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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경제와 관

련하여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시대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오늘날 번영된 한국이 가능했

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유산으로 인해 지금

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도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왜 박정희가 경제성장에 그토록 몰입하였는가?’라는 산업화 정치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설명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산업화 정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에 대한 ‘하나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먼저 박정희의 개인적 동기로서, 그가 가난에서 벗

어나기 위한 ‘선의’의 결과로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측면을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관념

론’에서 벗어나 철저한 ‘실용주의자’가 되었으며,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가 되고자 했다. 다

음으로 박정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을 말할 수 있다. 선거정치의 논리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에게 당시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쿠데타의 비정당성, 높은 교육열로 

인한 계몽된 사회, 그리고 문관 우위의 전통 등으로 인해 당시 사회는 박정희에게 유리하게 돌아

가지 않았고, 이는 1963년 대선 결과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결국 박정희가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것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구체적

인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맥락특정적(context specific)’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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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박정희(1917〜1979)와 그의 시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간 박정

희는 1979년 10월 26일 사망했지만, 그와 그의 시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

다. 한편에서는 그를 조국 근대화의 영웅으로 추앙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추악한 

독재자로 매도한다. ‘근대화’, ‘산업화’, ‘변화’, ‘청렴’, ‘조국애’, ‘추진력’ 등과 같은 단어

들이 그와 그의 시대의 역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운다면, ‘친일파’, ‘변절자’, ‘쿠데

타’, ‘독재’, ‘유신’, ‘인권유린’ 등과 같은 단어들은 그와 그의 시대의 역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왔지만, 최근

에는 그에 못지않게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진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

쟁이 전개되고 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의 최대 치적으로 경제성

장을 들면서, 이를 통해 한국은 전근대적인 농업국가에서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의 압축적 고도성장

이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여 질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두 연구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진보성향의 경제

학자들이 쓴 박정희의 맨얼굴은 ‘박정희 신화’에 가려진 어두운 측면에 대해 본격적으

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박정희가 경제만큼은 잘 했다’는 한

국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상식’이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신화’에 불과하다

고 지적한다. 그런데 박정희 신화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 예를 들면 물가와 지

가의 앙등,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심화, 노동부문에 대한 착취, 관치금융, 농촌의 쇠퇴, 

복지 없는 성장 등과 같은 문제들을 노정했는데, 이들은 이러한 희생 하에서 이룩된 양

적인 성장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인

사들이 쓴 박정희 바로 보기는 지금 시대가 박정희에 대한 왜곡으로 가득 찼다는 전제

에서 출발한다. 정경유착, 군사문화, 노동착취, 장기집권, 지역감정, 친일매국 등이 그러

한 왜곡의 구체적인 예이며, 이는 근거가 박약한 ‘박정희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강변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이 그 반대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박

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모두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박정희가 왜 자신

의 정치적 생명을 경제성장과 같은 유형적 성취에 의존하였는가?’ 라는 산업화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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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 진영에서는 쿠데

타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권한 정치세력들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정통성을 추구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산업화 정치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

에서는 박정희의 투철한 국가관과 애민정신의 발로라는 ‘영웅의 이야기’로 설명을 대신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정치의 미시적 기초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Acemoglu

와 Robinson(2012)의 광범위한 사례 연구에서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듯이, 제3세계 국가

들이 저개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경제성장의 비밀을 알지 못

하는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회를 저개발 상태로 방치하여 자신들의 정

치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독재자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 부작위’이다. 결국 박정희가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이유, 다시 말해 산업화 정치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설명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의 ‘잃어버린 연결 고리(missing link)’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산업화 정치의 잃어버린 연결 고리에 대한 ‘하나의 답(one answer)’을 구하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

저 박정희의 개인사(史)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의 개인사 중 그의 사고를 형성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집권한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산업화 정치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정희의 

주관적 동기에 따른 개인적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과 당시의 사회가 그에게 부과한 구조

의 반영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와 행위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Giddens, 1979, 1984), 이 둘을 연결하는 ‘맥

락특정적(context specific)’ 존재라는 개념을 통해 박정희의 산업화 정치 동기를 분석하

고자 한다. 

Ⅱ. 국가주의의 기원

1. 정신적 외상, 식민화된 군인, 그리고 Harold Lasswell의 권력추구자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음력 9월 30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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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백남의 부부의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박정희가 태어나던 해에 그의 부친 박성

빈(1871〜1938)은 46세, 그리고 모친 백남의(1872〜1949)는 45세였다. 박정희의 부친 

박성빈은 본래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박성빈의 부친이자 박정희의 할아버지

인 박영규는 “가을철이면 소작농들이 가져다놓은 쌀가마니가 수북이 쌓였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큰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다. 그러나 박성빈이 벼슬이 하겠다고 과거를 보러 

다니며 논밭을 팔아 가산을 탕진하자 그의 아버지인 박영규는 장남인 박성빈이 아니라 

막내인 박일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조갑제, 1998a: 331-332).1) 

곤궁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소년시절 그의 성장발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소

학교에 다닌 6년간 그의 신장은 129.9cm에서 135.8cm로 겨우 5.9cm 자랐을 뿐이었다

(김광희, 2008: 47). 그래서인지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공석에서든 사석에서든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할 때마다 늘 자신의 성장을 저해했다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가난을 

떠올렸다(이상우, 1984: 15). 소년시절 한탄스런 생활을 하면서도 자아의식이 강했던 그

는 어떻게든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보상욕구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또한 가난이 그로 

하여금 경제개발에 열중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난은 

그의 권력동기를 불타오르게 만든 ‘자극제’였다고 할 수 있다. 

구미에서 보통학교를 마친 박정희는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대구사범학교에 90명의 

신입생 중 한 명으로 선발되어 입학했다. 당시 사범학교는 전국에 3개밖에 없었으며, 보

통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대부분을 지원했다. 그

가 사범학교를 선택한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식민지 상황에서 보통학교 교사는 높은 소득과 안정된 

지위를 제공했고, 많은 조선인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대구사범 학교에서도 박정희

의 주변인적 생활체험은 계속되었다. 한국인 학생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심했기 때문이

다. 대구사범학교에서의 소외상황은 그의 성적이 잘 반증하고 있다. 첫 해에 그의 등수

는 97명 중 60등으로 떨어졌고, 2년째에는 83명 중 47등, 3년째에는 74명 중 67등, 그리

고 4년째에는 73명 중 최하위였으며, 졸업학년인 5학년 때에는 70명 중 69등을 기록했

다(조갑제, 1992: 65-66). 결석률도 5년 동안 20%나 됐다. 

1) 박성빈과 박일빈은 사이가 무척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일화가 

조갑제가 쓴 박정희 전기에 소개되어 있다. “박정희가 태어난 지 2년쯤 뒤의 일이다. 백남의는 여섯 

살 난 재희를 업고 세 아들 무희, 상희, 한생을 데리고 약목 시동생 집에 갔다. 보리밥 한 그릇씩을 

툇마루에서 얻어먹고 있는데 박일빈의 장모가 들어왔다. 박일빈은 장모에게는 단지밥(단지같이 큰 

밥그릇에 그득 담긴 쌀밥)을 해서 대접하더라는 것이다(조갑제, 1998a: 332-333).” 형수와 네 조카에

게는 보리밥을 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장모에게는 단지밥을 대접했다는 이 일화는 박일빈이 형인 

박성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박정희는 왜 산업화 정치에 몰입했는가?: 산업화 정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서 121

1937년 3월, 박정희는 20세의 나이로 경상북도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는 1937년부터 1940년 3월까지 약 3년간 교사로 지내다 갑자

기 교사직을 그만두고 같은 해 4월 중국 신징(新京)(현재의 창춘(長春))에 위치한 만주군

관학교에 입학했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여기

에 더해 불행한 결혼생활과 학교 교장과의 불화는 군인이 되겠다는 그의 결심을 재촉한 

요인이 되었다(Eckert, 1996). 그 때 그의 나이는 23세였으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

나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도 했다. 이 무렵 그에게는 아내 김호

남과 딸 재옥이가 있었지만, 단신으로 떠났고 아내와의 관계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만주군관학교는 본래 펑톈(奉天)에서 장쭤린(張作霖)이 운영하던 중국 육군사관학교의 

후신으로, 1931년 이후에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이 인수해 운영했다. 조선

인의 만주군관학교 입학은 193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었다.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의 육군사관

학교에 입학한 조선인들과 달랐는데, 주로 조선의 상류계층이 입학하던 일본 육군사관

학교와 달리 만주군관학교의 입학생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빈농 출신들이 대부분이었

다. 또한 출신지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는데, 주로 조선의 중부나 남부지역 젊은이들이 

입학했던 육군사관학교와 달리 만주군관학교의 입학생은 박정희나 다른 몇몇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이 함경도나 평안도와 같은 조선의 북부 지역이나 만주 출신들이었다

(Henderson, 1968, 박행웅･이종남 공역, 2013: 215-218).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마친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유학생대에 편입되었다. 

당시 만주군관학교는 관동군의 감독 하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학제에 따라 예과 2년과 

본과 2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계(日係)’ 집단 모두와 조선, 중국, 몽골인으로 

구성된 ‘만계(滿係)’ 집단 중 상위 10명 정도가 유학생대에 편입되어 일본 육군사관학교

로 보내졌다(Eckert, 1996). 당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는 전쟁터에서 사망한 초급장교들을 

보충하기 위해 신입생을 2,000명으로 늘린 상태였다. 이들은 일본 육사에서 무사도(武士

道)와 사생관(死生觀)에 입각한 엘리트주의적 교육을 받았으나, 전황이 기울어진 상황에

서 이는 죽음의 행진을 격려하는 주문(呪文)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 때 배출된 초급장교

들 중 약 3분의 1이 가미카제(神風) 특공대의 일원으로 전사했다(전인권, 2006: 89).

1944년 4월 20일 박정희는 3등이라는 발군의 성적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

였고, 이 때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육군대신상을 수여받았다. 만주군 장교가 된 

박정희는 만주군 제8단 소위로 배속되었다. 박정희는 제8단에서 중국인 대령 탕지롱(唐

際榮)의 전속부관으로서 인사 및 군사작전을 담당했다. 제8단의 주요 임무는 모택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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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팔로군 제17단을 방어･토벌하는 것이었다. 만주군에서의 박정희의 군사활동에 대

해서는 두 가지 설이 대립하는데, 하나는 박정희를 일본군의 ‘앞잡이’로 보아 한국 독립

군을 척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박정희가 만주 한국독립군의 

‘비밀요원’이었다는 것이다(김형아, 2005: 56-57).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설 모두 구체

적인 증거 없이 몇몇 증언들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어찌됐

든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장교였었다는 사실은 그가 평생 친일 콤플렉스에 시달리

는 원인이 되었다. 

소년기와 청년기 박정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단 하나의 관념은 바로 ‘권력’이었

다. 어찌 보면 그의 초창기 이력은 상처받은 자존(damaged self-esteem)을 복원하려는 

보상심리에서 권력동기가 잉태된다는 Harold Lasswell(1948)의 이론이 거의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자질을 펼칠 수 없게 만드는 암담한 현실

에 직면하자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권력을 알게 

되었고, 이에 집착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군인이 되기 위해 혈서까지 쓰면서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참모에

게 털어놓은 것처럼 ‘긴 칼’ 차고 싶어서 군인이 된 것이다(조갑제, 2009: 70). 일제 강점

기 ‘긴 칼’은 곧 권력을 상징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장과의 불화나 불행한 결혼 생

활은 모두 부차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권력추구라는 미시적 동기를 떠나서 박정희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다. 박정희에

게 권력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장교가 되었고, 좌파가 득세하던 해방 정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우파들의 세상이 되자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변신했다. 그렇다고 그를 친일파로 규정할 

수도 없고, 용공분자로 규정할 수도 없으며, 반공투사로 규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에게 있어 자신의 권력추구라는 미시적 동기를 넘어서는 어떠한 거시적인 담론이나 가

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어떠한 가치에 몰입을 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력추구와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2. 메이지 유신과 2･26 사건

박정희에게 있어 일제 강점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시기가 사람들의 인성

이 형성되는 소년기와 청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의 산업

화 정치와 관련된 큰 틀이 그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사후적 상관관계

(post-hoc correlation)’라는 맥락에서 일제 강점기 후견자본주의와 박정희식 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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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박정희가 쓴 책이나 주변사람

들의 증언에 근거하더라도 그가 일본 근현대사의 흐름에 심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

히, 메이지유신과 2･26 사건은 그의 국가관과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있

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은 박정희의 국가 운영의 큰 틀에 영향을 주었다. 잘 알려

진 것처럼 메이지 유신은 에도(江戶) 막부가 미국의 개항 압력에 굴복해서 불평등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에 반발한 막부 타도세력과 왕정 복고세력이 연합하여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을 복고시킨 다음, 일련의 근대화 개혁을 추진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흔히 메이지 유신은 구 지배계급에 의해 근대화가 추진된 Trmberger(1978)가 

말한 ‘위로부터의 혁명(revolution from above)’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

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세력은 

‘중하급’ 무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혁명적 에너지를 보유한 매개자(중간계층)였으

며, 좌절된 야망과 지배욕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Gordon(2014)은 메이지 유

신을 ‘좌절한 하위 엘리트층의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메이지 

유신이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정치 세력들의 논리가 

사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2) 실제로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근대화를 꿈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체제의 변

화, 다시 말해 막부정치에서 왕정으로의 복고를 추구했을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이지 유신을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혁명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

데올로기적 지향이 약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단시일 

내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념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

을 견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일본 연구의 고전이 된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에서 Ruth Benedict는 메이지 유신에 대해 다음과 같

은 평한 바 있다. 

메이지 유신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혁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했다. 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목표

2) 사실 메이지 유신은 대중의 지지에 기초한 개혁이 아니었으며, 대중의 여망과는 괴리된 모습을 보이

는 경우도 많았다. 한 예로 대중들은 조선을 침략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을 열렬히 지지했지만, 메이

지 정부는 철저한 개혁이 우선이라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Benedict, 1946, 김윤식･오인식 공역, 

2008: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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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을 세계열강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이었다(Benedict, 1946, 김윤식･오인석 공

역, 2008: 105).

박정희가 메이지 유신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정희의 최측근이

었던 이석제(1995)는 박정희가 메이지 유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

한 바 있으며, 1961년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자신과 ‘혁명 동지들’을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에 비유하기까지 했다(카터 에커트, 2005). 그에게 있어 메이지 유신은 “불과 10

여 년 만에 (일본을) 일약 극동의 강국”으로 등장하게 만든 “아시아의 경이요 기적”에 다

름 아니었다(박정희, 2017c[1963]: 167). 

메이지 천황이 조국근대화의 철혈군주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3) 외

부에 비춰진 통념화된 모습은 그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후 일본인들은 그를 ‘메

이지 대제(大帝)’라고 부르면서 추앙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조국근대화가 지

극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메이지 시대 조국근대화는 

인자한 군주가 신민(臣民)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은 무소불위

의 권력을 가지면서도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무답책(無答責)’의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헌법의해(憲法義解)에서 천황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다. 

삼가 생각하건대, 천지가 열리고 신성한 지위를 세운다. 아마도 천황은 하늘이 내린 

지극히 성스러운 신성한 존재이며, 신민군류(臣民群類)를 초월한 존재이다. 흠모는 하

되 감히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법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하

나 법률은 군주를 문책할 힘을 갖지 아니한다. ⋯ 비난과 논의의 밖에 존재하는 자이

다(Bix, 2000, 오현숙 역, 2010: 52에서 재인용).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위한 모범적인 지도자상으로 메이지 천황과 같은 철혈군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그가 메이지 유신에 대해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

었던 것도 그러하거니와, 70년대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 것

도 그러하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신헌법의 내용에 있다. 유신헌법 하에서 대

통령은 전전(戰前) 일본 천황과 마찬가지로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존재였다. 

3) 사실 메이지 천황은 근대화에 반대하는 복고주의적이고 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예로 그

는 아들인 요시히토(嘉仁, 나중에 다이쇼(大正) 천황이 되는 인물이다)가 어렸을 적 뇌막염을 앓자 서

양의 근대식 치료법이 아닌 전통적인 치료법을 고수했으며, 새로 지은 궁전에 전기 설비를 거부하기

도 했다(Bix, 2000, 오현숙 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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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선거는 사라져서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종신으로 선출되는 ‘공화적 군주’가 되

었으며,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임명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그

러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명목상

으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민주공화국’에서 말이다. 

메이지 유신이 박정희에게 큰 틀에서 국가주의의 관념을 갖게 했다면, 2･26 사건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26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이지 천황의 사후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죽자 그

의 아들 다이쇼(大正) 천황이 즉위하였다. 다이쇼 천황은 어릴 적에 앓았던 뇌막염 때문

에 병약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메이지 천황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일본의 국수주의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일본에 유입된 서구의 개인주의･자유주의 문화가 일본 정

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일본식 자유민주주

의가 등장하였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이쇼 데모크라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천황과 국가를 절대시하는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게 있

어서는 이것 역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퇴행이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 하에서 ‘황도파(皇道派)’라는 일본 육군 내 파벌이 만들어졌다. 황도

파는 당시의 정치경제체제를 인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통제파(統制派)’와 

달리, 국가의 최고권위로서 천황을 받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당시의 정치경제체제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는 과격한 세력을 말한다(카터 에커트, 2005). 이들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기타 이키(北一輝)는 자본가들과 지주들을 국가의 단합과 재건을 가로막

는 주된 장애물로 간주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광범위한 국유화를 주장하였

다. 그에게 있어 자본주의는 나라를 좀먹고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에 다름 

아니었다(Paxton, 2004, 손명희･최희영 공역, 2005). 그러나 아무리 후견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대자본가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에서 이러한 과격한 주

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울분에 찬 황도파 장교들은 기타 이키의 

사상을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쿠데타를 감행했던 것이다.4) 

황도파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내세운 대의명분은 ‘존황토간(尊皇討奸)’, 다시 

말해 ‘천황을 받들어 간사한 무리들을 처단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이 말한 ‘간사한 

무리’란 통제파 장교들을 포함하여 당시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층이었다.5) 

4) 특히, ‘우가키 감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육군 병력 감축과 1930년에 체결된 런던 해군군축조약의 

불평등한 내용, 그리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 다카하시 재정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황도파 장교들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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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받들려고 했던 히로히토(裕仁) 천황은 쿠데타에 대해 전혀 동정적

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히로히토가 그러

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반란군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의 의구심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신(寵臣)들이 살해된 데 대해 격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란군이 

자신을 퇴위시키고 황도파 장교들과 교분이 있던 동생 야스히토(擁仁)를 옹립하지는 않

을까 두려워했다(Bix, 2000, 오현숙 역, 2010: 343). 

박정희가 2･26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만주 군관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만주 군관학교에는 2･26 사건에 가담했다가 좌천된 장교들이 몇 명 있었는

데, 그 중 간노히로시(管野弘)라는 일본군 장교는 조선인 생도들을 관사로 불러 점심을 

대접하면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전인권, 2006: 88). 

그 후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 2･26 사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

었다. 한 예로 그는 쿠데타에 성공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카키 구대장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 역시 2･26 사건의 가담자였다

(이상우, 1993: 123; 조갑제, 1998b: 132-133).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근거는 주변 인물

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소설가 이병주는 박정희와 2･26 사건의 관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증언을 한 바 있다. 1960년 박정희는 술자리에서 2･26 사건을 일으킨 일본

의 국수주의 장교들에게 심취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부산일보 주필이자 대구사범학교 동기였던 황용주가 “그놈들이 일본을 망쳤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제지를 해도 박정희는 “국수주의가 어째서 나쁜가?”라며 흥분했다는 것이

다(이병주, 1991: 480; 이상우, 1993: 123). 

박정희가 숭상한 일본의 국수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

명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후(戰後) 일본의 발전을 국수주의자들의 기백 때문이라고 강변했던 것을 보면(조갑제, 

1992: 271-272), 2･26 사건이나 황도파 장교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단순한 선호의 문제

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2･26 사건에서 박정희가 배웠던 것은 쿠데타

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 

5) 과격한 국수주의자들은 혈맹단(血盟團)이라는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단체의 목표는 그들이 

부패하다고 간주한 정재계 인사들을 암살하는 것이었다(Toland, 1970, 박병화･이두영 공역, 2019: 

59). 혈맹단은 직접 행동에 나서 1932년 2월 9일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전 대장대신을 암살

하고, 곧 이어 3월 5일에는 단 다쿠마(團琢磨) 미스이(三井) 합명회사 이사장을 암살하였다. 이러한 

테러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1932년 5월 15일에는 일본 내에서 ‘헌정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면서, 의회

정치를 옹호하고 군부를 제어하려고 한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총리를 과격한 청년 해군 장교가 

암살하였다(Bix, 2000, 오현숙 역, 201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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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Paxton(2004)이 ‘아래로부터의 파시즘 운동’이라고 평했던 2･26 사건의 본질이

다. 그것은 천황으로 체현된 국가의 최고 권위를 절대시하는 국가주의 사상이었다. 그래

서 그는 쿠데타로 집권을 한 이후에 국가주의를 전 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이념으로 만들

었다. 물론 기타 이키의 국가사회주의에 경도된 황도파 장교들과 달리, 박정희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6) 그러나 그러한 지엽

적인 차이 때문에 박정희의 사고를 지배했던 국가주의 사상의 본질이 퇴색되지는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집권을 하기 전은 물론이고 집권을 한 이후에도 ‘국가’라는 유기

체적인 실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3.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에 무엇을 배웠는가?

앞서 살펴본 메이지유신과 2･26 사건은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국가의 

권위에 기초하여 사회를 하향적으로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공통된다. 그리고 박정희 역시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정권을 잡고 난 이후 국가

주의를 전 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이념으로 만들었다. 한 예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박정희는 ‘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예’를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

시켰다고 한다(오원철, 2006). 그에게 있어 국가의 선택은 당부의 문제가 아닌 복종의 

문제였다. 1947년 전범재판에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일단 국가정책이 결정되

면 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진술한 것처럼 

말이다(Eckert, 1991, 주익종 역, 2008: 118).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거치면서, 박정희는 천황으로 체현된 국가의 최

고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한 전전(戰前) 일본 육군의 신조를 상당 부분 

내면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메이지 유신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의 국가주의

는 15년 전쟁(1931〜1945) 기간 동안 심화되어 전체를 위한 부분의 희생을 가정하는 ‘희

생의 윤리(sacrificial ethics)’를 당연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7) 그래서 일본의 국수주의

6) 박정희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지 않은 데에는 국가관리 기업체의 경영 실태가 파탄에 이른 것을 

학습한 결과였다. 이 점은 국가와 혁명과 나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박정희, 2017c[1963]: 

62-65). 

7) 희생의 윤리가 일본에서 갑자기 생긴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15년 전쟁 기간 동안 그것이 광적으로 

변했을 뿐이다. Ruth Benedict는 국화와 칼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막부 

시대 일본은 엄격한 계급사회였지만, 평민이 부정한 관리로부터 착취를 당한 경우 더 높은 관리에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었다. 그러면 더 높은 관리는 청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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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에서 약간이나마 꽃피웠던 개인주의 사조

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퇴행이었던 것이다. 

국가를 절대시하고 희생의 윤리를 당연시하는 일본의 국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박

정희 역시 국가의 선택을 당부의 문제가 아닌 복종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에

게 있어 개인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전체의 요구에 부응할 때에만 의미가 

있었으며, 개인의 체력도 ‘국력’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었다. 국가주의를 제창하는 이러

한 수많은 언사들은 결코 ‘속 빈 강정’이 아니었다. 그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국가’

를 내세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자신의 국가주의가 일본의 여러 지사들의 가르침이었다는 점을 숨기

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박정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전 만주국 관료이

자 전후 수상을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내가 박정희 씨와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군사혁명이 

일어난 직후, 일본을 방문했을 때였지요. 박정희 씨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젊은 

육군 군인들이 군사혁명에 나선 것은 구국의 일념에 불탔기 때문인데, 그 때 일본 메이

지유신의 지사(志士)들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선배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이나 다카스기 신사쿠(高彬晉作), 쿠사카 겐주이(久坂玄瑞)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섰

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군인들이라서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

제 문제 같은 거야 더더욱 모르고. 그런데 한국의 정계나 재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이익만 챙기지 국가라는 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국가건

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일본 정치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강상중･현무암, 2012: 21에서 재인용).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의 지도층을 개인주의에 매몰된 나약한 존재로 본 황도

파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당시 한국의 기득권층을 국가라는 관념은 전혀 없이 

자기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자로 치부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국가의 이익은 사회의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주관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으로 주어진 선험적 실체였다. 박정희 스스로 밝혔듯이, ‘전체의 이익’은 ‘특수한 이익’에 

우선하며, 개인의 사익이 국익보다 앞서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박정희, 2017b[1962]: 

242).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가 자신의 사익을 너무 쉽게 국익으로 치환시켰다는 사실이

한 조치를 취하지만, 청원을 한 사람은 윗사람을 청원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그러니

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 전체가 평안을 얻었다는 것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를 미덕으로 여

겼다는 것이다(Benedict, 1946, 김윤식･오인석 공역, 2008: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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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자신이 독재를 하는 명분을 국익에서 찾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명분 사이의 혼동은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내놓은 수많은 

수사적 기교의 언사들은 사실 자기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기만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모순과 함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Ⅲ. 선택의 문제

1. 박정희의 ‘선의’인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당초 쿠데타를 1960년 5월 8일 하기로 했지만, 4･
19 혁명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집권한 장면 정부 시기에도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자신들의 거사를 실행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또한 1950년대 후반부

터 1960년대 초는 제3세계 신생국에서 쿠데타가 빈발하고 있었는데, 이는 박정희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다(전인권, 2006: 178). 이 밖에 장면 정부 

시기에 군부를 자극하는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 시기 과도하게 팽창된 군을 축소하려는 ‘감군(減軍) 계

획’을 세웠다. 장면은 취임연설에서 군사에서 경제계획으로의 지원 대체를 강조하였으

며, 12월 17일에는 군인의 수를 70만에서 40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김석

준, 1992: 327-328). 이러한 감군 계획이 알려지자 군부는 크게 반발했다. 황도파라고 

하는 전전(戰前) 일본의 급진적인 장교집단이 ‘우가키 감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육군 

병력 감축에 반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적 장교집단도 장면 정부의 병력 감축

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군부의 반발에 직면하여 결국 감군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

고, 장면 정부 입장에서는 건들이지 말아야 할 ‘동티’를 잘못 건들인 격이 되었다. 

또 혁신세력들의 통일논의 역시 군부를 자극했다. 당시 혁신계 인사들과 학생들은 “가

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하며 4･19 혁명으로 넓어진 정치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1961년 미국 CIA는 당시 남한의 정세에 대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은 곧 장교들 

간의 일상적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카터 에커트, 2005: 104). 

결국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정치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정부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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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정권을 찬탈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데에는 장면 정부의 무능이 크게 

작용했다는 일반의 통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이미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면 정부의 무능이 쿠데타의 직접적

인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박정희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

았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지 모르

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총’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쿠데타의 명분

으로 내세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

부 세력들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지상과제였다. 

그러나 박정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암울함 그 자체였다. 1960년을 예로 들면, 한국

의 1인당 GNP는 79달러로 세계 125개 국가 중 101위에 불과하였고, 수출은 3,300만 

달러, 수입은 3억 4,000만 달러, 외환보유액은 1억 6,000만 달러였다. 국내 투자는 전체 

GDP의 10%였고, 국내 민간저축은 GDP의 5%, 그리고 국가예산의 50% 이상이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졌다(김흥기 편, 1999: 24).8) 박정희가 훗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도둑맞은 

폐가를 인수”한 것과 같았으며, “전후좌우를 살펴보아도 ⋯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인 면은 

단편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박정희, 1971: 149)”고 회고한 것은 사실 과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가 국가의 권위에 기초하여 사회를 하향적으로 통제하는 권위주의

적 산업화를 추진한 것이 전전(戰前) 일본자본주의, 특히 만주국의 발전모델을 모방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부국(富國)’과 ‘강병(强兵)’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장

기적이면서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만주국의 ‘그

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설명이다(한홍구, 2003; 박태균, 2005; 김일영, 2008). 그

러나 이는 사후적 상관관계(post-hoc correlation)에 따른 설명일 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가 국가주의에 심취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국가가 사회를 하향적으로 통

제하고 유도하는 체제는 거의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공통된 것이지 박정희 정치체제에 

특유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러한 제3세계 국가 중 권위주의적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

서는 박정희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진보 진영에서

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정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

8) 박정희 역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1961년 추가경정예산안의 52%가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한 바 있다(박정희, 2017c[1963]: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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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벨리안’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이상이 있었다. 물론 자

신이 품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그의 사고를 지배했던 ‘조국근대화’의 이상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

(political rhetoric)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박정희가 조국근대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

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메이

지 유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이지 유신이 ‘위로부터의 

혁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치적 권위를 발휘하여 사

회를 ‘하향적(top down)’으로 유도･조정한다는 ‘국가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주의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나기 마련이

다.9)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가 정치를 독점하는 것이 어리석은 다수(衆愚)와 정치를 나

누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에서

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치,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박정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에게 있어 기성 정치란 특권계층의 ‘전유물’이자 

대중과는 괴리된 ‘그들만의 게임’일 뿐이다.10) 그렇기 때문에 허울뿐인 민주주의에서 벗

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첩경은 서민 대중에 착근한 ‘엘리트’(그의 표현을 빌린

다면 ‘신세력층(新勢力層)’)가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다(박정희, 2017c[1963]: 150-152). 그

에게 있어 국민의 삶에 직결된 ‘행정적 민주주의(administrative democracy)’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적’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었다(박정희, 2017b[1962]: 228-231). 그런데 이러

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즉, 정치에 대한 경험을 

통해 그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박정희는 정치를 경험할 기회

9) 예기(禮記)에 나오는 대학(大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친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그런

데 남송 시대 주자가 편집한 대학에는 ‘在親民’이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在新民’으로 바뀌었

다. ‘在親民’이 백성과 더불어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상향적(bottom up)’ 방식이라면, ‘在新民’은 

엘리트가 일정한 틀에 맞춰 백성을 교화하는 ‘하향적(top down)’ 방식이라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메

이지 유신이나 박정희의 개발논리는 모두 주자의 대학과 같이 국가가 설정한 틀에 따라 국민을 바꾸

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1890년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반포

된 교육칙어(敎育勅語)나 1968년 박정희 정부가 반포한 국민교육헌장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10) 박정희가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평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민주주의는 일부 한정된 지식층의 전매특허적 완상물(玩賞物)이거나, 직업 정상배의 생활 밑천처럼 

되어, 왜곡된 위장 민주주의에 시달린 국민으로 하여금, 의식적인 혐오가 아니면 고통, 번민, 불평의 

배출구처럼 오용되고 있다(박정희, 2017c[196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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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고에는 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11) 

엘리트주의는 결과중심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좋다면 ‘과정’의 정

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한

다면 정치와 같은 ‘시간소비적 의사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12) 그

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보

충적인’ 것일 뿐이다.13) 그가 밝히고 있듯이, “무릇 인간생활에 있어 경제는 정치나 문화

에 앞서는 것”이었으며(박정희, 2017c[1963]: 34), 영국의 민주주의 역시 ‘산업혁명의 결

과물’이었다(박정희, 2017b[1962]: 220). 맑시즘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우

리는 그가 일찍부터 ‘관념론’을 배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박정

희가 알았든 몰랐든 그가 최우선순위로 강조한 경제성장은 일종의 ‘부식효과’가 있어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Yuval Harari(2015)가 말했듯

이,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그것은 정치를 없애는 ‘탈정치화

11)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나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보듯이 박정희는 한국의 역사를 결코 긍정적으

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한국사는 단 한 번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지 못한 ‘퇴영(退嬰)과 

조잡과 침체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는 ‘계승’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반성’

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사의 퇴행의 중심에는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의 피비린내 나는 악순환을 가져왔을 

뿐이고, 해방 후에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병태아(病胎兒)’를 낳았을 뿐이다. 따라서 그가 정치에 대

해 품고 있던 불신은 경험의 소산이라기보다는 한국사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관념의 결과물이라

고 할 수 있다. 

12) 박정희는 지도자도((指導者道)(이 책은 2017년 박정희 전집을 출간하면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과 통합되었는데, 여기서는 통합본을 참고하였다.)에서 병들어 있는 조국의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면 

‘군사혁명’도 불가피하며, 이는 환자를 낫게 하는 ‘수술’과도 같은 것이라며 자신의 거사를 정당화하

고 있다(박정희, 2017a[1961]: 25-28). 

13) 박정희는 자신의 민주주의를 ‘한국적 민주주의’ 내지 ‘행정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서구식 민주주

의’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가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모방만 하려했기 

때문”에 “귀중한 우리의 국력을 부질없이 소모”하고 있다고 하여 서구에서 유입된 민주주의를 국력

소모의 원인으로 간주하였으며(대통령비서실, 1972: 334), ‘귤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성어를 차용

하여 서구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탱자 민주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조갑제, 

2009: 288-291). 또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유신체제를 “서구민주주의를 모방하던 시대의 낭비와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고 우리 문제해결에 가장 능률적인 우리의 민주헌정”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대통령비서실, 1979: 138). 그런데 박정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다시 말해 이른바 ‘행

정적 민주주의’는 당면한 조국의 현실에 비추어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정희, 2017b[1962]: 228-229). 그러나 이후 역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듯이, 그는 그러한 체제

를 결코 한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신체제에서 보듯이 영구화하고자 획책했다. 한편 

박광주(1992)는 제3세계 집정관 체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파행성이 

궁극적으로는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져 만성적인 정치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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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liticization)’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1970년대 유신체제가 그러한 탈정치

화의 구체적인 예이다. 유신체제를 수립한 데에는 선거정치의 불확실성을 없애 정치과

정의 영원한 승자가 되려고 한 박정희의 권력욕이 크게 작용한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

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박정희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국근대화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국근대화는 나 이외의 어느 누

구도 할 수 없다’는 전인권(2006)이 말한 ‘창업가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선거정치는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일삼는 무책임한 야당 정치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불완전한 정치제도에 다름 아니었다.14) 무책임한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선거정치를 없애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내놓은 수많은 정치적 수사의 언급들은 사실 자기변명이라

기보다는 자기기만에 가까웠다.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명분이 혼재하여 그 선후가 모호

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말이다. 

2장에서 말했듯이,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의 모범적인 지도자상으로 메이지 천황과 같

은 철혈군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5･16 직후 썼다

고 알려진 지도자도에서 말한 지도자의 자질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 예로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후 행적을 보면 그가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15) 

그렇다고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을 모두 ‘보여주기’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데, 특히 ‘원

칙에 대한 충실’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에게 있어 ‘원칙’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상황에 영합하여 원칙을 조변석개(朝變夕

改)한다면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방편을 고칠 수는 있으나, 방편의 노예가 되어 원칙을 굽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절조를 잃은 자이오, 믿을 수 없는 자이다. 하물며 어떤 목표를 향

하여 원칙을 세우고 그 궤도 위에 나를 따르라던 지도자가 그때 그때 편리한 대로 갈

팡질팡 방향을 고친다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가 될 것이며, 

14)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급부상한 것을 보고 박정희는 그러한 생각을 더 굳혔을 것이

다. 실제로 그는 1971년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 간접선거제의 장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가 하면

(김행선, 2006: 67), 측근들에게 “이따위 놈의 선거는 이제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김광희, 2008: 

183).

15) 전인권(2006)은 박정희를 ‘반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몰민주주의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정희의 경우 민주주의를 체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정치 원리 자체를 알지 못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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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치가로서 정치의무를 버리는 처사는 국민 앞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박

정희, 2017a[1961]: 22).

박정희 정권 하면 흔히 떠오르는 ‘하면 된다(can do)’라는 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온할 수도 있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철두철미함’이다.16) 그런데 박

정희 정권에게 있어 그러한 지상과제는 바로 ‘경제성장’이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수출은 그들에게 있어 하나의 ‘신앙’과도 같았다(정재경, 1991: 107-108). 그렇기 때문에 

‘수출장관’이라고 불렸던 박충훈 전 상공부 장관이 회고하듯이, “업계는 말할 나위 없었

고, 아동주졸(兒童走卒)들까지 수출이 우리가 살 길이요 수출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나

라를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식의 수출무드가 드높아졌다(박충훈, 1988: 86).” 

박정희는 공석에서든 사석에서든 ‘가난은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

곤 했다. 다시 말해, 가난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성장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는 경제성장을 이데올로기나 관념의 문제가 아닌 ‘실용’의 문

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는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경제성장은 ‘불란서 시집을 읽

는 소녀의 고운 손’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박정희, 2017c[1963]: 270-271). 그에게 있어 

필요한 사람은 시집이나 읽는 ‘관념론자’가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기능공’

이었던 것이다. 그가 전시(戰時) 처칠의 명연설을 차용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유혈적 

테일러주의’(임혁백, 2014)는 1%의 특권계층을 버리고 99%의 기층대중과 연합을 형성하

려고 한 계급정치의 ‘클리셰(cliché)’였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박정희의 성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산업화 정치에서 메이지 유신의 ‘긴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

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 역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개혁을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실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머릿속에서 그린 목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아와 절망에 허덕이는 민중들을 하루

빨리 구해내고자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16) Eckert(2016)에 따르면 박정희의 일본군(만주군) 경험이 이러한 성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

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는 사고는 일제 강점기 ‘군사주의(militarism)’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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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의 반영물인가?

총칼을 동원하여 권력을 찬탈하기는 했지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세력들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놓여 있었다. 우선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

었다. 5･16 직후 한국 내 미국의 지휘부는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장면이 매그루더에게 모든 군사

적 권한을 행사해 반란을 진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일관되게 반대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군을 동원하여 반란군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보선 

대통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 고려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제도상으로는 유엔군사령관에

게 한국군의 동원권이 있었지만, 미국은 한국 정치에 직접 개입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

기 싫어했다. 

총리는 은신하고 있고 대통령은 근시안적으로 한국군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서, 미국은 한국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했다. 이는 한국 사

회에 배태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시중의 여론은 쿠데타에 대해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위무능

한’ 정치를 일신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팽배해 있었다, 

심지어 1년 여 전에 대중시위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면의 임기 몇 개월 동안 

거리를 메웠던 학생들도 대체로 수동적이거나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

를 들어, 국무성에 보낸 5월 27일 자 전문에서 그린 대사는 학생들의 여론이 애매하긴 

하지만, 반 정도가 쿠데타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몇몇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감동했다고 덧붙였다(카터 에커트, 2005: 108). 군부를 대신할 

만한 실질적인 정치세력이 없다는 미국의 인식은 그 동안 미국인들이 경험한 장면과 그

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더 굳어졌다. 미국이 인식하기에 장면 정부는 ‘구식이

며 전통에 집착하는’ 무능한 정부일 뿐이었다(Brazinsky, 2007, 나종남 역, 2011: 191). 

결국 미국의 최종선택은 쿠데타에 대한 ‘묵인’이었다. 미국은 한국군의 지휘권 문제, 

헌법 준수와 인권 보호, 민정 이양, 그리고 경제정책 등에 관해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시

하면서 5･16 군사쿠데타를 사실상 승인했다(기미야 다다시, 2008: 81). 당시 미국은 군

부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 자신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전의 정치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강직한’ 존재로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Brazinsky, 

2007, 나종남 역, 2011: 202-203). 

미국을 설득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권을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기는 어려

웠다. 어찌 보면 군부의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 견지에서 국내 정치에 가급적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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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자제해 온 미국보다 대중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총칼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만만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3세계에서 국가가 사회를 약탈하고 착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가 그만큼 취약

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사회를 취약한 상태에 머물게 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는 것

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 과정을 두려워한 정치지도자들의 의도적 방해이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최완규 역, 2012). 이에 비해 한국은 사회가 그렇게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물론 경제상황은 좋지 못했지만, 1950년대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문(電文)

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사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MacDonald, 1992, 한국

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역, 2001: 390), 높은 교육열17)로 인해 상당히 계몽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폭발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4･19 혁명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말로를 목도(目睹)한 군부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데에만 열을 올릴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하자마자 각종 ‘민중주의적’ 개혁에 나선 것은 당연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정치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강도 높은 사회개혁에 착

수했다. 그들은 각종 사회악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1만 여명의 폭력배, 2만 여 명의 

부정공직자, 그리고 50여 명의 부정축재자 등을 체포･구속 내지는 파면시켰으며, 언론 

정화작업을 통해 서울에서 발행되는 64개의 일간지 중 49개, 전국적으로는 1,170개에 

이르는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을 폐간 내지 등록 취소시켰다(Henderson, 1968, 박

행웅･이종남 공역, 2013: 344-345). 그리고 호화사치생활을 금하기 위해 밀수와 외제품

의 사용을 단속했으며, 풍기문란을 이유로 무도장(舞蹈場)이나 사창가 등도 폐쇄시켰다. 

군사정권 초기에는 교통법규나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체포되었으며, 사치

17)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전후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의무교육완성 5개년계획(1954〜1959)’을 실시

하여 1954년 268만 명이었던 취학아동의 수를 1959년에는 356만 명으로 늘려 학령아동의 취학률

이 96%를 넘었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10b: 442), ‘문맹퇴치 5개년계획(1954〜1958)’을 추진하여 

1953년에 26%였던 문맹률이 1958년에는 4.1%로 크게 낮아졌다(정범모, 2005: 476). 한편 이승만 

정부 통치기 대학생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은 

31개에서 62개로 2배 증가했고, 대학생 수도 같은 기간 2만 4,000명에서 9만 7,819명으로 급증했

다. 그 결과 1965년에는 국민 280명 중 1명꼴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는 국제적인 비교를 

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였을 때 국민 425명 

중 1명이 대학생이었다(Henderson, 1968, 박행웅･이종남 공역, 2013: 321). 이렇게 대학생 수는 급

증한 반면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청년층의 불

만이 4･19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명(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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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령에 따라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금지되었다(Henderson, 1968, 박행웅･이

종남 공역, 2013: 344-345). 또 이름난 폭력배 이정재를 포함하여 200여 명의 깡패들을 

잡아들여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글귀를 가슴에 써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게 했다(조희연, 2007: 26). 이 밖에 매점매석한 쌀 600가마를 압수하여 

영세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할 이상의 고리채

에 대한 정리 작업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그 동안 군사

정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미국도 “그것(군사정부 초기 정치활동: 필자 추

가)은 가장 근본적인 종류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진정한 혁명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MacDonald, 1992,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역, 2001: 443). 

그러나 초반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쿠데타 주도세력이 연루된 갖가지 추문(醜聞)들

이 터져 나오면서 초반의 열기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게다가 미국 측의 압력도 군부세력

을 곤혹스럽게 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과 국방비의 72.4%를 제공

하고 있었다. 미국은 군부에게 체포된 정치인들을 석방하고 조속히 민정(民政)으로 이양

할 것을 촉구했으며, 쿠데타 세력은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미국은 박정희가 한국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지도력을 얻는 과정

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군정 연장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일 

것을 제안하는 박정희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의 구성

을, 당시 한국의 ‘생명줄’과 같았던 원조와 연계시킬 것임을 천명하였다(Brazinsky, 

2007, 나종남 역, 2011: 216-221).

가중되는 국내외의 압력으로 인해 군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군부는 민정참

여를 서두르게 되었다. 민정참여를 위해 군부는 정치조직의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로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4대 의혹사건18)과 대일협상

과정에서의 정치자금 수수시비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 박정희는 이와 같이 제도적･
물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상태에서 1963년 정치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여, 

1963년 8월 31일 공화당의 총재 겸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야권이 분열됨에 따라 제5대 대통령선거에는 박정희(공화당), 윤보선(민정당), 허정(국

민의 당), 송요찬(자민당), 변영태(정민회), 오재영(추풍회), 장이석(신흥당) 등 일곱 명이 

18) 4대 의혹사건이란 공화당의 정치자금 확보수단으로 일어난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 등을 가리킨다. 4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1993) 참

조. 4대 의혹 사건으로 당시 시중에는 “‘신악’(박정희를 포함한 쿠데타 세력)이 ‘구악’(자유당 및 민

주당 세력)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138 ｢행정논총｣ 제57권 제3호

출마하게 되었다. 이러한 후보의 난립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은 “우리가 정부와 야당진영 

모두에서 목격한, 밀고 당기고, 옆에서 모함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 정치구조의 허약성과, 타고난 정치적 응집력과 꾸준한 애국심의 결여를 

보여주었다”라고 한국 정치구조의 후진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MacDonald, 

1992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2001: 345), 어찌됐든 일여다야(一與多野)의 경쟁구도

는 처음 정치무대에 데뷔한 박정희에게 분명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세과정에서 허

정(10월 3일)과 송요찬(10월 12일)이 윤보선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함으로써 결국 선거는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선거결과는 박정희가 4,702,640표(유효득표율 

46.65%)를 얻어 4,546,614표(유효득표율 45.10%)를 얻은 윤보선을 156,026표 차이로 누

르고 신승(辛勝)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선거는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는 좀처럼 그 결

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였다(김일영, 2005: 340-343).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에 비해 조직

력과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치활동정화법

에 묶인 구 정치인들은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때에 겨우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반면, ‘위로부터의 정치적 동원’에 의해 공화당의 당원 수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1963년 3월 5일 154,982명이던 당원 수가 동년 8월 30일에는 

706,611명으로, 그리고 10월 15일에는 1,586,000명으로 증가했다(지병문 외, 2001: 

214). 또한 4대 의혹사건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확보한 공화당과 자금이 말랐던 야권의 

선거비용도 비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통령 선거비용 1억 1천

만 원 중 박정희 후보가 76.6%를 사용한 반면, 윤보선 후보는 17.3%를 사용하는 데 그쳤

다(지병문 외, 2001: 218).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박정희가 윤보선을 15

만 여 표 차이로 겨우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

직도 군부통치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反證)이 될 수 있다. 게

다가 유신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박정희 정권 역시 ‘선거정치의 논리(logic of 

electoral politics)’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선거정치에서도 계속 

승리자의 위치에 머물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분명 있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인식하지 않은 데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제도화된 ‘문관우위의 전통’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 시대에

는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천시하는 ‘숭문천무(崇文賤武)’의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를 잡았다. 이러한 전통은 관료직위체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문반의 경우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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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체계의 최상층인 정1품 상층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補國崇祿大夫)까지 오를 수 있었

던 반면, 무반의 경우에는 정3품 상층인 절충장군(折衝將軍)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변태

섭, 1996: 268). 그래서인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380

명을 헤아렸지만, 그 중에서 과거 시험에 붙은 무과 출신자는 겨우 6명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영의정은 2명에 불과했다(핫또리 타미오, 2006: 45). 비록 35년간 군국주의 일본

의 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화된 전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인들의 사고에는 정치는 민간 정치인이 맡고 군인은 국방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분업의 원리’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3. 맥락특정적 존재로서의 박정희

Karl Popper는 그의 명저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에서 이전 시기의 선배 철학자들을 ‘역사주의(historicism)’에 매몰된 존재로 비판한 바 

있다. 그가 비판한 역사주의는 개인을 구체적인 역사 속에 수동적인 객체로 취급하는 

일련의 구조결정론적 사고를 말한다. 그가 파시즘의 광풍이 불고 있던 시기에 그것의 

기원을 찾기 위해 역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논의 역시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이 역사를 만드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 시기에 만들어

진 선택 메뉴(option menu)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제약 하에서의 선택(choice 

within constraints)’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Marx도 루이 보나파르

트의 브뤼메르 18일(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에서 역사 속 개인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역사를 형성해가는 것

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 선택한 환경 아래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곧바

로 맞닥뜨리게 되거나 그로부터 조건 지어지고 넘겨받은 환경 하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Marx1975[1869], 최형익 역, 2012: 11).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는 권력이 목표인 여느 제3세계 정치지도자들과 달리, 뚜렷

한 국가관과 역사관이 있었으며, 그 구체적 방법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조국근대화’라는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사회개혁

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사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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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치는 보고 있었다. 대표적인 부정축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병철이 부정축재자

의 강경한 처벌에 반대하면서 그들의 전략적 활용을 건의하자 박정희가 “그럼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한 것은 5･16 직후 군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전략의 범위

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서재진, 1991: 216-217).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가 부정축재자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한 것은 시중의 여론과 

그의 이상론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 박정희가 당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

던 기득권층을 국가 관념은 전혀 없이 자기 이익만 쫓는 이기주의자로 봤던 것과 마찬가

지로, 사회의 여론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 원조물자와 귀속재산의 

분배에서 정부의 엄청난 특혜로 재벌이 성장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식’

에 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세력이 재벌을 부정축재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는 처벌까지 하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에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러

한 점은 당시 대표적인 여론 주도 잡지로 지식층의 호응을 받던 사상계의 논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잡지는 5･16을 4･19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19 혁명이 ⋯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은 부패･무능･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

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 이러한 의

미에서 5･16 혁명은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계승,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혁명정권은 지금 법질서 존중, 생활기풍 확립, 불법도당의 소탕, 부정축재자 처리, 

농어촌 고리채 정리, 국토건설사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김일영, 

2005: 334-335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상론’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비전은 있

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무지했다(Amsden, 1989; 한승연, 

2007; 기미야 다다시, 2008). 그렇기 때문에 통화개혁과 같은 무리수를 던졌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었지만, 경

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지표들에서는 민주당 정부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19) 경제가 좋지 않다면 쓰러져 가는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혁명’

을 일으킨 그들의 대의명분도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19) 예를 들어, 1962년의 GNP 성장률은 원계획의 5.7%에 크게 미달하는 2.2%에 그쳤으며(류상영, 

2002: 237), 1962년의 흉작에 따른 곡가파동과 각종 민중주의적 경제정책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로 

인해 인플레이션도 격화되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면 1963년 20.7%, 그리고 1964

년에는 무려 29.4%에 이르렀다(한국개발연구원, 2010a: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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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압력까지 가해져 박정희를 더욱 곤궁에 빠트렸다. 미국의 대한

(對韓) 전략의 핵심은 분명 ‘안보’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정통성이 없는 군사정부를 

용인하지는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박정희는 선

거정치의 장으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생의 한계 때문에 

그는 경제성장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정당성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

은 과정이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윤보선을 15만여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신승한 것은 산업화 정치의 지난(至難)한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선거정치 과정에서도 계속 승리자에 위치에 있

기 위해서는 이상론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20) 

먼저 박정희 정권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제개발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때 박정희 정권이 주목한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산품 수출의 급증이었다. 예를 

들어, 1963년 공산품 수출계획은 6.4%였는데 반해 실적은 28.1%였으며, 1964년에는 계

획 8.3%, 실적 42.3%, 1965년에는 계획 9.2%, 실적 66.4%, 그리고 1966년에는 계획 

10.0%, 실적 73.6%를 보여 당초 계획보다 공산품 수출이 4〜7배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타 농산물이나 광산물의 수출을 능가하였다(이영훈, 2006: 150). 박정희 정부는 예상

치 못한 공산품 수출의 급증에 따라 1964년부터 원계획보다 공산품 수출의 비중을 훨씬 

높게 잡은 수정계획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 수출지향적 산업화로의 전

환은 일련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의 산물로 볼 수 있다(Amsden, 1989).21) 그런

데 박정희 정권이 민중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한 내포적 공업화를 포기하고 대외지향적인 

경제 전략으로 수정한 것은, 그들이 이상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선거정

치의 논리와 무관할 수 없는 ‘구조의 반영물’이었다.22) 

20) 박정희가 정치의 장에서 계속 승리자의 위치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정치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1972년 유신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그것을 실행하였다. 

21) 이러한 산업화 전략의 변화는 적어도 경제이론상으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Adam Smith 이래 경제

학의 정설은 ‘교환을 통한 이득(gains from exchange)’이 경제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 게다가 당시의 국제경제상황도 박정희 정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전전(戰前)의 국제분업질서

와 달리, 전후(戰後)에 나타난 신국제분업실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후진국에서 완성품

을 만든 다음 이를 다시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후진국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

서 ‘생산시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박정희 정부가 경험한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는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학습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형성된 수입대체산업화 연합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1950년대 형성된 수입

대체산업화 연합은 사회에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화 전략 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산업화 전략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22)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는 유원식, 박희범, 이창렬과 같은 군부 내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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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구조적 제약은 박정희로 하여금 그가 ‘국가 

관념이라고는 전혀 없이 자기 이익만을 쫓는 존재’로 치부한 기득권층에 대해서도 이전

과 다른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요인이 되었다. 국익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지배계급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던 파시스트 정당들이 집권을 한 이후에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 자본가들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Paxton, 2004, 손명희･
최희영 공역, 2005: 328-333),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의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하여 자본가들을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하위파트너’로 삼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주도세력들이 태도를 바꾼 것은 강경

한 처리를 반대한 미국의 압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경제에 관한 경험

과 지식이 부족한 군부 입장에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협조가 필수

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이석제에게 한 말처럼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드럼통 두드

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조갑제, 2009: 222).23) 

Ⅳ. 결 론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자 한 ‘산업화 정치’에 몰입한 이유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대체로 재벌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주

요 산업의 국유화와 내포적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 확립을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미국

으로부터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로 주목받았던 사람들이었다(이완범, 2005; 박태균, 2007). 그

러나 통화개혁의 실패 이후 이들의 급진적인 경제철학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특히, 이들은 미국과

의 관계가 소원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전문 관료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박태균, 2007: 333-334). 그 결과 대외지향적 기업가 집단, 신진엘리트 관료 집단, 

그리고 미국의 경제고문단으로 구성된 ‘실용주의적’ 3자 연합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이완범, 2005: 

148), 이들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산업화 전략이 수출지향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23) 1960년대 산업화 정치의 일환으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선택한 것과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로 산

업화 전략을 ‘심화(deepening)’시킨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언급할 필요

가 있을 것 같다.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론만 

말한다면 1970년대 산업화 전략의 전환에는 박정희의 개인적 선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렴(2006)이나 오원철(2006) 등 당시 박정희의 핵심 참모들의 회고록에 따른다면, 박정희는 중

화학공업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와 같이 비장한 각오로 이에 임했

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적 비교우위론과 국제분업론에 근거한 경제부처들의 반발과 대자본

가들의 미온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신체제가 가져온 기회구조, 다시 말해 선거정치의 논리에서 자유로웠던 당시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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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박정희의 선의였는가?’ 아니면 ‘구조의 반영물이었는가?’ 이 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박정희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박정희가 산업화에 몰입한 것은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애민정신

의 발로였다고 추켜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물론 그는 제3세계 여느 정치지도자들처럼 권

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안’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

상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미시적 동기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 당시 산업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구조적 제약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박정희의 산업화 정치 역시 

구조와 행위가 뒤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박정희는 그가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몰역사적(ahistorical)’ 존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배태된 ‘맥락특정적(context 

specific)’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박정희에 대해 ‘반인반신(半

人半神)’이라고 하는 등 우상화를 넘어 신격화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독재를 한 객관적 사실조차도 조국근대화라는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물론 그의 독재에 조국과 민족을 위

한다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관적 해석은 

박정희 시대 객관적 역사를 통해 볼 때 많은 부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각종 미사여구로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 본질은 ‘권력 유지’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제성장을 통해 조국근대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는 허

구화된 ‘반사실적(counter factual)’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가 살아온 역사가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60년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1970년대에 가장 억압적인 유신체제를 수립했으니 말이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박정희 시대는 한국 자본주의의 원형이 만들어진 시기

이다. 그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의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유산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

까지 불러온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부정적 유산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귀속재산의 불하에서부터 시작되어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시기에 절정을 

이룬 정경유착의 병폐가, 박근혜 스스로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첨단의 길을 걸을 것처

럼 말한 2010년대의 한국경제에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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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며 섬뜩한 ‘기시감(旣視感)’을 느끼는 것도 그 같

은 이유에서이다. 

국민주권 시대를 새롭게 연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의는 바로 이러한 구시대의 정실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걸

음은 박정희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떨쳐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그것은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체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

는 세력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에

게 동원되어 박정희 시대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그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다. 가진 자들의 헤게모니 전략으로 말미암

아 대중들이 한 때 가졌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미국의 기억상실

(American amnesia)’처럼 말이다(Hacker and Pierson, 2016). 다만, 그 헤게모니 전략이 

미국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수사들이라면, 한국에서는 철 지난 

냉전논리가 만든 이른바 ‘빨갱이 담론’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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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y was Park Chung Hee Engrossed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Finding the Missing Link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Hyun-Woo Koo

It has been 40 years since Park Chung Hee died, but the debate surrounding him is still 

ongoing. In particular, conservatives argue regarding the economy that the rapid economic 

growth achieved during the Park Chung Hee era made the Korea of today possible.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s criticize the number of structural problems that the country still 

faces due to the dark legacies behind ‘the myth of Park Chung Hee.’ However, there is one 

thing overlooked in this ideological logic, which is why Park Chung Hee was so engrossed in 

economic growth. This paper is part of the process of seeking an answer to the missing link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First, as to Park Chung Hee’s personal motive, his engrossment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can be seen as a result of ‘good will’ for getting out of poverty. To 

this end, he wanted to be a pragmatist and an administrator, but not a politician. Next, the 

structural constraints on the choices that Park Chung Hee was forced to make. The situation 

was not favorable for him, as he was not able to be free from the logic of electoral politics. 

These factors were eloquently on display in the results of the 1963 presidential election. After 

all, Park Chung Hee’s involvement in industrialization politics was the result of his 

interaction with personal and structural factors. In this context, he was a context-specific 

being inseparable from his specific history.

【Keywords: Park Chung Hee, Industrialization Politics, Statism, Context-Specific 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