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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대만， 홍콩 그 

리고 싱가포르와 더불어 ‘네마리 작은 용’이라 불리우는 신흥 공업국 

들의 성장 동인을 찾고자 제기된 다양한 이론들은 - 각 이론들이 

가지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 성장의 동인 그리고 성장 

의 결과에 대하여 다른 입장1)을 견지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들은 한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 총속적 발전모델의 입장에 선 분석으로는 Hyun-Chin Lim, “Dependent 
Development in the World System: πle Case of South Korea, 
1963-1979," unpublished Ph.D Disserlation, Harvard University, 1982;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한 글로는 Charles Barone, “Dependency, 
Marxist ’I'heory, and Salvaging the Idea of Capitalism in South 
Korea,"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 XV, No. 1, 1983; 그 
리 고 Walden Bello 없d Stephanie Rosenfeld, Dragons in Distress: 
Asia's Miracle Economies in Crisis (San F￥ancisco， CA: A Food First 
Book, πle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1990); Clive 
Hamilton,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in Korea 이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둥올 들 수 있다. 신고전주의 입장에서 ‘시 
장순웅적 정책과 올바른 가격정책’때문에 한국의 발전이 가능하였다는 연구 
의 대표적 예로는 IMF-World Bank의 다양한 발간물올 들 수 있으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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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발전에 있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국가2)가 중요한 역할 

올 하였다는 점올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입장은 개 

발국가가 계획합리성올 가지고 시장에 순용하는 정책올 펴나갔다는 

점올 강조한다. 종속적 발전모텔에서는 다국적자본에 대한 통제를 

국가가 국내자본과 연합하여(전세계적인 군사정치적 상황도 일조하 

였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으로 수행한 점이 남미의 경험과 다르다 

고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개발국가가 계급통제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여 자본의 안정적 재생산기반올 마련하여 주었다는 개 

발독재의 측면올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게 제시되는 국가의 

개발국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개 

발국가의 중요성올 인정하고 었다. 

이 글은 자동차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성격이 어떻게 변모 

전주의척 전홈에 서 었으나 청부의 역할율 보다 중시한 연구로는 KDI. 
Harvard Uníversity의 Studies in the Modem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시리즈 8권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독립변수로 상정하는 국가 
주의자 (Statist)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로는 Tony Mitchell, 
“A뻐ψústrative TraditioI뼈 andE∞nomic Decision.Making in South 
Korea,’ IDS Bulletin, Vol. 15, No. 2, 1잃4; Gordon White and Ro뼈rt 

Wade, ‘ Developmenta1 States in Ea없st Asia: Ed벼ito야，ria외1 In따tI압ro여du(‘야πionπ，” 
IDS Bu띠4씨llet야tin， Vol. 15, No. 2, 1984; Alice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0엉ord， England: 0화ord 
Uníversity Press, 1989); Stephan Haggard, ‘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Intemationa1 
System,"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C Berkeley, 1983; Ro뼈rt 

Wade, Govemi，핑 the Economy: Economic πW01j' and the Role of 
Govemment in East Asian Industn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앞lO) 둥올 들 수 있다. 

2) Cha1mers Johnson이 일본의 산업화 경험올 토대로 하여 제시한 개발국가 
개념의 중요 요소로는 1) 발전의 우선 순위를 선정， 올바른 정책 수단을 채 
태할 수 있는 엘리트 관료충의 존재， 2) 관료들의 정책적 자율성의 보장， 3) 
국가 개입에 대한 민간부분의 순웅， 4) 대장성으로 대표되는 조정기관 

(Pilot Agency)의 존재 풍올 들 수 있다. 즉 개발국가는 계획합리성 

(Plan. Rationl찌)올 추구하고， 국가관료에 의한 산업화의 방향설정과 민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Cha1mers Johnson, 
MITI and Japanese Miracle (St빼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pp.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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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는지률 파악해보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올 가지고 있다. 대부 

분의 국가개입성격 분석은 거시경제정책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이 과정에서 각개의 산업부분에 나타나는 다른 양태의 국가개업 

성격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정 산업의 발전단계와 특정 산 

업이 국가경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짐에 따라 국가개입의 

양태와 성격이 변모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올 시작하는 기본 가셜이 

된다. 또한 국가나 정부률 단일 행위자로 파악하여 일관된 목적과 정 

책수단올 가지고 웅직여 온 것으로 분석하는 학문적 흐름에서 벗어 

나， 국가기구나 정부기구 내부의 분열이 가져온 정책의 비일관성이 

나 비효율성，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산업구조의 문제 둥올 규명하 

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이차적 목적이다. 

n. 지대추구적 국가: 1앉iO년대의 자동차산업과 국가 

자동차산업의 배태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국가의 자동차산업정 

책올 보면， 일반적 의미에서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되는 ‘개 

발국가’와는 다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탈식민국 

가의 연구로부터 나용 ‘과대성장국가얘) 명제가 한국사회에 정확히 적 

용될 수는 없지만， 1960년대까지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단계와 국 

가-자본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알라비의 명제가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갖는다는 것올 알 수 있다. 국내적 기반이 전무하였던 자동차산업은4) 

3) Hamza Alavi, 깐’he State in P08t-Colonial Societies: P빼istan 뻐d 

Bangladesh; Harry Goulbourn (ed.), Politics and State in the πlird 

World (London, England: MacMil1an, 1979). 
4) 식민지 시절의 자통차 공엽은 만주사변， 2차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이 만주 
지역으로의 군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원시적인 부품생산을 장려하였으 

나， 기술과 시셜변에서 이후의 자동차공업에 끼친 영향은 전무하다. 다만 

이 시기 자동차 부품업파 서비스업에 종사한 인적자원이 후일 자동차공업 
인의 모태률 이루게 된다는 점이(예를 들어 정주영) 유일한 긍정척인 영향 
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자 

동차조합 이십년사~. 1983, pp. 101-112 창조할 것. 일본 식민지 시절 자동 
차산업의 역사적 영향에 대한 긍정척인 평가로는 Jung-en Woo, Ra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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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구에 일정하게 영향력올 행사하거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국가에 요구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국가기구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장기전망이나 계획올 가지고 행 

동한 것이 아니었다.1960년대까지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가기구와 

자본의 목적은 산업활동윷 통한 이익의 확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올 통한 지대추구5)에 있었다. 

예를 들면， 1957년까지 UNKRA의 원조자금 중 공업분야에 투자 

된 총액이 8，480만불이었는데 이 중 40만불만이 자동차산업에 지원 

되었다는 사실과 “자동차 공업부문에 4백만불올 지원받기로 약속됐 

으나 그 때 업계의 현황은 이를 지원받을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않아 

농기구 부문으로 전환얘)되었다는 사실 둥이 이률 반증하고 있다. 

1950년대의 특정적인 사건으로 ‘시발’자동차의 조립올 들 수 있으나， 

시발의 조립은 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나 계획의 결과 

로 보기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한미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정 

치적 사건이라는 것이 시발자동차의 조립에 참가하였던 오원철民의 

견해이다7)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p. 142-144 참조할 것. 우정은 
은 한국자동차산업의 급속한 성장요인으로 국가정책과 식민유산을 들고 있 

다. 남미의 경험과는 달리 식민지 시절 부품업체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여기 

서 축적된 경험이 이후의 발전에 큰 역할올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역사적 

사실의 잘못된 파악과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5) 지대추구(Rent-Seeking)의 개념은 Anne Krueger에 의해 처용 사용되었으 
며 이후 공공선돼이론가(Public Choice Ana1yst)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지 
대추구는 “정치적으로 창조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올 사용” 

(the use of economic resources to obtain politica11y created rents)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Stephen Magee, Wi1lam Brock and Leslie Young, 

Black hole tari￦ and endogenous policy theory: Political economy in 
general equilibriu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41. 

6)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앞의 책， p. 109. 
7) 오원철의 중언에 따르면 미국이 이숭만정권에 가하던 중요한 압력수단이 
KOSKO라는 회사롤 통한 석유류의 통제였다고 한다. 시발자동차가 1955 
년 광복 십주년 박랍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게된 중요한 이유는 시발자동차 

의 조립이 개솔린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개발의 첫 걸음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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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미약하게 존재하던 자동차산업정책m이 본격적으로 둥 

장하는 것은 1962년부터 이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자동차산업 

은 비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정부는 ‘자동차공업 5개년 계 

획 '(1962.4)과 ‘자동차공업보호법'(1962.5)올 발표한다. 소형승용차는 

새나라자동차회사에， 대형중형은 시발자동차회사에， 디젤엔진온 한 

국기계에 생산올 지명하여 자동차의 국산화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 

다. 이와 함께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제한올 천명하여 수입대체산업 

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계획에 의거 새나 

라 자동차는 닛산 ‘블루버드’의 중간분해부품(Semi-Knock-Down)올 

수입， ‘새나라’를 조립 판매한다 9) 

1962년에 발표된 자동차공업보호법의 특징으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감독·지시 권한올 상공부에 부여하여 산업구조의 형 

성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명시하였다는 점과， 둘째 비슷한 

산업발전단계에 있었던 국가들이 채태한 정책과는 달리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동 

남아와 남미제국들의 초기 자동차산업정책은m 국산화율과 외국자본 

의 규제 문제가 가장 핵심올 차지하고 있었다. 남미와 동남아 제국들 

과 구별되는 이러한 특정은 당시 국가기구가 가졌던 목표가 산업정책 

올 통해 자동차산업 자체의 발전올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 

가 목적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에서였고， 이률 통하여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척이 되리라는 것이 당 

시의 논리였다고 한다(인터뷰， 1988. 7. 8). 
8) 1950년 3월 29일 정부는 국산자동차부품 중 13개 품목올 교통， 상공， 국방 
둥 3부 합동 장려풍으로 결정하여 군납을 장려하는 정책， 그리고 1956년 

소위 5.8라인으로 알려진 차량뱃수제한 정책(동록된 차량올 폐차하지 않고 

는 중차를 못하도록 조치)의 두가지률 들 수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 
합， 앞의 책， pp. 732-733. 

9) 같은 책， p. 114. 
10) Richard Doner, Drivir쟁 a Ba앤힘in: Automobile Industrialization and 

Japanese Firms in SouthÆast Asi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1ifornia Press, 1991) pp. 37-40; Bennett and Sharpe, Tmasnational 
Corporation versus thÆ State (Princeton, NJ: 만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p. 2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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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새나라’의 생산을 위한 중간분해부품(SKD)의 수 

입으로 새나라 생산년도인 1963년도에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래경상수지적자: 1960년 2.62억불， 1961년 1.98억불， 1962년 

2.92억불， 1963년 4.03억불， 1964년 2.21억불， 1965년 1.94억불)， 한국 

자동차공업협동조합11)으로 대표되는 국내업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새나라는 1963년 5월까지 2，772대의 조립생산올 끝으로 단명하게 

된다. 새나라자동차에서 더 중요한 측면은 소위 ‘4대의혹사건’으로 

알려진 정치적인 측면이다. 민정으로의 이양올 준비하던 군사정부는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되어 민주공화당의 사전조직에 착수하고 있었 

고 이률 위한 자금동원의 편법으로 동장하는 것이 4대의혹사건이다 12) 

중앙정보부는 자동차산업이 정치적 지대의 보고가 될 수 있옴을 간 

파하고， 중간분해부품올 13만원에 수입 조립한 후 25만원에 판매함 

으로써 막대한 차액올 정치자금화하게 되는 것이다. 보호법은 새나 

라에 독과점적인 위치훌 부여하여 지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다. 이후 합작파트너였던 재일교포실업가 박노정 

이 이익의 배분문제를 국회에 청원하고 일본으로 도주함으로써 새나 

라사건으로 표면화된다. 

새나라자동차가 의미하는 바는 당시의 자동차산업정책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엘리트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으며(관료집단의 

정치엘리트로부터의 격리성 결여)， 국가나 산업가 양자 모두가 산업 

활동과 산업발전보다는 지대추구적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점이 

다. 산업발전이 목적이 아닌 지대추구적 정책이었기 때문에 보호법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외국자본과의 관계나 국산화율에 

관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새나라의 실패 이후 정부는 1963년 자동차공업일원확방안올 발표 

하나 기존 군소업체의 반발에 부딪쳐 1964년 정책올 철회하고， 그 

해 8월 ‘자동차공업종합육성계획’올 발표한다. 육성계획에 의거 신진 

11)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재정에 힘입어 
397H의 부품제조업체가 기존의 단체률 강화조직한 것이다. 

12) 이 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되어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 이외에 중앙정 
보부 부국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다는 사실로도 반중되고 었다. 



자동차산업정책올 톰해 본 국가성격변화 179 

자동차가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하여 일원화기업으로 둥장하게 된다. 

이 인수의 과정 또한 경제적， 산업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삼미사로 일차 결정되었 

던 새나라자동차의 불하는 신진의 공화당 로비를 통하여 뒤집어지고 

이 과정에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제공되었다고 한다(1988년의 다양 

한 면담 결과). 백종국 교수가 쓰고 있듯이 ‘신진의 새나라 인수는 사 

업가들이 정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최고회의 권력자들 

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13) 

라고 할 수 있다. 

신진자통차 역시 새나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국내이식보 

다는 중간분해부품의 조립생산을 통한 지대추구척 성향을 초기에 보 

인다. 미츠비시모웰올 중간분해부품으로 도입 100대률 조립생산하 

나， 국내산업발전과 배치된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조립생산을 중단한 

다.1966년 1월 도요다와 기술합작을 맺어 21%의 국산화율을 가지 

는 ‘코로나’모텔을 생산하기 시작한다.1965년 1월 정부는 국산화율 

제고(提高)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국산화 3개년 계획’에 의하면 

1967년까지 앉%의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목표는 목 

표년도 3년 후인 1970년에도 50% 미만에 머물 정도로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육성계획’에 의해 자동차생산이 일원화되어있는 중에도 정부는 

1965년 아세아자동차의 설립올 인가한다. Eisenberg라는 국제 브로 

커가 주도한 아세아자동차의 껄립은 천만불의 외자를 동원하여 자동 

차를 생산， 전량을 미군납으로 소화하겠다는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미군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으로 부품을 계속 수입하여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고， 미군납으로부 

터 얻게 되는 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환위기도 초래하지 않올 것 

이라는 것이 초기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군납이 제품 질의 문제로 

무산되면서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옴에 빠지게 되고 내수판매를 신청 

13) Jong Kook Back, “Politics of Late Industrialization: ’rhe ori밍ns and 
Processes of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in Mexico and South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CLA, 1990,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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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1967년 대통령선거시 산업의 후진지역인 전라도에 위치 

하고 있었던 아세아자동차는 경상도에 비하여 저발전된 전라도의 상 

징으로 아세아를 선거쟁점화하여 내수판매권올 획득하는 데 성공한 

다. 아세아자동차의 부품수입가격이 국제가격의 수배에 달했다는 사 

실파 ‘육성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셜립을 인가해주었다는 점 둥이 정 

치성 뇌물과 정치자금원으로서의 역할올 반증하고 있다. 아세아 자 

동차의 경우도 정치엘리트의 필요때문에 전문관료집단의 정책이 효 

력올 상실하게 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판료집단의 격리 

성이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1967년 제 2차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기계공업진흥 

법’올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 ‘기계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노후차 

량대체자금으로 공급한다. 이 자금에 의거 1969년 2억원， 1970년 6 
천만원의 자금이 노후차량대체에 사용된다.씨 정부가 5.8라인으로 상 

징되는 자동차수요억제정책을 벗어나， 처음으로 자동차시장 활성화 

를 위해 개입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정부는 자동차제조공장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데 이는 아세아자동차의 경험으로부터 학 

습한 결파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施設機器보유액이 700만불(미 

화)이상에 달하고 외자도입에 관한 정부의 승인을 득한 업체， 선진외 

국과 기술제휴를 한 업체’15) 퉁이다. 기술획득올 위한 선진업체와의 

제휴필요성올 정부가 처음으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동안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폰슨 

(Johnson)이 제시하는 개발국가적 모텔과는(앞의 각주 2참조) 상당 

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계획합리적인 국가와 계획올 합리적으로 수 

립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엘리트관료충의 존재와 자율성의 

문제， 그리고 민간부분과의 협조관계 둥 어느 것 하나 l차 5개년계 

획기간동안의 자동차산업정책을 보면 해당되는 것이 없다. 국가관료 

의 자율성과 격리성은 군부·정치엘리트와 이들과 연합한 각 기업가 

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군부엘리트와 기업가 

의 연합은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산업의 발전이 목적이 아니었고， 자동 

14) 상공부자동차산업백서~， 1988, pp. 37-38. 
15)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앞의 책， 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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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조립생산으로부터 생겨나는 지대의 확보와 정치자금으로의 전 

용이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가{기업가도 포함하여)의 

성격올 지대추구적 16) 국가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 2차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지대추구적 국가의 성격이 약화 

되고 개발국가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예로는 선진국 자동 

차회사와의 기술제휴와 국산화율 제고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정책 

차원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올 들 수 있다. 또한 제 1차 5개년 기간 

동안의 자동차산업 신규진입자나 기폰업체의 인허가나 불하가 모두 

정치적인 스캔달이나 정치자금의 조달에 연관되어 있옴에 반하여， 

60년대 말 2차 5개년 계획 시기 동안 진입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 

차의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지대추구적 국가로 

부터 개발국가로의 변모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가성격의 변화 요인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정 

책관료들이 정치권과 기업들의 결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자율성을 행 

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그 첫째이고， 자동차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그 둘째 요인이다. 

첫번째 요인으로는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관료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예를 들면 경제기획원의 위상 제고와 1965년부터 1970년대 

까지 매년 15，αm 내지 2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가한 사실 둥lχ 군 

부엘리트의 영향력이 군정 이후 시일이 지나며 상대적으로 약화되 

16) 뷰캐넌동에 따르면 지대추구적 (rent-seeking) 행위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 
다고 한다. 그 첫번째는 특혜를 받기위하여 당국올 셀득하는 노력올 통한 
지대추구이고， 둘째는 정치가나 관료가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 

기 위하여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는 차원이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특혜롤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대 

추구적 목척은 1) 로비활동에 참여하거나， 2)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 

해 정치과정에 참가하거나， 3)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행동 둥 
올 통하여 구체화 된다.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국가와 자본가의 활동은 첫번 
째 수준의 지대추구적 행위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방식은 로비활동이 중심이 
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는 J없nes Buchanan, Robert T，이lison， and Gordon 
Tullock (eds_), Toward a π1eOη of Rent-Seekir핑 Society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0), pp. 13-14 참조할 것. 

17) 박종철， “한국의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1948-1972: 1공화국과 3공화 
국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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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현상에 대한 관료의 전문적 지식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 둥올 

들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경공업중심의 산업화가 

소진되면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펼요성이 중대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가 더 이상 자동차산업올 지대추구의 원천으로만 간주할 수 없 

게 된 점이 두번째 요인이라 하겠다. 자동차산업도 발전시켜야할 산 

업 분야의 하나로 둥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회 대통령이 1967년 

처음으로 자동차공업 육성을 특별지시하였다는삐 사실은 매우 시사 

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산업자본가들 또한 국가의 지대추구적 행위에 편숭하여 산업발전 

을 위한 투자를 행한 것이 아니라， SKD부품 수입올 홍한 조립생산 

에만 몰두하여 기술의 도업이나 부품생산시셜의 도입 둥은 둥한시하 

였다. 즉 산업자본가들 또한 자동차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시키려는 

의지률 가진 것이 아니라， 산업(생산)활동올 흉한 이익의 추구가 아 

니라 지대추구롤 통한 이익의 추구에 19) 골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 국가와 자동차자본의 성격올 지대추구 

척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초기 진입자인 새나라， 아시아 그리고 신진 

의 경우에 대비되어 현대와 기아의 경우에서는 산업적인 계획합리성 

이 나타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산업활동애 주안점이 두어졌음에 반 

하여 전자의 경우는 지대추구척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입 

장벽을 셜정하고 인가의 주체였던 국가 역시 지대추구적 성격을 강 

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지대추구적 국가정책의 만연은 정치 

권으로부터의 격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던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18)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앞의 책， p.738. 

19) 부의 두 원천으로 생산(Production)과 약탈(Predation)을 들 수 있다. ‘생 
산은 부를 증가시킴에 반하여 약탈은 부률 이동시킬(압없18fer) 뿔이다. 생 
산온 참가행위자들이 이득을 보게되는 협동적인 활동임에 반하여 약탈온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기적 활동이다. 이기적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 
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부률 증가시킨다.’ (Magee et 따.， 앞의 책， 
p. 1). 1960년대 한국에서 진행된 중간분해부품의 수입 조립은 생산의 성 
격보다는 약탈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입가와 조립후 국내판매 

가 사이의 차이는 정상척인 부가가치로는 셜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다. 수입부품의 조립과정을 통한 부가가치의 생산 자체도 적었지만， 

이 후 판매과정에서의 폭리는 ‘약탈’ 행위로 밖에 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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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관료제의 성격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경유착 

으로 대표되는 뇌물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한 비합법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이 시기동안 팽배하였다는 것올 의미하 

는 것이다. 1962년의 ‘보호법’은 새나라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1964년의 ‘육성계획’은 신진에 독접적 위치를 부여하 

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엘리트는 지대를 추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여 1960년대를 결론내리자면， 기술적 관료집단이 정치권이 

나 기업으로부터의 압력과 로비로부터 격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 

고， 따라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장기적 발전계획은 이 당시 정책의 주 

된 초점이 아니었다. 주된 관심사는 정치 엘리트가 어떻게 자동차산 

업으로부터 지대를 추출하여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산업상의 

중요한 결정은 관료집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치적 지대의 추구라 

는 차원에서 정치엘리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정 

책이 일관되게 결정되지도 않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도 반증된다고 하겠다. 자동차산업의 촉진에 가장 중요한 국 

산화율 제고의 문제라든가， 외국선진자본과의 기술·자본의 협력문제 

가 정부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1960년대 후기에 들어와서야 겨 

우 언급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정부정책이 자동차산업의 일원화로 

부터 3원화， 그리고 4원화 정책으로 표류한 점 둥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표류와 집행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는 1970년대 이후 한국자동차산업의 출발점올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올 가진다. 

rn. 개발국가: 1970년대의 자동차산업과 국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동차 수입대체산업확의 시작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1970년대는 국가와 자본 양자 모두의 지대추구적 행위로부터 

산업행위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자동차산업정 

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1973년의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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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 수 있다. ‘진흥계획’ 이전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1968년 

10월 박정회 대통령은 상공부장관에게 ‘상공부의 지도감독 소훌로 

자통차 국산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산화 비율올 높이기 

위한 보다 엄격한 조건올 만들라고 지시，，20)한다. 이 지시에 의거 69 

년말 상공부는 획기적인 자동차국산화계획을 발표한다. “70년부터 

72년까지 3년동안 주종차의 1백% 완전국산화를 달성하겠다…자동 

차업계의 변화와 아울러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도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해 당초 상공부가 72년까지 자동차롤 완전 국산화하려던 계획은 

일보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상공부는 72년말의 국산 

화율 1백%를 67%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인 국산화 추진올 통해 

76년에나 1백% 국산화를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승용차 국산화 계획 

올 마련했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중의 자동차공업 육성계획이 실패 

했고 70-72년의 3년 동안의 국산화계획도 좌절돼 또다시 3년이 늦추 

어진 것이다-주무당국의 무책임한 시책에서 비롯된 결과였다-자 

동차 국산화계획의 추진으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약간의 기반이 다 

져졌다는 것이다.강1) 앞의 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대추구적 국 

가의 성격으로부터 개발국가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 2차 5 

개년계획 기간동안에도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이 계획합리성올 가 

지고 전문적 관료에 의해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결정·집행된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진입장벽올 쩔정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사장화(死藏 

化)되어 아세아， 현대， 기아 둥의 새로운 기업들이 자동차산업에 진 

입하게 되었고， 산업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국산화율 제고률 

위한 도상계획도 정책자체가 수정·폐기되는 과정올 겪게 되는 것이 

다. 이후의 분석은 장기진흥계획이 가지고 있는 개발국가적 성격， 즉 

계획합리성과 전문적 지식올 지닌 관료 엘리트들의 격리성과 자율성 

올 밝히고자 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60년대까지의 지 

대추구적 국가와는 다른 70년대의 개발국가의 변모가 드러날 것이다. 

‘장기진흥계획’은 1970년대 초반 두가지의 중요한 경제정책올 배 

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하나가 1972년의 8.3조치이고 또 하나 

20) 중화학추진위원회기획단 r정책결갱과정의 이면사J ， 1979, p. 226. 
21) 같은 책， pp. 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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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73년부터 시작된 중화학산업화 추진이다.8.3조치와 중화학 추 

진 두 사건은 경제정책결정기구 내에서 기획원의 영향력의 쇠퇴를 

상정하고 있다. 당시 기획원은 1970년대 초반 한국경제가 처하고 있 

던 위기상황g에 대한 처방으로 재정금융적 조치로서 정통적인 안정 

화시책올 주장하였고， 경공업중심의 수출산업화 위기에 대한 대웅으 

로 점진적인 중공업화의 안올 제시하고 있었다.영) 8.3조치는 청와대 

가 주도가 되어 재무부의 안올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기획원올 전적 

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중화학 추진도 청와대 내 중화 

학추진위원회 기획단이 상공부와의 협조하에 주도한 것이다. 이 결 

과 기획원의 점진적인 산업구조고도화 안은 사장되고 기획단의 급진 

적인 안이 채태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원의 영향력 쇠퇴는 78년까 

지 계속되고， 79년의 오일쇼크를 겪으며 본격적인 안정화 논쟁 둥을 

거쳐 80년대 초반 기획원의 우위로 반전된다 24) 

8.3조치는 자본분파내에서 본다면 이자부자본의 회생 위에 산업자 

본올 도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회 전체로 본다면 대기업에 특 

혜를 준 것으로 명가할 수 있올 것이다. 금리인하， 산업합리화자금의 

껄치， 사채의 동결 동은 고리의 사채와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던 

대기업들에 혜태올 주었으며 이 중에서도 큰 혜택올 받은 분야로 자 

동차산업올 들 수 있다 26)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보면 1970년에 

22)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국내여신증가율의 하락 
이나 부도율의 증가， 외채와 외환 위기， 그리고 높은 이자율을 통반하는 사 

채의 중가와 기업 재무구조의 악화 둥을 현상적으로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성형 ‘국가， 계급 및 자본축적 - 8.3조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참조. 

23) 이 부분에 관하여 는 Inwon Choue, ‘안1e Politic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South Korea’s Turn Toward Export-Le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1961-74,’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1988. 

24) 이러한 기획원의 위상 변화는 80년대 초반의 안정화 시책과 통폐합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25) “이 조치의 혜택올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사채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현대자 
동차였으나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이 수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8.3조치가 사채의 동결 이외에도 여러 특혜의 내용들올 포괄하였기 때 

문이다… 1972년올 고비로 자동차업체들의 경영은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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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억， 1971년에 37.9억에 달하던 단기차입금이 1972년에는 29.8 

억으로 줄어들고， 1972년에 34억의 장기차입금이 처음으로 유입된 

다. 지급이자추세를 보아도 1970년에 13.9억， 1971년에 14.1억에서 

1972년에 12.3억으로 감소한다 26) “72년 들어서도 가중된 금융부담 

과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지속으로 전반기에는 자금난이 계속되었 

으나 후반기에는 8.3 긴급명령과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책으로 자 

금부담이 경감되고 수요가 중대하여 전반기의 손실올 보전하고도 2 

억 9천5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현대자동차 20년사(p. 255)는 

적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배경으로는 중화학산업화 추진을 들 수 있다. 

1973년 경공업위주의 수출주도산업화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 

가는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비철금속 둥의 중공업올 중심으 

로 하는 산업구조조정올 꾀하기 시작한다. 경공업위주 산업화의 한 

계 극복이라는 경제적인 논리 외에 안보 측면에서도 방위산업의 육 

성을 위한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중화학 추진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화학추진올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화학추진위원회가 생기고 그 산하의 기획단에 

서 모든 계획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자동차는 중확학추진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광의의 기계산업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 오원철民의 셜명이다. 중화학 추진에서 자동차산업이 1차적인 정 

책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었지는 않아 직접적인 지원올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자동차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기간산업을 성 

장，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중화학 추진은 자동차공업발달에 중요한 

상황변수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기진흥계획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73년 9월 6일자의 자 

동차공업육성에 대한 대통령 지시문을 보면 “1. 자동차공엽은 1975년말 

까지 완전국산화한다는 목표하에 이를 위한 구체적 육성계획을 작성 

한다… 국내자동차업체들의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은 1971년에 

-4.7%로 악화되었으나 1973, 1974년도에는 각각 6.6%， 8.5%로 호전되었 

다 신상숙한국^t동싹f업의 구조변화와 국가개입의 역할J ， 한국산업사회연 

구회編한국자본주의와 자동차산업~ (서울: 풀빛， 1앞10)， pp. 254-255. 
26) 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 20년사~， 1987,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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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할 것， 2. 차종 및 차형은 경제개발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 

단순화할 것， 자동차의 매년 증가되는 유류소비의 절약올 기하고 비 

생산적 차량수요를 억제하며 제도상의 육성체제를 정비하고 빈번한 

모델변경이 없는 경제적 차종올 양산토록 할 것， 3. 자동차공엽은 부 

품생산과 조립생산부품으로 분리해서 육성하되 조립공장은 더 이상 

외자합작이나 신껄함이 없이 기폰공장올 중심으로 육성하고 생산체 

제의 합리적 재편성방안을 강구할 것， 4. 부품공장은 조립공장별로 

난립건셜하지 말 것이며 공용규격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공장을 합병， 공동투자 또는 외국과의 합작으로 건 

설하여 수출할 수 있는 우수부품올 생산토록 할 것’27)이라고 구체화 

시키고 있다. 위 지시의 초안은 73년 6월 20일 작성되어 73년 7월 

자동차 4사에 사업계획제출지시를 내리고 8월 국무총리에게 소형숭 

용차 양산화계획을 보고하고 9월 대통령지시로 구체화된 것이다 28) 

진흥계획의 작성과 시행은 상공부 내 제도와 담당관료의 변화， 그 

리고 신중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상공부와 신고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획원의 위상 변화라는 두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73 

년 1월 중확학공업정책을 선언한 박정회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올 개 

정하여 상공부에 중공업， 경공업， 국제협력담당 둥 3명의 차관보를 

신셜했는데 이 때 70년부터 국민차의 제정올 주창하던 김재관 박사29)를 

중공업차관보로 기용’30)한다. 자동차산업은 중공업차관보의 관할이 

었다. 또한 1955년 시발자동차의 조립시 공장장이었던 오원철民가 

상공부의 직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 취임하였고 그가 중화 

학추진위원회 기획단올 이끌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배경이라고 하겠다. 

27) 상공부 r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한국형소형숭용차의 양산화~， 19깨4， 

p.27. 
28) 같은 책， p. 31. 

29) 197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경제기획원의 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 
“한국의 기계 및 소재공업의 현황과 전망분석’에서 김재관 박사는 용역의 
팀장으로서 국민차 개발의 필요성을 역젤하였다.60년대 이후의 5개년 개 

발계획이나 포항제철의 셜립에서 국가가 행한 역할을 자동차산업에도 적용 
시켜야한다는 논지였다. 

30) 현대자동차， 앞의 책，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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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국 교수는 위의 두 관리와 현대의 고위 경영자를 신중상주의 

적 “삼총사”라 명명하며， 이들이 포니 개발에서 차지하였던 역할올 

부각시키고 있다. 즉 실용주의적 신중상주의 지배연합의 패턴이 한 

국자동차산업의 발전경로를 결정지었다고 한다 81) 백교수는 김재관 

박사와의 면담결과를 인용하면서 신중상주의적 ‘삼총사’가 기울인 노 

력으로 “ 1)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국산차 개발 계획서 작성， 2) 정주 

영 이하 주요 산업자본가들에 대한 끈질긴 셜득， 3) 비합리적이고 무 

성의한 아세아자동차의 탈락조치혀2) 둥을 들고， 이들의 노력이 포니 

의 개발에 결정적 역할올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면담사실은 필 

자의 조사와 일치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국가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개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필자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 

다. 이러한 주장이 포니의 독자적 개발올 설명하여 줄 수 있는 부분 

이 있으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시기에 같은 정책에 

의해 양산에 들어간 GMK의 제미니 모델의 실패와 이후 GMK의 퇴 

행적， 종속척 발전과정은 어떻게 셜명하여야 하는가는 여전히 문제 

로 남는다고 하겠다 88) 또한 1972년 대우와 GM이 50대 50으로 출자 

한 합작회사 GMK의 설립에 대하여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은 “미국 

GM의 한국 진출은 미군 1개사단의 주둔에 못지 않은 효과가 었다’3ó) 

고 말할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다국적자본의 진출올 적극적으로 권 

장하고 있었다는 점과， 경영권이 GM측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 

서 장기계획이 의도하였던 독자적인 국산차 모텔의 개발 생산은 불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올 미루어 볼 때 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에 

의한 셜명은 부분적으로 유효할 뿐이다. 이 부분은 신중상주의적 지 

31) 백종국， ‘한국의 지배연합과 산업화전략: 멕시코와의 자동차산업화전략에 
대한 비교연구 안청시編한국정치경제론: 정치과정과 산업화전략~ (서 
울: 법 문사， 1앞lO)， p. 408. 

32) 백종국， 앞의 글， p. 408. 
33) 현대와 대우의 비교， 한국자동차산업이 처하고 있는 국제분업구조상의 특 

이성(독자성 혹은 종속성) 그리고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논의는 필자의 
국제정치학회 연구발표회 발표논문(1993년 4월 21일) “한국자동차산업과 
국제분업구조: 국가주도산업화 명제와 관련지어”를 창조할 것. 

34) 현대자동차， 앞의 책，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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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합으로 셜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신중상주의적 관료들 

과 현대의 연합은 지배연합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 Network에 불 

과하였고 실제 정책적 개업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훨자 

의 주장이다. 장기진흥계획의 취지에 맞추어 ‘비교적 독자적’ 계획올 

제출한 현대와 대비하여 선진국 모텔의 조립생산에 불과한 GMK의 

계획올 장기진흥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승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각 기업별로 다른 결과률 가져왔다면， 국가정책은 

상황변수의 의미 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진흥계획으로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상이나 세제상 부여된 특혜가 미미하였다는 점， 현대가 포 

니 공장을 건셜하기 위해 현대건설의 보중으로 6천1백만불의 차관올 

도입하고 현대재벌이 3천만불의 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현대재벌이 기술인력공급과 훈련 그리고 경영인력의 공급창구로서 

역할하였다는 사실35) 둥은 환경변수로서의 개발국가의 역할보다는 

생산의 당사자인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장기진흥 

계획에 의해 한국자동차산업의 구조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각 기업 

의 독자적인 투자결정과 경영방침이 보다 중요한 독립변수로 부각되 

어야 하는 것이다. 백종국 교수가 제시한 실용주의적인 지배연합이 

론은 포니의 개발파 이후 현대의 독자적인 발전올 셜명할 수 있으나， 

대우자동차로 이어지는 GMK의 종속적이고 퇴행적인 발전은 설명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자동차산업계의 원로라 할 수 있는 윤준모民가 1975년 교통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상공부 당국에서 확정 제시한 자통차공업육성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때 과거와 같이 떠벌리고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 

한 허망한 정책방향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있고 업자 모두가 조금 

만 노력하면 꼭 발전할 수 있는 길올 터놓고 있는，，36) 정책이라고 평 

가한 것은， 장기진흥계획이 그 이전 시기의 정책과는 달리 현실에 기 

초하고 있고 계획합리성을 지닌 전문 관료집단에 의해 비교적 일관 

되고 효율적으로 결정 집행되었다는 것올 자동차공업인의 입장에서 

35) Jong Gook Back, 앞의 글， p. 147. 
36) 교통신문 1975년 1월 16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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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발국가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상품으로서의 자동차가 이익올 실현하는 수요시장에 대해 

서는 정부가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차량수용의 억제”에 초점을 맞 

추어 “1 ，000불 국민소득시의 숭용차 보급율올 선진국의 500불 소득 

수준으로 책정얘끼하는 둥 생산과 수요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올 드러내 

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과정에 부과되는 각종 세 

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38) 자동차 수요를 실질 

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는 자동차의 수출을 통해 시장올 

확보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로서 1977년 11월 자동 

차산업올 수출전략산업으로 결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자 

동차산업의 발전단계률 보았을 때 수출전략산업의 지정은 도상계획 

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개발국가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다. 

이후 70년대 자동차의 수출은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에 대한 기업 

의 소극적 반용으로 일관되어졌고， 이 부분에서 국가의 보조금이 지 

급된 혼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국내의 높은 판매가로 수출에서의 

적자분이 보전되었을 따륨이다. 1978년 정부는 자동차생산 목표를 

1981년에 1백만대， 1986년에 2백만대로 제시하였고， 민간기업들도 

생산시설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과잉투자로 

인하여 1980년의 통폐합시도의 상황이 껄정되는 것이다. 

70년대의 국가정책성격올 조망해보면 개발국가의 성격이 나타나 

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원화 방침으로 시작하여 2원화， 4원 

화 그리고 3원화로 정부정책이 표류한 것올 보면 일관성이 부족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경쟁올 통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올 기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체에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업체와 신규 

진입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기존 정책의 표류가 일어난 것이다. 즉 개 

발국가적 성격을 보이고는 있었으나 일관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3η 상공부， 1974, 앞의 책， p. 106. 
38) 1974년 1，4α:>cc 이상의 4기홍 차에 부파되는 세금은 일본의 3.4배에 달하 

고 있었다. 상공부， 1974, 앞의 책，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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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또한 생산의 확대는 장려하면서 실현시장인 

수요는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출촉진정책이 

산업의 발전단계로 보았올 때 불가능하여 수출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둥은 산업발전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생산능력 

의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수요억제라는 다른 정책에 의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이 약화된 것이다. 생산확대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의 이상한 결 

합은 상공부와 기획원， 재무부 사이의 갈둥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39) 이 갈동은 1979년의 안정화시책과 1980년 통폐합시도에 

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수요진작책올 정부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통차관련세제를 고치려는 자동차업계의 로비가 전혀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것 둥은 이 당시 자동차자본의 취약성올 반 

영하는 것이고， 이 취약성은 자동차산업의 저발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IV. 국가기구 내부의 균열: 1980년의 통폐합시도 

1980년의 통폐합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기획원과 

상공부 사이의 역학관계를 보아야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8.3조 

치와 중화학추진올 겪으며 기획원의 위상은 현저히 격하되고 산업분 

야에 대한 상공부의 위상이 격상된다.70년대 후반의 경제문제로는 

중화학에 대한 과잉투자， 중동건설붐과 수출의 확대에 따른 고율의 

인플레 둥으로부터 비롯된 경제구조의 취약성 둥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경제위기를 정부는 확대성장론을 견지해오던 남덕우 기획원장관 

을 안정론자 신현확40)으로 교체함으로써 해결하려하였다. 기획원은 

해거드(Haggard)가 “새로운 반케인즈적 정책연합의 숭리，，41)라고 명 

39)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며볼 것이다. 
40) 신현확￡는 1960년대말부터 안정론의 입장을 공유하는 전문관료집단과 연 

계를 가져왔다고 한다. 대표적 인사로는 김재익， 강경식 둥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1979년의 안정화시책과 1980년대 초반의 경제시책에 막강한 영향 

력올 행사하게 된다{신현확民와의 1991년 10월 29일 면담). 

41) Haggard, 앞의 글，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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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1979년 4월 17일 ‘경제안정화시책’을 발표한다"2) 4.17 발표전 

새 기획원팀은 ’1980년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구조조정올 위하여‘라 

는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은” 

1) 전략산업의 지정이나 수입대체보다는 비교우위43)를 중시하고， 2) 

산업구조조정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3) 사회간접자본의 확 

충이 필요하며， 4) 국가 개업올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올 증대시켜야 

한다‘μ)는 것이다. 기획원이 경제안정화에 중점올 두고 있었음에 반 

하여 상공부는 중화학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확대성장론올 주장하 

고 있었다.“) 4.17안정화시책의 결정발표경위와 이후 5월 25일자로 

발표된 투자조정계획(미래투자조정)으로의 변천과정은 기획원과 상 

공부의 갈퉁올 명확히 보여준다. 상공부 최각규장관의 외유중 신현 

확 부총리는 경제각료회의를 소집하여 4.17시책을 결정한다. 이후 

상공부장관의 귀국과 함께 정책갈둥은 심화되어 한달 여의 진통올 

겪은 끝에 5.25조정계획으로 축소발표되는 것이다46) 비교우위 개념 

42) Haggard와 문청인 교수는 70년대 말 안정론과 시장우선주의의 풍장을 ‘관 
료지식의 사회학과 국가개업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관점에서 해석 

하고 있다.70년대까지의 한국의 발전에 대한 사고는 케인즈주의와 산업정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70년대 말과 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부처사이의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된다. 국가의 경제 개입 축소률 주장하는 새로운 정책옹호자들은 주로 자유 

주의적 관료들이었고 이들은 통화주의와 신고전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부활 
하는 흐름에 큰 도옴을 받았다. 8tephan Haggard and Chung.ln Moon, 
‘Industri떠 Change and 8tate Power: ’l'he Politics of 8tabilization in 
Korea,. manuscript to appear in World Politics, 1988, pp. 5-6. 

43) 정부부처 간의 논쟁에서 비교우위의 개념이 동장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 
자동차산업정책올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올 준다. 

44) Haggard and Moon, 앞의 글， p. 12. 
45) “상공부는 경제성장과 불균형적 중화학추진을 강조하고 있옴에 반하여 기 

획원은 경제안정파 균형된 산업구조를 강조하고 있었다고 이종찬 박사는 

논문에 서 적 고 있다. Jong-Chan Rhee, “The Limits of Authoritarian 
8tate Capacities: The 8tate.Controlled Capitalist Collective Action for 
Industrial Adjustment in Korea, 1973-87,.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1, pp. 141-142. 

46) 이 부분에 관하여 는 Jong Gook Back, 앞의 글， pp. 180.181, 그리 고 
Myoung 800 Kim, ‘안le Limit of the 8tate Intervention: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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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화， 그리고 기획원과 상공부의 역학관계 변화 퉁이 1980년 

통폐합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1980년 8월 20일 국보위는 자동차와 발전껄비의 통폐합올 명하고 

9월 13일 동제련， 전자교환기， 디첼엔진， 전자변속기 네 분야의 통폐 

합올 추가로 명한다.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과잉시설의 정리가 목적이었다. 통폐합안은 각 부처 사이에 폰재하 

였던 자동차산업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기획원과 상공부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통폐합의 정책결정과정올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세계은행과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oan)올 협의하고 

있던 기획원은 세계은행에 기계공업 평가를 부탁한다. 이 평가단에는 

MIT공대 서남표 교수가 있었다. 이 평가단은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작업올 하고 세계은행에 “An Assessment of Critical Issues 

Confronting the Korean Machinery Industries"(September 

1980)라는 보고서률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 자동차공업과 중공업 

이 규모의 경제 달성올 위해 시급한 처방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되었 

고 이 방법으로 통폐합안이 제시되었다. 연소기관 기술획득은 외국 

자본의 참여를 통해서보다는 라이센스를 통하는 방법올 추천하였으 

나 GM의 경우는 이미 자본참여사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야한다 

고 주장하였다.‘n 서교수가 단일회사로의 통폐합올 추천하면서 GM 
의 역할을 그대로 인정하여야한다고 한 것은 GM 주도하의 통폐합으 
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남표 교수는 이 

보고서의 내용올 김재익둥과 미리 상의하였고， 이 안은 국보위의 정 

책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갱)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교우위논쟁49)은 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 

the Korean Heavy and Chemica1 Industria1ization pr이ect，" paper 
presented to the 5th Asian Region머 Conference of Sociology on 
“Industri떠 East Asia: Tasks and Cha1lenges," December 3-5, 1987, 
Seoul, Korea, pp. 29-32률 참조할 것. 

47) Nam 짝o Suh, “An Assessment of Critica1 Issues Confronting the 
Korean Machinery Industries," mimeograph, 1980, p. 13. 

48) Far Eastem Ecorwmic Re뼈ω， 1980. 9. 5, p. 57. 
49) 이 논쟁은 국회에서 질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1981년 10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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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세계은행이 연합한 신고전주의와 상공부， 산 

업연구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연합한 케인즈적 확대성장론의 두 입 

장이 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60) 경제 테크노크래트 중 소위 미국유학 

파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주의 입장은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적어도 100년 가까운 영사를 가진 일본이 

나 서구의 대메이커와 비교하여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절대로 국제적 

인 비교우위롤 가질 수 없으므로 국제분업론에 입각하여 중단되어야 

한다…다만 한국은 조립공장이나 지어서 값싸고 질좋은 외국의 자 

동차부품을 사다 조립해서 쓰고 그에 따른 관세수입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지원하면 된다，，61) 이러한 입장은 세계은행도 공유한 것 

이었다.1981년 세계은행으로부터의 구조조정차관을 교섭하고 있던 

기획원은 1년여의 교섭결과롤 갱리한 ‘개발정책의향서’(Letter of 

일 제 108회 국회 상공위훤회에서 이규정(李圭표) 의원은 ‘자동차공업 육 

성방안이나 자동차공업율 보는 견해가 각 부처마다 다르다고 본의원은 알 
고 있는데 그 실상은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서석준 상공 
부장관온 다옴과 같이 답변한다. ‘자동차산업은 전략산업으로 보느냐 아니 

면 사치적인 비효율적인 산업으로 보아서 자동차산업은 이 나라에서는 커 

서는 안된다 하는 부처벌 이견이 많은데 그 실상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 

해셔는 각부처별 이견은 없옵니다. 일부 들은 얘기는 그 사랍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밖에 없고 일단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이 되었으면 그 계획에 대 

혜서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 정부의 의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은 별로 걱정 안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제 108회 국회 상공위원회 
회의록 제 8호， p. 10, pp. 22-23) 위의 답변은 부처사이의 견해 차이가 존 
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정부정책이 결정된 

후에는 부처 사이의 이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0) 일본의 경우도 1950년대 초 자동차산업의 비교우위논쟁올 거친다. Bank 
of Japan과 Ministry of ’I￥ansportation은 한정 된 자원을 타산업 의 발전 

에 사용혜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산성은 타산업과의 연방효과를 생각하여 
자동차산업을 진흥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쟁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째 미군이 2천 3백만불 차량주문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이 혹자를 기록하 
면서 종식되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Michael Cusumano, πl.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Technol앵I and Management at Nissan and 
Toyota (Cambridge, Mass: πl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 122, 1985) 
pp. 19-20 참조할 것. 

51) 현대자동차， 앞의 책，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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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olicy)를 세계은행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 

는 자동차공업의 타당성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지원정책도 쓰 

지 않올 것이며， 차관자금의 사용도 불허한다고 공언하고 었다. 또한 

타당성조사에 따라 산업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 문제를 세계은행과 

상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뻐 한 상공부 관리는 이러한 입장 
을 ‘정태적 비교우위론뼈)이라 명명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상공부， 산업연구원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산업의 국제적인 전이과정을 볼 때 자동차산업에 

서도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판단…그리하여 자동 

차산업도 한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분명히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M)고 본다. ‘동태적 비교우위론’으로 명명되는 이 입장은 정부의 

수요억제책율 과감한 수요진작책으로 바꾸면 자동차산업에서의 규모 

의 경제 달성이 가능해지고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이론 사이에서 절충척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청와 

대와 과학기술처였다. 그들은 자동차산업이 비교우위가 없다고 하는 

기획원의 분석에 기본척으로 통의한다. 그러나 기계공업을 중접적으 

로 육성하면서 자동차산업올 육성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樓 

훌)이라는 것이다. “기계공업의 꽃인 자동차산업올 포기한다면 국가 

의 전략목표에서 기계공업이 제외되어야 한다. 기계공업이 전략목표 

가 된 이상 자동차산업의 육성은 비교우위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66) 

이러한 청와대의 절충적 입장은 이후 상공부의 입장이 반영된 현대 

자동차의 액셀프로책트 인가와 기획원의 입장이 반영된 대우자동차 

의 르망프로책트 인가라는 양면적 국가정책의 형성에 영향올 미치게 

된다. 

80년대 초 김재익둥으로 대표되는 기획원의 막강한 영향력올 배 

52) 경 제 기 획 원， ‘Letter of Development Policy to World Bank including 
Program of Action for Structura1 Adjustment,’ September 23, 1981. 

53) 비교우위의 개념온 시공이 바해면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관점에서 파악되 
어야 하는데 기획원은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였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 

54) 현대자동차， 앞의 책， pp. 364-365. 
55) 1988년 8월에 행한 청와대， 상공부， 파기처 관리들과의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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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하여 자동차산업 비교우위개념(정태적 비교우위)올 중심으 

로 하여 이루어진 정책이 국보위의 통폐합안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국적자본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민간기업의 반발로 폐기되고， 이 

후 상공부의 위상 재격상과 더불어 독자적 발전의 길인 현대의 엑 

셀프로책트와， 기획원과 세계은행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대우의 

르망프로젝트라는 두개의 상충되는 투자계획이 정부에 의해 인가되 

게 된다. 국가기구내부의 자동차산업정책상의 균열은 현대의 입장 

에서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56)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일 

본유사형의 현대자동차와 남미유사형의 대우자동차라는 독특한 산 

업구조를 가지게 되는 배경이 바로 80년대 초에 있었던 비교우위논 

쟁과 이로부터 비롯된 정책의 양면성이라 하겠다. 백종국 교수가 주 

장하듯이 80년의 통폐합조치가 “신고전주의적 정책연합이 전두환정 

부의 경제기구률 장악하여 자동차산업을 국가챔피언인 현대를 중심 

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얘7)01 었던 것이 아니라， 국보위의 입장은 

GM에 종속적 성격을 지니는 대우자동차 중심으로의 자동차산업 재 

편올 기도하였던 것이다 56) “포니프로책트時 8.3조치와 같은 극적인 

정부의 개업이 액셀프로책트시기에는 폰재하지얘} 않았던 것 쁜만 

56) 현대자동차 20년사는 ‘셜상가상격으로 자동차업계률 더욱 곤혹스럽게 만 
든 것은 제 2차 오일 쇼크률 전후하여 정부일각에서 제기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회의론 내지 자동차산업 무용론의 대두 
였다고 적고 있다. 현대자동차， 앞의 책， p. 363. 

57) Jong Gook Back, 앞의 글， p. 228. 
58) 당시의 정부관리들 그리고 언론인들과 행한 1988년의 면담 결과률 종합해 

보연， 국보위는 자동차산업을 대우-GM 합작사 중심으로 재편하려하였다는 

것이 명빽히 드러난다. 발전설비와 자동차 양자돼일의 선돼올 주변 건설회 

사의 규모가 큰 현대가 발전설비와 관련된 토목공사의 이권 때문에 발전껄 
비률 택하리라는 것이 국보위의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자연스럽 

게 GM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주식지분의 변동상황이 발생할 

시 180일 전에 GM측에 통보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 
리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현대와 GM의 협상 

은 난관올 겪게된다. 또한 월드가생산올 주창하던 GM과 독자모텔 개발을 

주장하던 현대 사이의 경영 션략의 차이， 그리고 주식지분의 배분문제 둥으 
로 국보위의 통폐합안은 1981년 2월 폐기된다. 

59) Jong Gook Back, 앞의 글，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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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부의 통폐합시도라는 잘못된 정책 시도로 말미암아 79년 

부터 기획이 시작된 엑셀프로책트의 투자결정은 가장 나쁜 여건 속 

에서 추진된 것이다. 

V. 규제국가: 1980년대 산업합리화 시기의 국가 

1980년대 자동차산업정책을 보면 개발·진흥시도 둥으로 대표되는 

전 시기와는 딸리 각종 규제를 통한 ‘산업합리화시도’가 두드러짐올 

알 수 있다. 자동차산업정책의 수단도 ‘생산장려’로부터 ‘수요관리’로 

바뀐다.1980년대 초반 신고전주의적 경제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경 

제개혁 조치로 개발국가의 성격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문정인 교수 

는 이률 “개발국가의 몰락’60)으로 해석하고， 김은미 교수는 “국가권 
력의 약화와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의 감소뼈1)로 해석한다. 

문교수는 경제개혁조치가 정권의 정치적， 자의적 선태이었고 따라서 

경제개혁이 “개발국가적 성격 약화의 원인”없)이라고 주장함에 반하 

여， 김교수는 이률 “개발국가적 성 격 약화의 징후’없)라고 주장한다. 

위 두 교수는 80년대 초반 경제개혁과 개발국가적 성격의 약화 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해석에서 다른 입장올 취하고 있지만， 

모두 개발국가의 약화라는 공통된 주장올 하고 있다. 이 개발국가적 

성격의 약화와 함께 둥장하는 것이 규제국가의 성격이다. 

개발국가로부터 규제국가로의 전이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 

다.1981년 제정된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규제국가의 상징이 

60) Chung-In Moon, “안le Politics of a Developmentalist State? 
Neoconservative Reform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 South Korea, ø 

Joumal of Developir핑 Societies, n. 4, 1988. 
61) Eun Mee Kim, “’l'he Changing State-Capital Relations in South 

Korea: The Weakening of A Strong Developmental State,’ paper 
presented to the American Polit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August 29-September 1, 1991. 

62) Moon, 앞의 글， p. 70. 
63) Eun Mee Kim, 앞의 글， p. 14, 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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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64) 또한 기획원은 정책금융올 축소한다. 재무부는 은행 

의 민영화작업을 1981년부터 시작하고， 상공부도 산업보조금올 축 

소조정하고 전략산업의 지정도 성격올 달리 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규제국가로의 전이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사건으로 1986년 

‘공업발전법’의 입법올 들 수 있다. 공업발전법에 규정된 정부개입은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시장기능의 보다 완전한 발휘 

롤 촉진토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의 성격&’올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 

화계획에 의한 개입’과 ‘공업기술향상계획에 의한 개입” 두가지 경 

우률 상정하고 었다. 개입의 대상을 “기존 법률에 의하여 이미 규정 

되어 있는 포괄적 개입대상올 100으로 보았올 때 10정도”로 축소하 

였고 개입의 형태도 “기존 7개법률에 었는 140여 종의 개입형태에서 

14여 종의 형태로 축소’66)하였다.60， 70년대 산업정책은 “수출촉진， 

외자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지향적 개발정책”이었고 “소수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통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려는 불균형개발 

정책”이었다고 파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 

정부주도 색채가 강하였음삐올 인정하고 정책방향으로서 “개방·자율 

경쟁의 기조하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이 최대한 

64) 독과점의 규제와 국제정쟁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두가 

지 대비되는 입장이 있다. 마이클 베스트(Michael Best)는 독과정법의 느 

슨한 적용이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이태리 제 3제국들의 국제경쟁력의 원천 

이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국내시장에서 

의 자유경쟁만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독과점법의 
엄격한 적용을 용호하고 있다. Michael Best, πU! New Competition: 
Institutions of Industrial Restructuri，핑 (Cambridge, UK: Polity Press, 
1앞)()); Michael Porter, πU! Com‘petitive Advant얘"{e of Nations (New 
York, NY: The Free Press, 1앉:10). 한국정부의 산업정책은 위의 두 논리 

가 시기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70년대 중화학 추진이 독과점의 

형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의 확보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는 점은 베스 

트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공업발전법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합리화시기의 논리는 포터의 논리률 기반으로 하여 산업부 

문별로 베스트의 논리가 가미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65) 상공부공업발전법안해설자료·주요쟁점을 중심으로J ， 1985, p. 20. 
66) 같은 책， p. 20. 
67) 같은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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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되도록 노력하여 경쟁력있는 산업구조의 실현뼈)올 제시하고 있 

다. 이 법에서 산업정책의 성격은 “경쟁력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 한 

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인정，，69)되는 정도로 규정되고 있다. 

공업발전법은 ‘합리화’와 ‘민간자율화’라는 두 축올 중심으로 전개 

된다. 기폰의 7개 진흥법 70)이 폐지되고 공업발전법으로 대체된다. 이 

로써 정부의 선별적인 산업부분에 대한 개입올 축소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투자·생산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공업발전을 위한 지원도 가능한 기능별로 전환하여 공업기 

술 및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또한 공업과 기술의 연계성을 촉진 

시키기 위해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산업기술의 향상’71)올 도모한다. 민 

간업자들로 구성되는 ‘공업발전심의회’와 관련부처로 구성되는 ‘산업 

정책심의회’가 합리화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염) 이 법이 규정하 
고 있는 산업합리화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계의 합 

리화엽총 지정신청”이 있으면 “공업발전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은 한시적으로 합리화업종올 지정”하는 한 

경로와， “상공부장관은 한시적으로 합리화업종의 직권지정”을 할 수 

있는데 공업발전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또 

한 경로가 있다.페 이에 따라 상공부는 공업발전심의회， 산업정책심의 

회와 협의하여 합리화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한다. 

공업발전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금융， 세제상 

의 조항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만으로 

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에 가지고 있으나， 각 부 

처가 상이하게 가지고 있었던 산업합리화계획안들의 차이에서도 비 

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원은 ‘산업합리화법’의 제정을 통하여 산업 

68) 같온 책， p. 7. 
69) 같은 책， p. 39. 
70) 기계공업진흥법 (1967), 조선공업진흥법 (1967), 철강공업진흥법 (1970), 
석유화학공업육성법 (1970), 비철금속제련사업법 (1971), 섬유공업근대화 
촉진법 (1979) 그리고 전자공업진흥법 (1981) 둥이다. 

71) 같은 책， p. 9. 
72) 같은 책， p. 37. 
73) 같은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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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제률 해결하려 하였으나 기획원 힘의 쇠퇴와 함께 폐기된다. 

재무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올 통하여 산업구조와 부도회사의 

문제률 처리하려하였다. 공업발전법은 상공부가 1983년부터 입법을 

주도한 것인데 재무부와의 일정한 타협과정을 거치며 금융세제상의 

문제를 재무부의 관할인 조세감면규제법의 영역으로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끼) 

공업발전법의 입법 도중 상공부는 산업연구원에 2αm년율 함한 국 

가장기발전구상연구를 의뢰한다 75) 이 보고서에서 산업연구원은 120 

개 산업올 고성장산업， 중성장산업， 저성장산업으로 분류하는데， 자 

동차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올 전자， 정밀화학산업과 함께 고성장산 

업에 속하는 것으로 결론내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정인 교수는 “비 

차별적 개입올 강조하는 공업발전법에서조차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그리고 기계산업은 차별적 개입의 여지를 남겨 놓고 었다，，76)고 

주장함으로써 공업발전법 내에서의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공업발전법이 규정한 합리화계획과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거， 

1986년 공업발전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는 자동차산업을 합리화업 

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한다. 자동차산업은 3년간의 

(1986년 7월에서 1989년 6월까지) 합리화 기간올 인정받게 된다 77) 

합리확 기간 결정과정올 보면， 상공부의 수송기기과는 3년 이상의 기 

간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상공부내 타과들이 산업간의 형평 문 

제를 제기하고 기획원과 재무부가 세제·금융상의 난점을 들어 반대 

하여 3년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떼 합리화 기간의 설정에 따라 기아 

를 제외한 새로운 기업의 자동차산업 진입은 1989년까지 금지되었 

다. 최근 삼성과 쌍용이 기존업계와 상공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승 

용차시장 진입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합리화기간의 해제 이후의 

74) 이경대 r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J (서울， 한국: 산업연구원， 1991), 
p. 198. 

75) 산업연구원， w2αm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공업부문편)J ， 1985. 
76) Moon, 앞의 글， p. 83, 각주 2. 
77) 기아자동차의 숭용차시장 재진입은 1985년 1훨에 결정된다. 
78) 1988년 상공부， 재무부 관리들과의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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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서 국가가 새로운 기업의 진입올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 

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 하겠다.70년대의 개발 

국가적 성격이 강한 시기라면 국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올 자임하여 

초법적으로 진입규제를 하였겠지만， 규제국가의 시기에서는 법적·제 

도적 근거없이는 이러한 규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1989년 5월 미국은 한미통상협상에서 자동차산업 의 합리화지 정올 

연장하지 말 것올 요구하여 한국정부가 합의한다. 미국정부가 왜 무 

역현안이 아닌 자동차산업 문제를 통상협상에 제기하였는지는 명확 

하지 않으나 1993년으로 예정된 외국인의 국내투자자유화를 앞두고 

미국자동차산업의 한국진출 길올 열어주기 위한 의도79)와 80년대 중 

반 삼성-Chrysler합작 계획의 실패가 영향올 미치지 않았올까 유추 

할 수 있올 뿐이다. 

이러한 공업발전법에 근간한 1980년대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은 

70년대와는 달리 생산능력의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 

조의 기본툴올 어떻게 짤 것이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불 

요불급한 수요의 억제로 대표되는 시장억제책은 1980년대에 돌어오 

면서 세제의 조정을 통한 자동차수요의 진작에 초점을 둔다. 자가운 

전의 권유와 제세공과금의 하향조정80)올 통하여 또 국민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1980년대 후반 자동차 내수시장은 호황국면올 맞 

이하게 된다. 

산업정책상의 국가의 역할 축소는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역할 

증가로 일정하게 상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86년부터 

1988년에 걸쳐 국내산업의 454항목에 걸친 기술수요조사를 행하는 

데， 이 중 24항목과 9개분야가 자동차산업에 관련되어 었다. 이 항목 

들은 기술개발수요과제， 기술도입수요과제， 그리고 기술지도수요과 

제로 나누어졌는데，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기술개발수요과 

79) 산업연구원자동차산업장기발전구상~， 1않}()， p. 191. 

80)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과정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변천과 각 부 
처간의 논쟁에 관하여는 휠자의 박사학위논문 6장 3절을 참조할 것. 

Seok-Jin Lew, “Bringing Capital Back 1n: A Case Study of South 
Korean Automobi1e 1ndustrializ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2, pp. 27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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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71개 항목， 기술도입수요과제로 2B7ß 항목， 그리고 기술지도수 
요과제로 33개 항목이 지정된다 81) 기술개발수요과제 중 산업발전에 

병목 현상을 초래하는 기술은 ‘공업기반기술과제’로 제정되었는데 자 

동차분야 기술로는 1987년에 2건 1988년 3건이 지정되었다. 이의 

개발에 눈 정부가 60%롤 투자하고 민간기 업 이 40%를 투자하는 민관 

합동이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때 1앞%년 6월 정부는 자동차기술 중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전자체제， 바디스타일링 둥올 하이테크 

산업의 하나로 지정하는데， 이 조치률 통하여 자동차산업 분야의 

R&D활동의 각종 세제 상의 특혜와 금융지원올 누리게 되었다.없) 이 

러한 조치들은 특정 산업부문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발국가적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술개발이라는 기능적 접근의 성격울 지니는 규 

제국가적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국가의 성격을 조망해 보면， 70년대까지의 차별적， 직 

접척， 시장형성적 성격올 가지는 산업부분에의 국가의 개업을 통해 

전략산업올 지정하는 방식의 산업정책으로부터(개발국가의 성격) 비 

차별적， 간접적， 시장순용적， 기능적 산업정책으로(규제국가의 성격) 

개입의 양상이 바뀐 것올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해진 민간 

경제 부분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980년대 한국의 

재벌들은 위험부담올 무릅쓰고 자신들의 투자결정에 의해 전자， 자 

동차， 화학공업 둥에 투자하기 시작’8<)하였다고 흥원탁 교수가 분석 

한 것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81) 상공부， 1988, 앞의 책， pp. 171-172. 
82) ‘정부주도개발과제는 소요개발비의 1α)0/0률 출연지원하고 정부·민간 공동 

개발과제는 기술성， 사업성， 참여기업형태， 기술개발방법 동에 따라 과제별 

로 소요개발비의 40-80%률 출연지원하고 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출연금 

지원현황을 보연 1987년에 100억원， 1988년에 190억 둥이고 이는 계속 중 

가추세에 있다. 상공부， 1988, 앞의 책， p. 62 창조할 것. 
83) 기아경제연구소 r1얹쩌191 자동차산업 전망~， 1990, 특별보고 5호， 

pp. 54-55. 
84) Wontack Hong, ‘’Export-Oriented Growth of Korea: A Possible Path to 

Advan∞d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JOU1πal， v.4, n.2, 1990,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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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어에 대신하여 

혼히 한국의 개발국가는 그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강력하 

였고 사회세력의 순웅을 유도해 내는데도 성공적이었다고들 분석하 

고 있다. 또 한국 개발국가의 형성은 제 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작 

된 제 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주장이었다. 자동차 

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국가성격의 변화 과정올 살펴보 

면， 한국 개발국가의 형성시점은 제 2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72년에 와서야 ‘개발국가’의 면모를 띠기 시작한 

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국가의 성격은 

지대추구적 국가였다. 

혼히 주장되듯이 1960년대 개발국가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관료엘리트들의 격리성은 자동차산업의 경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었다.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전문 관료 엘 

리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과 결 

탁한 자본가들의 영향력 행사에 의하여 지대추구적인 목적에서 이루 

어져 왔다. ‘산업적 합리성’이나 ‘산업적 계획성’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적 합리성’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 

어져 온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국가의 성격과 자동차산업이 

라는 톡이한 경우에 전문관료집단의 격리성과 자율성 이에 따른 계 

획합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발전단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었다. 타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보충되어야 일 

반화시킬 수 있는 결론이지만， 1960년대까지의 미발전된 자통차산 

업은 산업발전 자체의 목적 혹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의미보 

다는 정치자금의 확보라는 정치적 지대추구 내지는 개인적 치부 차 

원인 지대추구 대상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산업발 

전단계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서， 국가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 

라 개발국가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3년의 장기진흥계획은 전문관료집단이 정치권이나 기업들의 

압력으로부터 격리성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율적 정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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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산업적 계획합리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장기진흥계 

획 작성의 길목에는 ‘8.3조치’라는 초헌법적 혜돼이 국가로부터 주어 

진 측면과 전체 산업의 차원에서 추진된 ‘중화학 추진’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올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장기진흥계획둥으로 대 

표되는 산업적 계획합리성도 상웅하는 내수정책의 부재와 수출산업 

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70년대 중반 이후 상폰하였던 기획원과 상공부 사이의 갈둥은 79 

년 안정화시책올 둘러싸고 첨예하게 드러나게 되고 80년 기획원 주 

도의 통폐합안으로 귀결지워진다. 이 두 부처는 비교우위에 대한 다 

른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한국자동차산업에 대한 다른 전망으로 인 

하여 국내기업주도 발전유형과 다국적기업주도 발전유형이라는 두 

가지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통폐합시도가 국내외 

자본의 반발로 실패하게 된 후， 기획원의 발전방향에 따른 대우의 르 

망프로책트와 상공부의 발전방향에 따르는 현대의 엑셀프로젝트가 

정부의 인가롤 받게 된다. 이 부처 사이의 찰둥으로 인하여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남미유형의 대우와 일본유형의 현대라는 독특한 산업 

구조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구 내부의 균열이 자동차산업구 

조에 결정적 영향올 미친 것이다. 

이후 공정거래법과 공업발전법의 입법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에 

는 국가의 성격이 개발국가로부터 규제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민간자율화와 산업합리화라는 일견 모순되게 보이는 두가지 정책목 

표를 시장 우선의 원칙과 정부의 간접적， 비차별적 기능적 산업정책 

올 통하여 해결하려 한 것이 80년대를 관통하는 국가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부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장려， 세제조정올 

통한 수요의 진작 등을 통하여 자동차자본의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80년대 중반의 자동차산업합리화정책은 이러 

한 규제국가의 툴 속에서의 법적·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개 

입올 통하여 새로운 진입자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합리화 정책도 시효를 다한 90년대에는 정부의 정책수단도 계속 

축소되어 나가는 추세이다.1992년 10월 대우와 GM의 결별과정 86)에 

85) 1992년 10월 대우와 GM은 GM의 주식을 1억 7천만불에 대우측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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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정부가 행한 역할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기 

아와 포드 사이의 불화 과정 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Hands-Off 

Policy) 있는 상태이다.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그리고 국가가 어올려 

만들어내고 있던 3자 관계가， 국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2자관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삼성과 

쌍용의 자동차산업 참여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정부 

는 이 문제를 산업 내부의 문제로 규정하여 더 이상의 개입올 자제하 

고 있으며， 개입하더라도 법적·제도적 툴올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 

다. 다만 재벌의 업종전문화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통제하려는 시도 

를 보일 뿐이다.90년대의 국가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예를 들면 도로의 건설 둥)，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세제의 

합리적인 개혁 둥올 통한 기능적， 간접적， 비차별적 성격의 개업을 

통하여 자동차산업이 자체의 역동성올 가지는 데 도움올 주는 정책 

올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한 

다는 것이 이 글의 작은 결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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