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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경제단체와 한국정치 
v. 결 론 

1. 문제의 제기 

근대화와 시민사회에 관한 일반척인 연구는 이익집단의 형성을 사 

회 • 경제변화의 직접척인 함수관계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후 

발공엽국들의 산업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회 • 경제척 구조분화와 結

社性(associability)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이미 Mancur Olson의 연구는 사회 • 경제 

적 이익의 존재 그 자체가 결코 집단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밝혀준 바 있으며 1) ， Richard Wagner의 압력단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및 Philippe Schmitter의 브라질 이 익집단 연구3) 둥도 

1) Mancur Olson, ]r. , The Logic of Collectiψe Action: PubU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New York, 1968).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1982)를 참조할 것. 

2) Richard Wagner, “Pressure groups and Political Entrepreneurs: A 
Review ArticJe," in Gordon Tullock (ed.), Papers on Non-Market 
Decisian-Making (Charlottesville, 1966), pp.161-170. 

3) Philippe Schmitter, Interest Conflict and PoUtical Change iχ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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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사회 •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가 결코 結社的 組續體의 등장에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지척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사회 • 경제적 

이익결정론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주어진 것’으로는 

결코 취급하지 않기 애문에 이익집단의 형성과 행위에 관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사회 • 경제척 변수 이외에도 역사적 경험， 조직과정 및 국 

가의 역할 등을 포함시쳐야 한다고 주장하연서 이익집단의 행성문제 

를 이 익자체의 정의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우기 산엽화가 사회 • 

경제세력의 창조물로 이해되기 보다는 국가공공정책의 결과로 간주되 

는 후발산엽사회의 경우 사회 •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역사와 국가의 

역할이 이익집단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산엽화과정에 나타난 국가개엽의 타이밍과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펀 후발공업국의 경우 정권의 형태에 따라 득수한 형 

태의 이익조직만이 가능해지며， 또 특수한 이익집단 만이 곡가로부터 

권위척인 공적 지위 내지는 법척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어떻 

게 보면 오늘날 후발공업국의 이익집단들은 이와 같이 볍률적으로 재 

가된 이익집단 권위의 제도화를 그 기본으로 하는 코포라티즘의 틀속 

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조직의 이나셔티브 또는 인센티브는 어 

디까지냐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한국과 같은 후발공 

업국의 경우 이익집단이 일단 법률척으로 재가된 제도화의 형태를 취 

하게 되면 이익집단의 본래기능은 ‘政府化’의 현상을 연하기 어렵게 

된다. 

요컨대 한국 이익집단의 발전은 산업화과정을 주도한 체제적인 정 

치 • 경제환경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아 왔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과정 

의 타이밍과 속도，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책결정과정의 구조， 그리 

고 통제되고 규제된 경제정책 등은 한국이익집단의 효과적언 기능적 

(Stanford. 1971) 
4) 예컨대 최근에 발표된 상공회의소 산하 사업자단체의 실태보고서는 정부 
에 의한 이익정단의 공척 권위부여현상올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경 
제기획원. I사업자단체의 기능합리화 방안J (198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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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명시와 결집을 제약시켜 왔던 것이다. 지난 40년간의 정치체제가 

축적된 불만의 배출과 대중동원， 위기， 체제붕괴， 군부개업 둥 주기 

적 패언을 그리며 변화 • 전개되어 갔고 이는 다시 이익집단들의 내적 

특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이익집단의 

결속력과 힘은 공통의 사회 • 경제척 이익 보다는 국가와의 관계에 더 

욱 의존되어 왔던 것이다 5) 

따라서 본연구는 한국의 정치체제가 이익집단의 행위패턴에 가한 

영향력과 이것이 다시 한국정치체제의 발전에 마친영향이 우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 2 장에서 

는 한국의 경제개딸과 이익집단의 형성문제를 그리고 제 3 장에서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경제단체가 그들의 이익을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반 

영시켜 나간 과정을 분석하고， 제 4 장에서는 경제단체가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ll. 경제개발과 이익집단의 형성 

한국에서의 이익집단 형성은 국가주도적인 후발산업화 현상파 밀접 

히 연관되어 나타났다. 플론 한국에는 60.70년대의 본격적인 산엽화 

계획 이전에도 다수의 이익집단이 존재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권위주 

의척 정치문화와 관료척 정치체제의 전통을 지속해온 한국에서는 이 

익집단의 정치활동올 정당화시켜 줄 다원주의이론이 발붙이기 어려웠 

던 것이다. 시민혁명의 전통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란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제세력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제도적 장치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목적과 정통성은 “국가가 사회 

를 형성한다‘’는 명제에서 도출되었던 것이다 6) 그러므로 국가가 자본 

5) 사공 일과 L. 촌스， ["細濟開發政策과 政府 및 企業家J (서울， 1981)융 
창조할 것. 

6) 이익집단의 자생적 구조가 취약한 한국의 현설에 대한 개관으로서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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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발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먼저 장기적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개벌이익의 차원으로 끌어내 

리려는 사회 • 경제척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렵된 주권을 확보하지 않으 

면 안되었다. Olson의 주장처럽 기존의 사회 • 경제세력들이 정부를 

움직이는 개방체제는 다른 가치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략도 적어 

도 정부주도척 경제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되었던 것이다 7) 따라서 국가관료초직이 기존 사회 • 경제세력의 영향 

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경제개발정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었떤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5-16 주체세력은 사회와 독렵된 군부 • 관료옐려트 체제의 수럽을 그 

목표로 하였다. 즉， 군사정부의 행정철학은 목표지향적인 제도의 필 

요성을 인정하여 목표성취를 위한 기구의 확장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었던 것이다 R) 결국 5-16 주체세력은 조직의 위계질서와 권위주 

의적 정치문화를 양렵시킨 중앙집권화된 군부 • 관료체제의 국가를 탄· 

생시컸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관료조직은 단 

순한 재편과정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 정책의 주도적 제도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경 

제기획원이 1961년 창섣됨으로써 경제성장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수립을 그 과제로 삼는 군부 • 관료권위주의 체제는 완성되었던 

것이다 9) 그리고 권력이 소수 옐리트들 수중에 집중되게 되자，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의 여타집단이나 세력과의 권력공유를 거부하고 나서 

형성， “이 익표명과 집단” 검운태 외， í한국정치 흔J (서울， 1982), PP.356 
-393을 참조할 것. 

7) 이 러 한 견해 에 대 해 서 는 Mancur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을 참조할 것. 01son에 의하연 2차대전 후 영 • 미가 경제적으로 

죄퇴한 대신 일본과 독일이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차대천에 의 
한 기존 사회 • 경제세랙의 전연척인 파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초석 준， “초직 " í한국행 정 의 역 사척 운석 1948-67J (서 울， 1969). 
9) 장달중， “경제성장과 정치변화 : 정치적 권위주의와 정치 • 경제적 분석 
「사상과 정책 J (1 985년 가융)，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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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공공청책은 이익집단행동을 형성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모든 형태의 집단활동을 통제하고 규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정책의 실시는 정당에 대한 청부의 통제 

는 물론 이익집단의 청부화 현상을 결과시켰던 것이다. 

기능이익집단에 대한 청부정책의 주요목표는 비정부적인 結社的 칭 

단활동에 침투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것이었다. 청부의 지원에 의 

하여 조직되었거나， 정부의 재가와 특혜를 받는 집단만이 합법적 칩 

단으로 간주되 었던 것이 다. 따라서 갱부통제 로부태 독렵 척 인 자융성 

을 누리는 집단의 수는 매우 적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헌은 5-16 

이후 상당히 성화되었으며， 3-4-5 공화국을 거치면서 더욱 정해치 

게 되었떤 것이다 10) 

특히 관료에 의한 회소재원의 독첨척 사용을 기본으로 한 공공청책 

은 경제적 결사칩단의 발전과 단결력에 섬각한 영향올 미쳤다. 첫째， 

청부에 의한 희소채원의 독점척 사용은 소수재벌에 의한 산엽의 독과 

정 현상을 초래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과 도시간의 경제적 격차를 

크게 확대시켜 놓았다. 물째， 특혜의 개별척 사용은 기엽간에 극성한 

경쟁과 분열현상을 초래， 기엽틀의 結社的 集團利益의 도모를 어렵게 

하였다. 관료척 채원분배 독점 현상이 가져온 세번째 결과는 청부와 

기엽간의 유착돼헌이었다. 정부의 짧許可權 독캠과 같은 특수한 환경 

하에서 중요한 것은 결사적 칩단 행동이 아니라 개별 행동의 통신망 

인 것이다. 즉， 개별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청부의 공공청책 전반에 

대한 집단의 행동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10) 金王錫， “韓國의 壓力團體들" r세대 J (1 966년 6월)， 朴載淳， “全國經濟
A聯合會" r세대 J(1970년 8월)， 尹泰葉， “細濟 「트로이카」와 經濟發展

「세대 J (1967년 7월)， 李敬南， “政治樓力 對 輕濟構力" r갱경문화J (1982 
년 9월)， 林옮民， “財閒과 權力/全짧聯의 강동" r신동아J (1983년 4월) 
풍을 창조할 것. 압력정단에 대한 이들 분적들은 한결같이 이익집단들을 
형식적 압력단체로서 사설상 정부 • 여당의 규제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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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경제 세력의 통제된 팽창을 통해 정부의 통치력을 강화시컸 

으며， 이 강화된 정치력의 테두리내에서 경제 세력들은 이익의 추구 

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IJ) 

구체척인 예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조직이나 예산규모 딪 기능면 

에서 실질적인 이익단체로서 발돋웅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경 

제 4단체를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둥은 법정단체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국경제인 연합회만이 영실상부한 재 

계의 힘과 압력단체로 펑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경련은 여타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多機能 수행 이익집단 

이다. 그러나 우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은 한국정치 과정에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일 것이다 12) 실제로 전경련에 의한 대정부정책 

건의는 대체로 30% 정도가 정책에 반영되어 왔다.씨 뿐만 아니라 대 

기엽 이익단체로서의 전경련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우역진홍확 

대회의나 월간 경제동향보고회 둥의 채널을 통하여 여타 압력단체 보 

다 훨씬 더 잘 이익을 반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 조사보고서는 전 

경련 멤버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관리들과 

의 바공식적안 개인접촉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써 한편 전 

경련의 정치자금 양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건의는 1965년 ε섭훌로 채택 

되어 同年 7월 정치자금 헌금기우안 정경간담회의 설치로까지 말전되 

어 10대 선거이후 여야 정치자금의 공식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지 

만， 과연 전경련의 그와 같은 역할 수행이 사회 세력의 상호작용과정 

에서 ‘주어진 것’으로 해씌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많은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었다. 왜냐하연 아직도 정치 자금의 음성적 거래가 보다 

11) 경제성장의 정치적 에카니즘에 대해서는 장달줌， 1985, 앞의 글을 창조 
할것. 

12) r全經聯 20年史J ， pp.170~17 1. 
13) 전국경제인 연합회， r전경련 발전의 자취， 1961~1977 J (서울， 1978) , 

p.24. 
14) 위 의 책 ) pp.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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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력단체 

로서의 전경련의 정치척 영향력 행사는 어느 의마에서 보면 국가시책 

에 의하여 제도척으로 창조되고 구조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는 집단 이익의 수동적 도구가 아니라 톡렵적세력으로서 경 

제세력을 형성해 왔으며， 다만 경제적 위기 때마다 사회 세력과의 타 

협을 모색해 왔올 따름인 것이다.펴 전경련은 정부의 경제정책 테두 

리속에서 정부의 특혜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 

엽의 이해는 정부의 이해와 일치 되었을 때에만 결실을 볼 수 있었먼 

것이다. 

한국의 결사체는 대부분 명목적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사실상 정부 

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며， 특히 1972년 유신 이후에는 더욱 더 성해 

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結社的 이익집단 형성과 활동 

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인 경제 청책의 개발은 물론 정치 체제 

의 제도화와 청당성 창조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 

섬 세력들을 정부에 종속시키는 코포라티즘적 구조를 컬과시켰떤 것 

이다. 

비록 본연구에서는 경제적 조직만을 보았지만， 기엽-정부간의 관 

계는 한국의 전 정치 과정을 특정짓는 현상이라고해도 우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이익 집단은 아직 그 견해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시킬 효율적언 메카냐즘을 형성하지 못하고 았 

는데， 이는 전반적언 사회 발전의 반영으로 이해 될 수도 있지만， 보 

다 중요한 것은 집단 행동을 정부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 

부 청책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장달중， 1985, 앞의 글，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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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 경제단체와 경제정책 

경제정책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는 정치적 갈둥의 원 

천일 뿐만 아니라 이론척 논쟁의 주요 토픽이 되어왔다. 본질척으로 

계급시각이나 다원주의적 시각은 한국에서의 경제정책결정을 이해하 

기에는 적절치 옷하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정근법은 다같이 한국의 사 

회， 경제조직에 내재되어 었는 구조척 제약 및 정부의 정책을 연결시 

켜주는 경제정책의 정치적 결정요언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결론적으로 말하연， 제 3 공화국 이후 경제척 이익집단들은 권력 중 

추부에 정근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전보다는 훨씬 더 넓은 자율적 행 

동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리바이어떤적인 국가 권력을 “식민화” 

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다만 그 리바이어떤의 그늘 밑에서 

순응적 적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청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엽계의 태도를 구체 

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5.16 이전까지 주요 경제단체들은 6.25로 황폐화된 산업시설이나 

기간 산엽의 복구와 재건에 훗점을 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장기 

적인 안목의 투자와 같은 경제훨동 보다는 목전의 실업대책이나 언플 

레억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접약，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당시 법정 

단체로 존재했던 상공회의소나 우역협회 등도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원조의 비중을 반영하듯 원조 및 軍納과 관계되는 정책건의를 중섬으 

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뿐이었다 16) 

한펀 54"'60년의 기간이 전쟁과 분단으로 야기된 경제재건과 안정 

회복의 시도기였다면， 1961년 5.16 이후의 시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척 

16) r상공회 의 소 100년사J (서 울， 1984),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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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시도한 경제개발 계획의 시기， 즉 정부주도형 공업화 계획에 

의한 한국 경제사의 한 전환기로 평가될 수 있다 17) 

1962년 5.16 군사 정 부에 의 하여 성 안된 제 1 차 5개 년 개 발 계 획 은 

“모든 사회 • 경제척 악순환을 단절하고 자럽 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 

본구축”에 그 기본목표를 두고， “지도된 자본주의체제”로서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보유하는 공척부문， 즉 에너지산업， 기간산엽， 

농업개발과 국토개발， 수출주도형 산업 발전에 의한 국제수지개선 동 

은 청부가 담당하는 이른바 혼합경제 체제에 의한 운용 방식을 채태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 1 차 5개년 계획은 불균형 성장론을 배 

경으로 한 전략내지 애로부문의 중점척 개발로 특정지울 수 있었던 

것이 다 18) 

이와 같은 1차 개발 계획에 대한 민간 경제 단체의 태도는 첫째， 

정부주도적 혼합경제 운용 계획에 대한 분명한 지지， 둘째， 후발국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과강한 외자조달 방침의 필요성 

인식， 세째， 급속한 산업화 수단으로서의 불균형 성장정책 지지， 그 

리고 분배에 우선한 성장 위주의 정책훨요성 지지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 

그러나 이러한 1차개발계획에 대한 경제계의 지지척 태도는 2 • 3차 

개발계획 기간동안 상당한 변화롤 보이기 시작한다. 제 2 차개발 계획 

에 의한 한국 경제의 개방형 공업화로의 이행은 量的 高成長의 실현， 

外資에 의한 신규 공엽의 이식， 그리고 급속한 수출신장 둥 신흥공업 

국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 

업은 상엽자본적 체질을 산업자본척 체질로 전환시키지 못한 채 정부 

주도적 재정 • 금융의 배분과 금리， 환율， 세제 등의 정책 조작에 다 

17) 이경냥， “갱치권력대 경제권력" ["갱경문화J (1982년 9월)， p.134. 
18) ["전경련 20'견사J ， p.204; ["상공회의소 100년사J ， p.254. 
19) ["천경 련 20년사J ， p.204. 
20) 위의 책， “개발계획이행기의 제문제 : 67년 경제시책방향에 대한 의견 

pp. 50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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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시련을 겸게 되었다 20) 여기서 경제개발 전 

략의 시행을 둘러싼 주도권 문제와 재정 부담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기엽계는 소위 정부주도형 개발 정책과 기엽주도형 성장 정책간의 이 

견을 노출시키게 된 것이다. 

제 2 차 경제 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계 

획의 집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제계의 이견이 노출되커 시작한 것은 

1969년경을 고비로 발생한 외자 기엽의 부실화 문제였다. 외자 기업 

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경제계는 지나친 정부주도형의 고도성장 강 

행에서 빚어진 컬과라고 본데 반해서， 정부는 외자기엽들의 기엽경영 

방만에서 초래된 현상으로 본 것이다. 

정부의 부설기엽기준이나 청리 방향에 대한 경제 단체의 반발은 거 

세게 나타났다 21) 전경 련은 1969년 6월 30일 “부진기 엽체 운영에 관 

한 의견”을 시발로 1972년 4월 1일 “당띤경제 시책의 보완방향과 국 

제 전략의 재정렵에 관한 의견” 빚 同年 6월 10일의 “당연 경제운영 

107B 원칙” 등 일련의 발표와 결의를 통하여 거시적 정책방향 청럽과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운영 쇄신을 위한 미시척 시책의 조화를 촉구하 

고 나섰지딴 22) 기업 빈혈 현상이 속출됨으로써 이러한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도 또 받아들여켈 수도 없었다.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민간기업 주도론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정치적 개업이었던 것이다 23) 

한펀， 한국 경제에 있어서 1973"-'79년은 한층 강화된 정부주도작 

경제정책 집행의 시기였는데， 이것은 정부에 의한 중화학 공엽화강행 

과 석유 위기를 위시한 국제정치 • 경제척 싱황 변화에 의해서 더욱 

21) 정부의 우살기업기준 및 정리방향에 대해시는 위의 책 pp.240, 241을 
창조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東亞日報J ， 1969년 6월 28일자를 참조할 
것. 

22) 위 의 책 pp.241 , 234, 254~55. 
23) 柳龍大， “8.3조치는 경제갱책의 혁명인가?，" r청경문화J 0972년 9월). 
pp.1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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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다. 경제계는 민간주도형 경제 운용올 주장하면서도 8-3 조 

치， 10월 유신 둥과 같은 청치 • 경제척 변화에 따라 청부가 강행하는 

중화학 공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화학 공엽화에 따 

른 기숭， 사회간접자본， 금융면에서 청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24) 그러나 우엇보다도 경제 단체들이 정 

부주도형 중공업화 정책에 절대척인 지지를 보내게 된 계기는 1975 1릎 

4월의 사이공함락과 미군의 철수 계획이었다. 중화학 공업은 경제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방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주 국방의 안보척 

차원 문제로 귀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25)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청부에 의한 한챙련 자원의 중공업부문에 

의 집중 배분은 민간 기업의 영역을 크게 확대 시키게 되었다. 이 가 

간중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국방에 철대 불가결한 방위산엽 

육성책에 민간 부문의 의견을 집약하여 투영시키려고 노력하였을 뿐 

만 아니라 확대된 민간경제 부문의 이익율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알 

환으로 세제 개혁과 대외경제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나섰으며， 또한 

기엽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본격척인 노력이 이기간부터 전개되 

기 시작했먼 것이다. 

또한 10-26 사태와 제 5 공화국 수랩을 전후한 정부의 힘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하여 경제계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에 의한 정부 개업의 

확대 보다는 우선 제 5 차 5개년 계획의 작성 과정에서부터 민간 부문 

의 의견을 표명， 집 약시켜 나가는 이른바 지시척 계획 indicative plan 

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였고， 26〉 금융자융화의 기본인 중앙은행의 중렵 

화를 위하여 금융통화 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무부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꾸었으며， 독과점 규제의 완화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상태를 공 

정 거래의 조성으로 그 역캡을 전환 시켰다. 그리고 전경련은 1979년 

24) r전경 련 20년사J ， p.268. 
25) 위의 책， p.268. 
26) 위 의 책 ,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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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민 간활력 형 자율경 제 운용과 국민 생 산성 의 제 고" 1980년도의 

“경제 운용의 기본 방향에 관한 의견" 그리고 1981년판 「민간경제백 

서」 등에서 민간주도 경제 운용의 적극 활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27) 

하지만 제 5 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를 전적 

으로 설득시킬 수는 없었다. 경제 단체들의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 그 

리고 고위충과의 첩촉 둥에도 불쿠하고 경제단체들의 민간주도형 경 

제 운용시도는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인 기업인식 때문에 

협사리 이루어지지 옷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개업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경제단체로부터의 압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국내외 사건의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정부와 기업간의 의견 불일치와 마찰 현상 

은 정부가 거엽의 이익을 도모할 정도로 취약한 도구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는 결코 부르죠아지의 집 

행 기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한면 정부주도척 개발 계획의 결과 정부 주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빈곤 하충 계충의 사회정의 추구가 부 

재했던 현상은 중간 계충의 현주소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나 대기업의 자유로운 행동은 경제와 정치에 압력을 가할 수 있 

는 중간 계충의 조직화 부재에서 딸생한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건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민간 경제 단 

체의 대정부 견제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력을 견제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의 조직과 동원이 펼요할 것이다. 

N. 경제단체와 한국정치 

압력 단체로서의 경제 단체는 주어진 정치체재의 권력 구조에 적응 

27) 위 의 책 , pp. 575, 57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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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순웅하게 마련이다. 정부 구조의 변화나 그 구조내의 권력 배분 

은 사회내의 이익명시 돼헌은 물론 이익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 

채널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형태 

의 정치 체제를 경험하여 왔지만， 수차에 걸친 헌법 개정에 나타난 

정부 형태에 상관없이 지속 강화되어 온 일련의 일반 특정을 발전 시 

켜왔다. 이 지배척언 특정은 행정부에 의한 권력집중 현상이었으며， 

이 것은 1948년 대 한민국 수립 과 더 불어 시 작되 어 제 3.4 공화국(1961 

"'1969)올 거치면서 더욱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 왔다. 이 고도로 중앙 

접훤화된 정치체제의 지속은 한국에서 압력단체로서의 경제 4 단체의 

발전과 역할 및 영향력에 중대한 영향을 마쳐왔다 28) 다시 말해서 한 

국의 이익 대표의 과청은 의회가 정책 결정의 효과켜인 場을 제공하 

지 못하고 행갱부가 업안한 정책을 인준해 주는 거수기의 역할 밖에 

수행하지 옷함으로써 압력단체의 험과 결속력은 사회 • 경제척 이익보 

다는 국가와의 관계에 더욱 의존되어 왔던 것이다 29) 

한국정치 과정에서 나타난 이익 대표의 또 다른 문제캠으로서는 이 

해 요구와 갈둥해 결 을 “일 상화 routinize" 시 켜 주는 헤 크닉 의 취 약성 

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결과 이해의 갈등은 정치척 세력의 동원 

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치체제는 축적된 불만과 대중동원， 위기 

체제붕괴， 군부개입 동의 주기척 패턴을 그리며 전개되어 왔던 것이 

다. 

이러한 이익대표의 불완전성은 2장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국 

가주도척 후발 산업화 현상과 밀정히 연관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연 이하에서 민간 경제 단체의 정치 관여에 대하여 논의해 보 

기 로 한다. 앞서 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정 치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정 

은 행정부에 의한 권력집중 현상인데， 사회 • 경제적 세력으로부터 독 

렵펀 자융적인 정치 체제의 수럽은 갱당이나 의회 혹은 선거제도 자 

28) 장달중， 1985, 앞의 글을 참조할 것. 
29) 사공일과 L. 촌스， 1981 , 앞의 책올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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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토대를 약화시켜 왔던 것이다 30) 이러한 정치체제의 특정을 감 

안할 때 이익 집단으로서의 경제 단체가 의회나 정당， 혹은 선거에 

큰 관짐을 기울이지 않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었을런지 모른다. 

대선 박후에서 개별 기엽인을이 분배상의 혜태을 얻기 위하여 핵심적 

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떤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칩단적인 행동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션 4.19 이후 탄생한 한국경제협의회의 가장 큰 정치적 간섭은 

당시 民議院올 통과한 “부정축재 처리법”의 폐기 투쟁이었다. 한국경 

제협의회는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부정축재 처리법을 參議院에서 

크게 완화시켜 통과시킬 수 있었고， 또한 “부청축재 환수금” 처리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정부가 지정하는 사엽에 강제투자 

케 함으로써 별과를 상쇄” 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31) 

이 한국경제 협의회는 5.16으로 반년을 채우지 못한 채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5.16 이후 탄생한 한국경제인협회는 63년 3월 민정 

이 양과 군청 연장을 둘러싹고 혼미해지고 있던 정국 수습을 위해 政

局收給 8人 위원을 선정， 朴正熙 의장과 연답하고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인협회 이사회로 하여금 정국 수습에 관한 

성명서를 말표하게 하였다. 한국경제인협회 정국수송 성명발표는 경 

제단체로서의 첫 공개적인 정치행동이었다 02) 

시국수습 결의문을 채태한 경제인 협회는 정부주도의 범국민 시국 

수습회의에 金龍成을 대표로 파견하는 동시에， 경제인협회 대표 일행 

이 여 • 야 정치지도자들을 개별 방문하고 중재 작업을 벌이는 등 정 

국 안정을 위해 젝극켜인 정치개업을 시도하고 나섰던 것이다 33) 

30) 장달중. 1985. 앞의 달 참조. 
31) 林뽑民， “전경련의 내막 p.343. 이 강제투자계획은 당시 유명했던 태 
백산 개발계획에의 투자였다. 

32) ["전 경 련 20'션 사J. pp.227~28. 455~56 참조. 

33) 林뽑民， “전경련의 내악" pp. 455~56. “재벌과 권력 : 전경련의 갈둥”， 
「신동아J (1 983년 4월). pp. 3 1O~19. 裵秉休， “전경련의 질상." pp.293~ 
95. 그리고 이경남， “정치권력 대 경제권력" r정경문화J (1 982년 9월). 
pp. 122~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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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갚은 정국 안정을 위한 경제 단체의 정치 개업은 1967 1건 6월 

21일 한국 경제인협회의 “現時局 收給에 대한 談話”로 더욱 적극성을 

띠고 나타났던 것이다샤 

이와 갇은 경제언협회의 정국 안정에 대한 판성은 어느 정도 성공 . 

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자신을 얻은 경제 단체들은 정치 자 

금의 양성화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계의 

정국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 내지 개입 현상은 3선 개헌을 계기로 거 

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던 것이다. 전경련 20년사의 年讀를 살펴보연 

이와 같은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정당정치의 쇠퇴와 더불 

어 경제단체의 정치개입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행해졌을 뿐이 

다 35) 

경제인의 눈으로 볼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돈의 닝비 이외의 아무것도 아날런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는， 다시 

말해사 정국의 안정은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최대의 조 

건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국 

안정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으며， 이 정국 안정을 위한 “보험 

료”로서 칭치 자금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딸할 필요도 

없이 경제 단체의 정치참여나 직접 대표의 성격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 40년의 한국정치사를 통하여 경제계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직정참여하거나，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당시 강경파 경제인들이 국 

회의원 B] 례대표 후보로 柳휩烈 등을 내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별였 

던 1963년 10월 28일 회원 엄시총회 36) 이후 집단적인 경제계의 직접 

적인 정치참여론이 사라지게 뭔데는 몇가지의 이유가 추론될 수 있을 

34) r전 정 련 20년 사J. p.458 참조. 
35) 대 한상공회 의 소의 중요한 정 치 적 관여 는 대 체 로 정 부 • 여 당의 “시 국개 
혁” 조치에 대한 지지성명의 1관표 둥으로 일관되어 왔다. r상공회의소 90 
년사J. 下권 0976년) 참조. 

36) 林휩民， “전경 련의 내 막 p.3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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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첫째， 한국 재제인사들은 근본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누우든 

지 간에 그 세력과의 타협과 거래에 의존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언을은 정치적 노선의 천명을 극히 조성해 왔으며， 

더구나 직접참여는 꺼려왔던 것이다. 

둘째， 경제 단체의 직접척안 정치 참여률 방해하는 요인으로 권위 

주의적 정치 체제가 부과하는 두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단 

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고도로 통제되고 규제된 정치 • 경제 체제 

속의 정치에 갚이 관여하는 것올 위험시 하고， 오히려 막후에서 이익 

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후견인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대중 참여의 보통 선거에서 기 업인이 당선될 수 있는 확 

률이 결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회가 경제적 정책결정에 별다른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재계는 직접 참여의 위험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듯 

하다 37)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초래할 위험부담 때문에 재계는 정치적 결과 

에 영향을 마치기 위하여 막후에서 간접척으로 비멀리에 공작을 벌이 

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정당과 선거 운동에 대한 경제 단체의 자금지 

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결코 결정척인 요인은 옷되었다. 왜냐 

하면 한국에서의 선거가 정치척 리더쉽의 변화의 주요 메카니즘이 되 

지 뭇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제체의 정치 자금은 주로 개인척 친 

분이나 이해 관계에 의하여 비정기척으로 제공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응 바정기적인 개인 정치 자금의 제공은 정권의 교 

체시기마다 섬각한 파문을 재계에 먼지곤 했던 것이다. 결국 1963년 

10월 경제계는 정치자금 양성화를 제창하고 나왔으며， 경제체의 이와 

37) 이상의 결론은 펼자가 전경련 멤버들과 가진 얀터뷰에 토대를 두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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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의는 1965년 10월 30일 “정치자금 양성화에 관한 법률"38)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경제 단체에 의한 정치자급 양성화의 효융제고를 위한 정치 

풍토 쇄신 노력은 1968년 7월 23일 “정경 간담회 결성결의”로 이어지 

게 되었다 39) 이 결의에 따라 구성된 간담회는 경제계의 주도권에 의 

해 운영되는 방식을 태했다. 간담회 위원은 재계인사로 구성하는 한 

펀 정계 인사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함으로써 재계의 주도권에 의한 政

鍵 간담회를 모색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에 의한 이와 같은 정치 

적 시도는 연이은 정치척 변혁에 의하여 유명무섣한 시도로 전락해 

버린 듯한 감이 없지 않다. 

재계에 의한 정경 간담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정국의 

변화에 따른 의회비중의 감소와 직정척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신 체제의 탄생과 뒤이은 비상정치 체제의 구축은 정책 

결청 과정에서 의회 역할의 극소화로 나타났고 따라서 재계는 정책입 

안을 수정할 수 있는 행청 부처를 상대로 설득 작엽을 벌여왔던 것이 

다. 국회 재경상공 위원들과의 청례척이고 비정례척인 모임은 사실상 

유신이후 채계의 주요활동 리스트에서 사라졌먼 것이다. 

N. 걸 론 

경쟁적 정치체제에서는 이익 집단이 여론이나 정당， 선거 맞 입법 

과정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유신체제 이후 한국의 

정치 체제는 행정부 독주로 특정지워져 왔다. 행정부는 전경련이나 

상공회 의 소와 같은 이 익 집 단을 사회 와의 효과적 인 리 에 총 liason.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이용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재계의 

38)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965년 2월 9일이었다 
39) r전 경 련 20 1건 사J ， 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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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구조에의 접근은 초직척이고 기능척인 이익 보다는 개별적 

인 커넥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경련이 한국사회에서 찰 조직된 압력단체이기는 하지만， 한국정 

치체제의 성격은 압력단체로서의 전경련 이익추구 패헌을 특정지워왔 

던 것이다. 여기서 지배세력과 관료 및 경제단체간에 이익과 지원의 

기브-앤드-테이크의 관계인 政觸유착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 

다. 유신시대 이후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政·財界의 유착관계는 여 • 

야당간의 관계는 물론 의회정치의 기본적언 룰 자체에 큰 변화가 없 

는 한 결코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요컨대 한국의 재계는 어떠한 정권 

이 플어서든지 그 정권과의 결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 

려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숙과정에서 말생하는 두 개의 특이한 샤 

회현상--대규모의 전문적 이익집단의 형성과 국가권력의 펀재화 현 

상--은 한국의 경우 아직은 서구의 경우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 같 

지는 않다. 단일과정에서 태어난 이 두 개의 현상은 전문적 이익집단 

에 의한 정치파정에의 영향력 행사를 일반화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이러한 패헌은 아직 장래의 일로만 보여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