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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의 기원을 찾다보면 심각한 모순에 직면함을 발견하게 된다. 보수주

의자들이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승

만과 박정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 이러한 명백

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많은 공을 들여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박정희를 ‘시장주의자’로 

변모시키려는 일련의 논의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선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기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을 동기부여 시켰고,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 역시 지대를 매개로 한 비생산적인 

분배연합이 아니라 일련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생산적인 정책연합이었으며, 심지어 시장논리

에 가장 철저한 조직형태인 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모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가 시장주의자였

다는 주장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박정희식 발전모델에 대한 오해에

서 비롯되었거나, 특정한 현상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 설사 박정희와 그의 정부에 다소간 시장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치논리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퇴행적인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보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

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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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에서 정치적 보수주의1)의 기원을 찾다보면 심각한 모순에 직면함을 발견하게 된

다. 보수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관

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2) 어찌 

보면 현실 정치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정희의 경우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의 경우 적어도 민주주의의 외피는 갖추고 있었고 계획경제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할 수 있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그러한 여지

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수주의자들

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 중 하나가 박정희 시대 이룩한 경제성장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했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모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 시대 이룩한 경제성장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

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내지 ‘부산물(by product)’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쓴 것으로 알려진 지도자도(指導者道)에서 박정희는 ‘민

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만(박정희, 2017a[1961]: 

23-25), 이는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대

한 신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입버릇처럼 말한 경제성장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가 측근의 손에 살해되지 않았어도 그의 시대에

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허구화된 ‘반사실적(counter factual)’ 가정을 말하

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대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60년대보다 경제

적으로 풍요로워진 1970년대 가장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었다. 

1)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슈가 된 동성애나 동성 결혼 문제의 경우 보수주

의자들은 전통이나 도덕을 내세우면서 이에 반대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는 견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

의 모두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자유시장주의야말로 기존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할 가장 확실한 첩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기둥은 ‘자

유시장 경제’와 ‘전통의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의 이념 지향에 대해서는 Nisbet(1986, 강

정인 역, 2007) 참조. 

2) 한국에서 보수 세력을 대변한다는 제1야당의 당사(黨舍)에 걸려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사진을 통해

서도 우리는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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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들의 논리 중 그나마 논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박정희가 ‘시장주의자’였다

는 주장이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경우 거시적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시장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시장형성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시적으로는 ‘선별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과 같은 지극히 시장적인 

기제를 통해 자본가들을 규율하는 ‘시장순응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면도 있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Johnson(1987)이 말했듯이, 박정희 정부 시기 개발 엘리트들은 능률성

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장기간 동기를 부여하며,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억제책으로 시

장 메커니즘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중들의 정서와는 괴리된 것이다. 박정희가 ‘시장주의자’였다

는 주장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 사회에서 상식적인 용어가 

된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말은 자본가들의 ‘헤게모니’로서의 취약한 위치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지향성과 그 과정에서 파생

되는 병리현상을 집약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물론 정경유착이라는 말 자체는 국가와 자

본 사이의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한 병리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문제가 있지만 말이다. 

결국 보수주의자들은 그 정치적 기원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퇴행적 행태도 그들의 정치적 

기원을 생각하면 수긍이 갈만한 부분이다.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는 무

관한 ‘국가주의자’였기 때문이다.3) 이 글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기원에서 나타나는 

3) 박정희의 개인사(史)를 살펴본다면, 그가 과연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추구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에 얼

마나 몰입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가 메이지유신에 대해 심취한 것은 분명하지만

(박정희, 2017b[1963]: 167-172),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는 국가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이나 철학

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의 사고에는 ‘국가주의’ 사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2･26 사건’에 대한 그의 개인적 흠모는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박정희

가 흠모한 2･26 사건이란 ‘황도파(皇道派)’라는 과격한 국수주의 장교집단이 1936년 2월 26일 일으

킨 실패한 쿠데타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역사학자 Robert Paxton(2004)이 말한 것처럼, 서구

식 개인주의･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국가를 절대시한 ‘아래로부터의 파시즘’ 운동이었다. 2･26 사건에

서 내건 국가사회주의의 구호는 대자본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 내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었지

만, 군대가 국가와 사회를 확실히 장악한 만주국에서는 만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만주국에서는 광

범위한 국가편제계획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졌다(Mimura, 2011, 박성진 역, 2015). 박정희

와 만주국의 연계를 증명할 확실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국가에 대한 그의 개인적 관념을 통해 

볼 때 만주국의 반자본주의적 국가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졌으면 가졌지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박정희식 발전모델에는 만주국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널리 행해진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토개발’, ‘반공대회’, ‘대량 전단 살포’, ‘주민 점호’ 등은 모두 

만주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후적 상관관계(post hoc correlation)’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박정희를 위시하여 이선근, 정일권, 유석창, 신기석, 김성태, 이인기 등 만주국을 경험한 다수

의 인사들이 5･16 이후 정권에 합류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한석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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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비단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함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퇴행적인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보수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Ⅱ. 시장주의의 논거

1. 시장의 원칙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시장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며, 이러한 박정희 정부

의 ‘이중적’ 모습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서 핵심은 국가가 특히 자본가 계급에 대해 ‘규율(discipline)’을 행사했으며, 그것이 ‘선

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 원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국

가의 자본가들에 대한 규율 확보는 이 시기 정부주도 산업화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데, 미국의 한국경제 전문가인 Amsden(1989)은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한 바 있다.

한국이 다른 대부분의 후발 개발도상국과 다른 점은 국가가 민간기업에 대해 규율을 

행사했다는 데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율은 국가가 산업화를 이끄는 비전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 국가의 규율과 대기업의 등장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대기업

들은 정부의 성과에 기초한 유인에 대응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였다. 수출, 

연구개발, 또는 새로운 상품의 도입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보상으

로, 선도적인 기업들은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수지가 맞는 산업분야에 진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 다각화된 기업집단이 등장할 수 있었다(강

조는 원전, Amsden, 1989: 14-15).

Amsden이 말한 규율이 선별적 유인을 의미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

수주의자들은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시장주의적 속성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은 

많은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Peterson, 1981)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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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동기부여 전략이 필요한데, 선별적 유인은 적어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

장 효과적인 동기부여 전략이기 때문이다(Olson, 1965, 윤여덕 역, 1987).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좌승희 만큼 공을 들인 학자도 드물 것이다. 현재는 박정

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박정희 경제학’의 핵심을 선별적 유인과 같은 

지극히 시장적인 기제에서 찾고 있다(좌승희, 2006a, 2006b, 2007, 2015). 먼저 좌승희

는 발전의 원동력이 ‘시장’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에 의하면 시장은 ‘성과에 따른 보

상의 차별화를 통해 발전의 동기와 유인을 이끌어내는 경제적 차별화 장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 기능이 경제의 창발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

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된다. Adam Smith가 사익 추구를 금기

시했던 전통적인 윤리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익추구라는 사적인 악을 공익 실현이라는 

공적인 덕성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좌승희 역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윤리 문제를 경제

주체들의 동기를 부여시켜 더 나은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는 점도 빼놓

지 않고 있다. 시장은 ‘1불 1표(one dollar, one vote)’의 불평등한 체제이지만, 정치는 

‘1인 1표(one man, one vote)’의 평등한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게 있어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은 경제정책의 탈정치화 내지 그의 표현을 빌린다면 

‘정치의 경제화’이다.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차별화의 원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경제체

제의 확립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봤을 때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관치 차별화’의 모범적인 사례였다. 박정희 정부는 ‘신상필벌’을 철저하

게 지켜 제3세계 국가의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취약한 차별화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

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결론을 미리 내린다면, 박정희 패러다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부에 철저한 

차별화 메커니즘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패러다임의 핵심

은 한마디로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는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바
로 이러한 차별화 원리의 적용이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자조정신, 즉 발전의 

정신을 가진 경제주체로 변신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소위 “하면 된다”는 

발전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차별화 원리의 산물인 것이다(좌승희, 2006b: 47). 

박정희가 경제의 영역에서 정치의 여지를 없앴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는 이러한 주장은, 박정희가 독재를 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능

했다는 규범적 관점으로 승화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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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기능을 잃어버린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경제학자들이 흔

히 그러하듯, 좌승희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정치란 비생산

적이고 낭비일 뿐이다. 

좌승희는 선별적 유인 또는 신상필벌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새마을 운동’을 들고 

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관주도의 농촌근대화 운동으로, 엘리트가 시혜적인 관

점에서 대중들을 동원한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좌승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시장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동기를 부여시킨 ‘박정희 경제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례이다. 즉, 모든 마을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자조(自助)’하는 마을만 지원하

는 선별적 유인 전략 또는 그가 말한 ‘관치 차별화 전략’이 농민들의 동기를 부여시켜 

자조･자립정신을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좌승희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정부, 특히 보수 진영에서 ‘진보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비교

함으로써 박정희 정부의 ‘성과’를 부각시키려고 한다(좌승희, 2006a, 2006b). 즉, 그는 

선별적 유인을 결여한 채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평등화’에서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의 한계를 찾고 있다. 그가 말했듯이, 김대중 정부는 버려야 할 ‘관치’는 

버리지 못한 채, 버리지 말아야 할 ‘차별화’는 버렸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장 원칙’은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곳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초창기에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 산업화 전략을 변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박정희 정부가 ‘신국제분업

질서’4)의 초청에 응해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적어도 경

제이론에 근거한다면 그러했다. Adam Smith 이래 경제학의 정설은 비교우위에 따른 특

화가 경제에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5)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 전략의 변화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국제분업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전(戰前)의 국제분업질

서가 선진국이 식민지를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삼았다면, 전후(戰後)의 신국제분업질서는 반대

로 선진국이 후진국의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분업질서가 나타난 것은 선진국 

노동자의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경우 국제적 비교우위가 급속하게 약화된 사실

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국제적 비교우위가 약화되자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다음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형식으로 국제분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

라서 신국제분업질서 하에서 제3세계는 ‘소비시장’이나 ‘원료공급지’가 아닌 ‘생산시장’으로 기능하

게 된다. 

5) 실제 국가들의 경제실적은 ‘교환을 통한 이득(gains from exchange)’이라는 경제학의 오래된 정설을 

뒷받침해주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1965년부터 2006년까지 실질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대외지

향적 경제정책을 취한 국가들과 대내지향적 경제정책을 취한 국가들의 경제성과를 비교해보면, 대외

지향적 정책을 취한 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8.0%, 홍콩 6.4%, 한국 7.3%, 태국 6.5%, 말레이시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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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효과(learning effects)’라는 또 다른 시장기제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박정희와 그의 정부가 가진 시장주의적 속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박정희 정부가 산업화 

전략을 변경한 데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출 실적을 학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영훈, 2006). 그러나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학습효과를 쉽게 발휘할 수 있었던 유리한 

맥락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남미 정부가 수입대체산업화

의 한계를 경험하고서도, 쉽게 산업화 전략을 수정하지 못한 것은 이들 나라에 보편적인 

‘민중주의 체제’ 때문이었다(Geddes, 2002; Guimaraes, 2005). 

요컨대,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지만 ‘시장의 원

칙’을 저버리지는 않았고, 이러한 경제운영에서의 ‘이중성’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는 제3세계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며, 바로 여기에 박

정희와 그의 정부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변한다. 

2. 한국주식회사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의 긴밀한 관계를 서구 학자들은 ‘일본주식회사

(Japan Inc.)’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Trezise and Suzuki, 1976). 즉, 일본에서 국가와 

자본의 정치적 연합은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하나의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심취되어 있던 서구 학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일본의 현상은 분명 이례적인 것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국

가와 자본의 지배연합은 강한 응집력에 기초하여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여기서도 

이해관계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국가는 경제적 실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

었고, 자본가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

가엘리트의 목표와 경제엘리트의 목표는 양립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강하고 응집

력 있는 정책연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서구 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연합을 ‘일본주식회사’

에 비견될 수 있는 ‘한국주식회사(Korea Inc.)’라고 명명하기도 한다(Evans, 1995: 53).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주식회사라고 불리는 국가-자본의 지배연합을 생산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진 ‘정책연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때 

‘정경유착’과 같은 말은 박정희 시대 지배연합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오해’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폄훼’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상식적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은 ‘유

착’이 아니라 ‘협력’에 있으며, 국가와 자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정책의 결정과 

등을 보인 반면, 대내지향적 정책을 취한 국가의 경우 아르헨티나 2.4%, 멕시코, 4.0%, 페루 2.9%, 

파키스탄 5.3%, 인도 5.0% 등을 보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0c: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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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

한 ‘협력’은 ‘분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국가는 계획을 세우고 민간기업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실천했는데, 이것이 한국주식회사의 구조였다. 김광모(2015)가 ‘관계획, 민

실천’으로 평했던 이러한 경제운영 방식에서 국가는 직접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

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여지가 적었고, 이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김인영, 2017).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지배연

합이 지대추구적 분배연합이 아닌 발전지향적 정책연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수준의 정책네트워크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네

트워크는 정보의 공유와 공식적인 관계로 지대를 매개로 한 정치적 공모의 가능성을 차

단하였는데,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합적 행위의 

문제와 거래비용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김시윤, 2000a, 2000b, 

2004). 이들이 특히 주목하는 정책네트워크 중 하나가 바로 ‘수출진흥확대회의’이다. 수

출진흥확대회의는 1965년부터 매월 대통령 주재 하에 열렸던 것으로, 이 회의에서는 통

상에 관련된 장관, 업계 대표, 금융계 대표 등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월별, 품목

별, 지역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모든 시책과 애로타개 방안을 논의 

결정하였다.6) 특히, 연말회의에서는 수출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것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선별적 유인 전략의 핵심이라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 좌승희가 ‘미인대회(beauty contest)’라고 평했을 만큼 큰 관심 속에 

진행된 수출유공자 표창에서 수출유공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 뒤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신호발송(signalling)’이 되어 금융기관의 ‘선별

(screening)’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좌승희, 2006a, 2006b). 

둘째, 정책연합의 자율성이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발전국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국가와 자본의 정치적 연합이 발전지향적 정책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

의 긴밀한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배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연합의 자율성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주장에서는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탈정치화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7) 특히, 행정이 정

6) 박정희는 재임 기간 동안 단 두 번을 제외하고는 매번 이 회의에 참석했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김광모, 2015: 160-161). 한 예로 수출업무 보고차 이 회의에 참석하곤 했던 문기상 당시 상

공부 수출진흥과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할 때 박 대통령은 마치 수

출전쟁을 총지휘하는 엄숙한 사령관 같았습니다. 먼저 그 달의 수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수치

까지 따지면서 확인했어요.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적으

로 따졌지요. 관계 장관들이 꼼짝 못하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현희, 2007: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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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대체한 이른바 ‘행정적 민주주의’ 내지 ‘한국적 민주주의’ 하에서 이러한 정책연합

의 자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연합의 자율성 때문에 끊임없이 지대를 

요구하는 외부 정치세력의 압력은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는 것이다.8)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가들에게 ‘선

별적 유인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선별적 유인 전략이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을 격

화시켜 경제개발이라는 보편적 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박정희 정부는 수출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우수한 기업에 합병을 시키는 정책을 통해 

차별적 지원 체계를 가동시켜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별적 유인에 기초한 

시장제도의 정착에서 박정희 정부의 지배연합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견해에 의한다면, 

국가가 지대를 창출하여 이를 사회에 배분했는가의 여부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배분했는

가라는 그 ‘방식’에 초점이 맞춰진다(김시윤, 2000b, 2004; 류석춘, 2006).9)

7) 박정희 정부 하에서 재무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경제특보를 역임한 남덕우의 회고록

(2009)에 따르면, 박정희는 경제각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정치는 내가 막을 것이니 임자들은 경제개

발에만 전념하시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남덕우, 2009: 209). 이 말에는 ‘정치’와 ‘행정’의 분

리라는 박정희식 권위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물론 양자는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박정희는 분명히 이 양자를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시민사

회와 정치사회의 정치적 요구와 압력은 자신이 담당하고 책임을 지되, 자신이 행정부에 부과하는 임

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과 간섭도 배제하겠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료제의 자율적 작동의 배후에 있었던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능력이 관철되는 정치동학은 자유주

의 정치과정이 훼손되는 과정이었다. 

8) 예를 들면, 박정희는 “누구든지 박태준을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엄명을 내리기도 했으며, 

정부 각 부처에 “만사를 젖혀놓고 무조건적으로 포철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일도 있었다(김광

희, 2008: 322). 또한 박태준에게 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종이 마패’를 주

어 정치권의 간섭과 이권 청탁을 배격하려고도 했다(한국개발연구원, 2010b: 222).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이 전제된 박정희-박태준 정책네트워크가 포항제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류상영(2001) 참조. 

9) 이 밖에 박정희가 부정부패와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춘근(2006)이 ‘일종의 

청렴한 독재’ 또는 ‘선의의 군국주의’라고 표현한 이 문제는 지배연합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추구적 분배연합은 많은 부분 지대를 매개로 정치

적 공물을 거두어들이려는 국가 경영자들의 부정한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역사상 수많은 독

재자들의 부정부패 사례에 대해서는 Acemoglu and Robinson(2012, 최완규 역, 2012) 참조. 심지어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는 막대한 수입과 재산에도 불구하고, 10만 짐바

브웨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최완규 역, 2012: 523-524). 한편 박정희가 정말로 청렴했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청렴함을 항상 강조한다. 한 예로 박정

희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은 자신의 회고록(1997)에서 박정희의 청렴

함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을 소개한 바 있다. 박정희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여름에도 선풍기조차 

돌리지 않았고, 식량부족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쌀･보리 혼식과 국수를 즐겨 먹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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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주도론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시장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경

제적 역할을 강조한다. 기업만큼 시장 원칙을 따르는 사회 조직체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장 극단적인 견해가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들의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로였으며, 국가는 이에 ‘무임승차’했을 뿐이라는 이른바 ‘기업주도론’이다(서재진, 

1991; 김인영, 1998a, 1998b).10) 보수 성향의 학자들과 자본가 단체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쿠데타 직후에는 전문적인 경제 관료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경련이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은 한 것은 사실이기 때

문이다. 자본가 단체에서 발간한 역사서를 토대로 기업주도론을 주장하게 된 역사적 맥

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와 이병철의 회동 며칠 후에 박정희는 이병철에게 대기업 단체를 하나 만들어

서 새 정부의 국가 경제 건설에 기여하라고 제안했다. 이후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체포

된 뒤 풀려난 13명의 기업인들11)이 중심이 되어 1961년 7월 17일 전경련의 두 번째 전

신인 경제재건촉진회가 조직되었다. 경제재건촉진회는 다시 한 달 후 임시 의장이던 이

정림의 뒤를 이어 박정희가 지명한 이병철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경제인협회

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1968년 3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금의 전국경제인연

합회(전경련)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와 같이 명칭은 한국경제협의회에서부터 경제재건촉

진회, 한국경제인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여러 번 바뀌었지만, 유일한 자본가 계급의 

조직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때부터 정부와 기업은 ‘경제발전의 파트너’가 되었다. 자본의 정상연합체로서 전경

련(또는 한국경제협의회)은 위원회, 협의회, 정례회의 등 제도화된 채널과 간담회 등 제도

화되지 않은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60년대 초 군사정부 하에서 이러한 대화 채널이 활발했는데, 62년 4월과 63년 1월 

물을 아끼기 위해 변기통에 벽돌을 넣기도 했다는 것이다(김정렴, 1997: 344-346). ‘박정희는 청렴했

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처럼 그의 측근

들이 회고록에서 밝힌 몇몇 단편적인 일화들 때문이다. 

10) 기업주도론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업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강조

하는 박정희의 위대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박정희의 위대함과 시장주의자

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정적인 모순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11) 전경련의 창립 멤버 13명은 이병철, 이정림, 박흥식, 설경동, 정재호, 이한원, 남궁련, 홍재선, 이양

구, 최태섭, 김지태, 함창희, 조성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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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협의회 회장단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방문하여 경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고, 63년 1월에는 박 의장 초청 오찬을 베풀었으며, 63년 7월에는 

박 의장이 직접 한국경제협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1: 525-527).

이처럼 60년대에 전경련과 국정 최고책임자 간의 대화가 활발하고 실질적이었던 것

은 경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던 군 출신들이 전경련을 확실한 파트너로 선택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자본가

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박정희 정부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도 실상은 자본가들이 밑그림을 그린 것을 정부가 발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

에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경제관료가 정부 내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경제인협회

가 경제개발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이용환, 1994).

한국경제인협회가 정책결정에 참여한 첫 번째 활동은 1961년 9월 8일에 있은 제1차 

5개년경제계획에 관한 기간산업 건설 계획안 건의였다. 이 당시 한국은 축적된 자본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외자도입 추진 방안을 통하여 이러한 방향

으로의 정책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외자도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제1차 경제개

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1961년 9월 4일 이병철을 단장으

로 한 외자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했는데, 귀국한 후 이병철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외자도

입 촉진책을 건의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91). 물론 이러한 자본가들의 외자도입 

촉진책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 밖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한국경제인협회가 건의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대한 울산공업단지의 초석을 쌓은 종합공업지대 창설에 관한 건의, 내수

시장의 부족을 수출로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수출제일주의 정책의 채택과 내륙

공업단지 조성 건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본가단체의 건의에 영향을 받아 내륙 

수출공업단지인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세워졌으며, 임해수출자유지역 설정 제언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청와대 수출확대회의를 통해 정책목표에 적합

한 현실적 대안과 수단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에 따르면, 1차 계획 원안의 농업주도적 정책에 기업가

들이 강하게 반발해 그것이 공업주도의 산업화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63년 1월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박정희 의장과 몇몇 각료들을 회의에 초청해 일본의 산업구조 이

행과 재일교포 기업의 한국에의 이전상황을 설명하고, 당시의 수출액인 연간 4천 만 달

러의 10배에 해당하는 4억 달러의 수출산업 개발이 쉽게 가능하다면서 수출제일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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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건의했다. 박정희 의장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건의에 매우 고무되어 수출산업 발전

을 위한 총력지원 정책을 채택할 것을 약속하고, ‘수출산업촉진위원회’를 설립하여 1963

년을 ‘수출제일주의의 해’로 선포했다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83).12) 이러한 역

사적 맥락에서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정주영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정

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협상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시사

저널, 1992. 5. 7).13) 

Ⅲ. 시장주의에 대한 반론

1. 정치논리 vs. 경제논리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시장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에서

는 박정희 정부가 달러 표시 수출액과 같은 정치적으로 조작이 곤란한 성과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는 선별적 유인을 제도화함으로써,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자

의’가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때는 성과평가 시스템이나 회

계투명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했고, 정치권력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

였다.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그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계몽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도 평가의 ‘객관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

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선별적 유인이 철저하게 관철되었다고 주

12)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고안해 낸 것은 박정희가 아니라 기업가였으며, 이러한 ‘기업가 혁명

(revolution of entrepreneur)’의 시대는 이미 장면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전경련 상임고문을 지낸 김입삼의 증언(19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전경련과 같은 자본가 단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자신

들의 ‘작품’이라는 이들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한국과 같은 후견자본주의 하에서 경제

는 정치(공공정책)에 의해 대체되고, 자본주의는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확장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국가이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이 경제개발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의를 받아들이는 주체도 국가이고, 그러

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체 역시 국가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부나 장면 

정부 시절에도 경제계획이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료기구도 있었지만, 그 계획들이 대부분 

‘도상 계획(paper plan)’에 그친 것은 이들 정부가 계획을 실행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

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수립의 주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

에서 벗어난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고 구체화시킬 능력이 국가에게 있었

는가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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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불성설이다. 박정희가 죽고 난 후 한국개발연구원과 하버드 대

학교 국제개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의 결론도, 한국 정부가 투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앨리스 앰스덴, 2005). 

실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체제 하에서는 당연히 기업들로 하여금 실적을 과장되

게 보고하려는 강한 유인을 만들며, 이는 ‘실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

면, 수출 부문에서만 과대 추정된 액수가 1970년 8,700만 달러에서 1979년에는 11억 

7,200만 달러로 13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Kang, 2006: 121). 이러한 맥락에서 

김형욱은 미 의회에서 박정희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박정희 씨는 그에게 계속적인 충성을 보이지 않는 기업인들에 대해 가혹한 압력과 제

재를 가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날조되었고, 기업인들은 감옥에 보내지기도 했

습니다. 구속수감에 더해,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은 종종 몰수되기도 했습니다. 

파산되거나 경영권이 넘어간 기업들 중에는 연합철강, 신진자동차, 중앙건설, 동광기

업, 고려조선, 광명인쇄, 고려식품, 경남기업, 태창운송, 제주은행 등도 포함되었습니

다(Kang, 2006: 120에서 재인용).

물론 이는 정권에서 배제된 김형욱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정희 정부가 시장논리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공공정책)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장

형성적’ 발전국가 체제에서 정치논리를 탈각한 채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정책을 결정했

다고 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경제논리 이상으로 정치논

리가 많이 개입된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경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혜금융의 문제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제일주의와 수출우선주의의 이념 

아래 일단 기업가가 성공하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강구했

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본래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시중은행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주식

의 70% 이상이 국가소유였다. 그러나 1954년부터 1957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차례의 주

식공매를 통해 1957년이 되면 시중은행은 소수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말았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부가 부정축재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이 소유했던 시중은행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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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몰수하면서 다시 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율이 23〜31%에 이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62년 6월 16일 공포된 ‘긴급금융조치법’은 5개 주요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리고 1961년 시중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민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한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고, 이듬해에는 한국은행을 재무부에 종속시킨 

‘한국은행법’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은행을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두었다(최병선, 

1991; 김병주, 2005; 김일영, 2008).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는 광범위한 금융지원을 강구하

였는데, 이 같은 금융지원은 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

여 재벌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1964년 8월 말 현재 금성방직, 

대한제분, 삼성물산 등 주요 9개 재벌기업체에 총 177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이는 당시 

화폐발행고의 82%, 통화량의 43%, 그리고 일반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462억 원의 4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이현희, 2007: 347). 1967년에 주한 미국 대사에 임명된 윌리엄 포터

(William J. Porter)가 이듬해 한국의 은행 대출 관행을 조사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낮

은 이자율의 은행 대출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업에게 치중되었으

며, 반면 중소기업이나 정치적 후원이 적은 기업은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 했다

(Brazinsky, 2007, 나종남 역, 2011: 253)”고 지적한 것은 실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대출통제가 경제성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해서인지, 미국에서 파견

된 경제자문단이 종합적인 금융자유화를 요구했을 때에도 금리 현실화를 포함한 일부만

을 받아들였을 뿐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10a: 26). 

따라서 재벌들은 금리상 혜택을 받는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을 확장시켰는데, 이러한 

은행차입에 의한 재벌의 투자자금조달은 결국 한국 기업의 고부채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저축률이 10% 미만이었던 1965년까지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0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1967년에는 그 수치가 151.2%가 되었고, 1968년에

는 201.3%로 높아져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 시작했다(조영철, 2003: 144). 특히, 중화

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책금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부채비율 역시 

극적으로 높아졌는데, 1974년 316%까지 오른 수치가 1975년에는 339.5%, 1976년에는 

364.6%, 그리고 유신체제가 붕괴된 1979년에는 377.1%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Oh, 1994: 240). 

둘째, 국영기업의 불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재정적 이유와 역사적 유산으로 많은 국

영기업들이 존재했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수출을 축으로 하는 소비재, 경공업에 집중되

어 있었고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철강, 정유, 비료 등 주요 기간산업이나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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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영기업에 의해 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1968년부터 독점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비효율을 타개함으로써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

으로 일부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68년에는 대한조선공사, 대한

해운공사, 인천중공업(주), 대한철광, 한국기계, 대한통운 등이 각각 극동해운, 한양, 인

천제철, 삼미사, 신진자동차, 동아건설 등에 흡수 민영화되었고, 1969년에는 대한항공공

사가 한진상사로, 1970년에는 석유공사가 선경으로 인수 민영화되었다. 또한 1973년 관

광공사 산하의 워커힐 호텔이 선경으로 민영화되었다(이상철, 2007: 257). 민영화의 방

식으로는 주식 매각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현물출자를 혼합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출자

기업(산업은행, 시중은행 등)에 대해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었다(한국

개발연구원, 2010a: 489-490).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한국경제 60년사에서는 “당시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

는 민간경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한국

개발연구원, 2010a: 489), 박정희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경제논

리’ 이상의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있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특혜 문제는 그 대표

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들 불하대상 국영기업들은 시설이 좋고 사업전망도 

밝은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하방식도 현금납부가 아닌 장기분할납부방식을 채택했

기 때문에 불하과정에서 대자본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잡음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다음과 같은 새나라 자

동차의 사례는 그것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새나라 자동차는 한일은행의 관리로 넘어갔

다가 공매에 붙여졌는데, 여기에는 삼미사, 신진자동차, 대동공업, 영풍상사, 한진자동차 

등 5개 업체가 응찰하여 1965년 7월 5일 삼미사에 최종 낙찰되었다. 그런데 돌연 모측

(某側)에서 삼미사에 낙찰권을 양보 내지 포기하라는 압력을 가해와 삼미사는 낙찰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신진자동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신진자동차는 정부 내 

실력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박병윤, 1982: 267). 따라서 당시 국영기업 불하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로서, 이는 재계의 위치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차관배분의 문제이다. 박정희 정부는 10% 대의 낮은 국내저축률과 수출의 증가

가 곧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 가공무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자도입에 적

극적이었다.14)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박정희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보다

14) 그러나 사업규모에 비해 한국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외자도입이 용이한 것은 아니었

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신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정부지불보증제도’를 마련하였다(김흥기 편, 1999: 75-77). 그 결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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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관을 선호했다.15) 195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차관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급격하게 증대되어 1980년까지 총 180억 달러 이상이 도입되었는데, 이 중 

공공차관은 74억 3백만 달러, 상업차관은 106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다(통계청, 

1993). 1차 석유파동 이후 차관에 대한 이자율 구조가 불리해지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

지는 차관의 이자율이 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낮았다. 예를 들어, 1972년 이전 차

관이자율은 7% 미만이었으나, 당시 은행금리는 이 보다 훨씬 높은 20% 이상이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현금차관은 이윤을 보장해주는 지대의 원천이었으며, 이를 둘러싼 자본

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지대추구의 당연한 결과로 많은 경우 차관배

분은 ‘경제논리’ 이상의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있었다. 당시 차관도입 심사위원이었던 

이동욱의 회고에 따르면, 비슷한 시설용량이나 조건을 가진 공장을 건설하는데 280만 

달러를 신청한 사람이 아닌 800만 달러를 신청한 사람이 인가를 받는 이해하기 힘든 일

이 벌어지기도 했다. 280만 달러보다 800만 달러에 더 많은 정치자금을 뗄 수 있다는 

논리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184-185). 이처럼 차관이 하나의 이권(利權)이 되고 

그 도입과정에 정치권력이 개입되자,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 공장건설에는 50%만 

투자된 경우도 많았다(차동세, 1983: 45). 

박정희 정부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보다 ‘차관’을 선호한 배경에 존재한 ‘정치논리’

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투자보다 차관 도입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이러

한 방식이 경제의 대외종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한다(류상영, 2006).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

려 있었다. 즉, 박정희 정부가 차관 도입을 선호한 것은 차관 배분의 통제 등을 통해 국

가가 자본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에서였다. 더구나 당시 도입된 대부분의 

상업차관은 정부의 허가와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내자의 동원･분

배기관인 은행뿐 아니라 외자의 도입･분배권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USOM 관계자의 비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당시 박정희 정부가 차관을 선호한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김만제 외, 1981: 346). 

자도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959년부터 1966년까지 3억 2,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외자도입

의 규모가 1967년에 2억 3,000만 달러, 1968년에 3억 3,860만 달러, 그리고 1969년에는 5억 5,000

만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1969년의 투자규모는 1962년에 비해 13배 증가했는데, 8년 동안의 총 

투자액 가운데 44%가 외국자본으로 조달되었다(김흥기 편, 1999: 192). 

15) 예를 들어, 1962년에서 1979년까지 조성된 외국자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공･상업차관은 93.8%

를 차지한데 반해, 직접투자는 6.2%에 불과했다(박광주, 1992: 41). 이러한 낮은 수치는 국제적인 

비교를 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1983년 당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는 브라

질의 7%, 싱가포르의 23%, 그리고 대만과 홍콩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김인수, 2005: 356). 



박정희는 시장주의자였는가?: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과 그 한계 145

박정희 정부가 직접투자보다 차관을 선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외지향적 경제정

책은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만 심화시켰다는 반대 진영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16)와 그에 따른 외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른

바 ‘외채망국론’이 제기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외채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용도도 아니고 생산적인 용도로 외채

를 들여오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를 지낸 황병태의 회고

록(2011)에 따르면, 박정희는 “우리가 외채를 들여와 개인적으로 술 사먹고 떡 사먹었느

냐”고 반문하면서, “국가 경제를 위해 공장을 지으려고 외채를 끌어들이는 것이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외채망국론: 필자 추가)에 공연히 기죽지 말라”며 경제팀을 위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황병태, 2011: 59). 

박정희의 말대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외종속의 문제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61년 65.4%에 이르렀던 투자재원의 해외의존도가 1979년에는 

21.6%로 크게 낮아졌다. 이것이 비록 해외저축의 절대액 증가를 동반한 것이기는 하더

라도 중요한 변화임에는 틀림없다(경제기획원, 1981: 15). 그러나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중동 특수로 인해 무역외 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1978년 경상수지 적자는 10억 8천 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1979년에는 

41억 달러를 넘어섰다(한국은행, 각 년도). 그리고 이는 외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와 

박정희가 죽고 난 후 한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4위의 채무국이 

되었다(Collins, 1990: 104). 이러한 외채의 증가가 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확실

히 축복과 불행이 뒤섞인 것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견인차’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현저화된 한국 경제의 구

조적 문제를 낳은 ‘기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수많은 

경제정책의 사례들에서 정치논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박정희 정부와 같이 

국가가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발전국가 시스템 하에서 정치논리를 

16) 특히,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한일국교정상화와 한미일 3국간의 국제분업체제

가 만든 경제구조가 자립적 민족경제의 확립을 어렵게 하고, 대일 의존을 심화시켜 국익을 훼손했

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는데,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1961년 5,000만 달러 수준이던 대일무역수지적자가 1965년에는 1억 2,200만 달러, 

그리고 1970년에는 5억 7,500만 달러에 이르러 11배 이상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전국경제인연합

회, 1967, 1971;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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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각한 채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다. 다소간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정치논리가 존재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정경유착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논리 이상으로 정

치논리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을 발전지향적 정책연합으로 해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시기에 급속하게 

성장한 대자본가들을 그들의 성취에 상응한 보상을 받은 대상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박정희 정권기, 특히 1970년대 대자본가들의 성장은 그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기 충

분하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머뭇거리는 자본가들을 독려하기 위해 각

종 재정상･금융상 혜택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재벌의 규모도 놀라운 속도로 팽창했다. 

기존 대기업만이 중화학공업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부가 집중되는 ‘눈사람 효과

(snowballing process)’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김인영, 1998b: 119-120). 그

리고 이 모든 것은 유신체제라는 집권적 정치체제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1970년

대 중화학공업화와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재편은 국가의 금융독점과 강화된 권위주의 

체제인 유신체제만이 줄 수 있는 갖가지 정책적 특혜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는 주

장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임혁백(2014)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화학공업

화는 유신을 유발한 원인이 아니라 유신체제의 경제적 결과”인 것이다(임혁백, 2014: 

537).17) 

정부의 정책과 외생적인 유리한 조건이 기업의 투자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17) 중화학공업화와 유신체제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면도 분명 있다. 여기서 구체

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신체제의 수립에는 박정희의 ‘개인적 동기’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원철이나 김정렴 등 당시 박정희의 핵심 경제참모들의 회고록에 잘 나와 있듯이, 박정

희는 중화학공업화를 경공업 중심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주한 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시점에

서 지상과제가 된 자주국방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대안으로 생각했

던 것으로 보인다(김형아, 2006; 김정렴, 2006; 오원철, 2006). 그리고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중화학

공업화라는 산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김광모, 2015). 결국 유신체제의 수립에는 선거정치의 불확실성을 없애 정치과정의 영원한 승자가 

되려고 한 박정희의 개인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1970년대 초의 

정치경제 상황이 낳은 구조적 제약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

하기 위한 ‘객관적’ 필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유신체제 수립의 이면에 크게 자리 잡은 박정희의 

‘주관적’ 동기를 간과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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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979년 총투자의 80%가 중화학공업에 투입되었다(전인권, 2006: 310). 그 결과 

국가와 자본의 관계도 보다 구조적인 관계로 변모하였는데, 이제 재벌은 국가의 ‘피조물

(creature)’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 예를 들어, 

GNP에서 10대 재벌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4년 15.1%에서 1977년 26.0%, 그

리고 1980년에는 48.1%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김인영, 1998b: 74), 1970년부터 1980

년까지 중화학공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8%에서 52.6%로 높아졌고,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12.8%에서 41.5%로 급상승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0b: 216). 

또한 개별 기업 수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당시 재벌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화

학공업에 대해 집중투자를 한 결과 급속하게 성장하였는데, 현대, 대우, 선경의 연평균 

성장률(1970〜1983)은 각각 32.1%, 46.3%, 35.1%로 나타나 전체 국민경제성장률보다 

몇 배 높은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들 3대 재벌의 1971년부터 1975년까지의 연평균 성

장률은 현대가 57.9%, 대우가 105%, 그리고 선경이 67.7%로 가히 경이적인 수준이었다

(구본호･김은미, 2005: 19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결과도 기

업가 정신의 발현이었거나, 분업의 원리가 관철된 결과로 이해하여 본질은 ‘유착’이 아

니라 ‘협력’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경유착은 말 그대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공모’를 의미하

는 것이기 때문에, 분업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국가독점 자본주의보다는 분업의 원리

가 지켜진 국가주도 자본주의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보수 진영에서 ‘한국주식회사’로 명명한 지배연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

개로 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에 ‘예속’되었다기보다는 그것에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런 한도 내에서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경제

적 교환관계로 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

하는 것처럼, 국가와 자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에서 초기 자본가들은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

는 위치에 있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유로운 생득의 권리를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 1950년대에도 그들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귀속재산이

나 원조물자, 그리고 금융자원에 목을 매는 입장이었다. 물론 여기서도 경제적 이해관계

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자본이 국가에 종속된 것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

이라는 말이다. 실로 한국의 초기 자본가들이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얻은 소

중한 정치적 지혜는, 독재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수익을 가져다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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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확실한 첩경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존재였으며(Acemoglu and 

Robinson, 2008; Albertus and Gay,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가들을 가리켜 ‘삼손’ 

국가와 ‘이교도’ 민주주의 사이에서 부정한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 ‘데릴라’로 묘사한 

Cardoso(1986)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재 권력과 밀월관계를 형성한 대가로 자본가들은 사회로부터 ‘헤게모니’를 

잃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제국주의의 주구(走狗)’로, 그리고 1950년대에

는 ‘부정축재자’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의 결여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쿠데

타 직후 군부가 ‘밀어붙이기(big push)’식으로 자신들을 괴롭혀도 별 저항을 하지 못한 

이유를 실감하게 된다. 195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연합은 남미의 경우와 같이 민중주의 

체제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물자를 매개로 한 국가와 삼백(三白) 자본가 사이

에 형성된 단순한 정치연합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기반이 취약했다. 따라서 

1950년대 말 이후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 세력이 급격

하게 약화되었고,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들에 대해 기득권의 유지를 요구할만한 힘

이 없었다.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주장과 달리, 박정희 시대 지배연합의 본질은 ‘계층

적’이고 ‘종속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35년 간 식민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Alavi(1983)

가 말한 것처럼 ‘과대성장국가’를 물려받았다. 거기에 더해 전쟁은 박명림(2004)이 말한 

‘53년 체제’라는 극도로 억압적인 반공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유산을 박정희는 물려받

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Amsden(1989)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의 취약성과 분

절화가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혈기 등등한 

청년 장교들 중에는 차제에 부정축재자들을 ‘총살’하자는 극단론자들이 있었을 정도로(전

국경제인연합회, 2001: 207), 5･16 직후 군부가 부정축재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정축재자 중 한 명

이었던 구인회가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계약을 ‘일주일 내로’ 마무리 지으라는 

군부의 터무니없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김형아, 

2005: 145-146). 

물론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정책을 매개로 

한 보다 ‘제도적인’ 관계로 변모해갔다. 8･3 조치를 논의하면서 임혁백(2014)이 말한 것

처럼, “자본주의 국가는 권위주의이든 민주주의이든 상관없이 자본에 구조적으로 종속”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임혁백, 2014: 532). 우리가 정치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에 의해 창출되는 ‘제도상의(de jure)’ 권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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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유의미한 자원을 배분하는 ‘사실상의(de factor)’ 권력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Acemoglu and Robinson, 2008).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각종 특혜로 자본가들이 성장한 것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본축적의 주체가 사적 자본

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군정 초기처럼 ‘밀어붙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자본가들을 설득해 중화학공업에 뛰어들도록 만드

는 것이었다. 이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도 Barzelay(1986)가 말한 ‘전략적 불확실성

(strategic uncertainties)’, 다시 말해 산업화 전략의 변화에 따른 투자 위험을 ‘사회화’시

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각종 재정정책과 금융정

책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

는 것이었다. ‘대마불사(大馬不死)’라는 그릇된 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

나 대마불사의 신화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대국가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

을 다각화하려는 대자본의 전략은 역설적으로 국가에의 의존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18) 

더구나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에도 선별적 유인 전략을 통해 자본가들 사이의 ‘원자화

된’ 경쟁을 강요했다. 따라서 1970년대에도 ‘국가의 응집성과 자본의 분절화’라는 ‘비대

칭적 조직화(asymmetric organization)’가 지속되었고, 그것이 높은 수준의 국가 자율성

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발전 과정의 주도자는 소

수의 대기업 집단들이었다”는 김윤태(1999: 197)의 주장은 현실을 과장되게 평가한 면이 

있다.19) 

18) 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빅딜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대기업들이 대마불사의 신화에 빠져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 정부에게 많은 규제권한을 제공

해주었기 때문이다. 빅딜이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견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례야말로 한국의 자본가 계급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취약한 위치를 보여주는 명확

한 근거이다.

19) 보수 진영이 한국주식회사라고 명명한 지배연합이 ‘계급편향적’이었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할 필요

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가들은 원자화된 경쟁이라는 ‘회초리’를 맞기도 했지만, 그것

을 상쇄하고도 남을 ‘당근’도 받았다. 그것이 특히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재벌이 성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삶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물론 보수진영에서는 박정희 

정권기, 특히 1970년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 

등 몇 가지 복지정책이 확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박정희 정권은 결코 계급편향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예로 류석춘(2017, 2018)은 각종 통계수치에 근거하여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

했다는 일반의 통념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로 한국에서 중산층이 형성

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1970년대에는 생산성증가율을 넘어서는 실질임금상승률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신체제가 그 맹위를 떨치고 있던 1976년 생산성증가율은 1.4%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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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주도론의 실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자본가 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의 학자들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국가가 직접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자본축적의 주체는 여전히 민간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 처리에서 종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회유적인 입

장으로 전환한 것은, 이병철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의 건의를 군부가 받아들인 결과였

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후견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

다. Eckert(1991)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후견자본주의는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재하여 그 선후(先後)가 모호한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자본주

의 생산양식 하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제로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산업화를 국가가 주도했는가, 아니면 시장(자본)이 주도했는가

의 여부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의 성격과 그 정치경제적 함의이다. 

또한 기업주도론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재된 상태로 지배연합을 구성하는 한국주식회사

의 구조 하에서 공공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경제정책의 결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여, 한국주식회사에서 

국가주도성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연합의 구성은 본질적

으로 ‘필요의 이중일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

는 어느 정도의 경영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던 기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기업 입장

에서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한 금융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정책연합에서는 자본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아니 그보다 

반면 실질임금상승률은 17.5%에 이르렀으며, 1976년부터 1979년까지 평균 생산성증가율은 1.45%

였는데 반해 실질임금상승률은 15.9%에 이르렀다(한국개발연구원, 2010a: 206). 그러나 이를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산업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 박정희 

정권의 성장지향이라는 통치전략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인용한 통계수치는 상

당히 간단한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구해근(2001)의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

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조합주의적 노동통제가 강화된 면도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 상승이 가

져온 사회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가계소득 상승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는데, 197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78년 소비자물가는 296, 도시가

계소득은 503을 기록한 반면, 주택가격은 806, 그리고 택지가격은 1,168을 나타냈다(한국개발연구

원, 2010a: 115).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가계소득은 높아졌지만 내 집 마련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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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20) 

정치에 의해 경제의 많은 부분이 대체되는 후견자본주의 하에서 공공정책은 경제의 

조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공정책 중심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여기서 박정희 정

부가 추진한 그 수많은 경제정책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박정희 정

부는 초창기 때부터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리와는 다르게 경제를 운영했다는 점을 언급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 예로 박정희 정부는 일찍이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한국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재정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경제기획원, 1964: 

2). 다시 말해, 재정정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재정정책의 산업정책에의 종속 현상’이라는 발전

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공정책 중심의 자본주의는 정치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발전국가의 본질적 

속성과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수출금융한도제21)나 종합무역상사제도22)와 

같이 다소간 선별적 유인을 제도화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들의 혁신

20) 기업주도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

다. 주익종(2008)은 Eckert(1991)가 일제 식민지 권력에 예속된 자본이라고 평했던 경성방직과 김성

수･김연수 형제를 ‘대군의 척후(scout of large army)’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김성수･김연수 형제는 기업가 정신을 몸소 체득하여 해방 후 많은 한국 자본가들의 선구

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고창 김씨가를 민족자본의 선구라고 보는 전통적인 경제사학자들

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모순은 ‘일제 식민지 하의 

대자본가들이 혁신을 발휘한 원천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기업가 정신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설명이

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만한 자생적인 시장이 존재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시장주의자들은 혁신을 발휘하게 만든 원천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후견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이 발휘한 기업가 정신이란 실상 정부 정책

이 만든 외생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21) 1976년부터 시행된 수출금융한도제는 수혜대상을 일정액 이상의 수출실적(1979년 기준 3천 만 달

러 이상)을 올린 업체 또는 ‘청색수출업자’로 지정된 대형수출업체로 수출금융의 지원대상을 제한하

였다. 

22)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1975년 시행된 종합무역상사제도는 종합상사로 지정된 무역회사에 대해 수

출용 원자재 수입쿼터의 할당, 낮은 이자율의 수출금융,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 것을 말한다. 종합무

역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이 있어야 했고(초기에는 10억 원, 나중에는 100억 원), ‘종합’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광범위한 상품을 취급해야 했다. 또한 취급상품 가운데 50개 품목의 

수출고(輸出高)가 1백만 달러를 넘어서야 했고, 해외지사망도 처음에는 10개에서 20개로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게다가 종합무역상사는 해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초과

하지 못하는 수출업자는 면허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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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한 것은 시장 경쟁이 아니라 ‘공공정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있다. 경

제를 좌우하는 것은 공공정책이었기 때문에,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그러했는데, 경제이론

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산업화 정책의 변화는 70년대 말로 갈수록 여러 가지 경제문제

를 초래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처음부터 해외수요를 염두에 두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기 때

문에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는 곧바로 공급과잉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지만, 산업화 추

진과정에서 여러 정책적 특혜 등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들은 오히려 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투자율이 1971년 25.5%에서 1974년에

는 32.0%로, 그리고 유신체제가 붕괴된 1979년에는 36.1%로 급증하여(한국개발연구원, 

2010a: 200) 중복투자, 과잉설비, 가동률 저하라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사회적･정치적으

로 초래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피하려는 정부의 ‘온정주의적 욕심(paternalistic 

desire)’이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맞물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Kornai(1979, 1986)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인문제를 지적하면서 말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 한국에서도 재현되었다. 특히, 자본의 회임기간

이 긴 중화학공업에서 이러한 중복투자의 문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국가의 지

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계속 투입했으며,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고갈되어 더 많은 자본

을 해외로부터 빌려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0년 29억 달러 정도였던 총외채의 규모

가 1979년에는 250억 달러를 넘어서서 8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당시 

GDP의 39.6%에 해당하는 수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0a: 211). 

Wolf(1988)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시장과 정부는 모두 실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선

택대안(imperfect alternatives)’일 뿐이다. 박정희를 포함한 당시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정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

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니 말이다. 결국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책은 경제, 그리고 궁극적으

로는 정치 체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의 사례는 시장이 본질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입증한 셈이 

된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제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적 산업화 하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주체는 분

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그룹과 정주영에 대한 전기에서 경제학자 Steers(1999)가 

지적하고 있듯이, “기업에 대한 유일한 요구조건은 변명 없이 그들의 생산목표를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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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박정희의 측근 그룹에서 멀어지고, 차후 정부의 

차관이나 계약에서도 배제되었다(Steers, 1999: 69).” 특히, 자신의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

었던 일본의 ‘자이바츠(財閥)’와 달리, 당시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과 여신을 장악한 정부의 ‘돈줄’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김영

명, 1996: 67-68).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설비투자라든가 기술혁신에 

의존하는 베버적 혹은 슘페터적 ‘합리적’ 자본가라기보다는 정치권력에 기생하여 그들

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려고 한 ‘정치적’ 자본가에 가까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 한국의 정책결정구조는 남미의 군사정권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남미의 군사정권에서 나타난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체제 하에서는 

자본이 정상연합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협상하는 체제였지만, 1960년대 한국에서 자본이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자본가들의 정상연합체인 전경련이 

설립되고, 이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와 자본의 연합은 ‘하위 파트너’와의 연합이

지 ‘동등한’ 입장에서의 연합은 아니었다. 이는 쿠데타 초기에는 강력한 물리적 강제력

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군부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난 이후에는 금융자원 및 

외환과 같은 물적 자원의 배분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치권에 기생하여 성장하려는 ‘정치

적 자본가들’에게 있어 물적 자원의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가는 분명 넘기 어려운 

산이었다. 여기에 더해 국가의 성과에 기초한 유인 전략도 자본가들을 원자화된 경쟁으

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국가의 입장에서 개별 자본가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존재였

다(최종원, 1999). 그 결과 자본가들은 국가에 대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

고, 이는 국가의 구조적 우위로 이어졌다. 

더구나 이 시기 국가가 자본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가시화된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갖고 경제관료 중심의 강력한 개

발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전경련과 같은 자본의 정상연합체가 개입할 소지

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본가들 스스로도 정부의 직위를 맡는 것을 자

제하였다. 예를 들어, 전경련 설립 초기인 1963년 10월 28일 경제계 인사의 비례대표추

천을 의뢰받았으나, 전경련은 이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1: 528). 오히려 전경련이 국가 체제 내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직 국가관료들이 

전경련에 역으로 흡수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김상영이 1966년 5

월 전경련 상임부회장으로 영입된 경우나, 재무부장관을 지낸 송인상이 1981년 2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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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 선임된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1: 656). 

이러한 자본가들의 소극적 태도는 다분히 그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즉, 

1950년대에는 부정축재자로,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정치체제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분

명 ‘득(得)’보다 ‘실(失)’이 많았다. 

Ⅳ. 결론을 대신해서: 진정한 보수주의를 향한 시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 정치적 기원을 잘못 설정하였다.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리 체계에서 보이는 명백

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정희를 ‘시장주의자’로 변모시키고 있지만, 이는 모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더 큰 모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와 그의 정부가 시장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

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주장은 박정희식 발전모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특정

한 현상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설사 박정

희와 그의 정부에 다소간 시장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치논리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여기서 ‘정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자신들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장이라는 대안적인 정

통성을 찾는 ‘산업화 정치’를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퇴행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주의로 나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주의의 개략적인 

역사와 이와 대비되는 한국 보수주의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 보수

주의자들은 기존의 정치경제 질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으며, 이

들이 ‘자유’라는 가치에 몰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경제가 진전되고 자본주의

화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사회 일반의 보편적 가치

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 나온 것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민주주

의였다(Moore, 1966). 그리고 서구의 자본가 계급은 그들이 스스로 부여한 임무를 성공

적으로 완수하였다. 서구에서 자본주의는 경제 활동의 특수한 형태일 뿐 아니라, 기존의 

봉건주의와는 다르며 그와 대립되는 삶의 양식이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각종 봉건적 

제약에 시달린 계급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졌으며, 자본가 계급은 이데올로기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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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Hirschman, 1977). 

그러나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발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자유주의와 친숙하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권위주

의적 산업화의 결과 그들은 독재 권력에 예속된 정치적 자본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 말

이 독재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였다. 무솔리니 치하 이탈리아의 조합주의를 논의하면서 

Paxton(2004)이 말한 것처럼, 자본가 계급은 국가의 권위 아래서 그들의 ‘사적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Paxton, 2004, 손명희･최희영 공역, 2005: 345). 실로 한국의 

자본가 계급이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정치적 지혜는, 독재가 경제

적으로 효율적인 정치 형태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권위주의 국가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

되기 시작했다(Shin and Chang, 2003, 장진호 역, 2004).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서구의 

자본가 계급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라는 사회 보편의 가치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한국

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과정은 서구의 그것과는 달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자본가 계급은 독재 권력과 밀월 관계를 형성한 대가로 사회로부터 ‘헤게모니’를 잃었

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

까? 결국 그들은 박정희라는 한국 현대사의 유명한 인물을 내세웠던 것이다. 박정희의 

대중적 인기를 생각한다면, 그를 정치적 기원으로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가치는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 보수 세력들이 박정희를 정치적 기원으로 

삼은 데에는 현실정치의 맥락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의 보수주의를 보게 되면, 박정희 시대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가치, 특히 자유시장주의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업적-이는 시장주의와 별로 관계가 없다-이 중첩되어 보일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박정희라는 인물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겨 대중들이 보수주의의 진면목 

내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라는 그

럴듯하게 포장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수사에 포획되어 대중들이 한 때 가졌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믿음을 망각한 ‘미국의 기억상실(American amnesia)’ 역시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Hacker와 Pierson(2011, 2016)이 말한 것처럼 ‘승자독식 경제’의 이

면에는 ‘승자독식의 정치’가 있는 것이다.23) 이러한 승자독식 정치의 이면에는 이념 전

23) Hacker와 Pierson(2011, 2016)이 경고했듯이, 미국 사회는 남미식의 ‘과두 경제’에 진입하고 있다. 

한 예로 미 인구조사국이 2019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1979년에서 2015년 사이 약 242%의 소득 증가를 보인 반면, 중간 수준 소득자의 소득은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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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전도사’ 역할을 한 학자･언론･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미국의 신자유주

의 실험에 대한 비판에서 이준구(2016)가 말했듯이, 미국 사회에 만연된 보수세력의 이

념전쟁에서 그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데에는 이들 전도사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이준구, 2016: 124).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주의가 이런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님은 분명하다. 선거와 같은 

가시적인 정치 영역에서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내세워 정치권력의 장에 진입하면서도, 비

가시적인 ‘일상의 정치’ 영역에서는 가진 자들이 사회에 기득 이익의 재생산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인물을 보수주의와 

결별시킴으로써 보수주의의 ‘민낯’을 직시하려고 한 이 글에서의 논의가 진정한 보수주

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보수주의는 단순히 현상유지 편

향에 갇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보수주의는 봉건의 압제에 

대항하여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워 변화를 추구한 이념이었다. 사회학자 Nisbet(1986)이 

말했듯이, 바람직하지 못한 기성질서를 바로잡는 ‘혁신의 정신’이야말로 보수주의의 진정

한 가치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최근 한 보수 정당이 내건 

슬로건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한국의 보수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지

적한 것이다. 

그런데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주의는 이념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이다. 즉, 그것은 현실

정치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말이다. ‘수저계급론’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담론은 시장 논리의 당연한 결과인 분배의 불공평성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일탈

로 몰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24) 구조가 문제라고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그것은 사회불안

을 낳는 주요인이 됨은 분명하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주는 함의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심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구조가 문제라면 구조를 타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모

순적인 논의였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정치적 기원으로 삼은 박정희는 당시 낙후

된 사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물론 지금은 박정희 시대

평균 46%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 1, 2019. 12. 3). 그 결과 상위 1%의 자산 규모는 

총 35조 5,000억 달러에 이르러, 상위 10〜50% 구간을 차지하는 40% 중산층의 자산 36조 9,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해럴드경제, 2019. 11. 10). 

2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한 비율이 2009년 48.3%에서 해마다 낮아져 올해에는 28.9%에 머물렀다. 또한 ‘본인 세대에서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중 역시 10년 전의 37.6%에서 꾸준히 낮아져 올해에는 22.7%를 기록했

다(서울신문, 2019. 11. 26). 갈수록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이 단순

히 기우(杞憂)만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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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또한 기득권 세력들도 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은 단순히 변화에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단 변화가 된 다음

에는 이전의 특혜구조로 돌아가기 위한 ‘반개혁’을 추구한다(Moe, 2015). 그런데 개혁이

든 반개혁이든 핵심은 이데올로기이다. 이념이 편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집

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강한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Zhou and Wang, 

2018). 미국 사회의 급속한 보수화 과정에서 학자･언론･연구소 등 이념 전파의 전도사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했던 것처럼,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 과정에서도 그러한 

전도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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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s Park Chung Hee a Marketist?: The Political Origin and 
Limitations of Korean Conservatism 

Hyun-Woo Koo

Looking for the origins of political conservatism in Korea, one is faced with a serious 

contradiction. This is because conservatives trace to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who appear to have nothing ideologically-oriented to do with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Conservatives have put in a lot of work to escape this apparent 

contradiction in line with the context of politics. One of these efforts is a series of discussions 

to turn Park Chung-Hee into a ‘marketist’. Conservatives stress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motivated economic actors through market mechanisms such as selective 

incentives, and that the ruling coalition was also a productive policy coalition created under 

a series of policies, not an unproductive rent-mediated distributive coalition. They even 

claim that companies, mostly faithful to market logic, led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However, their arguments tend to create greater contradictions rather than resolve them 

because the argument that Park Chung-Hee was a marketist goes against reason and 

common sense. Such claims may have resulted from a misunderstanding of Park 

Chung-Hee’s developmental model, or by exaggerating particular phenomena. Even if Park 

Chung-Hee and his administration had some room for markets, it is clear that there was a 

political logic offsetting it. This series of discussions can lay the foundation for moving away 

from a regressive conservatism towards a genuine conservatism.

【Keywords: Park Chung Hee, Conservatism, Marketism, Park Chung Hee’s Developmental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