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 양당
정권이 역사적으로 짊어져야 할 죄책의 심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
“(생략) 단 하나의 소득이 있었다면 덮어놓고 흉내낸 식의
절름발이 직수입 민주주의의 강제 이식이 있었을 뿐이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구성된 쿠데타 세력과 기존에 있던 보수
세력의 차이는 이념보다는 기능에 있었다. 이 기능적 차이점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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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경제 정책이다. 5.16 세력이 강조했던
‘자주’의 의미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외세의 지원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5.16 군사 정변은
외세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제

체제에

대한

결과물이자

반박을

의미했다(65). 5.16 세력은 경제 분야의 독립을 강조해 왔고, 민족주의를
통해

뒷받침해왔다.

공화당의

선거

유세

활동에서도

민족주의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유에도 이러한 이념적 배경이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이 첫째
요인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5.16 세력은 박정희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외국에서 수입한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자주 경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 핵심
이유로 이 문제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실시됐던 경제 계획의 대부분은 이미 1960 년에 준비되어 있었다.
박정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도 이미 국내 지식인들은 한국이
서양의 정치 사상을 수입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66*),
박정희처럼 민주주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4.19 이후

군인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역시 누군가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66**).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때문에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박정희는

자신들의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형태

역시

민족주의로 뒷받침했다.

65- 손호철 (1991). 5·16 30 년 특별기획 5·16 쿠데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비평, 161-177.
66- * 최정운, 2016, 한국인의 발견, 미지북스, pg 18-24
** 최정운, 2016, 한국인의 발견, 미지북스, pg 25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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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보면

5.16

세력에

있어

민족주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자국의 경제
체제를 외세의 지원에서 독립시키는 기능과 서양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를
재검토 하는 기능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박정희가 나중에
제시한 ‘의식 혁명’이라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최정운 교수의 설명을 빌리자면 5.16 세력에 있어 이
거사는 “취약 국가의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와 정치가들의 주체 의식
결여를 극복하는 문제”를(19*)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5.16
민족주의는

세력의
다른

민족주의
민족의

해석을
지배를

다시

논의하자면

군인들의

받은

상황에서

항의하는

‘저항민족주의’와는 다르다. 5.16

세력의

민족의

민족주의를

개화를

목표로

삼아,

민족주의

사상은

수단으로

자기
쓰는

‘개화민족주의’에 더 가까웠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볼 때, 5.16
세력의 민족주의는 오히려 장준하와 같은 사상계 필친들의 민족주의와
유사했다.

3) 사상계 중심으로 본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
한국 전쟁 와중에 창간을 한 사상계라는 월간지는 한 때
10 만부에 가까운 판매부수로 한국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잡지로
자리매김 했다. 박정희 정권 동안, 정부를 비판해 온 사상계의 편집국장
장준하가 1975 년에 수많은 음모론을 제기한 채 세상을 뜨면서 그는
현재까지도 박정희의 주요 정적으로 역사 기록에 남게 됐다. 장준하가
박정희

정부를

비난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무기

역시

사상계였으며, 당시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반정부 언론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최근에 들어 5.16 군사 정변의 재평가를 시도한 학계에서
사상계는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일부 학자들이 군사 정변
초기,

사상계에

실린

글들 중에 5.16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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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으로

규정했던

논평들을 강조하면서 5.16 군사 정변이 당시 혁명으로 받아드릴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

주목한다(67*,**).

사상계

필진들

중,

편집국장이었던 장준하는 5.16 직후에 출간된 95 호에서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라는 제목의 권두언에서 5.16 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지칭했다(68).
다음 달인 7 월에 나온 96 호에서 함석헌은 ‘5.16 군사 정변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에서 5.16 세력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5.16 군사
정변의 혁명적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69). 본 논문이 5.16 군사
정변을 사상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혁명으로 평가가 됐는지의
여부가 아닌,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평가 받는
사상계의 글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 엘리트들이 5.16 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5.16 초기, 장준하, 손세일, 김재준을 비롯한 사상계 출신의
많은 지식인들은 군사 정변을 지지했다. 민주당 정권을 비판했던 이들은
장면

정부의

판단했다(67**).

미숙한

정책으로

4.19

혁명이

미완으로

그쳤다고

사상계 출신의 지식인들은 5.16 세력을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높이 평가했으며, 반공 정책 하에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5.16 세력을 이집트의 압델
나세르 중심으로 한 자유장교단과 비교했던 사상계 주필들은 5.16
세력을 민족주의적인 개화의 틀에서 보고 있었다.

67- *김석근 (2012).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16,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1(1), 211-230.
** 노영기 (2001).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152-197.
68- 사상계, 1961,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95 호(6 월)
69- 사상계, 1961, 함석헌, 5.16 을 어떻게 볼 것인가?, 96 호(7 월)

- 53 -

장준하의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의 글로 예를 들자면, 이
글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6 번이나 쓰였고, 5.16 을 개화 주제에 있어서
“따라서 5.16 혁명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제 3 절 소 결
제 4 장에서 한국 군부의 탄생,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과
군부의 관계 및 한국 군부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군부는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치 세력과
비교해 보아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집단이다. 또한 한국군은
조선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정치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세력에 불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5.16 군사 정변은 새로 탄생한
한 집단이 스스로 일으킨 쿠데타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군부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과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한국 군부는 기존 세력과 달리 외국 지원에
의존하던 경제 정책에 커다란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다. 5.16 세력이
정권을 잡자마자 실행한 정책들을 살펴 보면, 이들에게 자국 경제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당시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경제 문제가 수면 위로 크게 떠올랐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독립을 외치는 정치 세력이 부재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군부의 경우 오직
국방부의

예산만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가지고

있는

물품을

국민들에게 대여해 돈을 벌기도 하면서 경제가 일정 부분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5.16 세력 중 특히 정군
운동에 속하거나 유학파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자주화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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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 자신들이 유일한 세력이라고 여기는 배경이
됐다고도 할 수 있다.
5.16

세력의

두

번째

차이점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재해석에 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었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한일 정상화를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거부해 왔었고, 민주당 정권 역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반면 5.16 세력은 민족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니 자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한일
정상화에 부정적인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고, 결국 1965 년 한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큰 틀에서 볼 때, 5.16 세력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근대화 및
경제 발전 문제를 민족주의로 포장한 개발독재모델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쿠데타 이후 바로 창당 작업에 뛰어 들었다. 중앙정보부가
주도하는 창당 과정에서 군부는 기존에 있던 자유당 또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모집했고, 이는 기술관료들이 국가 개발을 위한 청사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5.16 세력에게 있어 개발독제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점은 민주주의의 재검토였다. 당시 민주주의를 군부처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군부는

자신들이

생각한

민주주의 형태 또한 민족주의의 틀에서 설명했다. 군인들은 자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려면 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개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한 세력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16 세력은 개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군부처럼 튼튼한
조직력을 갖춘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쿠데타 이후 당분간
국정을 책임지는 것을 스스로의 의무로 생각했던 것이다.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한
가지 사회 현상 뒤에는 수많은 원인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한국의 쿠데타 세력이 터키 쿠데타 세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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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에 왜 정치판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이 가설은 사실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설 중 하나이다. 5.16 세력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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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한국 5.16 쿠데타 세력과 터키
5.27 쿠데타 세력의 비교
제 1 절 두 사례를 통해 본 군부와 시민 관계의 비교
본 논문에서 분석한 두 국가의 사례에서 군부와 시민 관계가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의 군부는 오스만 제국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있어 하나의 행위자로 활동을 했던 집단이었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군부는

공화국

초기

단계에서는 국정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 기관들 중 핵심적인
조직이었다. 공화국 초기에 군사 고등학교와 군사 사관학교는 어떤
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우수한 교육을 제공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내려 온 군부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공화국에서 이어졌다. 무엇보다 1 차 대전 이후 식민지를 하려는
연합군을 쫓아 내, 조국을 독립 시킨 군부가 공화국을 설립하고,
정치에도 개입을 하지 않자 국민들은 큰 존경심을 품었다. 터키 국민은
군부를 국가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으로 인식했다. 터키 군부는 공화국
초기 이것을 장점으로 여겨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터키의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이 정치 조직이 아닌 부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화국 초기에 터키 군부는 정치에 있어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국정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군부의 상황은 달랐다. 고려 시대에 일어난 쿠데타 및 군사
정권 수립으로 조선 시대에는 군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조선 왕조가
망하고 난 후,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 이후 광복군의 승리가 아닌
일본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독립을 하다보니 군부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6.25 전쟁 때 한국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전쟁은
미국 중심의 유엔 연합군이 개입했고 그 결과가 승리도 패배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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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으로 마무리 되자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부에 대한 의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한국군은 전쟁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생기면서 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떠오르자 한국의 조직들 중 군부의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의
지원으로 다른 국가 기관보다 고급 교육을 받은 한국 군부는 초기에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엘리트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제 2 절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성향 비교
군부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주로 보수에 가깝기 마련이다.
그러나

터키나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군부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군부가 보수보다 진보에 가까울 수도 있다. 19 세기 초기,
터키의 군부는 재조직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떠올랐다. 오스만 제국에서 현대화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자 주인공이었던 군부는 오스만 제국을 넘어 그 후계자인
터키 공화국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
터키 공화국은 헌법상으로 다당제를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으로
두 번째 정당의 창당이 가능했으나, 공화국 초기 시절 실질적으로
단일정당을

유지했다.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당제로

갈아탄

터키에서는 공화당에서 탈당한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창당해 정계에서
활동에 나섰다. 1950 년에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보수적이었고,

세속주의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성향으로 군부는 거부감을 갖게 됐다.
1960 년, 터키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5.27 세력은 초기에 다양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민정이양이 이루어진
1961 년까지 쿠데타 세력 내에 숙청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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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 5.27 세력의 첫 모의 과정과 최종적인 모습을 살펴 보면
공화당과 유사한 진보 성향과 함께 강력한 세속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군부의 탄생은 일제 시대부터지만, 핵심적인 조직화는 광복
이후 미국의 지도 하에 있다보니, 반공은 한국군의 주된 정치 성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 상황은 정치판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분단된 국가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성향은 반공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 한국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매우 비슷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5.16 세력은 유사한 성향 안에서도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5.16 세력은 경제의 독립을 경제난을 타개할 일차적인 대책으로
삼고, 해외로부터 경제를 지원 받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두지 않았던 5.16 세력이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입장은 기존의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동일하지 않았다. 5.16 세력 역시 민족주의
성향이

있었지만

이들의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가

아닌

개화민족주의였기 때문이다.

제 3 절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과 정당 관계의 비교
두 사례에서 쿠데타 세력과 정치 정당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터키의 5.27 세력 내에는 두 개의 라인이 있었다.
핵심 라인은 공화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튀르케시 대령의 주도
하에 있는 보수 라인은 국민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튀르케시
대령의 라인이 숙청되면서, 친공화당 라인이 쿠데타 세력을 장악했다.
5.27 세력 안의 보수 세력이 쿠데타 전에 국민당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인이나 시민과 접촉을 했다는 회고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5.27
세력 내의 진보 세력은 공화당 정치인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며,
공화당 조직을 통해 반민주당 집회들까지 조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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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16 세력은 터키 사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5.16 세력은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그 어느 정치인들과도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관심을 보였던 정당도 존재하지 않았다. 터키와 한국은
쿠데타 전후에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 구도를 형성했다.
<그림-1> 터키와 한국에서 쿠데타 전후의 정치

위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

쿠데타의

결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제거되고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여당이 됐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정치 정당들의 커다란 변화 없이 쿠데타
세력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이 여당이 된 것이다. 터키의 5.27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는 공화당에 큰 도움이 됐으나 한국의 5.16 세력은
기존에 존재하던 한 정당에 합류하는 형태로 정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
자신이 새롭게 만든 정당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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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I 장 결론
쿠데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하고,
도움을

받았던

도서는

바로

루트와크의《쿠데타:

실용족인

지침서》이었다. 이 책의 문장 중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부분은‘쿠데타는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쿠데타 세력이
얼마 동안 정권을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미국 장교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워싱턴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과연 며칠 혹은 몇 시간 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쿠데타 세력이 잡은
정권이 미국 시민이 볼 때 정당성이 없다면, 그 정권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쿠데타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는 이미 실패한 쿠데타나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마지막 세기에 일어난 쿠데타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식민지의 지배를 받다가 하루 아침에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한

쿠데타들은

인물

중심으로

오래

지속되는

반면,

군부대를

중심으로 지배를 받던 남미 국가들이 독립한 후 발생한 쿠데타에서
인물이 아닌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남미 쿠데타의
특징은 아프리카와 달리 단기간에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 것은 시민의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터키나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행정 조직이
존재했던 국가들을 연구 사례로 선정했다. 행정 조직의 역사가 짧고
국가의 조직화가 약한 나라들에서 권력 혼란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쿠데타의 원인을 권력욕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터키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군사 정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쿠데타 발생 원인을 오직 권력욕에 한정해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군부를 하나의 무력 단체로 보는 관점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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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쿠데타를 사회학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보는
분석이 필요하다.
터키와 한국은 냉전 시기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강하게

받고

있던

국가들이었다.

두

국가에서

쿠데타는

시민으로부터 또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군사 정변을 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
시점에서 제기 됐다. 왜 터키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정권을
오래 잡지 않고 소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반면, 한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정권을 오래 잡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까? 두
국가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군인들의 회고록이나 인터뷰, 쿠데타 당시에 실시된
선거 결과, 여론조사 및 기존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양
국가의 사회적 현상의 차이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군부, 정당,
시민으로 구성된 삼각 구도가 달라 터키와 한국의 쿠데타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터키에서
심각해졌고,

이

1950
상황에서

년부터

시작해서

쿠데타가

보수,

발생했다.

진보의

공화당

갈등이

유권자들은

쿠데타를 환영하지는 않았으나,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시민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반대하지도

않았다.

군인들은

민주당

정권을

타도한 후, 권력에서 후퇴했다. 5.27 세력은 공화당이 민주적 절차로
정권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무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민주당이
없어진 정치판에서 더 이상 군부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미 기존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5.27 세력의 정치적 방향과
일치한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이었던 공화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의 정권을 오래 잡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치
환경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환경이
충분히 존재했고, 5.16 세력 역시 정치적 환경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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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에

한국인들은

개화를

하려다

실패했고,

결국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없었다. 일본 지배를 받던 시기,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저항민족주의가 확산됐다. 일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인들의

조국은

분단됐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남한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강력한 반공 정책이 국가 조식의 핵심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군부는 다른 국가 기관들에 비해 위계질서가 잡혀 있었고,
군부의

양적,

질적인

확장은

군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과학에서도 같은 논리를 볼 수 있다. 물질이 높은 농도의 환경에서 낮은
농도의 환경으로 이동하듯이 권력 역시 마찬가지다. 5.16 쿠데타는 군부
내에 존재하던 튼튼한 조직력이 군부 밖으로 나갔던 사건이었다. 단,
한국의 5.16 군사 정변이 다른 쿠데타와 다른 면이 있었다.
1960 년까지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혼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혼란은 군부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불만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5.16 세력만이 사회적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했고,
이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정치판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운영을 더 이상 기존 세력에게
맡길 수 없었다. 다시 말해, 5.16 세력이 정권을 오래 잡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것은 5.16 에 가담한 군인과 정치적 방향이 일치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63 -

참고문헌 및 자료
한국어 도서
강만길. 1983. 『4 월 혁명론』. 서울: 한길사
강준만. 2002. 『한국현대사 산책 1960 년대편』. 1 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기미야 다다시. 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 후마니타스
김성진. 2006. 『박정희를 말하다』. 삶과 꿈
김원.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연구
김윤근. 1987. 『해병대와 5.16』. 서울: 범조사
김윤근. 2006. 『5.16 군사혁명과 오늘의 한국』. 삼일서적
박영신. 2000. “사회운동 ‘이후’의 사회운동”. 『현상과 인식』경울호
박정진. 2011. 『박정희의 실상 이영희의 허상』. 이담북스
박정희. 1962.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박정희.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박정희장군담화문집』. 서울: 대통령비서실,
박종성. 2001.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해방 후 권력과 민중의 충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부
백두진. 1975. 『회고록』. 대한공론사
송효익. 2006. 『박정희 대통령 리더쉽 추적』. 광화문
유종일, 이정우, 박헌주, 김상조, 박섭. 2011. 『박정희의 맨얼굴: 8 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 신화 화장을 지우다』. 시사 IN 북
윤보선. 1991. 『회고록』

- 64 -

윤한채. 2010. 『박정희 대통령』. 과학사랑
이낙선. 『5.16 혁명사 증언록』
이만섭. 2009. 『5.16 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 서울: 나남
이윤섭. 2011. 『박정희 정권의 역사』. 서울: 필맥
이재오. 1984.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서울: 형성사
이지수. 2010.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 서울: 선인
이현희. 2007. 『박정희 평전』. 서울: 효민
전인권. 2006. 『박정희 평전: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서울: 이학사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서울: 책세상
정성화. 2005.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정운현. 2004. 『실록 군인 박정희』. 개마고원
조갑제. 2015. 『5.16 의 24 시』. 조갑제닷컴
조갑제. 2007.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조갑제닷컴
조갑제. 2009.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기파랑
최우석. 2009. 『박정희 한국의 탄생』. 서울: 살림
최장집. 1996. 『조숙한 민주주의』. 한길사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3.

『한국현대사

3:

1960,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부』
한승주. 1983. 『제 2 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종로서적
허정. 1979. 『내일을 위한 증언: 허정 회고록』
홍석률. 2002. 『박정희시대 연구』. 백산서당

- 65 -

70

년대

황병태. 2011. 『박정희 패러다임: 경제기획원 과장이 본 박정희 대통령』.

조선뉴스프레스

한국어 논문 및 논평
김기형, 2013, ‘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김석근,

2012,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16’,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1(1), 211-230
김일영, 2001, ‘5.16 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국제정치논총』,
41(2), 311-331
김재명, 2014, ‘도둑맞은 시민혁명’, 『시민과 세계』, (24), 144-157
김진균, 1991, ‘시론 30 년 후에 되새겨보는 5·16 군사쿠데타의 정치문화적
의미’, 『역사비평』, 107-120
고영복, 1961, ‘혁명 후 사회변동의 의미’, 『사상계』, 9 권 4 호
고성국, 1989, ‘특집 한국지배집단의 성격을 밝힌다 5·16 쿠데타 이후 역대
군부정권의 본질’, 『역사비평』, 91-114.
노영기, 2001,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152-197.
______, 2014, ‘5.16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마상윤, 2002, ‘근대화 이데올리기와 미국의 대한 정책: 케네디 행정부와
5.16 쿠데타’, 국제문제연구회 (외박회) 발표문
문상석, 2014, ‘군사쿠데타와 국민국가 형성’, 『현상과 인식』, 38(1/2),
151-180.
박명림, 1991, ‘5·16 30 년 특별기획 쿠데타와 한국군부①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1945∼48)’, 『역사비평』, 191-211
______, 1996, ‘박정희 시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0 집, 제 1 호,

- 66 -

______, 2011,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역사비평』,
109-139.
______,

2015,

‘4

월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

『역사비평』342-369
박태균, 2001, ‘5·16 쿠데타와 미국-비밀해제된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69-107.
손호철, 1991, ‘5·16 30 년 특별기획 5·16 쿠데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비평』, 161-177.
宋秀勇, 2005, ‘한국사회의 민 · 군 관계 양상 고찰’, 『군사』, (54), 305331.
신종대, 2010,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정신문화연구,
33(1), 81-104.
오연호, 1993, ‘미 8 군 사령관의 반이승만 쿠데타 작전계획서’, 『월간말』,
158-163.
______, 1993, ‘박정희의 미대사관저 침실쿠데타 5 시간’, 『월간말』, 144151.
오제연, 2007, ‘1960 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이국영, 1994, ‘민주당 정권과 5.16 쿠데타, “민주주의의 좌절과 5.16”,
동북아 연구, 153-180
이민정, 2014,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기의 이데올로기와 복식’
이재봉, 1999, ‘5.16 쿠데타와 미국의 역할’
이재승, 1999, ‘쿠데타의 법리’
이은, 2006, ‘1950 년대 전쟁, 빈곤, 독재를 넘어서 희망을 키우다’, 논평
이정은, 2012, ‘5.16 군사정부의 상업차관 도입과 운용’. 『역사와 현실』,
(84), 363-406.

- 67 -

이강로, 2004, ‘정치사적 맥락에서 본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 집권과정 비교’
정용석, 1982, ‘20 년 만에 공개하는 4.19, 5.16 비화: 마샬 그린(당시 주한
미 대리 대사) 본지 독점 인터뷰’, 『신동아』, 4 월
정용욱, 2013, ‘5·16 쿠데타 이후 지식인의 분화와 재편’
정일준, 2006, ‘한국 민주주의와 미국-박정희 정권시기 한국 정치변동에 대한
미국의 공개 개입과 불개입을 통한 개입을 중심으로’
장준갑, 2011, ‘5.16 군사쿠데타, 미국, 그리고 박정희’, 『서양사학연구』,
25, 253-277.
장행훈, 2000, ‘5.16 쿠데타의 질긴 그림자’, 『관훈저널』, 41(2), 155-165.
車相哲,

2006,

‘케네디·존슨과

박정희

그리고

1960

년대의

한미동맹’,

『군사』, (58), 1-3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편집부, 1997, 5.16 군사정변과 제 3 공화국, 15 호,
143-202.
홍석률, 2000, ‘5.16 쿠데타의 원인과 한미관계’, 『역사학보』, 168, 53-83.
______, 2005, 1960 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역사와 현실』, 56,
269-302.
______, 2006, 5.16 쿠데타는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성공하였나?
______, 2012, ‘4 월 혁명 직후 정군 운동과 5.16 쿠데타’, 『한국사연구』,
(158), 197-230.
황병주, 2014, ‘4.19 와 5.16 을 전후한 시기 주요 정치세력들의 동향과 이념적
지향’
1961,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사상계』, 95 호(6 월)

영어 도서
Ahmad Feroz, 1977, The Turkish experiment in democracy (1950-1975),
Westview Press, London

- 68 -

Ahmad Feroz, 1993, The making of modern Turkey , Routledge
Amos Perlmutter, 1981, Political roles and military rulers, Routledge
Barry M. Rubin & Metin Heper, 2002, Political parties in Turkey,
Routledge
Charles Wright Mills &

Alan Wolfe, 1956, The Power Elite, Oxford

University Press
Christopher S. Clapham & George D. E Philip, 1985, The political dilemmas

of military regimes, Taylor & Francis
Christopher Ankersen, 2008, Civil-military cooperation in post-conflict

operations: emerging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Constantine Panos Danopoulos, Cynthia Ann Watson, 1996, The political

role of the military: an international handbook, Greenwood Publishing
Group
Constantine Panos Danopoulos, 1988, Military disengagement from politics,
Taylor and Francis
Dougles William, 1963, ［Korean Students and Politics］, Asian Survey,
Vol.3
Edward Lutwak, 1964, Coup d'É tat: A Practical Handbook, London
Erik Jan Zürcher, 2004, Turkey: A modern history, I.B.Tauris
Eric

A.

Nordlinger,

1977,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Prentice-Hall
Everett C. Dolman, 2004, The warrior state: how military organization

structures politics, Palgrave Macmillan,
Garet Jenkins, 2001, Context and circumtance: the Turkish military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Issue of Democracy, July 1997, Vol:3 No:2, DIANE Publishing

- 69 -

J. C. Hurewitz, 1974,

Middle East politics: the military dimension,

Octagon Books
John P. Lovell ; Donald N. Levine ; P. J. ; Sisson, Richard Vatikiotis; Fred R.
von der Mehden, 1970,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Five Devoloping

Nations,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Center for Research in
Social Systems
Kamon Somwichīan, 1969, The military in politics: an analytical study,
University of London
Ken Connor and David Hebditch, 2008, How to Stage a Military Coup:

From Planning to Execution, Pen and Sword Books Ltd,
Kermit Roosvelt, 1979, Countercoup: The Struggle for the Control of Iran
Kyudok Hong, 1986, The military in politics: a case study of South

Kore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Larry Jay Diamond & Marc F. Plattner, 1996, Civil-military relations and

democracy, JHU Press
Lucian W. Pye, 1961, Armie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modernization,
Rand Corp
Metin Heper & Jacob M. Landau, 1991,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cy in

Turkey, Tauris
Morris Janowitz, 1960, The Professional Soldier, Free Press Paperback
Rebecca L. Schiff, 2009, The military and domestic politics: a concordance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 Routledge
Risa Brooks, 2008,Shaping strategy: the civil-military politics of strategic

assessment, Priceton University Press
Robert J. Art & Kenneth Neal Waltz, 2003, The use of force: military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70 -

Roderic Davison, 1988, Turkey: A short story, Eothen Press
S.E. Finer, 1962, 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Pall Mall Press, London
Samuel P. Huntington, 1957,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Harward University Press
Samuel P. Huntington, 1962, Changing patterns of military politics, Free
Press of Glencoerward
Security Studies Project, 1965, The politics of military policy: seminars on

the politics of policy-making, Security Studies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Stanislav Andreski, 1971, Military organization and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Şerif Mardin, 2000,The genesis of young Ottoman thought, Syracuse
University Press
Theo Farrell & Terry Terriff, 2002, The sources of military change:

culture, politics, technology, Lynne Rienner Publishers
William M. Hale, 1994, Turkish politics and the military, Routledge
Y. N. Rozaliyev, 1966, Classes and the class struggle in Turkey, Research
nd Microfilm Publication

영어 논문 및 논평
Belkin ,A. & E. Schofer, 2003, “Toward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Coup Risk”,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03), Vol 47, Issue 5,
Alesina, Alberto, and Sule Ozler, Nouriel Roubini, Phillip Swagel, 1996,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1996),

1(2): 189-211.

- 71 -

Bah, Mamadou Diouma, 2015,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Guinea: An
Instrumental Explanation of Political Stability”, Armed Forces & Society,
(2015) 41 (1), 69-95,
Bellucci, Stefano, 2013, “From Military Authoritarianism to Civilian
Democracy: A Critical Taxonomy”, Analysis, No.193, August 2013
Bilgili, Alper, 2006,

The Re-Organization of

the Main

Islamic

Communities in Turkey in the Post 1980 Coup Era, A Master's Thesis,
Boğaziçi University
Braithwaite, Jessica Maves and Jun Koga Sudduth, 2016, Military purges

and the recurrence of civil conflict
Chin,

John

J.,

2015,

Military

Coups,

2015,

Regime

Change and

Democratization, first presented at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Chicago, IL, October 15, 2015, Print
Daglier, Ü ner, 2014, “Comparative Democratization and Culture Turkey’s
Jacksonian Moment”, Taiwan Journal of Democracy, 10, no. 1 (July
2014): 147 – 177.
Derpanopoulos, George, Erica Frantz, Barbara Geddes and Joseph Wright,
2016, “Are coups good for democracy?” Research and Politics,
(January-March 2016): 1–7
Dube, Arindrajit, Ethan Kaplan, Suresh Naidu, 2011, “Coups, Corporations,
and Classified Inform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11) 126, 1375–1409.
Enders, Walter & Gary A. Hoover & Todd Sandler, 2016. "The Changing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Terrorism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Peace Science Society (International), vol. 60(2),
pages 195-225, March.
Friesen, Joshua, 2013, Tribes and revolution; the 'social factor' in

Muammar Gadhafi's Libya and beyond, McGill University

- 72 -

Fordyce, Katie, 2015, The 14 July Revolution and the “True Coup”

Ques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Galetovic, Alexander, and Ricardo Sanhueza, 2000, “Citizens, Autocrats,
and Plotters: A Model and New Evidence on Coups D’etat”, Economics

and Politics, 12 (2): 183-204.
Kendall-Taylor A & Frantz E, 2014, “Mimicking Democracy to Prolong
Autocracies”, The Washington Quarterly , (2014)37/4: 71-84
Kim, Hong cheol, Kim Hyung min & Lee Jaechul, 2013, The Post-Coup

Military Spending Question Revisited, 1960–2000
Krishnarajan, Suthan, 2015, Economic Growth, the Cold War and Coup:

Exploring a conditional relationship, Aarhus Universitet
Kuran,

Timur,

1989,

Unanticipated

“Sparks

and

Prairie

Fires:

A

Theory

of

Political Revolution”, Public Choice, (1989), 61 (1): 41

-74.
Lena Gerling, Riots and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Coup; Plotters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Urban Protests and Coups d'É tat,
Münster University,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Economics, 2016;
Leiras, Marcelo, Antonella Bandiera, Marcos Salgado, A call to arms: the

conditional effect of economic performance on coups , Red para el
Estudio de la Economía Política en América Latina(REPAL), 2015
Londregan, John B & Keith T Poole, 1990, “Poverty, the coup trap, and the
seizure of executive power”, World Politics 42(2): 151–183
Lovell , John P., Donald N. Levine, P. J., Sisson, Richard Vatikiotis, Fred R.
von der Mehden, 1970,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Five Devoloping

Nations,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Center for Research in
Social Systems
Marinov N and Goemans H, 2014, “Coups and democracy”, British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4): 799–825.

- 73 -

McGowan, Patrick, 2003, African military coups d'état, 1956–2001:

frequency, trends and distribution
Mete, Serhat, 2011, The 27 May 1960 Coup as a Radical Reform Coup
Miller, Michael K., 2016, Reanalysis: Are coups good for democracy?
_________________, 2012, Economic Development, Violent Leader Removal,
and Democrat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 (4):
1002 - 1020.
Miller AC, 2011, “Debunking the myth of the “good” coup d’état in
Africa”, African Studies Quarterly 12 (2): 45–70.
Monty, G. Marshall and Donna Ramsey Marshall, 2016, Coup D’etat

Events; 1946-2015 Codebook, Center for Systemic Peace, (2016 May)
Roessler, Philip, 2011, “The Enemy Within: Personal Rule, Coups, and Civil
War in Africa”, World Politics, Vol. 63, No. 2, pp.300-346
Powell, Jonathan, 2012, “Determinants of the Attempting and Outcome of
Coups d’e´ta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6, No. 6
(December 2012), pp. 1017-1040
Powell, Jonathan, Thyne, Clayton L, 2011, “Global instances of coups from
1950 to 2010: A new data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48(2) 249–
25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utocracy?

How

Coups

2014,

Impact

“Coup

d’etat

Democratization

or

Coup

1950–2008”,

Foreign Policy Analysis, (2014), 0, 1–22
Svolik, Milan W., 2013, “Contracting on Violence The Moral Hazard in
Authoritarian Repression and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7(5): 765_794.
Taeko, Hiroi & Sawa Omori, 2014, Policy change and coups: The role of

income inequality and asset specificity,

- 74 -

Thyne, Clayton L., 2010, “Supporter of Stability or Agent of Agitation?
The Effect of US Foreign Policy on Coups in Latin America, 19601993”, Journal of Peace Research, v47 (4): 449_461.
Ulrich, Pilster & Tobias Bohmelt, 2011, Coup-Proofing and Military

Effectiveness in Interstate Wars, 1967–99, University of Esse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2, “Do Democracies Engage Less
in Coup-Proof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me Type and
Civil-Military Relations”, Foreign Policy Analysis, (October 2012 ),
Volume 8, Issue 4, Pages 355–372
Tanter, Raymond & Manus Midlarsky, 1967, A Theory of Revolu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1, No. 3 (Sep., 1967), pp. 264-280
Tusalem, Rollin F., 2010, “Determinants of Coup d’É tat Events 1970–90:
The Role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1(3) 346–365
Wangome, Jimmi, 1985, Military Coups in Africa: The African Neo-

colonialism That Is Self-Inflicted
Whang , In-Joung, 1968, Elite Change and Program Change 1955-1967
Wells, Alan and Pollnac, Richard, 1988,“The Coup d’Etat in SubSaharan Africa: Changing Patterns from 1956–1984,”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6(3): 43–56.
Wig, Tore, & Espen G. Rød, 2014, “Cues to Coup Plotters: Elections as
Coup Triggers in Dictatorship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0 (5):
787_812.
Varol, Ozan O., 2012, “The Democratic Coup d’E´tat”,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2), Vol. 53
Zimmerman, Ekkart, 1979,“Toward a Causal Model of Military Coups
d’Etat,”Armed Forces and Society, 5(3): 387–413.

- 75 -

Zuk, Gary and William R. Thompson, 1982, The Post-Coup Military
Spending Question: A Pooled Cross-Sectional Time Series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March 1982 ), Volume 76, Issue

1, pp. 60-74

터키어 도서
Adnan Celikoglu, 2010, Bir Darbeci Subayın Anıları 27 Mayıs Ö ncesi ve

Sonrası, Yapi Kredi Yayinlari
Ahmer Er, 2000, 27 Mayıs'tan 12 Eylül'e Hatıralarım, Alternatif Yayinlari
Ahmet Yıldız, 2001, İhtilalin İçinden, Alan Yayincilik
Ahmet Turan, 2007, Darbe Arası Türkiye 27 Mayıs- 12 Mart- 12 Eylül

Anılar Gözlemler Tanıklar, Resital Kaizen
Alparslan Turkes, 1993, 27 Mayıs ve Gerçekler / Bilinmeyen Yönleriyle,
Kamer Yayinlari
Ali Fuat Basgil, 1963, 27 Mayıs İhtilali ve Sebepleri, Yagmur Yayinevi
Bedri Baykam, 1994, 27 Mayıs İlk Aşkımızdır, Ü mit Yayınları
Cengiz Sungay, 2010, Türk Siyasetinde Sivil - Asker İlişkileri 27 Mayıs,

12 Mart, 12 Eylül ve Sonrası, Orion Kitapevi
Cuneyt Akalin, 2000, Askerler ve Dış GüçlerAmerikan Belgeleriyle 27

Mayıs Olay, Cumhuriyet Kitaplari
_______________, 2010, 27 Mayıs bir Devrimdir, 50. Yılında 27 Mayıs,
Kaynak Yayinlari
Dündar Seyhan, 1966, Gölgedeki Adam, Uycan Matbaası
Davut Dursun, 2000, Ertesi Gün - Demokrasi Krizlerinde Basın ve

Aydınlar- 27 Mayıs- 12 Mart- 12 Eylül, Isaret Yayinlari

- 76 -

________________, 2001, 27 Mayıs Darbesi/ Hatıralar – Gözlemler -

Düşünceler, Sehir Yayinlari
Emre Oktay, 2010, Yalanlar Aldananlar ve 27 Mayıs, Yeni Ulus Yayinlari
Erol Marasli, 2010, Darbe İçinde Darbe, Bilgeoguz Yayinlari
Ertugrul Alatli, 2002, Belgeleriyle 09 Mart 1971 Antiparlamentarist -

Baasçı Darbe Girişimi, Alfa Yayinevi
Hikmet Kivilcimli, 1966, 27 Mayıs ve Yön Hareketinin Sınıfsal Eleştirisi,
Sosyal Insan Yayinlari
Huseyin Yuruk, 2004, 27 Mayıs Darbe Esaret ve Ö lüm, Gaye Kitapevi
Dagitim
İbrahim Metin, 2012, İhtilalciler Hesaplaşıyor, Töre Devlet
Idris Gursoy, 2011, Darbelerin Sahitleri, Kaynak Yayinlari
____________, 2008, Dokuz Subay Olayı ve Samet Kuşçu, Kaynak Yayinlari
Kamil Karavelioglu, 2007, Bir Devrim İki Darbe / 27 Mayıs, 12 Mart, 12

Eylül, Gurer Yayinlari
Kurtul Altug, 2011, Bir Numaralı Tanık: Kuvayi Milliye'den Anadolu'nun
İhtilaline Cumhuriyet'ten 27 Mayıs'a Demokrasi Serüveni, Isim Yayinlari
Kurtulus Kayali, 2005, Ordu ve Siyaset 27 Mayıs - 12 Mart, Iletisim
Yayinlari
Kollektif, 2010, Resmi Tarih Tartışmaları 9 / 27 Mayıs Bir Darbenin

Anatomisi, Ozgur Universite
Mehmet Ali Birand, 1991, Demirkırat, Doğan Kitap
Mine Sogut, 2010, Darbeli Kalemler, 27 Mayıs - 12 Mart - 12 Eylül, Getto
Yayinevi

- 77 -

Mithat Perin, 2011, Zindana Tıkılan İktidar, 27 Mayıs ve Yassıada Günleri,
Dogan Kitapcilik
Muhsin Ozturk, 2008, 27 Nisan Ö ncesi ve Sonrası Siyasi Röportajlar,
Zaman Kitap
Nazli Ilicak, 2010, 50. Yılında 27 Mayıs Yargılanıyor, Dogan Kitapcilik
Necmettin Onder, 2008, Siyasi Hesaplaşma Yahut 27 Mayıs, Iyi Bir Insan
Nesat Gulen, 2006, Anılarımda 27 Mayıs ve Yassıada, Kastas Yayinlari
Nilufer Gursoy, 2010, 27 Mayıs ve Bizler, Yeni Ulus Yayinlari
Numan Esin, 2005, Devrim ve Demokrasi, Bir 27 Mayısçının Anıları, Dogan
Kitapcilik
Omer Lutfu Toral, 2003, Asker Devrim Darbe, Yayin B
Osman Dogru, 1998, 27 Mayıs Rejimi, Imge Kitap Evi
Recep

Sukru

Apuhan,

2010,

Menderes

/

27

Mayıs'tan

Yassıada

Mahkemelerine, Timas Yayinlari
Refik Koraltan, 2013, Demokratlar, Timaş Yanınları
Ridvan Kaya, 1998, Kesintisiz Darbe Düzeni Ve İslami Direniş, Ekin
Yayinlari
Sadik Goksu, 1993, Darbeler, Demirkıratlar ve 27 Mayıs, Anahtar Yayinlari
Kitapevi
Seçil Karal Akgün, 2009, 27 Mayıs Bir İhtilal Bir Devrim Bir Anayasa,
METU
Sami Kucuk, 2008, Rumeli'den 27 Mayıs'a İhtilalin Kaderini Belirleyen Köşk

Harekatı, Mikado Yayinlari
Şerif Demir, 2011, Düello / Menderes ve İnönü Demokrat Parti'den 27

Mayıs Darbesi'ne Olaylar, Timas Yayinlari

- 78 -

Serhat Hurkan & Hicret Hurkan Canbazoglu, 2005, Asker Gözü İle 27

Mayıs'a Doğru DP Devrinde Türk Silahlı Kuvvetleri, Duman Yayinevi
Seyfi Ongider, 2010, Türk'ün Darbe ile İmtihanı, Aykiri
Sinan Onus, 2005, Parola: İnkilap / 27 Mayıs'ı Yapanlar Anlatıyor, Kaynak
Yayinlari
Sukran Ozkaya, 2005, Adım Adım 27 Mayıs, Ileri Yayinlari
Suleyman Kocabas, 2011, Menderes Dönemi: Demokrat Parti İktidarı ve 27

Mayıs 1960 Darbesine Giden Yol 1950- 1960, Vatan Yayinlari
Talat Aydemir, 1963, Hatıralarım,
Taner Demirel, 2011, Türkiye'nin Uzun On Yılı: Demokrat Parti İktidarı ve

27 Mayıs Darbesi, Bilgi Universitesi
Taskin Tuna, 2002, Adnan Menderes'in Günlüğü, Sule Yayinlari
Tevifk Subasi, 2004, Bir Arpa Boyu / 27 Mayıs İhtilalinin Gizli Tarihi,
Karakutu Yayinlari
Umit Ozdag, 2004, Menderes Döneminde Ordu -Siyaset İlişkileri - 27

Mayıs İhtilali, Boyut Yayin Grubu
Uğur Mumcu, 1995, İnkılap Mektupları, Tekin Yayınevi
27 Mayıs Bakanlar Kurulu Tutanakları, Yapi Kredi Yayinlari

터키어 논문 및 논평
Yıldırım Koç, 2010, İşçi Sınıfsız Demokratik Devrim’in İşçi Sınıfına
Katkılaırı: 27 Mayıs Ö rneği
Atiye Emiroğlu, 2011, 27 Mayıs İhtilali ve Demokrat Parti’nin Tasfiyesi
Dilek Kırkpınar, 2009, 12 Eylül Askeri Darbesi’nin Gençlik Ü zerindeki
Etkileri

- 79 -

N. İlter Ertuğrul, 2010, 27 Mayıs Bir İhtilal, Bir Devrim, Bir Anayasa
Deniz Kanat, 2009, 27 Mayıs 1960 Askeri Müdahalesi’nin İzmir’de
Uygulanışı ve Etkileri
Nurettin Gülmez & Süleyman Aşık, 2014, 27 Mayıs 1960 Darbesi Süreince
Havadis Gazetesi
Suay Karaman, 2010, 27 Mayıs 1960 Devrimi Elli Yaşında
Fatih Bahçivan, 2005, 27 Mayıs 1960 ve 12 Eylül 1980 Askeri
Müdahalelerinin Türk Politik Hayatına Etkisi
Ö nder Gün, 2006, 27 Mayıs Askeri Müdahalesine Dogru DP – CHP
Mücadelesinin Zirvesi: 18 Nisan 1960 – Tahkikat Komisyonu’nun
Kurulması ve Faaliyetleri
Ahmet Toklucuoğlu, 2013, 27 Mayıs Otoritesinin Medya Temsilinde Ö ncü
Gazetesi
İsmer Ü zen, 1998, 27 Mayıs 1960 Askeri Müdahalesi ve Demokrasi Eğitimi,
Alpaslan Işıklı, 2010, 27 Mayıs’ın Anımsattıkları
Ahmet İlyas, 2016, 27 Mayıs Askeri Darbesi’nin Sancıları ve Orduda
Tasfiyeler 1960-1964
Cengiz Sunay, 2014, 27 Mayıs ve İş Adamları
Fehmi Akın, 2010, 27 Mayıs Askeri Müdahalesi’nin Konya Basınındkai
Yansımaları
Yeşim Küreli, 2007, 1908-1914 Yılları Arasında Osmanlı’da Hükümet
Darbeleri ve Sonuçları
Muharrem Gümüş, 2006, 1950-1960 Arası Türk Dış Politikası
Levent Bölükoğlu, 2010, 27 Mayıs 1960 askeri müdahalesi sonrası
Türkiye'de ordu-siyaset ilişkisi (1960-1965)

- 80 -

Şevki Ö zdemir, 1994, Askeri Darbeler Ü zerine Sosyolojik Bir İnceleme ve
Türkiye Ö rneği
Gül Tuba Taşpınar, 1996, 27 Mayıs 1960 Askeri Darbesi
Veli Boztepe, 2007, 1960 ve 1980 Askeri Darbelerinin Türk Siyasal
Sinemasına Etkileri
Gürhan Savgı, 2006, Türkiye’de Askeri Darbeler ve Basının Tavrı
Ahmet Karaca, 2010, İki Askeri Darbe Arası Dönemde Türkiye’nin
Ortadoğu Politikaları
Merve Deniz, 2011, Askeri Darbeler ve Türk Dış Politikası
Yusuf Ziya Keskin, 2011, 27 Mayıs 1960 Askeri Darbesi ve 12 Mart 1971
Muhtırası’nın Türk Devlet Teşkilatı ile Siyaset Hayatına Etkileri
Emine Gürsoy Naskali, 2014, Avukat Maurice Garçon’un 27 Mayıs
Darbesi Mütaalası
Şerif Demir, 2007, Adnan Menderese ve 6-7 Eylul Olayları
Yeşim Demir, 2006, Albay Talat Aydemir’in Darbe Girişimlşeri
Ali Dikici, 2014, 27 Mayıs 1960 Askeri Darbesi ve Türk Polisi
Serkan Kumlu, 2009, Atatürk Dönemi Sonrası Türkiye Cumhuriyeti’nde
Meydana Gelen Darbeler
Atiye Emiroğlu, 2016, Cumhuriyet Dönemi Darbelerin Türk Demokrasisi ve
Ç ağdaşlaşmasına Etkileri Ü zerine Bir İnceleme
Duygu Küçükarslan, 2007, Darbeler ve Türkiye Ekonomisi Ü zerine Etkileri
Ü mit Erdoğan, 2006, Demokrat Parti ve 1960 ihtilali
Hikmet Kivilcimli, 1966, 27 Mayıs ve Yön Hareketinin Sınıfsal Eleştirisi
Mustafa Murat Tatlı, 2005, Kamusal Akıl ve Siyasal Yargı: 1980 Sonrası
Türkiye Ö rneği

- 81 -

Sedef Bulut, 2006, Muhtıra Sonrası Demokratikleşme Hareketine Ö rnek
Model Olarak 1973 Genel Seçimleri
Serdar Gülener, 2006, Türk Siyaseti’nde Merkez-Ç evre İlişkilerinin Seyri
ve 27 Mayıs 1960 Darbesi
Serdar Köse, 2010, Türk Demokrasi Hayatında 12 Mart 1971 Muhtırası
Bülent Akkaya, 2012, Türkiye’nin NATO Ü yeliği ve Kore Savaşı
Uğur Güler, 2006, Türkiye’de Siyasal Bir Aktör Olarak Ordu
Bilal

Tunç,

2017,

Türk

Siyasi

Tarihinde

Demokrat

Parti

Dönemi

Uygulamalarından Vatan Cephesinin Sakarya’daki Yansımaları
Süha Göney, 2011, Ü niversite Tarihinde Ellili Yıllar ve 27 Mayıs İhtilalinin
Etkileri
Ebru Ç oban, 2015, Yerel Basına Göre 1960 İhtilali’nin Bingöl’e
Yansımaları ve 1961 Anayasa Oylamasında Bingöl’ün Tutumu

- 82 -

Abstract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May
27 Coup in Turkey and the May
16 Coup in South Korea:
Research on Behavior of Military in the
Aftermath of the coup
Şinasi Alpago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project compares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military powers following the 27 May 1960 coup
d’état in Turkey and 16 May 1961 coup d’état in Korea.
In the case of Turkey, the military which toppled the ruling
Democrat Party and its followers decided to hand the political
control to civilians. The military reformed the constitution and
changed the Turkish parliament into a bicameral system. General
election was held one year after the coup and the coup leader Cemal
Gursel became the president with the agreement of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180 other military personnel who participated in the
coup quit military and entered the upper house as senaters.

- 83 -

Considering that for years to come, the Prime Minister held the real
political power in Turkey while the president was more of a
symbolic position, it can be argued that Turkish military was
relatively less assertive in Turkish politics compared to other coup
forces in other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General Park Chung-Hee and his
cadre decided to hand political power to civilians as in Turkey, but
the general elections were held only two years after the coup. The
military power founded a political party, named Democratic
Republican Party, and participated in the general elections. Such
political activity of the 16 May forces was much more assertive
compared to the case of Turkey.
This research project concludes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two cases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military power and the
existing political powers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this outcome.
In the case of Turkey, ideological and substansive relations
between the military and opposition Republican Party played a
significant role both during the coup and in the military’s political
participation after the coup. The existence of a political party which
shares the same ideology of the military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military’s interference in politics. On the other hand, in
Korea’s case, the political style of the 16 May forces did not exist
in Korean politics before. Therefore, the military felt the need to
directly participate in politics without being influenced by civilian
politicians.
Keywords: Coup, revulotion, military, Turkey, Korea, Park ChungHee, coups D’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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